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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을 펴내며

2020년은 코로나19(COVID 19)라는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도전 앞
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국경폐쇄,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 인적
교류가 중단된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 지방정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의 국제화
가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은 영국 지방행정제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도시재생과 지역개발, 문화산업과 문화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국의 지방행정과 혁신정책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영국 지역별 주
요 도시를 생생하게 소개함으로써 영국 지방정부를 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구성했습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한층 높아진 영국에 대한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자료화해 온 협의회 영국사무소(주한영국대한민국대사
관 내 설치)가 걸어온 길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광역 및 기초단
체장들, 의회 의원들, 학계 및 NGO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영국의 지방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들과의 토론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지방 공공외교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과 영국의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Brexit) 과정에서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재정립하고 “위대한 영국”(Global
Britain) 비전을 추구하면서 유럽을 넘어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
는 것은 한-영 관계 발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포스
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업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지방정부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 8. 3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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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Greater London지역 특별기구

Ⅰ. 개 요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대해 대대적 권한 이양(1998)

1 영국 지자체 개관

총 론

- 1998 스코틀랜드법(The Scotland Act 1998), 1998 웨일즈 정부법(The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1998 북 아일랜드법(The Northern Ireland Act 1998) 제정

● 다른 연방제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 연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형식과 달리, 영국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헌법적 자치권을 보유하므로 자치권 제정, 이양, 폐지형식을 통해 자치
권 보장

1)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의 창설 및 행정효율 중시

☞ 행정계층구조상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별 특별기구 존재

◦영
 국은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자치단체를 신설·폐지하거나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
의 입법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음

● 이와 유사하게 잉글랜드 지자체중 런던의 자치권도 강화
* Greater London Authority(2000.7 출범)법 제정

- 2011년 국민투표를 통해 지역별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추진
*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지방정부법(The Local gov in Scotland Act 2003)

◦스
 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정
 치(政治)보다 행정(行政)효율 큰 비중1

수준으로 대폭 권한을 이양하되, 이양되는 정도는 지역마다 차이

- 지방정부는 그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각종 지역사업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협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이 큰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
는 분야까지 세밀하게 다룸
- 상당수준의 독립성을 십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시정(施政)기법을 실험해 봄으로써
지방행정의 책임성(責任性) 도모
- 시민정신과 민주의식을 고양하고 넓은 의미에 있어 정치교육의 장(場) 제공
* 영국은 현재 약 2.5만명의 시(市)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의 약3분의1이 시(市)의원 출신

☞ ‘정치(政治)’보다 ‘행정(行政)’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더 큰 비중을 둠

2) 지역적으로 상이한 제도
◦E
 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로 구성된 단일국가(Unitary State)이면서도 지
역 간에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연방국가적 성격 보유

양, 잉글랜드는 영국의회에서 직접 관장3
웨일스민스터 의회/내각

스코틀랜드 의회/내각

웨일즈 의회/내각

북아일랜드 의회/내각

헌법

농업, 임업, 수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농업

국방, 국가보안, 외교 정책

교육, 환경

교육, 환경

교육, 환경

국제개발

보건, 사회복지

보건/사회복지

보건

에너지

지방정부, 소방

주택

기업, 통상, 투자

이민, 국적

법무, 치안 사범

지방정부

치안, 법무

통상, 산업

관광, 스포츠, 유적

소방, 구조

사회복지

교통 일부

경제개발

경제개발

문화

교통 일부

고속도로, 교통

연금, 어린이 지원

사회복지

관광, 문화, 스포츠, 레저

고용, 기술

지방행정, 사회복지

◦지
 역현황

웨일즈 언어

구분

면 적 (㎢)

도시/타운 계획, 수방

인 구 (명)

241,752

계

56,192,000

England

130,423

53.90%

49,089,000

83.50%

Wales

20,766

8.60%

2,921,000

5.00%

Scotland

77,080

31.90%

5,149,000

8.60%

Northern Ireland

13,483

5.60%

1,663,000

2.80%

1 http://www.korea.kr/archive/governmentView.do?newsId=148743433&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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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입법권과 집행권이양2, 웨일스는 부수적 입법권과 집행권이

< 표1.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의회/내각 권한 >

2 스코틀랜드의

경우 웨일즈 의회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
지 부여받는 등 거의 독립적인 국가의 형태를 보임
3 김정원, 웨일즈 정부공공혁신과 협동조합정책,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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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체
 계

<집행기관, Welsh Government>
◦1
 999년∼2007년까지 웨일즈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
을 병행

중앙정부

일즈 행정부(Welsh Assembly Government)가 설치되면서 2007년 5월부터 웨일즈 의회
와 분리
Greater
London
Authority

Welsh
Assembly

Welsh
Office

Scottish
Parliament

Scottish
Office

Northern
Ireland
Assembly

Northern
Ireland
Office

- “Welsh

Act 2014”에 의해 Welsh Government로 명칭 변경

◦ 웨일즈 정부의 수상(First Minister)은 의회의원 중에서 다수당대표가 선출되며 수상은 장관
과 부 장관을 지명하며 내각이 구성됨. 내각의 수상, 장관은 국회의원, 유럽의회의원, 지방

자치단체

자치단체

Area
Board

자치단체
자치단체

<England>

<Wales>

<Scotland>

의회의원과의 겸임이 가능
-웨
 일즈 행정부는 수상(the First Minister), 장관들(welsh Ministers), 부 장관들(Deputy
Welsh Ministers), 자문위원(the Counsel General)으로 구성

<Northern Ireland>

② Scotland
① Wales
<중앙정부>
◦스
 코틀랜드와 동일하게 웨일즈 부와 웨일즈 장관직(Secretary of State for Wales)은 분권정
책 실행 이후에도 정부와 웨일즈 간의 조정을 위해 존재하다, 2003년 헌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가 창설되면서 웨일즈 부는 헌법부에 통합
- Wales장관 및 Wales 선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Wales를 대표, 의회에서 성립된 법안에
관한 책임을 맡음

<Welsh National Assembly>
◦ ’99년 종전의 국가 지방청인 Welsh Office를 주민 자치참여 조직으로 개편
- Welsh Nat’l Assembly : 60명(지역구 4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20)
- ’98년 Wales 정부법(The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제정, ’99년 발족

◦기
 능 : 집행 및 행정적 분권으로 기본법률 제정할 수 없음
- 영국의회가 법률로 유보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등 부수입법 제정권 가짐
-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는 스코틀랜드와 달리 열거주의 형태로 규정

◦ 기존 중앙정부의 Wales장관이 수행하던 경제개발, 보건·복지, 자치단체, 교육·훈련, 주
택, 교통, 관광 등이 해당
- 자치단체 권한, 영역, 기능, 지방재정·세정에 대한 2차적 법령제정
※ 2006년 웨일즈 관할구역내 웨일즈정부가 지방정부 조직할 수 있는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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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법률 : 스코틀랜드법, 스코틀랜드지방정부법(the local gov in scotland act 2003)

<중앙정부>
◦스
 코틀랜드부와 스코틀랜드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Scotland)은 정부와 스코틀랜드 간
조정하는 역할로 유지되었으나 2003년 헌법부(Departmentfor Constitutional Affairs: DCA)
가 신설되면서 헌법부로 통합
-헌
 법부는 상원 및 대법원, 지역에의 권한 이양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기능을 2007년에 설립된 사법부(Ministry ofJustice)가 담당하고 있음
-스
 코틀랜드장관직은 현재도 중앙정부에 있으며 이 직위는 내각에서 스코틀랜드대표로 스
코틀랜드의 분권추진과 의회에서 성립된 법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

<Scottisch Parliament>
◦ 구성
-S
 cottish Parliament : 129명(지역구 73,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56)
- ’98년 Scotland법(The Scotland Act 1998)제정, ’99년 발족

◦ 기능 : 입법적 분권으로 기본법률 및 부수법률 제정이 가능
-영
 국의회에 유보되지 않은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할수 있는 네가티브시스템
* (유보사항) 외교정책, 국방, 연금, 보조금, 국세, 경제·금융정책, 에너지, 교통, 연금, 고용, 사회보장 등

-보
 건, 교육, 지방자치단체, 경제개발, 교통, 환경, 지역적 사무, 법률, 명령 관장
※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구조 조직/변경권한은 영국의회가 아닌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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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웨일즈 정부 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인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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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의회와 집행기관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Scottish Government, 이전에는 스코
틀랜드 집행부 Scottish Executive)는 스코틀랜드 법(Scotland Act로 변경, 2012)을 통해 중
앙정부의 스코틀랜드 지역 정부 기능을 거의 인수

사무를 관장하는 스코틀랜드 정부, 수석장관, 내각, Junior minister로 구성
◦ 이양받은

(※이들을 총칭하면 scotisch ministers)

- 수석장관(First Minister) : 스코틀랜드 정부(Scottish Government)는 의회의원 중, 선거
로 수석장관을 선출
- 내각(cabinet): 12명의 장관으로 구성되며, 수석장관이 임명하고 전체의회의 승인
- 보좌공무원(junior minister) : 내각을 지원하는 보좌기관으로 지방정부의 관계를 관장하
는 재무·중앙서비스부(Finance and central services)를 비롯 10개 부처로 편제

◦내
 각의 구성원 수 및 역할 등은 수상의 전결사항(실제로는 수상이 속한 정당의 의향을 반
영)이기 때문에 의회의 여당이 바뀌면 자치정부의 조직도 변화
*스
 코틀랜드 정부는 2010. 12월 재 조직화되어, 의회 사무부(Office ofthe Permanent Secretary), 교육 및 사법
이사회(Learning and JusticeDirectorates), 건강 및 사회 보호 이사회(Health and Social CareDirectorates), 기
업ㆍ환경ㆍ디지털 이사회(Enterprise, Environmentand Digital Directorates), 재정 이사회(Finance Directorates),
행정이사회(Governance and Communities Directorates), 전략 및 대외사업 이사회(Strategy and External Affairs
Directorates) 등으로 구성

③ Northern Ireland
<중앙정부>
◦ 중앙정부의

북아일랜드장관은 북아일랜드 내에서 민주적 정치프로세스를 추진하고 북아일
랜드의회와 중앙정부 간의 조정 등에 대한 책임을 짐

◦ 집행기관인 북아일랜드정부(Northern Ireland Executive)는 의회의원 중에서 수상(First
Minister)과 부수상(Deputy First Minister)을 장으로 선출하고 장관(Minister)과 부장관(Junior
Minister) 등으로 구성
- “1998년 북아일랜드 법(Northern Ireland Act 1998)”에 의한 북아일랜드의 행정부는 연합
찬성과 독립 찬성 중 어느 한쪽이 독점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수
 상과 부수상은 러닝메이트방식으로 선출되지만 선출 시 양측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수상과 부수상 가운데한 사람이 사직하거나 실직하면, 다른 사람도 그만두어야 함

◦ 수상 및 부수상은 의회의원 중 장관과 부 장관을 지명(의회 승인 필요)하며, 내각 구성원의
수와 역할 등은 이들의 권한임
-자
 치정부의 수상과 장관은 영국 정부의 국회의원, 유럽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겸임할
수 있으나 국무장관은 겸임 불가

◦ Northern Ireland에는 일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위원회(Area Board)가 있음
자치단체와 지역위원회의 역할분담
● 자치단체
- 가로청소, 쓰레기수거·처분, 관광개발, 매장 및 화장장
- 건강조사, 건축규제, 극장 및 무도장 허가 등의 규제기능

● 지역위원회
- 교육·건강·개인 복지서비스, 주택, 도서관, 소방
- Northern Ireland Assembly가 지역위원회를 지도감독

◦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은 개신교·통합주의자와 카톨릭·민족주의자 지역간의 분쟁과 소위
평화과정(peace process)과 연계되어 이양과 회수를 반복
<Northern Ireland Assembly>
◦ 구성
- 26개의 Unitary Authority에서 지명한 108명의 의원으로 구성
- 집행기구로 Executive Committee가 있으며, First Minister, Deputy First Minister, 10
Ministers(분야별)가 있음
- ’98년 Northern Ireland법[The Northern Ireland(Election) Act 1998] 제정, ’99년 발족

◦ 기능

: 법률상 스코틀랜드와 유사한 형태로 입법적 분권이 되어 있으나 일부기능(치안, 사
회안전, 교도소, 형사법)은 이양을 유보(’06년 이양)
4 2012년 스코틀랜드법의 12조 1항에 의거해 정식으로 명칭이 변경 이전은 Scotisch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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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Greater London Authority
◦ 주요기능 : 기존 광역행정기구 등이 단일 시장 지휘체제로 편입
-교
 통, 환경 등 광역행정 수행
-기
 존의 광역행정 수행기구 관장
•Transport for Londo

•London Development Agency

•Metropolitan Police Authority

•Fire and Emergency Planning Authority

※ ’86 GLC해체로 인해 추가로 권한을 부여받은 City of London 등 London Borough의 기능과 권한은 불변

◦ 구성
-L
 ondon Assembly : 25명(지역구 14, 비례대표 11)
-M
 ayor of London : 주민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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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Scotish Government4>

<집행기관 Northern Ireland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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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역할

◦ England(’94~’98) : 39개 County, 296개 District → 34개 County, 238개 District, 46

- London 환경개선(Borough 및 타 기관들과 공동)

UA(Unitary Authority)로 재편

- London 전체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5
 개 County는 완전 1계층제, 20개 County는 2계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1계층제, 14개

◦ 의회의

역할
- 시장의 역할에 대한 감시, 각 행정기구들의 집행업무점검, 기타 중요사항 조사5

County는 종전대로 2계층제를 유지

총 론

- 관광·문화·체육의 개발·진흥, 통합교통전략의 수립·시행, 보건

◦ Wales(’94) : 8개 County와 37개 District를 통폐합 → 22개 UA로 재편
◦ Scotland(’94)
-기
 존 광역단체인 9개의 Region을 폐지하고 53개의 District로 통합, 29개의 단일자치단체
(Unitary Authority)로 재편하여 완전 1계층화

2 지방정부 개혁 추진경과

90년대 개혁

-기
 존 9개의 도서지역 단층자치단체는 그대로 존치
※ Northern Ireland는 ’72년부터 지방자치(북아일랜드)법[The Local Government(Northern Ireland) Act 1972]
으로 단층제 유지

Tony Blair 노동당 정부의 개혁(’97/’01)

1) 민영화
◦ ’80년대

이루어진 중앙정부 차원의 민영화가 ’90년대부터 지방차원의 민영화로 활성화
◦ 주요분야는

쓰레기 수거사업, 주택, 교육 등 다양

1) 지방행정개혁의 배경
◦ 지방행정의 문제점

< 의무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 CCT) >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관련 민간 기업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기관이 서비스 공급
•’80년에 도입하여 ’90년대까지 활발히 이용되었으나, 서비스의 비용절감에 치중되어 ’99년 지
방자치법 개정시 Best Value 제도도입으로 폐지

-자
 치단체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약화 및 폐쇄성으로 부정·부
패조장
-주
 민의 정치적 무관심, 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대표성 약화(성, 계급, 인종 등)

◦ 제도적 원인
-기
 존 위원회제도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의 비효율성·불투명성
-부
 적합한 선거제도, 지방세에 대한 낮은 책임성, 윤리강령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저하

2) 시민헌장제 도입
◦자
 치단체가 공공정책의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 수단을 명문화하여 주민에 대하여 약속,
’91년부터 도입
- 각종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의 선택가능성 제고

3)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
◦ ’86년 광역런던(Greater London Council : GLC) 및 대도시권 County를 폐지하여 1계층화
한데 이어 ’92년부터 비대도시권 1계층화 추진
◦ ’92년 지방자치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를 설치하여 단층제 개편 안을 마련
5 상세 내용은 「런던의 새로운 행정체계 : GLA」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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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치단체의 권한제약에 따른 지역사회 지도역량 한계,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유통성
부족

◦ 개혁의 방향 : 개방성과 책임성 제고

2) 개혁의 주요내용
기본전략
● 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관구성 형태 도입, 지방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개선, 새로운 윤리체계
확립
● Best Value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Beacon Councils Scheme을 통한 자치단체개혁
● 자본회계(Capital Finance)의 간소화, Business Rate에 있어서 지방의 재량권 부여 등 재
정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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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관구성

3 2011년 지방분권 개혁

- 기존의 기관통합형 기관구성을 탈피,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기관구성형
태를 자치단체별로 선택

지방분권 정책 개관

- 2000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제화6

◦ 새로운 윤리체계 확립

총 론

- 직선시장과 내각형, 내각지도자와 내각형, 직선시장과 관리자형 중에서 선택
● 영국은 주민자치에 기초한 분권적 체제를 기초로 발전해왔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복
지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집권적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
● 90년대 후반 보수당 중앙집권정책 대신 노동당 정부는 지방분권개혁 실시

- 국가가 제시하는 Model Code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윤리규범제정
- 지방의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독립적인 Standards Boards를 설치하여 정직·자격박탈 등
제재토록 추진
7

- 2000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제화

◦ Best Value
-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지표·기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 ’99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제화8

◦ 모범자치단체 계획(Beacon Councils Scheme)
- 서비스 분야별, 종합 Beacon Council 선정, 3~5년동안 모범자치단체 지위(Beacon
Status) 지위부여
-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독립된 자문조사단(Advisory Panel)의 조사를 통해 장관이 선정
☞ Beacon Council에는 많은 재량권 부여
- Beacon의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경험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혁신을 추진
- ’99년도에 처음 시작, 아직 입법화는 되지 않음

◦ 재정제도 개혁9
-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99년 지방자치법 개정(Local Gov
Act 1999)으로 지방세 통제제도 개혁
- 기타 재정관련 제도개혁을 위한 작업 추진 중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에 의회구성 규율 법률(The Scotland Act 1998, The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The Northern Ireland Act 1998) 제정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

● 이어 2010년 출범한 보수-자유 연립정부는 지방분권이 가장 시급한 지역정책임을 명시
하고, 5개년 지방분권 계획을 발표
-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인 포괄적 지역평가제도와 지역협약제도의 폐지, 이를 주관했던
감사위원회 해체
☞잉
 글랜드 광역별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지역개발청(RDA)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지역분권법
(localism act) 2011년 통과
*2
 000년대 이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과 2011 지방주의 법(Localism Act 2011)의 제정
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할을 강조

*도
 시재생을 비롯하여 지역을 둘러 싼 개발 계획 수립에서부터 자산화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
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작동

1) 2011년 지방분권 개혁 내용과 특징
① 지역분권법(localism act) 통과로 지역공동체의 책임성과 권한 확대
◦ 광역 단위 중심 정책에서 로컬 단위 중심으로 공간 및 지역 발전 계획의 단위가 바뀌었다는
점(Colomb & Tomamey, 2016)이 상징적10
◦ 중앙정부가 갖는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동체에 대폭 이양하는 것, 정부와
주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의식을 지역공동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
등이 목표

②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 근거하여 보수당 정부는 2012년 3월 노동당 지역정책의 상징
과도 같았던 지역개발청(RDA) 폐지를 결정
◦ 지역개발청이 담당하던 것과 유사한 기능은 새롭게 출범한 민관합동 지역 발전기구인 지역
6 상세내용은 「Ⅲ. 기관구성 2. 새로운 기관구성 형태」 참조

기업 파트너십(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로 개편

7 상세내용은 「Ⅳ. 지방선거 및 지방의원 4. 공직윤리」 참조
8 상세내용은 「Ⅶ. 기타 새로운 개혁 2. Best Value」 참조
9 상세내용은 「Ⅴ. 지방재정 3. 지방세 통제 제도 4. 재정개혁 동향」 참조

16

10 지
 역분권법은 주민들이 지역에 중요한 토지나 건물을 리스트에 올리면 주인은 이를 팔기 전 공동체조직을 위해 6개월을 기다
려 줘야 한다는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Scotland Act 1998)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해안가의 섬들 중 3분의 2가지역 공동체 소유로
전환된 성공적인 사례를 참조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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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P 체제에서는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으로 전환되었는데, 1/3로 그 규모가

2) 「Localism Act 2011」 주요내용

대폭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LEP는 이 기금을 얻기 위해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과 경쟁해야
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짐

Localism Act 2011 주요내용

보장되지 않음
- 카운티 수준의 지자체들이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의 기금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집중적인 프로
젝트 중심의 사업이 추진11

③ 지역분권법 제정, 광역단위 지역개발기구인 RDA 폐지와 기초단위 민관합동 지역발전기
구인 LEP의 출범과 함께, 지역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계획을 바탕
으로 지역협정을 체결하는 정책이 등장
◦지
 방정부가 주요 사업 추진 시 자체적으로 비전과 계획,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중앙
정부와 협상(deal-making)을 하도록 하는 제도12
◦ 2014년

11월, 광역 맨체스터(GMCA)가 처음으로 중앙정부와의 도시 협약13(City Deal)을 타
결하였으며, 현재까지(‘17.7)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포괄하여 30개가 넘는 협정이 타결
- 한편 2016년에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및 기타 도시권 지자체와 분권협
상 체결 및 집행에 관한 근거법으로 연합기구의 시장선출, 연합기구의 기능, 책임, 거버넌스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지역분권법(Cities and Local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이
제정

총 론

◦이
 처럼 LEP는 RDA와 달리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임시기구이자 정부의 자금지원이
● (세부목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목표를 위하여 포괄적 지
역평가제도의 폐지와 감사의 축소, 각 부처의 보고의 축소 및 단일화 작업, 분권개혁의 장
애요인의 분석, 감사위원회의 폐지 등
● (재정분권)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조건이 붙은 국고보조금의 폐
지, 1년간 지방세인 카운슬세의 동결, 새로운 세원의 검토, 비즈니스 레이트의 검토, 새로
운 지방의 지원금 마련 등
●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의 권한 강화) 정부구조의 개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정부
의 계획권 강화로 세분화
- 지방정부의 구조는 선출직 시장제의 확대를 기획하고 있으며 선출직 시장제의 도입과 동시
에 도시지역의 권한 강화 추진
- 지방정부의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표준위원회(Standards Board)의 폐
지와 위원회제(Committee)의 도입
- 지방정부의 계획권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에 지역 계획권을
이양

●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지방의 중요 이슈에 대한 주민투표제의 도입, 지방세
의 인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권 인정, 기업분 재산세에 대한 거부권 인정, 고위 공직자
에 대한 임금규제 등 도입
● (지방정부의 서비스 강화)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광역 차원에서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폐지하고 지역사업파트너십제도(Local Enterprise
Partnerships)를 도입하며, 특별성장기금을 조성
-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GOs: Government Office for the English Regions)14도 단계적으로
폐지

● (커뮤니티) 기초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지역공동체가 재산(시설)을 취득하고, 정부가 제공하
는 행정 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지역 공동체가 입찰참여 허용
- 1차적으로 16개 지역에 공동체 예산제도* 도입
* 공동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합해서 그 지역의 문제해결에 사용
하는 제도(2011. 4월 시작)

11 L
 EP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는 1) 실업계의 지원, 2) 기능지역 3) 지자체의 지원 4) 부가가치와 전략적 비전이 제시되었고. 투
자 유치,혁신, 금융지원 등은 중앙정부로 넘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12 2015년 재집권 이후 보수당 정부는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여기에는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가 영향을 미침
13 세부 내용은 「중앙-지방의 거버넌스에의한 지역발전」,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7(2): 115-132 참조

18

14 1
 994년 존메이어 총리에 의해 잉글랜드 8개 권역(region)에 설치되었으며, 12개 중앙부처 업무 수행. 2011년 지방분권법 개정과
함께 단계적 폐지(∼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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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규정 주요내용15

 핵심내용은 다음 3가지 영역내용임16
(1) 지방자치단체에의 권한 부여

1. 지방정부를 위한 자유와 유연성 부여
* 일반적으로 모든일을 할수 있는 일반권능(a general power of competence) 부여받음

2) 행동강령
3)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4) 거버넌스
5) 권한이전

2. 지역공동체를 위한 권리 및 권한부여
1) 지역공동체에 대한 권리부여
2) 지역공동체 자산에 대한 고려
3) 예산 사용내역 공개

•지방정부에게 지역주민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권한 부여17

총 론

1) 일반권한

•지방의회의원들이 법적 문제없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능동적 역할 담당권한 부여
•지방정부가 새로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성 부여
•중앙정부부처가 각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 권한이양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및 자원조직 그리고 지역공동체 조직이 지역내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지역주민들이 납세자로서 지방정부에게 세입을 효과적, 효율적 관리 요구 권한 부여

3.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계획 체제 수립
1)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관련 협조 의무
2) 지역근린계획
3) 지역계획수립 의무 폐지
4)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공동체 권리
5) 지역공동체의 사전자문요건
6) 집행
7) 지역공동체 기반시설을 위한 세금
8) 지역개발계획 개혁
9)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4. 지역중심 주택공급수립
1)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
2) 임대주택 임대기간
3) 노숙자 복지
4) 임대주택 관리정책 개혁
5)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거주지 이전 허용

•지자체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반권능(general power of competence) 부여18
•지자체가 위원회 시스템으로 복귀 허용 그리고 특정지자체의 경우 선거를 통한 시장 임명
허용
•윤리기준과 주요행위 코드를 폐지하고, 지방의 책임성과 개인이익을 위해 고의적 실수에 따
른 범위행위의 신고 의무
•거주민에 대한 지역적 이슈, 과도한 카운실세 인상 거부에 대한 주민투표 권한 부여
•지자체에 비즈니스 레이트 구제에 대한 재량
•폐지위험에 처한 기관과 서비스를 존치시키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원봉사와 커뮤니티
단체에 대해 지자체의 서비스에 도전(제안)할 수 있는 권한

16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0-11/localism.html 요약
17 마을 공동자산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모색, 충남연구원, 2016.5, ppt 21p 재인용

15 법조문별 상세내용은 배성기, 안창규,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런던 램버스구, BRIDGE cooperative, 2016,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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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
 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들을 적용받는
다. 본래 법인에 대한 법령들은 철도나 기타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인들을 규제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9세기 말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적용되도록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
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법에 반대되는 행위가 아닌 한 하고 싶은 모든 행위들을 일반적
으로 할 수 있는 자연인과는 달리, 법인(statutory corporation)은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
여된 것들만을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한적인 권능이 부여된 것에서 2011년 법에서 일반적인 권능 부여된 것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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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련 규정

•neighbourhood plans 제공하여 투표에서 50%이상을 획득할 경우, 이를 승인함
•Neighbourhood Development Orders를 통해 커뮤니티에서도 일반적인 계획에 대한 동의

•지역환경에 적절한 주택공급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주택공급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방정
부에 재량권 부여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는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임차인들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포함한 더 많은 권리를 보장

신규주택과 재건권한을 런던광역시에 부여하고, London Development Agency는 폐지19

총 론

•지방정부에게 임대주택을 위한 재원관리와 관련하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없이도 개발을 승인하도록 허용

영국 지방정부 관련 중앙부처 MHCLG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
● 각료 정원 및 업무분장은 추밀원령으로 수시 조정되며, 현재는 총리 포함 25명(’18)20

•Home Information Pack 요구 폐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Housing Revenue Account system 개혁

- 장관급 부처(ministrial department) 25개

•social housing 임대인에 대한 유연한 기간부여 규정

* 장관 Secretary of state은 내각의 일원이 되고, 부장관minister이 장관을 보좌
* 그 아래 행정업무 총괄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이 담당

•지자체의 민간 렌트 숙박을 통해 홈리스 지원해야하는 의무 면제

- 비장관급 부처(non-ministrial department) 20개

•지자체에 영역 내 social housing에 지원 자격 제한 권한 부여

- 청 단위 집행기관(agencies and public bodies) 401개

•Tenant Services Authority 폐지 및 Homes and Communities Agency 기능 이전 관련사항
•social tenant가 집주인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 개정
•social tenants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권한 향상

● 지방정부에 관한 업무는 지역공동체·지방정부부(MHCLG,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에서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행안부에 해당
- (부처의 변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래 1997년부터 지방정부 관련 담당부처는 10년을
지나면서 5번 바뀜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 행사 가능

- 처음에는 환경교통지역부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DETR), 이후에 교통지방정부지역부(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DTLR), 그리고 부총리실 (Office of th Deputy Prime Minister)로 바뀌었다가 지역
공동체·지방정부부 (Department for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DCLG)로 재편

•지역개발을 원하는 지역공동체에 적절한 지원제공 및 그 필요성 인정

- 최근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로 변경(’18.10)

(3) 계획과 재건 관련 규정 :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계획체계 수립

•지방정부가 법적 부담 없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계 권한 부여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 대신 그 권한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 직무를 겸
임하는 의원들에게 이양되도록 하여 계획체계의 민주적 특성강화

● MHCLG의 산하조직 포함 총 3,311명 수준의 인력이 근무21
- (주요기구) 4개실(director general), 3개국(director)중 지방정부 및 분권관련 업무는 3개실
에서 담당
* 지방분권 관련(Decentralisation and Growth)

•Regional Spatial Strategies(지역공간전략) 폐지
•Infrastructure Planning Commission(인프라 계획위) 폐지하고 Secretary of State(주무부처

* 지자체 지원 업무(Local gov and public service)
* 주택관련(Housing and Building safety) 등

장관)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주요한 인프라 건설의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의 재인정
(복귀)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인프라 정비 분담금) 수정하여 지자체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디벨로퍼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부분 커뮤니티에 사용할 수 있도
록함
22

19 세부 변경내용은 도시계획 관련 p119 참조
20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business-innovation-skills
21 A
 short guide to the DCLG, NAO, 2017, DCLG에 대한 전반적인 기관 소개 내용은 다음 주소 참조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7/09/Short-Guide-to-the-Department-for-Communities-and-LocalGovern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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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약황
1) 영국의 위상

-경
 제성장률은 2015년 2.2%, 16년 2.0% 이후 2017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
을 기록하는 등 다소 하락하는 모습

◦ (국가경쟁력 지수) 세계경제포럼(WEF) 발표(’17.9) 순위*에서 8위(한국 26위)

◦ (영국의 상징)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지방(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이 각
각의 문양과 상징을 보유하고 있으나, 4개 지방의 통합을 상징하는 유니언잭 국기 및 영국
국가(God Save the Queen)가 4개 지방을 아우르는 국가 상징
◦ (영국 왕실) 영국 왕실은 국가 통치에 있어 실권은 없으나, 영국 및 일부 영연방 국가의 국
가원수로서의 상징성 보유
◦ (영국의 가치 : 의회민주주의 본산) 영국은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선포 이래 의회민
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영국 국회의사당(Palace of Westminster)은 전 세계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적 건물

 (국제정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G7, G20 주요국, 영연방 수장국
◦국
 제사회의 주요국으로서 주요 국제문제, 특히 과거 대영제국 시절 역사적 연고가 있는 중
동, 아프리카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 (IS 격퇴작전 참여 등
중동지역 군사력 투사, 시리아·소말리아 등을 중심으로 한 원조사업 실시 등)

◦ (국제금융 중심지) City of London 금융특구에 전 세계 주요 금융산업이 밀집해 있으며, 특
히 세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국제채권 간접투자 거래를 차지
-한
 편, 영국의 EU탈퇴와 함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위상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98명의 이공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과학기술 강
국으로, 특히 인공지능(Deepmind), 항공우주산업(Rolls Royce)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적 경쟁력 보유

 소프트 파워
◦ (창조문화산업) 셰익스피어, 해리포터, 007, 비틀스, 웨스트엔드 뮤지컬,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 축구, British Pop 등으로 상징되는 영국의 문화 컨텐츠로부터 기반한 창조문화산업
은 한해 180억 달러 수출 및 18만여개 관련 기업을 통해 23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산업
◦ (언론) BBC, Economist, FT 등 영국 언론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 발휘

◦△
 EU 주요국가로서의 역할 △ 미국과의 특별관계(special relationship) 유지 △ 영연방 핵
심 우방국(캐, 호, 뉴질랜드, 인도, 싱가폴 등)과 지속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영향력

2) 한영 양국 관계

유지 등이 영국 외교정책의 근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 창조 동반자 관계

- ’16. 6월 Brexit 결정 이후 EU와의 긴밀하고 특수한 동반자 관계(deep and special
partnership) 구축 및 ‘Global Britain’이라는 기치 아래 EU 역외국들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경제분야 협력관계 확대 추진
* 지난 20년간 탈산업화로 제조업비중 10%(1/2 축소), 산업생산성은 G7보다 15% 낮음

 (경제) 2016년 기준 GDP 2조 6,188억불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자, 전 세계 금융산업
의 중심지이며, 생명공학, IT, 항공우주, 에너지, 환경 등 첨단기술 산업 강국
◦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대외무역 확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및 시장개
방을 옹호

● ’13.11, 「포괄적 창조 동반자 관계」 수립
-박
 근혜 대통령 2013.11월 영국 국빈방문 계기 한·영 관계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
괄적 창조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로
규정하고, 정무, 경제, 국방 분야 등 협력 증진에 합의

● 후속 조치 이행
- 외교안보, 경제,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양국간 고위급 정례협의체가 원활히 진행중
※ 장관급 협의체(외교, 경제통상, 금융, 창조산업), 기타 국장급 협의체(원전, 과학기술, ICT, 영사·위기관
리, 개발협력 등)

◦ (주요

경제지표) 교역규모는 1조 863억불(’15년 기준, WTO)로 세계 7위(한국 9,633억불,
세계 8위) 수준, 국가신용등급은 Brexit 국민투표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다소 하락
(16.6)하였으나, 3대 신용 평가회사로부터 장기간 최상등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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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영국은 구한말 서방국가 중 우리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수교한 국가로 오랜 협력
관계 역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로 발전

◦ 청년 교류 협정(YMS, Youth Mobility Scheme) 발효(12.7) 이후 12년 가을부터 단기 취업사
증을 받은 한국 청년들이 영국 입국 시작
※ 12년 하반기 500명, 13년 이후 매년 1,000명씩 입국

개최(’17.2)

3) 한국과 영국의 교류역사

- 2016년 한·영 교역규모는 115억불(수출 63억불, 수입 52억불)로 한국의 제17위 수출대
상국이자 제18위 수입대상국(EU 국가중 제2위 무역규모)

구분

대영 수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3

금액

4,897

4,727

5,785

7,390

6,288

1,200

증감률

-1.4

-3.5

22.4

28.6

-14.9

-35.8

금액

6,360

6,194

7,442

6,127

5,212

1,614

증감률

66.6

-2.7

20.2

-18.2

-14.9

26.5

1,463

-1,466

-1,657

1,263

1,076

-413

무역수지

 한국과 영국의 조우 및 한영외교관계 수립
◦ (거문도 점령사건)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저지를 위해 1885.3월 군함을 파견하여 거문도를

< 최근 대영국 수출입 동향 >
대영 수출
(백만불)

총 론

◦최
 근 Brexit 이후 양국 간 미래 통상관계 플랫폼(한-영 FTA) 수립을 위한 무역작업반 회의

◦ 영국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 동향을 주시하고, 수익성과 리스크를 감안하여 우리 노형
(APR1400)의 영국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점령, 군사기지화하고자 하였으나, 러시아와의 긴장 완화 및 군사기지로서의 필요성 저하
등으로 1887.2월 철수
◦ (외교관계 수립) 1883.11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 조인, 1949.1 한영 국교가 재수립되고,
1957년 양국 외교관계가 대사급으로 격상

 영국의 한국전 참전
◦ 한국전 당시 참전 연인원 56,700명으로 미국에 이어 제2의 최대 파병국으로, 글로스터 연
대의 격전(1951.4월) 등 큰 전공
◦ ’14. 12월 런던 중심부에 런던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문화-공공외교 분야) 최근 영국 내 한국,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바탕으로 한 유
럽 내 한류 확산 중심지
◦ 2008년

개원한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개원 후 연
평균 약 25,000명 문화원 방문 및 다양한 행사 개최)
◦ 2017-2018년을

<한영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 : Creative Futures(표어)
- 한국 내 영국문화 소개 행사(UK-Korea Season, ’17.2~’18.3), 영국 내 한국문화 소개 행
사(Korea-UK Season, ’17.7~’18.6)로 진행

◦ 영국 내 K-POP, 한식, 영화, 문학 등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학생수가 증가 추세, 영국 내 총 27개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수업

 (영사-동포 분야) 01년 이후 어학연수생 등 단기체류자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수 급증, 서
유럽 내 최다 동포사회 형성 (재외동포수는 01년 1.5만명에서 17.4월 기준 4만 1,300여
명으로 약 2.7배 증가)
※ 영국내 재외동포 현황(17.4월 기준 4만 1,300여명) :시민권자(9,600여명), 영주권자(11,000여명), 유학생
(12,200여명), 일반체류자(8,390여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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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법(Local Gov Act)」의 주요내용

Ⅱ. 지방행정 구조 및 체계

 (의의) 지방행정 관련 기본법(각 조항 관련 구체화법 별도 존재22)
* 지방관련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률은 약 90개(legislation.gov.uk 검색결과)

○ 가장 최근 지방행정 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던 법률은 집행부 구성 체계의 다원화를 허용한
2000년 지방정부법(Local Gov Act 2000/4개 part, 108개 항 구성)

1) 지방자치 관련법의 변천
연도

법률명

1835

Poor Law Amendment Act

1835

Municipal
Corporation Act

1888

Local Government Act

•계층구조를 County와 District 2계층으로 구분
•62개 County와 61개 County Borough(인구 5만 이상 County로
County와 Borough 기능모두 보유)

〃

•District와 Borough에 관해 규정
•런던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534개 Urban District 기타 472개의
Rural District와 Non-Metropolitan Borough 설치

1894

28

○ 지방재정 제도상 큰변화를 담은 법률은 지방정부법에 규정되었던 재정관련 주요내용을 분

1899

London Government Act

1929

Local Government Act

1963

London Government Act

주요내용

리·제정한 「2012년 지방재정법(Local Gov Finance Act 2012)」임

•P
 arish를 약 700여개의 빈민구조조합으로 통합
•C
 ity of London포함, England와 Wales에 178개 Borough 자치단체로
공식화
•지방의원선거, 회계검사제도 등 도입

•London County산하 28개 Metro Borough와 City of London

지방정부법(Local Gov Act 2000)
가. 1장(PARTⅠ) : 경제, 사회, 환경적 복리증진
조항(sections)

주요내용

비고

1. local authorities의 의미

1. County, District, London, city of London Isles of Scilly

(Ⅱ.지방행정 체계*)

2~5. 복리증진

2. 복리증진
3. 복리증진 추구에 있어서 한계
4. 복리증진을 위한 전략들
5. 지자체의 복리증진 권한을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장관의 거부권한

지자체의 임무
(Ⅱ.지방행정 체계)

6~8. 일정한 법령의 수정

6. 일정 법령에 대한 수정권한
7. 웨일즈 지역 적용
8. 1972년 법(Local gov. ACT 1972)의 137조 수정

9. 5항과 6항에서의 명령절차

9. 5항과 6항에서의 명령절차

•구빈 기능을 자치단체에 이양
•기초단체 도시지역 159, 농촌지역 169로 축소조정
•Great London County(GLC) 창설, 관할구역확대
•기존구역 12개로 조정, 신편입지역에 20개 Borough신설

1972

Local Government Act

•도
 시지역의 County Borough 폐지
•런던외 대도시지역에 6개 Metropolitan County, 그 아래 36개 District,
기타 지역 County 47개로 축소

1972

〃 (Northern Ireland)

•2개 County Borough와 6개 County 폐지 → 26 District

1973

〃 (Scotland)

1985

〃

1988

Education Reform Act

•내런던교육청 폐지, Borough로 사무이관

1992

Local Government Act

•지방자치위원회설치 등 단층제중심 행정계층개편

10. 집행부 구성

10. 집행부(executives) 구성

1994

〃 (Wales)
〃 (Scotland)

•8
 개 County와 37개 District → 22개 Unitary Council
•9개 Region과 53개 District → 29개 Unitary Council

11~12. 지자체 집행부

11. 지자체 집행부 모형23
12. additional forms of executive 구성을 위한 절차

1999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2001

Local Government Act

2003

〃

•9개 Region, 그 아래 53개 District, 3개 섬자치단체
•G
 LC와 6개 Metropolitan County 폐지

* ( )은 이 책 목차내용을 의미

나. 2장(PARTⅡ) : 집행부 구성
조항(sections)

주요내용

비고

4가지 모형제시
(Ⅲ. 기관구성)

•2000. 7 기관대립형(시장·의원 직선) GLA 창설
•Best Value 제도 도입
•전통적 위원회제에서 직선시장 제도 도입 근거마련

22 2000년 지방정부법 34~36항 관련 청원법, 지방재정법(Local government finance act2012) 등 별도 존재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제도 조정

23 4
 가지 모형은 (ⅰ) elected mayor and cabinet executive (ⅱ)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ⅲ) mayor and council manager
executive(※2007년 폐지) (ⅳ) 장관에 의해 regulation 적용 등 additional forms of executive 가능이며, cabinet은 10명이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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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법 체계상 법 신설·개정 내용이 개정 이전법에 누적적으로 추록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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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sections)

주요내용
13. 집행부 기능

(Ⅲ. 기관구성)

14~24. 집
 행부 구성 관련 조항
(provision)

14. 기능의 수행 : Mayor and Cabinet Executive
15.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16. Mayor and Council Manager Executive
17. 11항 (5) 의해 수정된 집행부 기능의 수행
18. 특별행정구역을 커버하는 area committee
19. 기타 다른 지자체에 의한 기능 수행
20. 공동집행(Joint Exercise) 기능
21. 조사감사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22. 정보접근권
23. 추가규정(further provision)
24. 정치적 균형 유지(political balance) 의 면제

27~30. 집행부 운용절차

30

주요내용
25. 수정된 집행부 구성시 장관에게 제안서 송부
26. referendum을 요구하지 않는 제안서
27. 직선시장을 포함하는 제안서의 경우 주민투표
28. 대체 제안서(fall-back proposal)의 장관에 대한 승인
요청
29. 집행부 구성 운용 및 공표
30. 다른 형태의 집행부 구성에 따른 운용

(chapter 1)
구성원의 행위
49~52. 행위준칙

53. 상설위원회
(Ⅲ. 기관구성)

다. 3장(PARTⅢ) : 지방정부 구성원과 고용인의 행위 규정
조항(sections)

조항(sections)

비고

주요내용

비고

49. 지자체 구성원의 행위 기본 규율
50. 행위 모범 준칙
51. 지자체가 따라야하는 의무로서 행위준칙
52. 행위준칙 준수 의무
53. 상설위원회
54. 상설위원회 기능
55. parish의 하부위원회로서 상설위원회
56. community council*의 하부위원회로서 상설위원회

총 론

13. 집행부 기능

비고

※윤리위 성격

*parish와 비슷한 주민자치조직

(chapter2) 조사
57~58. 잉글랜드 상설위

57. 잉글랜드 상설위
58. 서면 주장·진술(written allegation)

59. 윤리기준 공무원의 기능

59. 윤리기준 공무원의 기능

60~63. 조사

60. 조사행위
62. 조사관련 추가규정

61. 조사관련 절차
63. 정보공개의 제한

64~65. 보고

64. 보고

65. 중간보고

66~67. 모
 니터링 담당관에
대한 참고사항

66. 모니터링 담당관과 관련된 문제들
67. local commissioner와 협의

라. 4장(PARTⅣ) 지방선거~5장(PARTⅤ) 부정행위~6장(PARTⅥ) 보칙
(Ⅲ. 기관구성)

조항(sections)

주요내용

(chapter3) 조사 Wales 68~74

지방행정 local commissionor, 조사, 참고사항 등

(chapter4) 사법적 판단
75. 사법적 판단

75. 사법적 판단

31~33. 대
 안적 구성
alternative executive

31. 특정지자체의 경우 대안적 구성
32. 대안적 구성
33. 대안적 구성에 따른 운용

76. 사례심판

76. 사례 심판

77~80. 심판

77. 심판
79. 사례심판 결정

34~36. 주민투표

34. 청원관련 주민투표
36. 명령 관련 주민투표

81. 구성원의 이익(추구)에 대한 제한과 공개

37. 지자체 조례

37. 지자체 조례(constitution)

(chapte 5) 보완
81. 구성원의 이익에 대한
제한과 공개

38. 지침

38. 지침(guidance)

82. 지방정부 직원에 대한 행위준칙

83. 해석

83. 해석

39~44. 직선시장 기타

39. 직선시장 기타
40. 직선시장 및 지방의원의 선출
41. 선출시기
42. 직선시장선거에서의 투표
43. 투표권 부여
44. 선거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82. 지방정부 직원에 대한
행위준칙

35. 지시 관련 주민투표

비고

78. 중간 사례심판 결정
80. 사례심판에 의한 추천

(Ⅲ. 기관구성)

84. 이 장(chapter)에서 지자체와 principal council*의 의미

(Ⅲ. 기관구성)

*법적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의 지자체를 의미

84~89. 지방선거

85. 선거주기 선택 옵션
86. 선거관련 법규(scheme) 구체화 권한
87. 선거가 열리는 주기를 결정하는 권한
88. 최초규정을 만드는 분리된 권한
89.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선거관련 변화

45. 주민투표관련 규정

45. 주민투표 관련 규정

46. 1972년법 수정

46. 1972년법(Local Gov. Act 1972) 수정

47. 추가규정을 만드는 권한

47. 추가 규정을 만드는 권한

90~91. 부과사항

90. 부과사항

48. 해석

48. 2장(partⅡ)의 해석

92. 부주의업무에 대한 보상

92. 부주의 업무에 대한 보상

(Ⅳ. 지방선거 및
지방의원)

91. 따르기를 권고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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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sections)
93~96. 복지업무

101. 지자체 구성원과 직원의 보
상
102. 사회보장서비스

93. 복지업무에 대한 교부금(grants)
95. 정보의 권한없는 공개

비고

1) 계층별 자치단체 현황

94. 정보공개
96. 주택보조

99. 지방정부 구성원에 대한 수당 및 연금
100. 수당에 관한 규정 제정 권한

지역
(Ⅳ. 지방선거 및
지방의원)

101. 지자체 구성원과 직원의 보상
102. 사회보장 서비스

103. d
 ay care를 제공하는데
대한 지자체의 보상

103. day care를 제공하는데 대한 지자체의 보상

104. 사회적약자 괴롭힘방지

104. 사회적 약자 괴롭힘방지

105~108. 보칙

105. 명령과 제한
107. 법제정에 따른 수정

England

계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London

Metropolitan

Shire

1계층
(Unitary Councils)

195

32(UA*)

22(UA)

26(DC)

33(LB)

36
(MD**)

46(UA)

2계층
(Two-tier Councils)

272

-

-

-

-

-

계층

총 론

99~100. 수당 및 연금

주요내용

County

34

District

238

* UA(Unitary Authority, 통합형 지자체) :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통합한 형태의 자치단체
- (잉글랜드) 런던시 이외의 대도시권에 36개, 기타 카운티 지역을 포함한 일반 지역 등 56개

106. 웨일즈
108. 실행 일정

-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 통합형 자치단체24만으로 구성
** D(Metropolitan District)

2 계층구조

2) 자치단체의 실제명칭의 다양한 사용례
◦ England
England

런던
(Shire)
City of
London
(1)

London
Borough
(32)

대도시권
(Metropolitan)
Metropolitan
Borough
(26)

Parish
(Town)
Unitary Authority*
(22)

Unitary Authority**
(32)

Community(Town)

Community

Wales

England

- London Borough : City(City of London), Borough, 지역명
비대도시권
(Shire)
Unitary
Authority
(46)

Parish
(Town)

County
(34)

- 대도시지역 : City외에는 Metropolitan Borough(North Tyneside)
- 비대도시지역의 District : District, Borough
- 단일자치단체 (Unitary Authority) : County, Borough 등

◦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District
(238)

- Wales : County, County Borough, City and County, 지역명

Parish
(Town)

- Northern Ireland : City외 Borough, District County, District

- Scotland : City외에는 지역명만 사용(Aberdeenshire Council) 등

◦ 기타 특별행정기관 성격의 Single Purpose Authority(특별단일기능청) 존재
District (26)

-일
 반자치단체와는 달리 교통, 소방 및 방재, 경찰, 쓰레기처리 등 특정 분야의 업무를 전담
하여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Northern Ireland

* 1993. 3월 “웨일즈 지역의 지방정부: 미래를 위한 헌장(Local Government in Wales: A Charter for the Future)”를 백서를 통해
21개의 단층제 지방정부 조직 출범 발표
** 스코트랜드 지역은 32개의 단층제 지방정부가 1996. 4월 출범

〈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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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웨일즈에 22개. 스코틀랜드에 32개, 북아일랜드에 26개의 통합형 자치단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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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관련 역사적 전통
〈 지방분권적 전통 〉
●P
 arish

설치 년도
1995. 4

1996. 4

● Borough
- 10C 후반부터 상업중심지나 군사주둔지가 도시화되면서 왕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요구
- 세 금을 납부하는 대신 도시운영의 자율권을 보장받은 국왕인가법인체(Royal Chart of
Incorporation)가 Borough의 기원

● Guild
- 12C부터 Borough내 상인·기술자들의 협회나 조합의 지역공동체로 태동
-상
 거래 통제와 조합원의 이익보호를 위한 Guild가 점차 도시운영에 관여, Guild Hall(조합사무실)
이 City Hall(시청) 기능 수행
※ District나 Unitary Council은 Borough나 City의 지위부여에 대한 국왕인가를 청원할 수 있음

- England와 Wales에는 41개의 시가 있으며, 주요 대도시의 시장은 Lord Mayor
- Scotland는 시장을 Provost라고도 하며, 4명의 Lord Provost, Northern Ireland는 1명

1997. 4

〈 중앙집권적 전통 〉
●S
 hire
- 통일왕국 전 영국의 지배민족인 Danes족이 영토 확장 과정에서 확보한 국경거점도시가 Shire
- Shire에는 지방관(Sheriff)이 파견되어 세금징수·군사징집·법질서유지 등의 기능수행, 후에
Shire가 County로 됨

County Area

새로운 단일자치단체

Isle of Wight(완전 1계층제)

Isle of Wight

Avon( 〃 )

Bath & NE Somerset, City & County of Bristol,
North Somerset, South Gloucestershire

Humberside( 〃 )

East Riding of Yorkshire, Hull NE Lincolnshire,
North Lincolnshire

Cleveland( 〃 )

Hartlepool, Middlesbrough Redcar and Cleveland,
Stockton-on-Tees

North Yorkshire(일부 1계층제)

City of York

Dorest( 〃 )

Bournemouth, Poole

East Sussex( 〃 )

Brighton & Hove

Durham( 〃 )

Darlington

Derbyshire( 〃 )

Derby

Leicestershire( 〃 )

Leicester, Rutland

Bedfordshire( 〃 )

Luton

Buckinghamshire( 〃 )

Milton Keynes

Hampshire( 〃 )

Portsmouth, Southampton

Staffordshire( 〃 )

Stoke-on-Trent

Wiltshire( 〃 )

Swindon

Berkshire(완전 1계층제)

Bracknell Forest, West Berkshire Reading,
Slough, Windsor & Maidenhead, Workingham

Cambridgeshire(일부 1계층제)

Peterborough

Cheshire( 〃 )

Halton

총 론

- 중세이후 교회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된 기초적 지역공동체
- 초기 주요기능은 마을주변의 도로·다리의 보수·관리, 지역내 빈민구제 및 공공질서 유지
- 1601년 구민법(Elizabethan Poor Law)에서 공식적으로 지역내 빈민자 구제책임을 부여

3) England의 비대도시권(Shire)의 단일자치단체(Unitary Authority) 설치 현황

Warrington
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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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n( 〃 )

Plymouth, Torbay

Essex( 〃 )

Southend, Thurrock

Hereford & Worcester( 〃 )

Herefordshire

Kent( 〃 )

Medway

Lancashire( 〃 )

Blackburn with Darwen, Blackpool

Nottinghamshire( 〃 )

Nottingham

Shropshire( 〃 )

Telford and Wre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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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rish
구 분

3 자치단체의 주요 서비스
England ＆ Wales

Scotland

1) 주요기능
명 칭

수 및
규 모

※ Parish Council이 Town에 있는 경우는 Town Council로 부름,
주로 농촌지역·소도읍·대도시 교외에 위치

※D
 istrict에서 설립과 재정 지원(법적
의무는 없음)

8,600개
※ 규모는 인구 35명(Wellingham)에서 48,000명 (Bracknell)까지
다양함

1,100개

○ 영국 지방정부 주요기능25
주요기능

권 한
기 능

재 정

선 거

회 의

•법
 상 권한과 의무 없음
•지
 역관련사항에 대한 공식의견
제시 및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
건의

학교 유치원, 초·중 교육, 청장년층 교육, 지역내 교육서비스, 학생지원사업

교통

고속도로·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교통신호 및 안전주차서비스, 공항, 항구

사회서비스

•지방세시스템을 통한 수입 없음

•4
 년마다 실시
- District나 Unitary Council 선거 시 선거(’99, 2003)
•T own의 경우 정당이 개입하나, 기타는 정당 개입 없음

•선
 거방법은 자치단체가 결정
-선
 거 또는 일부 공식 회의에서
지정
- 정당개입 불가

※ Greater London과 Northern Ireland에는 Parish가 없음

가족·어린이 지원, 노인복지 서비스, 보건, 주택, 식생활, 사회적 약자 장애자 지원 서비
스, 빈곤가계 일자리 지원
지역내 카운슬 주택(주택계정), 주택 보수개량지원, 무주택자 주거지원

문화서비스

박물관, 지역레저스포츠센터, 지역관광, 지역공원, 도서관, 정보지원서비스

환경서비스

장례식장, 지역보건 식품안전, 환경보호, 인허가규제, 농어업서비스,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

지역개발계획

지역경제발전계획, 지역내 건축규제, 지역계획

지역보호기능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사법서비스

중앙정부 위임기능

지방세 징세, 출생·사망·결혼신고, 선거, 민주주의대표기능

○ 지방 서비스의 유형 구분26

•주
 민에게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
- 통상 연간 몇 파운드 정도

•지
 역주민이 참여하는 연례회의 개최(Wales는 의무 없음)
•유권자가 200인 미만인 경우 의회를 가질 의무는 없음
- 의회가 없는 경우 1년에 2회 회의개최의무(Wales는 의무
없음)

구체적 사업

교육

주택
•지
 역의 쾌적한 생활과 관련한 다음 서비스 제공·관리
- 공유지관리·운동장·마을잔디밭·수영장
- 공회당·버스대기소·소규모가로등·전화박스
- 마을뉴스발간·공동묘지·생활보호급식·지역교통
- 교통소음·범죄예방 등
•District나 Unitary Council은 계획적용 시 Parish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도로·학교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기초 지역관련 사항에 대해 건의

총 론

Parish(Wales에서는 Community)

Community
전통적 개념의 Parish가 아니며,
1974년 설치됨

구분

내용

특징

필수서비스
(Needs services)

교육, 개인적사회서비스, 주택수당 등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
으로 서비스 제공
•해당지역내 자원재배분 기여

보호서비스
(protective
services)

경찰 및 지역사회 안전, 소방 및 구조,
비상사태계획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공급
•서비스 이용에 제한 가할 수 없음

편의서비스
(Amenity services)

도로, 거리청소, 계획, 공원 및 공한지,
환경보건, 쓰레기, 소비자보호, 경제개발
등

•지역사회의 수요충족을 위해 주로 지방
적으로 결정된 수준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
(Facility services)

주택,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레크레이션
센터, 공동묘지 등

•주민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때로는 민간과 공급경쟁

25 The
 LG Group quick guide to local government, LGA, pp5-7(지자체가 제공하는 약 700개 사무 설명) “지자체는 7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법정의무. 예를 들어 2003 주류판매허가법(licensing act 2003)에 의거, 주류판매허가제도
를 운영할 경우 이를 집행할 지자체에 관한 사항이 법률안에 명시되어지는 것을 의미”(37p)
26 D
 avid Wilson&Chirs Game, 영국의 지방정부, 임채호 역, 박영사,(4th ediition) p157
*지자체의 일부 의무기능은 중앙정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며, 그 결과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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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은 특정유형의 개발(건물 등)에 있어 제한기준이 됨

2) 서비스 세부내용

- 빌딩·주택·쇼핑센터 등 개발 시 계획허가를 받아야 함

가. 교육27
◦ 교육사무는 Local Education Authority(LEA28*)가 맡음
- 기타 청소년교육(청소년센터 등), 학생지원(의무 장학금 지급 등),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과의 협조 등

◦L
 EA는 재정지원(County 및 Voluntary학교), 학교예산은 개별학교에 위임처리

총 론

마. 지역경제발전 및 재건(Regeneration)

- 유아(3~4세), 초·중등(5~16세) 및 특수교육

◦ 지역경제발전은 의무적 사무는 아니나 활발히 전개
-관
 광진흥, 투자유치, 낙후 지역 재건 등
-자
 치단체 간, 지역기업, 훈련기업협회, 대학 등과 협조

◦ 일부 자치단체는 유럽연합의 지역개발기금(Regional Development Fund)을 지원 받기 위
County School

Voluntary School

Grant-maintained School

LEA 소유

통상 교회소유

LEA와 독립

LEA 재정지원

LEA 운영비지원

정부재정지원

해 담당직원을 임명하거나 Brussels에 독자 사무소를 운영

바. 교통 및 지역환경
◦ 도로 : 국가전체 도로망의 약 95%가 자치단체 소관

나. 사회복지
◦ 사회복지 사무는 Social Service Department(SSD)가 맡음
- 노약자, 심신박약자, 정신질환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제공, 거택보호, 특
수장비제공, 기술교육 등
- 기타 지역공동체보호(Community Care)정책수립 등

다. 주택
◦ 자치단체 소유 공영주택 유지·관리, 임대료징수
※ 공영주택공급은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에서 담당

◦주
 택상태 파악 및 개량강제, 노숙자 편의제공, 임대료관리

라.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수립 및 계획제한
- 개발계획은 구조계획(Structure Plan : 여러 자치단체 포괄)과 지역계획(Local Plan : 단
일 자치단체의 세부토지이용계획)으로 구분

-도
 로·교량의 유지와 개·보수, 가로등 설치·관리, 주차장, 교통감시, 학교건널목 순찰,
도로 제설작업 등

◦ 대중교통 : 버스대합실, 버스차선 등 승객편의 시설개선
- 심야운행, 오지노선 운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 환경기준의 집행 : 음식물 위생과 안전, 직업상 건강, 대기·토양오염, 소음, 음용수, 위험물
질 감독, 전염병 통제
◦ 가로청소, 쓰레기 수집·처분, 오염된 땅 관리, 재활용 촉진, 풍경개선·Recreation시설을
포함한 교외관리

사.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Trading Standards)
◦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Trading Standards Services 운영
-소
 비자안전, 계량, 음식물 질과 표시, 동물 보호
- 상품 견본조사, 상점조사권 보유

◦ 오락장소허가, 안전보호, 시장과 상점 영업시간 규제 등

※ 대도시지역에서는 Unitary Development Plan을 수립

- 모든 계획은 국가계획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아. Leisure와 Recreation, 법질서 및 재난관리
◦ 도서관 운영, Sports와 Recreation 시설(공원·정원·어린이 놀이터·수영장·Sports

27 이
 하는 DCLG, Local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England, No23, 2013 P17을 영국지방정부와 지방재정(한국지방세연구원) 자
료에서 재인용
28 County

Council에는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구로 교육국(Department of Education)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Local Education
Authority (LEA)라 칭함

38

Center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극장·음악·무용단체 등 지원
◦ 소방 : 화재예방, 도로사고 등의 인명구조, 경찰은 자치단체 독립 기구(Home Office 소속)
로 운영 ※ Ambulance는 자치단체가 아닌 NHS 담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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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무의 분담체계29

4 계층별 사무배분

대도시권과 런던

1) County와 District간 사무배분
District

교육
사회복지
경찰
소방

선거인 명부작성
지방세(council tax)
및 비주거세의 징수
주택

계획

계획

•전략계획
•광물 및 폐기물계획
•광물 및 폐기물계획
•역사유물

교통
•대중교통
•고속도로 및 주차
•교통관리
•보도, 마차로
•교통기획

•지역계획
•계획의 적용

교통
•비분류 도로
•노외주차
•보도, 마차로
•보도, 마차로
•가로등

비상계획

비상계획

환경

환경

•쓰레기처리

여가·예술
•공원 및 광장
•예술 지원
•박물관
•관광진흥

교육
주택
계획적용
전략계획
교통계획
여객교통
고속도로
소방
사회복지
도서관
Leisure와 Recreation
쓰레기수거
쓰레기처리
건강
세금징수

Met.
Councils

London
Boroughs

District
Council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ary
Authorities
(England＆
Wales)
•
•
•
•
•
•
•
•
•
•
•
•
•
•
•

County
Councils

총 론

County

Joint
Authorities

비대도시권과 단일자치단체

•

•
•
•
•
•
•
•

•

< 참고 : 런던광역시 관점의 중앙-광역-기초 업무배분도30 >

•쓰레기처리
•건축규제
•일반환경 서비스
•거리청소

여가·예술
•공원 및 광장
•Leisure Center 및 수영장
•박물관 및 미술관
•관광진흥

경제발전

경제발전

Smallholdings
출생, 결혼, 사망신고
소비자보호
도서관
지방공무원 연금

Allotments
공동묘지, 화장장

29

County에 있어서 통합소방기관(Joint Fire Authorities)은 통합자치단체와 같이 업무수행, Wales의 경우 개의 통합소방기관
(Combined Fire Authorities)이 있음

30 양혜원, 지역분권 관점에서 영국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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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unty-District 업무배분도 (※Buckinghamshire)
District

토지의 취득·처분
박물관 및 미술관
공원 및 광장
운동장 레져시설
경제개발
이동주택지
검시관
교육(Buckinghamshire
and Milton keynes)
소방·구조(Fire Authority)
고속도로
주택
도서관
광물·쓰레기처리
국립공원
계획
경찰(The Thames Valley
Police Authority)
대중교통조정
출생·사망·결혼 등록 임대료
수금공무원
사회복지
상거래기준(무게·음식·의약품 등)
교통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좌동
〃
〃
〃
〃

건축규제, 가로명 및 번호부여
주차장
공동묘지, 화장장
지역안전
양여 요금
계획 : 지역계획 및 개발제한
선거인등록
환경적 건강(맑은 공기, 음식물 안전,
건강증진 등)
각종보조
주택관련 보조·감면
인허가
도시지역의 비분류도로
시장 및 요금
쓰레기수거·거리청소

Parish*(준지자체)
공유지임대
공동묘지
- 전쟁기념관
- 폐쇄된 교회묘지
- 영안실
환경
- 도로화단 보호·관리
광장
- 보도
- 잔디밭
- 공동식탁
- 연못청소·배수
공공의 쾌적시설
- 보도, 가로등 등
- 공공의자
- 노외주차장
- 자전거·오토바이 주차장
- 공중대피소
- 세탁소
Recreation시설
- Parish hall
- 운동장
- 수영장
- 놀이터
기타
- 미술
- 관광진흥
- 오락실 등

●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목적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광역적 업무의 공동수행 도모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합체를 구성

총 론

County

5 자치단체간 협력 : 공동업무처리 제도

1) Joint Authorities(or Boards)를 통한 업무수행
◦ 법에 의해 공급이 의무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법률에 의해 의무
적으로 설치하는 기관
- 이들 기관은 정부각료에 의해 설치되며, 회원자격 및 기관의 관리는 각료의 승인사항임
-다
 만 이들 기관은 회원지자체를 통해 징수하는 부가세로 재원을 조성하는 등 독립적인 재
정권을 가짐

◦ 잉글랜드 광역도시권과 스코틀랜드에서 경찰, 소방, 대중교통 및 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joint board가 있음
(예시) 통합소방기관(Joint Fire authorities)
- County에 있어서 통합소방기관(Joint Fire authorities)은 단일자치단체와 같이 업무 수행
- Wales의 경우 3개의 통합소방기관(combined Fire authorities) 있음

2) Joint Committee를 통한 업무수행
◦ Joint Board와 여러 가지로 유사하나 자발적으로 창설된 기관이라는 차이
◦ 소규모 지자체가 특성화학교, 양로원 등 특별한 기능 제공을 위해 지방의회의원들을 위원
으로 설치
(예시) The London Planning Advisory Committee(LPAC)
- 지방자치법('85)에 의해 설립, 모든 London Borough가 구성원

4) 법규 등에 의한 의무적 업무31 : 아래 문서 참조
Duties placed on authorities by legislation for which DCLG is responsible

- 전략적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에 관해 정부 및 Borough에 자문

3) 선도자치단체(Lead Authority) 제도 등
◦ 인접한 자치단체간에 분쟁이나 공동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목
적으로 도입된 제도
-몇
 가지 광역기능(예 : 쓰레기, 교통, 환경처리시설 등)을 인접한 복수의 자치단체들이 1년
혹은 2년식 기능수행책임을 서로 돌려가면서 맡는 제도로 책임지자체를 선도자치단체라고
부름

31 https://data.gov.uk/dataset/01171494-e40b-463f-9967-56d158412321/statutory-duties-placed-on-local-government

42

32 David Wilson& Chris Game, 임채호 역, 영국의 지방정부, 박영사,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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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중임제(cross-membership)는 한 지방의원이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면서 관
할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이 되거나 parish의 의원이면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정부 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

원이 되는 등 서로 다른 자치단체 수준에서 의원직을 중복되게 하는 것(overlapping of

 조직 개요

membership)
33

◦최
 근 경향으로 Combined Authorities (광역연합체)

- 2009년 제정된 ‘지방민주주의, 경제개발 및 건설법’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에 근거를 둔 새로운 지방정부 형태로 특별자
치단체 성격

◦ 1997. 4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3곳의 지방정부협의회가 통합하면서 설치
- 카운티 카운슬 협의회(Association of County Councils), 디스트릭트 카운슬 협의회
(Association of Metropolitan Authorities)가 통합되었고, 2007년 지방자치 국제기구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reau)가 흡수·통합

◦ 지방정부협의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웨일즈의 경우, 웨일즈 지방정부협의회를 경유)

- 현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일부
광역적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는 광역연합체적 성격

의 지방정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데, 총 415개(2018/19년, 잉글랜드 349, 웨일즈 21

- 2011. 4월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를 시작으로, 2014년 4월에 4개,
2016. 4월 1개, 2016. 6월 1개 등 현재 7개가 있음

- 단, 지방 의회 국가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Councils)와 원보이스 웨일즈
(One Voice Wales)가 대표하는 패리쉬와 커뮤너티의회(Community Council)의 이익은 대
변하지 않음

- 교통, 경제개발, 그리도 도시재생과 같은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자발
적인 협약에 의하여 중앙정부에 신청하고 중앙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
- 그 이후에 구성 자치단체들은 이 특정기능을 제외한 기능은 본래대로 수행하고 대신 특정
기능에 대하여 관할 구역 전체에서 통합적 기능수행

등)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 웨일즈의 회원들은 웨일즈 지방정부협의회(Welsh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에도
가입되어 있으나 LGA가 웨일즈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
※ 한편 스코틀랜드지방자치협의회(Convention of scotish LocalAuthorities: COSLA)와 북아일랜드지방정부협
의회(Northen IrelandLocal Government Association: NILGA) 독자적 수행

34

4) 자
 치단체 연합체(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LGA)
◦설
 립

- ’97. 4. 기존 County, District Council, Metropolitan Authority 협의회를 통합 발족
- England 와 Wales의 410개 자치단체가 회원
- 경찰·소방·승객수송기관연합회를 통한 경찰기관 대표

◦목
 적 및 권한
- 자치단체의 보호·촉진·지원, 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 중앙정부 등과 협의

 주요 활동
◦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활동을 전개
-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중앙정부 등과 협의

◦ 지방정부의 발전, 효율적 재무관리, 민주주의 발전 등을 위한 정책 형성
-매
 년 개최되는 연례 conference 행사를 통해 “innovation zone” 등 지자체 행정 우수사례
발표 공유
- 홈페이지내 “case study” 등 정책 DB 운영

◦ 지방정부들의 공통 관심사항 논의를 위한 Forum 제공
◦ 고용주로서 지방정부의 이익 대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다른 국가적 책임 수행
◦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 전파 등 지방정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중앙·지방파트너십(Central Local Partnership: CLP)을 통해 지방행정과 재정에 관하여 중
앙정부와 정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교부금배분공식 등의 세부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
33 자세한 내용은 광역맨체스터 CA 사례(94페이지) 참조
34 자세한 내용은 LGA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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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운영
◦L
 GA는 회계연도별로 책정하는 업무계획(business plan)을 수립하며, 2018/19의 경우 다
음의 다섯 가지의 달성을 제시

◦지
 방정부가 희망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협의하여 정부에 제언, 적극적인 로비 활동 전개, 임
의적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가입하고 있으
며 주로 지방의회의 의장, 의원, 선출직단체장 등 지방정부의 정치가들이 활동을 담당
◦ LGA의 주요 내부 조직
•LGA 집행부(Executive)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방정부의 견해
를 대표
•지방의원의 포럼(councillors’ forum) : 집행부에 자문하는 그룹
•위원회(board) : 지방정부와 협의하면서 LGA의 정책과 활동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수준에서 자치단체간 협력관계를 도모
◦ 공동의 문제나 상호 관심사항이 되는 문제들, 즉 자연보존, 구조계획, 도서관, 여행, 범죄예

총 론

- 아동, 교육 및 학교(Childern, education and schools), 지방정부 지원(Supporting
councils), 지방정부를 위한 자금(funding for local government), 성인돌봄 서비스 및 보
건(Adult social care and health), 주택(Housing)

5) 비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도36

방 등을 실무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처리
◦ 비공식 형태의 협력체계는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
* 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 실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

 유형
◦ 정보교류(InformationExchange)
-가
 장 단순한 형태의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정보는 각 기관의 고객, 서비스 또는 서
비스 산출물 등에 대한 각 기관의 관심사항, 활동내역
-자
 치단체로부터 새로운 관리기법을 배우고, 업무와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점 및 기회 등을
알아내기 위하여 실시

◦ 공동학습(Joint Learning)

•LGA 커미션(LGA commissions) : 도심, 농촌, 소방 커미션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통의 이익과
관심사를 함께 토론하는 포럼의 일종

-자
 치단체들이 이전에는 모르고 있던 새로운 관리기법이나 중앙정부의 법률해석, 그리고 또
는 공동으로 적용되는 중앙정부의 특정한 프로그램 등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특별 이익단체들(SIGs: special interest groups) : 특정한 이익을 공유하는 지방정부들과 LGA
의 모든 회원들에게 개방

-광
 역자치단체는 이벤트를 주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학
습해 나가는 방법을 추구

•LGA 회원의 비용 제도(LGA members’ allowance scheme) :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의원과
LGA의 임무에 대한 구축된 집행부의 지불방식

◦ 운영
- 먼저 개별 안건은 우선 위원회(board)에서 논의되고 의견을 집약한 뒤에, 집행부
(executive)에서 LGA의 공식 견해로서 합의됨
- 대부분의 안건은 정단 그룹별로 구성된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나 조정을 통해
통일된 의견으로 수렴됨

◦ 약 331명의 상주 직원들이 조직 활동의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
◦L
 GA의 재원은 정부보조금이 40∼45%이며,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회비와 서비스 사용료로
충당35

◦ 검토 및 논평(Review and Comment)
-한
 자치단체의 행위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하여(기초이든 광역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
황이 될 때 광역자치단체가 자기의 입장 및 타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당해 자치
단체에 대하여 입장을 개진하는 절차
-많
 은 경우 환경문제와 관련되며, 한 기초자치단체가 특정시설을 당해 자치단체에 설치하려
는 경우 그 시설로 인해 인접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면 광역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평가의견을 개진
-이
 방법은 비록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지는 않으나 특정행위를 추진하는 기초
자치단체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의견에 응답하도록 하고 왜 그 평가의견을 무시하
고 계속 특정행위를 해야 하는가를 정당화하도록 요구
-계
 속 무시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결정을
요구
- 중 앙정부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설령 불복한 자치단체가 감사위원회(Adult
Commission)나 법정에 이의를 신청해도 수용은 드문편임

35 2018/19년 LGA의 예산은 £ 5,8465,000 : 중앙정부 보조금 £31,705,000, 기부금 £9,947,000, 컨퍼런스 £1,9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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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공공조사(Public Inquiry) 제도로 공론화 가능
- 검토 및 논평방법은 일단 외부자들이 비판함으로써 생기는 공무원들의 저항감에서 벗어나
내부자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인 토록을 활성화한다
는 면에서 많이 활용

◦ 공동계획(Joint Planning)
- 특정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인접 자치단체나 타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 쓰레
기 처리장 등) 카운티의 담당국·과장이 주관이 되어 관련 디스트릭 담당 국·과장을 소집
하고 정기적인 만남과 토론을 위한 모임을 형성하여 단일의 계획을 처음부터 공동으로 수
립해 나가는 것
- 검토 및 논평(Review and Comment) 방식과 유사하나 단순한 평가의견 제시가 아니라 두
개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치는 구속력 있는 단일 계획을 처음부터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식

● Employer’s Organization for Local Government
- ’99년 자치단체 관리위원회(Local Government Management Board)를 폐지하고 LGA가
설립

총 론

- 특히 광역자치단체의의견이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중앙정부로 결정권이 넘어갈 대 중앙정
부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결정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광역자치
단체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것

6) 기타 : 동종업무나 동종직위별 단체가 조직, 관련정보, 동향 등 교환

- 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및 연구·정보관리, 고용법과 관련한 자
문 등 수행

● 각료 정원 및 업무분장은 추밀원령으로 수시 조정되며, 현재는 총리 포함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주 회원으로 하는 단체들로 소속회원의 이익대변, 업무수행능
력제고, 정책입안·집행시에 영향력 행사
- 수석행정관 협회(Society of Local Authority Chief Executives)
- 인사국장협회(Society of Personnel Officers)
- 공공재정·회계연구소(Chart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 자치단체 비서관·변호사협회(Association of Secretaries and Solicitors)
- 공공관계연구소(Institute of Public Relations)

- 이 방법은 계획을 처음부터 공동으로 수립해 나감으로써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상호 영향과
정을 통해 첨예한 대립을 희석시키는 효과

◦ 공동재정지원(Joint Funding) : 두 개 이상의 정부기관에 의한 재원부담
- 관련 조직들은 특정활동에 대해 구속되고 책임을 지며 보다 상호의존적이 됨
- 업무 활동면에서는 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나 공동으로 감시·감독
-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동의 업무활동을 위해 공동의 사무국을 만들고 연합체를 결성하는
방식도 있음
- 이에 필요한 재정은 자치단체가 각자 부담하며(인구수 등의 기준), 광역적인 조정기능이 필
요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역할

◦공
 동활동(Joint Action)은 계획과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활동 그 자체를 분담, 공동의 업무를
세분하여 함께 수행하는 방식
- 대표적으로는 광역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소속 기초자치단체에게 광역업무를 한 가지씩
배당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

6 정책 결정과정의 주민참여
1) 지역전략협의체
 지역전략협의체 의의(Local Strategic Partnership)37
◦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 공공기관들과 민간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적으로
일하기 위한 집합체로서 지역전략 수립, 지역 협정 체결과 시행의 주체(HMGovernment,
2008)
*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지역복지협의체와 유사하지만 복지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는 면에서 훨
씬 그 범위가 넓음

◦ 다만 아직 정책 결정 단위로서의 법적 권한이나 지위는 없으며 자율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
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며 목표의 설정, 재정, 위임, 계약 등의 결정을 내릴 경우 지방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의 승인이 필요

37 L
 SP를 소개하는 정부 웹사이트는 다음 참조 http://www.neighbourhood.gov.uk/page.asp?id=531, 이하 내용은 “영국의 지역사
회복지전략계획 수립정책”중 출처
	https://boyungk.files.wordpress.com/2018/01/eab980ebb3b4ec9881_2009_ec9881eab5adec9d98-eca780ec97adec82aced
9a8cebb3b5eca780eab384ed9a8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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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제 구조를 가진 지방정부의 경우 주의회와 지구 의회 단위 모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역협정에 있어서의 주체는 책임 지방정부 단
위인 주의회의 협의체가 됨

◦지
 역전략협의체의 구성은 지방마다 다양하지만, 법적으로 참여가 규정된 지역 협력 기관들

◦ 협의체가 별도의 법적 권한과 지위가 없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주체로 지역협정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담당 등 여러 책임
-지
 방정부의 관료는 지역협정에 협상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핵심 역할, 지방의
회 의원도 각 영역별 협력관계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

은 다음표*와 같음

-그
 만큼 지속가능한 지역전략 수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역협정에 있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책임역시 책임지방정부에 부여

- 보통 여러 개의 주제·영역별 협력체(thematic partnership)들로 구성되나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를 구성

-지
 방의회의 의원은지역사회의 민주적 대표로서 지역사회의 욕구를 대변, 지역사회의 참여
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지방정부 사업의 효과를 판단

•보통 12∼15명의 각기관 대표자나 관리자들이 참여
- 지역사회 단체나 지역업체의 대표들이 협의체 공식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소수 집
단의 욕구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도록 대표 구성
- 지속가능한 지역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 환경, 사회, 경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협의체의 의장은 협의체 안에서 선임되지만 지방정부의 승인이 필요

◦ 지역협정과 관련 지방정부가 협력 공공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 2000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경제발전, 사회적, 환경적 복지를 추구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2) 지자체 주민참여 시책38

< 지역전략협의체 구성 업무 >
1. 전통적인 방법
● 호수 관리 위원회 The Broads Authority

● 박물관, 도서관 및 자료실 위원회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경찰서장 Chief Officer of Police

● 국립공원관리소 National Park Authorities

● 지구 의회 District authorities

● 자연보호 기구 Natural England

● 잉글랜드 문화재 기구 English Heritage
● 환
 경기구 The Environment Agency

● 병원 운영기구 NHS Foundation Trusts, NHS
Health Trusts

● 소방서

Fire and rescue authorities

● 경찰서 Police authorities

● 보건

및 안전 행정부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지역 보건의료 기구 Primary Care Trusts

● 예술 위원회 Arts Council

● 고
 속도로 관리사무소 The Highways Agency
● 확
 대노동센터 Jobcentre Plus
● 통합 청소기구 Joint Waste Authorities
● 통합 폐기물 기구 Joint Waste Disposal
Authorities
● 교육 및 기술 위원회 The Learning and Skills
Council

● 지역 보호관찰 기구 Local Probation Boards;
Frobation, Trusts and other providers of
probation services
● 지역 개발 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 체육기구 Sport England
● 런던 교통 기구 Transport for London
● 청소년 범죄팀 Youth Offending Teams

● 대도시 대중교통 기구 Metropolitan Passenger
Transport Authorities

•공공미팅/의견수렴 서류
•지방의회 위원회에 청원
•지방의회 및 위원회에서 개최한 공공질의 및 답변

2. 주민투표 : 2003년 이래 그간 11차례 실시
•(대상) ①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선출 시장, ② 금지 주민투표(prohibition referendums),
③ 교통관련 주민투표(transport referendums), ④ 패리쉬 투표(parish polls)

3. 소비자중심주의 방법(주로 서비스 공급 측면과 관련)
•불만/제안방법
•서비스 만족도 조사- 특정서비스 또는 지자체 전체 서비스 대상

4. 자문
•대화형 웹사이트
•시민 패널- 통계적으로 대표 가능한 표본 1,000이상
•지역단위 투표

5. 포럼 - 공통의 배경과 경험을 가진 주민집회
•서비스이용자 포럼
•쟁점 포럼

•지역 또는 근린지역사회 포럼
•공유 이해관계 포럼

그 외 2007년 지방정부 및 보건공공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ment in Health Act
2007) 104조 7항에 의한 명령으로 추가되는 조직
38 David Wilson& Chris Game, 영국의 지방정부, 임채호 역, 박영사, p60 ODPM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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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라 지역협정의 수립과 시행의 주체로서 지역협정으로 인해 부여되는 통합보조금인
지역기반 보조금(Area-based Grant)의 수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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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방법 -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권장

Ⅲ. 기 관 구 성

7. 이용자 관리 - 지방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시민통제

총 론

•초점집단 : 선정된 주민 10∼12명 정도의 소규모 토론 그룹
•지역 공동체 계획/수요 분석 : 지방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 설정
•비전제시 : 미래의 특정측면에 대한 참여자의 비전 확보
•시민배심원 : 특정정책분야에 대한 증거에 기초를 둔 확대된 심의

1 종전제도 : 기관통합형 채택

•예) 임차인 관리하의 지주회사, 지역사회 직영 유아원 및 청소년클럽 등

1) 개요
◦영국의 지방정부는 2000년 지방정부법 제정으로 기관분리형 도입이전까지 지방의회를
의미
◦의원들이 전체의회·위원회·소위원회 등을 통해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
◦실질적인 행정집행은 Chief Executive가 담당
- Chief Executive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지휘하고, 자치단체의 운영관리 책임

의 회

Full Council

Committees
Sub-Committees

Chief Executive

행정기구

2) 전체의회
◦자치단체 최고의결기관이나 업무수행방식은 자치단체별로 상이
◦회의개최
- 연 1회 개최토록 의무화, 그 외는 자치단체의 자율로 결정(보통 연 5회 정도 개최)
- 도시지역 자치단체는 저녁시간에 개최, 대부분은 주간에 개최, 전체회의는 지역주민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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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2 새로운 기관구성 형태 : ’98년 DETR39 권고로 개편시작

-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대표
하나 의전적·상징적 역할만 수행

- 임기는 1~3년, 전체회의에서 다수당 원로의원 중에서 선출
지방의회 지도자(Leader of the Council)

● 지방행정의 책임성·투명성 및 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변경

총 론

- 명칭 : Chairman 또는 Mayor(England, Wales), Provost 또는 Convenor(Scotland)

● 직선시장과 내각형, 내각지도자와 내각형, 직선시장과 관리자 등 3가지 형태와 인구
85,000이하 소규모 지자체의 수정위원회 중 자율적 선택40

● 법정사항이 아닌 행정전통에서 유래하여 유지
●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각 정당 지도자를 당해 정당 지도자라 하고, 다수당의 지도자가
지방의회의 지도자가 됨
● 지방의회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장 또는 자원위원장직을 수행하
면서 중요정책 조정

1) 개 요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의 분리40

Full Council

3) 위원회
◦ 의회의 많은 업무는 위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위원회의 활동은 의회에 보고

Councillors Outside the Executive*
The Executive

- 대부분의 의원은 적어도 2개의 위원회에 소속되고, 위원회의 구성시 정당간 균형배분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

Committees
Sub-Committees

◦ 위원회의 종류
- 예산 등 전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와 서비스 기능별위원회
(Functional Committee)로 구성
※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지도자가 맡고, 각 기능별 위원회의 위원장과 지배정당의 정당 지도자는 정책위
원회 위원으로 참여

- 각 위원회는 특정의 구체적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나 패널을 구성할 수 있음

4) 집행기구

Chief Executive

-종
 전에는 모든 의원의 역할이 동일했으나 2000년 지방자치법 도입 이후 정책의 입안 실행
을 담당하는 집행의원(Executive)과 정책결정 및 집행 상황을 평가 감사하는 조사위원회
소속의원의 역할이 구분됨41
-대
 부분 다수당의 대표가 집행위원장(Leader of the council)을 맡고, 2~9명 의원으로 집
행부를 구성하여 정책결정을 담당하며, 나머지 의원은 정책평가 및 조사기능을 수행

◦ 자치단체의 집행조직은 위원회의 구조를 반영함
◦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 자치단체의 효율적 행정관리에 관한 전반적 권한과 책임
- 의회가 정한 기준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집행을 책임
-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자문·제언,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총괄

◦ 각 국은 직접적으로 정책개발, 서비스개선, Monitoring, 인사, 예산 등 행정업무 수행

39 DETR(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환경·교통·지방부)은 ’97. 6 출범
40 2007년 개혁으로 85,000인구 이상 지자체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
41 집
 행부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집행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에 감독 및 조사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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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문별 주요기능 42
구

① 직선시장과 내각(A Directly Elected Mayor With a Cabinet)

분

Full Council(의 회)

기

능

•정책요강의 승인, 예산의 승인
•집행부 구성원 지명
•집행부와 전체의회에 예산의 수정 제안, 새로운 정책 또는 정책변경 제안
•유권자를 대표, 집행부를 조사

The Executive(집행부)

•자치단체를 대표, 정치적 리더십 발휘
•정책요강(Policy framework)제안
•예산편성·제안, 정책집행, 서비스 제공책임

The Chief Executive
and Chief Officers
(수석행정관과 간부직원)

•정치적 리더십 발휘
•예산안·정책안(Policy Framework)
제안
•집행관련 주요 의사결정(정책요강
범위 내에서)

의 회
(Full Council)

총 론

Councillors Outside
the Executive(평의원)42

직선시장
(Directly Elected Mayor)

•기관구성형태 결정
•예산·정책요강(Policy Framework)
동의
•수석행정관과 간부직원 임명

•집행부와 평의원을 보좌
•정책집행과 서비스 제공 책임
•정책집행활동에 대하여 평의원에게 보고

내 각
(Cabinet)

2) 새로운 기관구성 형태
집행부 구성(잉글랜드 및 웨일즈)
● 집행부 구성형태의 전환 추진

평의원
(Councillors Outside the Executive)

•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시장의 정치적 지침 하에 정책집행
•내각이나 개인에게 위임된 집행관련
의사결정

•시장과 의회에 예산의 수정 제안,
새로운 정책 및 정책의 변경 제안
•유권자를 대표
•집행부 조사

①2
 000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구성형태로
세 가지 기본모델과 예외적 대안을 제시함
②과
 거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형태였던 의회-집행부 통합형의 위원제에서 정책결정 및 집
행기능(집행부)과 심사 및 평가기능(의회)이 구분된 기관분리형 지방정부 구성을 유도함

● 지방정부법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대안
①시
 장 + 집행내각(Mayor and cabinet executive)모형: 직선 시장을 선출하고, 직선 시장이
2~9명의 집행내각 지명
②집
 행위원장 + 집행내각(Leader and cabinet executive)모형: 의회 전체회의에서 집행위원
장(보통 다수당 대표)을 선출하고, 수석집행관 또는 의회 전체회의에서 2~9명의 집행내각
임명

수석행정관과 간부직원
(Chief Executive and Chief Officers)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하 지방의회
선출
•평의원, 시장 및 내각을 보좌
•정책 집행과 서비스제공 책임
•정책집행 활동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책임

③ 시장 + 수석행정관(Mayor and council manager)모형: 직선시장이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일상적 관리는 의회가 임명한 수석행정관이 수행
※ 「Local Government Act 2007」에서 폐지

④예
 외적 대안: 인구 85,000명 미만의 소규모 농촌지역 디스트릭(shire district)는 정부의 승
인을 받아 쇄신된(revamped) 위원회 시스템 유지 가능

42 집행업무를 맡지 않는 의원은 Councillor Outside the Executive, Backbench Councillor로 지칭(평의원으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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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각과 내각의 지도자(A Cabinet With a Cabinet Leader)

③ 직선시장과 관리자(A Directly Elected Mayor and Council Manager)

의 회
(Full Council)

의 회
(Full Council)

평 의 원
(Councillors Outside the Executive)

•정치적 리더십 발휘
•예산안, 정책안 제안
•정책요강 범위 내에서 집행관련 주요
의사결정

•내각지도자나 내각에 예산 수정,
새로운 정책 및 정책의 변경 제안
•유권자를 대표
•집행부 조사

내 각
(Cabinet)

총 론

•기관구성형태 결정
•예산안, 정책안(Policy Framework)
심의의결
•내각리더 임명, 내각 임명

내각지도자
(Cabinet Leader)

※ 2007년 폐지

•기관구성형태 결정
•예산·정책요강(Policy Framework)
동의
•수석행정관 임명, 간부직원 임명 가능

직선시장
(Directly Elected Mayer)

평 의 원
(Councillors Outside the Executive)
•시장과 의회에 예산의 수정 제안,
새로운 정책 및 정책의 변경 제안
•유권자를 대표
•집행부 조사

•정치적 리더십 발휘
•정책요강 제안

관리자(수석행정관)
(Council Manager(Chief Executive))

•내각리더/지방의회에서 선출
•내각지도자의 정치적 지침 하에 정책
집행
•내각이나 개인에게 위임된 집행관련
의사결정

•의회에서 임명
•간부직원 임명가능
•시장의 정치적 지침 하에
- 예산편성·제안
- 정책요강세부사항 제안
- 정책수행
- 서비스제공 책임

수석행정관과 간부직원
(Chief Executive and Chief Officers)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 하에 지방의회
선출
•평의원, 내각지도자 및 내각을 보좌
•일상의 정책 집행
•정책집행 활동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책임

58

관리자(수석행정관)
(Council Manager(Chief Executive))
•의회나 수석행정관이 임명
•시장, 수석행정관, 평의원 보좌
•정책집행과 서비스제공 책임
•정책집행에 대하여 평의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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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정위원회(Alternative Arrangements)

◦중앙정부(DETR)의 개입에 의한 절차

※ 당초 85,000이하 소규모 지자체에서 도입 → ’07년 법개정으로 85,000이상 인구 지자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의회는 집행기관으로 분야별, 지역별로 위원회나 보조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가짐

검토모형 및 세부내용 결정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진행일정
작성한 경우

총 론

◦ 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임

주민의견 수렴
모형 및 세부내용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의
 회 의장은 임기가 보통 1년으로 대외적으로는 지방정부를 대표하나 실질적인 정치적 영
향력은 적음

DETR이 제안서 작성 및
주민투표 실시 지시

- 반면 다수파의 지도자(Leader)는 정책 결정과 운영에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본회의(Full Council)에서 위원회의 설치여부가 결정

자치단체 제안서 작성*,
미작성시 중앙정부가 작성

◦사
 무국은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에 의해 총괄되며 의회의 지시와 감독을 바탕으로 행
정사무가 집행됨

주민투표

- 사무국은 수석행정관, 각 부서와 직원, 각부서의 책임자로 구성된 행정관리팀 등으로 이루
어지며 행정관리팀(Chief Officer Management Team)이 정책집행 전반을 조정함

yes

no

새로운 형태제안 또는
현 제도 유지

자치단체의 제안서 보완·승인,
중앙정부에 보고, 내용공표

3) 새로운 기관구성 형태 선택 절차
● 자치단체가 직선시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관구성형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제안 또는 주민의 주민투표 발의에 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
●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기관구성형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지
연될 경우 중앙정부(DETR)가 직접 주민투표를 발의하여 결정

제안서 포함사항(The new constitution check list)
•새로운 기관구성 형태

•집행부의 기능 및 그에 따른 조건이나 한계, 집행부의 구조 및 구성원의 책임분야
•자치단체 의전역할 담당자

◦직
 선시장제 선택의 일반적 절차

•의원과 자치단체 직원의 관계
•학부모 및 교회 대표자들의 역할

•조사위원회의 역할, 집행부에 속하지 않는 기타 위원회

주민의견수렴

주민의 주민투표 청원(선거권자 5%)

적용모형 및 세부내용 결정

세부제안서 작성

•집행부 및 의회의 관계에 관한 기본조례(Standing order), 기관구성안의 개발 및 동의
방법
•수석행정관 및 간부직원 임명 방법, 기타 직무수행자 임명 방법
•시장이나 조사기능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직원의 지원, 시장후보자 추천 방법 등
일반 필요사항, 일정계획

기관구성안 및 진행일정 제안
주민투표
진행일정에 따른 이행,
정부에 보고, 내용 공표

60

◦기타사항
- 기관구성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를 한 경우, 다시 기관구성을 변경하려면 5년이 지나야 함
- 시장선거 : GLA의 경우 The Supplementary Vote System 채택

61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3 기관별 구성 및 기능
① 집행부(The Executive)

◦ 일반적인 정책과정
선거공약

조사위원회의 제안

총 론

◦구
 성

의견수렴결과

집행부의 정책안 수립

- 의원수의 15%이내 또는 10명이내의 의원으로 구성
- 시장이나 내각지도자 궐위 등에 대비 부시장·부지도자를 둠

의회에 제안

- 전체의회와 같이 정치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다수당 또는 연합정당으로 구성
의회의 정책결정

◦기 능
- 외부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대표, 정책과 각종 계획·전략 수립, 예산 편성
- 자원·우선순위 등 정책집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정책집행과 서비스 제공 책임

정책집행

필요시 조사위원회
의견수렴

조사위원회의 효율성·
성과분석, 제안

조사위원회의 중요
집행관련 결정에 대한
전체의회의 토론제안

- 조사위원회의 권고·제안에 대응해야 할 의무
- 필요시 의회가 승인한 예산·정책이라도 전체의회나 조사위원회 조언 소구

◦ 예산 과정
- 정책요강 승인 → 집행부 예산안 편성 → 조사위원회의 제안고려, 자문 청취 → 전체의회에
제안 → 전체의회 승인(수정가능, 단순거부 불가) → 수정승인시 집행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

◦ 집행부의 거부권(Veto mechanism)
ⅰ) 시장의 정책방향과 의회·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다른 경우
ⅱ) 시장과 감사관에게 의회나 위원회의 의사 전달(4일 이내)
ⅲ) 의
 회나 위원회의 결정은 의사록이 시장과 감사관에게 도달한 후 일주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
력발생
ⅳ) 7일 이내에 시장은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거부의사와 이유제출

② 의회 운영
<전체의회(Full Council)>
◦ 일반적 기능
- 자치단체의 지역전체에 대한 전략에 동의* 43
* Development Plan, Best Value Performance Plans, Community Strategies and Socal Transport
Plan 등을 포함43

ⅴ) 차기 전체의회 회의에서 재의결

- 연간 세출·자본예산의 결정,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결정

ⅵ) 관리자형의 경우 별도의 선거공약 등이 없으므로 거부권 행사 필요 없음

-위
 원회·소위원회·집행부 구성원 지명, 집행부의 수석행정관이나 간부직원의 임명 또는
임명인준
- 의장(시장)이 없을 경우 임시의장 선출, 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회 내각에 임명될 의회수에 대한 동의 및 의회 내각멤버의 임명

◦ 전체의회 운영
-전
 체의회에서 선출한 의장이 회의운영과 의전적 임무 수행(의장은 집행부나 조사위원회의 구
성원이 되지 못함)

43 Beginners Guide to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Friends of the Eart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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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은 집행부의 구성원은 되지 못하나 조사위원회에 참여가능, 선출은 의장과 동일한 방
법 또는 다른 방법 선택도 가능

◦ (회의소집)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전임(※전체의원 중 퇴임하는 1/3 의원) 의원들의 퇴임 후, 21

<정기회의(Ordinary Meeting)>
◦직
 전 최종 의사록의 합의, 각종 청원의 수리, 토론 논점의 결정
◦의
 회가 결정해야할 각종 현안 결정
<비정기회의(Extraodinary Meeting)>
◦ “council by resolution” 시장, 의회의 서기 혹은 개의요구를 한 5명의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
여지지 않았을 경우, 이들 5명의 연서에 의해 개의

- 집행부와 지자체직원 및 관계인에 대한 회의출석 요구, 공식적으로 이들과 만나고 심문
-활
 동에 필요한 시설이용, 교육훈련기회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의원을 공동으로 보조하
는 직원을 둘 수 있음
- 소수당의 위원들도 관련 의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장

◦ 보좌인력 :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행위를 뒷받침하고 그 권한을
보좌하는 책임관(an officer of council)을 의회에 둠

④ 위원회46, 소위원회(Committees / Sub-Committees)
◦ 조사위 外 위원회나 소위 설치가능 : 종류47, 구성방법, 역할 명확규정 필요
◦ 위원회/소위는 전체의회와 같이 정치적 균형 유지하고, 공적 주민 접촉48

③ 감독 및 조사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
◦ 구성
- 1개 이상의 정사위원회 반드시 설치, 전체의회와 동일한 정치적 균형유지, 집행부의 책임분야
전부를 포괄하여야 함44
- 집행부 구성원, 의장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함
- 교회 및 학부모대표는 교육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투표권행사, 투표권 없는 준위원
을 둘 수 있음
-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야당의원이나 호선으로 선출 권고

◦주
 요기능45
(a) 집행부의 책임인 권한의 이행과 관련, 행해진 각종 결정 및 행위들의 심사 및 조사
(b) 집행부의 책임인 권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회 또는 집행부에 보고서(reports) 또는 권고
(recommendations)의 제출
(c) 집행부의 책임이 아닌 권한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각종 결정 및 행위들의 심사 및 조사
(d) 집
 행부의 책임이 아닌 권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회 또는 집행부에 보고서 또는 권고의 제출
(e)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및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의회 또는 집행부에
보고서 또는 권고의 제출
※ 집행부의 구성원은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정책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증언·진술

44 코
 벤트리 시의회(Coventry council) 의 경우 5개의 정사위원회 설치 : 집행부는 그 적절성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한 재고를 의회
내각에 권고가능
- 정사위 1(시 서비스 수행 및 지원), 정사위2(지역복지 및 사회공공서비스, 주택문제), 정사위 3(지역간 조정 및 레저, 예술 및 스
포츠, 교육서비스), 정사위 4(공공서비스), 정사위 5(정책 및 관리, 의회내 자원담당)
45 2011년 지방주의법에 의하여 2000년 지방정부법 제9조 F 제2항은 위 위원회의 권한을 위와 같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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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
 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를 보면 위원회의 수, 구성, 위원회 권한 등을 본회의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
47 위
 원회의 종류는 단순행정위원회,(교육, 주택 등 단일 행정서비스 관련 사항 처리) 다목저위(인사 재정등 몇개의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처리), 특위, 합동위(2개이상 위원회가 공동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 법정위원회(지방자치법상 의회에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교육위, 사회복지위 등)가 있음
48 city of westminster 집행부 구성 명단은 다음 참조 https://www.westminster.gov.uk/cabinet

65

총 론

일 이내 소집하며 기타 연도는 매년 3~5월 열림

◦권 한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단체와 지역위원회의 역할분담
● 자카운티 의회 전체회의(총 55석/leicestershire county)

● 의회 집행부(Executive-cabinet)의 역할
-위
 임된 권한에 따라 주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내각 및 수석행정관을 통해 역할 수행
-집
 행부는 의회집행위원장(leader of council)과 내각(cabinet)으로 구성48되며 의회가 승인
한 정책기본방침과 예산의 집행에 필요한 보다 중요한 집행적 결정을 담당
-집
 행/내각직 의원(cabinet members)은 특정분야 서비스에 있어서 lead role 수행
•의회는 집행/내각직 위원 직무 지원을 위해 내각지원위원을 임명할수 있음
-집
 행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집행부의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개최

1) 자치단체 공무원
총 론

-의
 회의 궁극적 정책결정기관, 의회 조례(constitution)를 채택·변경할수 있는 유일한 기관
- 일련의 주요계획과 예산을 포괄하는 의회의 정책 기본방침(policy framework) 승인
- 정책기본방침 또는 예산을 벗어난 내각의 제안을 승인 또는 거부
- 집행부/내각의 활동에 관한 정사위원회의 보고서 접수

4 자치단체의 공무원, 기구

 공무원 역할
◦ 역 할 ※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유지
-집
 행부와 의원을 보좌하고 정책집행·서비스제공, 역할에 따라 평의원 활동 지원, 시장, 내
각 및 내각지도자 보좌, 정책집행 및 서비스 제공
- 수석행정관은 전문행정가로서 직원을 지휘·감독

◦ 임명
- 수석행정관과 간부직원은 집행부의 추천에 의해 전체의회가 임명 또는 전체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가 임명
- 직선시장과 관리자형에서는 전체의회가 관리자 임명

● 의회평가 및 조사역할
-조
 사위원회(scrutiny commission)가 지도 및 조정하며, 비집행적의원으로 구성, 통상 야당
대표가 의장 : 특정평가 수행을 위해 5인 임시의 소규모 평가패널 임명 가능
-5
 개의 정사위원회가 카운티의 기능분장, 비집행적의원으로 구성, 정책개발·평가·조사
- 집행부 및 부서장들이 내린 의사결정을 평가조사하고, 내각직의원 및 부서장들에게 특정
의 의사결정, 쟁점, 제안에 대한 견해와 일반업무 성과에 대해 질의
- 상임의 보건평가조사위원를 설치, 지역내 1차진료기관연합에 대한 심사

● 의회의 규제역할
- 계획, 보건 및 안전, 면허 등에 관한 규제는 개발관리규제위(Development control and
regulatory board) 수행
-규
 제기능 관련 기타 기관으로 기준위원회(standard committee), 고용위원회(employment
committee), 헌법위원회, 기관운영위원회(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등 운영

● 개별 지방의회의원들의 대표 역할
-당
 해 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사회의 일반복지 보장을 위한 노력
-선
 거구의 견해, 걱정 및 고충에 대한 관련기관의 관심을 촉구
-의
 회의 정책과 업무성과에 대해 감독 및 심사, 지자체 전반 정책 및 지역주도 시책 개발

◦ 법정기구
- 수석행정관(Head of Paid Service, Chief Executive)
-재
 무관(Chief Financial Officer), 감사관(Monitoring Officer)49

 공무원 신분
◦ 영국의 공무원은 우리와 달리, 일반공무원을 의미하는 civil servant*는 중앙정부 공무원만
의미 * 형식상 임명권자인 왕(crown)에 의해 임명
-지
 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2)에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외 지방공무원에 관한 통일적인 성문법이 없음
- 지방공무원에 관한 제도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로 규정

◦ 신분상 국가공무원(civil servants)*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public servants)50 범주에는 포
함되나, 지방정부 근로자(local gov. employees)로 구분
◦ civil servants와 달리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며, 지방정부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도 존재하
지 않음
- 지방 정부별로 공석 발생 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채용절차가 진행

49 자
 치단체에서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불만 처리, Best Value, 공직윤리 등을 담당하는 Monitoring Officer를 감사
관으로 번역하나 우리나라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개념의 감사관은 아니며, 자치단체의 회계감사를 맡는 Audit Commission의
Auditor는 편의상 회계감사관으로 번역
50 지방정부, NHS, 경찰, BBC, public corpation 등 544만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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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방정부 평균 약 87%(’16년 기준)가 permanent(정규직)으로 분류
- 다만 우리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종신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role)가
permanent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정책변화·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의 영향으로 직
무가 없어질 수도 있음

-국
 가 전체적으로 운용되는 용어와 적용 조건은 동일53하나, 지방정부에서는 일부 이와 다
르게 적용도 가능함

◦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는 영국근로관계법(UK Employment Legislation)54의 규

총 론

율을 받음
-채
 용관련 Recruitment and selection policy55

◦ (규모) 영국지방정부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근로자 고용
- 공무원(civil servants)는 상근·시간제, 현업·비현업, 정규·임시직, 국내직·외무직으로
구분

-기
 구관련 Managing Organisation Change-Guidance
- 인력감축관련 Staff Reduction Policy 등

- 공무원수는 ’10년 527,500명에서 ’16년 418,300명으로 감축
- 기간 중 fulltime 대비 part time 근무자비율이 ’10년 79:21에서 ’16년 76:24로 증가

◦인
 력규모는 ’07년 약 225만명, ’12년 190만의 인력이 고용되었으나, 2016년 157만명으로

 자율화 현황
◦ 지방정부별로 특정 직무에 대한 직급의 결정56 등 지방공무원의 보수·정원·인사 등에 있
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완전한 자주적 결정권을 가짐

감소

◦ (인력) 지방정부는 상당정도의 인력관리 관련 재량권을 가짐

< 지방정부 인력 통계51 >
Q3 2012

Q3 2016

비고(%)

headcount

1,903,000

1,570,600

-17.5

Full time
Equivalent(FTE)

1,343,300

1,123,700

-16.3

Full time

867,400(45.6%)

721,400(45.9%)

-16.8

part time

1,035,600(54.4%)

849,200(54.1%)

-18

permanent

1,644,600(86.4%)

1,377,100(87.7%)

-16.2

Temporary

258,400

193,500

-25.1

-지
 방의회에서 해당년도의 소요인력 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통과시키면, 이에 근거하여 인
력, 기구 설치 재량
-장
 래 인력 운용 계획(workforce planning)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미래
인력소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outsourcing 또는 채용 절차 돌입57
- 고위간부직에 공석이 생기면 승진·전보 또는 공모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보충하는
데 응모한 후보자의 심사는 통상 면접과 전형을 위하여 구성된 전형위원회가 담당
- 직책에 따라서는 지방의회의 인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하급공무원이나 노무직 공무원은 보통 각 부국장이 임명

◦ (급여) 지방공무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법률상 합리적인 급여를 지불한다는 취지 규정
-지
 방자치단체연합(The Local Autonomy Association)에서 임명한 고용대표와 노조 및 기
타 지방공무원연합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는 전국합동협의회(National Joint Council)
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각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2) 기구, 정원 자율화 현황
 인력관리 관련 근거법규

- 이 기준에 따라 직위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최고액과 최저액 제시
52

◦L
 ocalism act 2011에서 인력 규율관련 법규로 “Pay policy statement” (section 8, 38조)
규정

※ 자치단체의 규모에는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보수액을 책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름

- 세부내용으로 직위별 봉급, 양성평등 격차 해소방안 등 포함
53 지방정부별 동일 임금 인상률 적용 사례 참조
54 근로 관계 관련 guide to uk employment law.pdf 첨부 파일 참조
51

 ttp://www.local.gov.uk/our-support/workforce-ad-hr-support/great-people-growing-together-future-local-6, Stats on the
h
LG workforce pp2, LGA

52 h
 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1/20/part/1/chapter/8/enacted?view=plain
실제 지자체 사례는 런던 자치구중 하나인 Lambeth 참조
https://www.lambeth.gov.uk/elections-and-council/pay-policy-statement

68

55 h
 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06964/Recruitment_and_
Selection__Policy_-_April_2014.pdf 참조
56 스
 완즈(swansea) 지방정부의 경우, 1에서 12직급까지 12개 직급체계, 중앙정부중 직급체계 운용의 기본이 되는 재무부는 5직급
체계 운영중(각 부처별 직급운영은 자율)
57 http://www.human-resource-solutions.co.uk/Policies/Workforce-Planning/Workforce_planning_in_local_authorities.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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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연합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요건, 자격, 승진시험의 시행에 관한 기준을 설
정하기도 함

< 참고 1 : 런던 킹스턴 Borough 조직도 >

 조직(기구) 관련

총 론

◦가
 장 전형적인 카운티 의회는 기본적으로 5개의 부서를 두고 있음58
- 집행수석실(chief executive’s), 어린이서비스(children’s service), 성인사회서비스(adult
social service, 교통환경(transport and environment) 그리고 기관운영서비스(corporate
service)
- 이들 부서장은 집행부수석(deputy chief executive) 또는 집행/전략/기관운영부서장
(executive/strategic/corporate directors) 직명이 주어지나 후자가 일반적

134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일
 반적으로 행정조직의 최고직위는 상근직원인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 Officer, 법령상
Head of paid Service: HPS)이며 각부의 종합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함
- Chief Executive는 지방의회 및 각국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최고위 행정관
- 수석행정관을 포함하는 국장 또는 수석행정관 관리팀을 주재, 국간 효과적인 접촉과 정책
조정을 보증하는 기제

◦행
 정서비스를 위한 각 부국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개별법으로 몇몇의 직위는 반드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법무부장(director of legalservices), 재정부장(Chief Finance Officer), 감사부장(monitoring officer),교
육부장(Chief Education Officer), 감사부장(monitoring Officer), 교육부장(Chief Education Officer), 사회복지부장
(Director of Social Services), 농업분석관(agricultural analyst), 식품관련 공적분석관(public analyst), 계량조사관
(chief inspector of weights and measures) 등임

□ 리즈시의 조직 및 역할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험 래티 시의원이 시장을 맡고 있는
리즈시의 행정부는 크게 주민과 관련된 사업을 책임지는 다섯 개 국과
중앙 및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는 세 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급했듯
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예술유산과는 도시개발국의 하
위 부서로 자리잡고 있다.
< 참고 2 : Leeds 시청 조직도 >

◦사
 무조직 내 부정 방지가 임무인 감사관(Monitoring Officer)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고 법
무부장(Chief Legal Officer)이 해당 임무를 겸임
- 지방정부에서 행정 처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불만 처리, Best Value, 공직윤리 등
을 담당하는 Monitoring Officer를 감사관으로 번역하나 우리나라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개념의 감사관은 아님

58 David Wilson& Chris Game, 영국의 지방정부, 임채호 역, 박영사, p124

[그림 3-11] 리즈 시청 조직도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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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신규 설치 및 방만한 인력, 조직 운용 방어 장치

Ⅳ. 지방선거 및 지방의원

◦조
 직 설치

- (설치범위) 집행부 또는 의회의 요구
- (설치주체) 국장/chief executive, 의회의원
- (세부절차) 법적 의무설치기관인 HOPS(Head of paid service)59을 관장하는 집행부의
chief executive의 책임 하에 설치

◦지
 방정부는 인력관련 소요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음

총 론

- (설치사유) 법률 등 의무적 설치사항, 지역적 수요, 의회의장(leader of council)이 결정한
우선순위와 예산의 범위를 감안하여 설치가능

1 지방정당정치
1)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
◦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정당의 지배를 받음

- 이를 위해 해머스미스 구의 경우 조직과 인력규모 변화를 컨트롤하는 “Establishment
Control60 ” 운영 중

◦ England, Scotland, Wales에는 3개의 주요 정당이 있음

- corporate service 국장은 예상치 못한 지출, 추가지출에 있어 변화를 승인, 총괄 역할
수행

◦ Scotland에는 Scottish National party(’96년의 경우, 3개 자치단체에서 지배정당), Wales에

◦지
 방의회 인력위원회(member committee)와 재정파트(Finance service)의 내부 감독 기능
존재

- 보수당(Conservatives), 노동당(Labour),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는 Plaid Cymru라는 국민정당이 있음
※ 지배정당(control party) : 의석이 50%이상인 경우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는 단일정당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함
- 이러한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권력을 공유함

◦ Northern Ireland에서는 모든 지방정당이 자치단체에 의석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연합정당 : Ulster Unionist Party, Democratic Unionist Party
- 국민정당 : 사회민주노동당(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

2) 지방선거에서의 지배정당
◦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정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님
- 규모가 큰 town은 수세기 동안 정당 지배하에 있었음

◦ 그러나 농촌지역 특히 하위계층 자치단체는 정당지배가 아닌 무소속의 전통이 ’70년대까지
지속
- 많은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무소속으로 구성되거나 무소속 성향이 강함
-자
 치단체의 무소속 전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며, ’96년 현재 무소속이 지배 또는 다
수인 곳은 England 15 district, Wales 4 UA, Scotland 7 UA 이며, 모두 농촌지역임

◦ 정당지배현상의 확대
59 동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head of paid service scheme of delegatios-Greater London Authority 참조
60 양
 성평등법, Value for Money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절차로 결원충원 등 절차를 규정
“westminster establishment control”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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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치단체에 있어서 정당에 의한 지배현상 확대는 지방선거가 지역적 쟁점보다는 국가적 영
향을 받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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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의 결과는 중앙정치의 선거에서 보여준 정당에 대한 국민적 인기도를 반영

2) 선거주기

※ 모든 지방선거는 5월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

- 정당은 같은 철학과 이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당의 지지자는 중앙·지방선거

①종전

에서 같은 정당에 투표

지배정당
자치단체수
410

없음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무소속

기타

140

72

152

28

13

5

지역 및 선거 년도

4년

England County(2001,2005), District(1999,2003), London Borough(1998,
2002), Wales(1999,2003), Northern Ireland(2001,2005)

3년

Scotland(1999,2002)

매년(1/3)

총 론

구분

< England와 Wales에 있어서 지배정당 현황 >

Metropolitan Borough 및 District일부

② 개 선 : 2000년 지방자치법 개정

2 선거제도

◦ 선거주기는 4년마다 총선거 실시, 매 2년마다 1/2씩 선거, 4년중 매년 1/3씩 선거하는 3가
지 형태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함

1) 선거구 및 선출방식

◦ 적용례

◦ 선거구 획정 : 의원 1인당 선거인수의 균형을 도모

- 2계층제의 경우, 격년으로 County와 District의 지방의원 1/2씩 선거

자치단체 종류

선거구

의원 1인당 선거인수

County

Division

약 10,000명

District

Ward

약 2,300명

-단
 일 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1/3씩 선거, 직선제 시장 선택시 선거가 없는 해에 직선 시장
선거

◦ 중선거구인 경우에는 더욱 자주 선거에 참여 가능

◦ 선거구제 : 소선거구와 중선거구제 혼합
구분

소선거구

중선거구

의원수

1명

2명, 3명(일반적)

지 역

County Council
Scotland(전 자치단체)
District Council(농촌)

Unitary Council, London Borough
Metropolitan Borough
District Council(도시)

3) 선거권 등 기타
◦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 분

선거구

의원 1인당 선거인수

연 령

18세이상

21세이상

요 건

◦ 선출방식 : 단순다수대표와 비례대표제

•영국, 영연방국, 아일랜드공화국, 유럽
연합국 시민권자
•선거인 자격부여일 현재 거주자

•좌동
•선거인명부 등재자
•12개월 이상 당해 지역거주·직장근무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임차인

•구금되어 있는 자
•부정·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등

•파산선고를 받은 자
•좌동
•3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

- 다수대표제(The first-past-the post system) : England, Scotland, Wales
- 비례대표제(The single transferable vote) : Northern Ireland

결격요건

※ 중간관리자 이상은 타 자치단체 출마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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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등록

◦ 의원윤리

- 매년 10월 등록, 선거권자는 등록의무가 있으며, 미등록시 벌금부과

- 선거비용은 후보자당 기본 ￡200에 선거인 1인당 약 4 pence 추가한 금액으로 제한, 선거

- 지방의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의사에서 제척

총 론

- 입후보자에 대한 공탁금은 없음

- 모든 의원은 자치단체의 행동규범(National Code of Local Government Conduct) 준수를
선언해야 함

후 35일내 선거비용내역 제출

2)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지원
4) 기타 선거제도 개혁동향

◦ 지방의원들은 전체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참석 외에 선거구에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별

◦ 선거절차의 혁신 추진

도의 지원은 없음

- 선거인등록 제고, 투표참여 촉진,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 제고, 투표용지(polling card)의 효
과성 개선 등을 목적

◦ 기타 모든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원실을 제공하는 경우와 의원 개인의 집에
주요 고려 내용

•전자투표, 이동 투표소

◦ 사무실 제공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당 지도자에 한함

•투표집계의 전자화 또는 기계화 등

•자치단체내의 원하는 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
•투표시간·투표일의 다양한 설정, 투표일의 장기화
•전체 투표의 우편투표화, 우편투표 절차의 개선

서 직무수행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

3) 지방의원에 대한 금전보상
① 의원지급경비의 종류
◦ 수당(Members Allowances61)은 기본수당(Basic allowances), 출석수당(Attendance
allowances), 특별임무수당(Special responsibility allowances)이 있음

◦ 투표방식(Voting System)의 개선
- 직선시장 선거에 Supplementary Voting System 도입
- 하원의원 선거의 절대다수득표제 개선을 다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독립위원회 설립, 그 결
과에 따라 지방선거제도 개선 검토

- 출석수당은 전체의회·상임위원회 회의 또는 의회 외부공식행사 참여시 지급
- 특별임무수당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정당지도자(Leaders of
the council or political group) 등 부가적 임무를 맡은 경우 지급

◦ 실비변상(Reimbursement allowances)
-회
 의참석비(Conference attendance allowances), 교통·숙식비(Travel and subsistence
allowances), 출장비(Conference traveling and subsistence allowances)

3 지방의원

- 품위유지비(Allowances for civic dignitaries),
- 교통·숙식비는 DETR, NAW(National Assembly for Wales)에서 상한선 설정

1) 지방의원의 역할
◦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고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 자치단체 업무수행의 효과성에 대한
Monitor 등
◦ 업무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당 20시간 또는 그 이상 의회업무 수행

② 자치단체별 지급실태(Wales의 경우)
◦ 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와 금액은 상이함
◦ 기본수당 : 연 ￡1,200~9,612로 다양함(평균 ￡4,466)

◦ (금전보상) 의원에게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나 수당은 지급됨(의장, 위원장 등에게는 부가
수당지급)
◦하
 원의원이나 유럽의회 의원 등을 겸직할 수 있으나 그런 예는 거의 없음
76

61 지
 자체별 수당 지급 규정은 “ooo council members allowances scheme“ 참조,
런던광역시 의회의원에게 보상되는 제수당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의견은 다음 웹사이트 파일 참조
file:///C:/Users/MOFA/Downloads/Remuneration%20report_2018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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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석수당 : 미지급(12개 자치단체), 지급(5개 자치단체)
- 기 타 : 회의시간당 지급, 최대회의일수 제한, 외부행사만 인정 등 다양한 지급기준·방법
을 채택

- Newport의 경우 기본수당은 많이 주되 특별임무수당은 없음

③ 의원지급경비 제도개선 동향
◦기
 본원칙 : 회의 참석수당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회의개최를 방지하고, 지방의원들이 주민

● 지역투표 권리
●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만날 권리
● 의회 규약 사본을 얻을 권리
● 개인적 혹은 비밀스러운(정부부처가 공공에 대한 공표금지를 조건으로 의회에 제공한 정
보 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정보)를 제외한 시의회, 내각 및 각종위원회
에 참석할 권리

의견수렴 등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시간 투자 유도

● 시의회에 청원할 권리

- 의원 지급경비 결정에 대한 조언 기능을 할 독립된 수당위원회(Allowance Panel)를 당해
자치단체에 설치

●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지, 정책이 언제 결정 될 것인지 알권리

- 집행업무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보수지급 허용

◦수
 당 등의 결정방법 : 수당위원회의 조언을 참조하여 결정, 주민에게 공표
◦기
 타 수당

총 론

◦특
 별임무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지급대상과 금액이 상이함

4) 지역 주민의 권리

● 의회, 의회내각, 감사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리포트, 백그라운드 페이퍼 등
을 열람 할 수 있는 권리(개인, 비밀 제외)
● 의회가 했어야 하나 하지 않은 사항, 하지 말았어야 하나 결정한 사안 등에 대한 민원
● 의회가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윤리위에 민원제기
● 매년 한정된 기간 내 의회 회계 검사, 외부 감사인에게 자신들의 의견개진

- 지방의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는 지방의원에게 탁아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
가능

● 시청, 시의회직원들의 태도, 행태 등에 대해 의회에 민원제기

< 의원과 직원의 차이(명예직·실비보상의 이유) >
•의원은 자발성에 기존하여 지역공동체를 대표하여 활동
•새로운 기관구성 아래에서는 정책개발과 집행을 많은 직원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의원
의 역할을 구분
•직원과 의원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직원과 선출직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의원으로
하여금 자치단체 일상적인 관리활동에 관여하게 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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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단체 주민으로부터 징수

Ⅴ. 지 방 재 정

◦ 지방세(Council Tax)
- 지방세는 주거용 자산가치를 A~H까지 8개 Band로 분류, Band D를 기준으로 차등부과

총 론

- 원칙적으로 재산세이지만 인적인 요소도 포함
※ 독거 경우 25%, 비거주시 50% 감면, 거주자 수에 학생·간호인·장애인 제외

1 세 입

◦ 사용료·수수료(Fee & Charge) : 교육, 경찰, 소방, 선거, 도서대출 서비스는 제외

1) 중앙정부의 세입지원62

◦ 기타 재원으로는 차입금(borrowing and investment), 이자수입(interest receipts), 자본수입

◦ 영국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법상 지방정부 활동에 필요한 재원확보, 지방정부 활동에 대하

(capital receipts), 판매수입 및 이용료(sales, fees and charges) 등이 있음

정확한 정보 및 계정의 제공, 세입-세출 균형 이행

England Council Tax Band

< 영국 지방정부의 세입분류 >
자제재원
•지방세: 카운슬세(16%)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11%)
•카운슬 임대수입
•기타수입 : 이자, 기타소득(9%)

이전재원
•세입지원 교부금(4%)
•비주거레이트(12%)
•특별보조금(28%)
•주택보조금, 자본계정보조금 등

* ( )은 전체세입으로 차지하는 비율(2016/17)

◦ 교부금(Government Grants)
- 세입을 보전하는 일반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 : RSG)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
금(Specific Government Grant)이 있음63

밴드

재산 평가액
(단위 ￡000)

D기준 부과율(%)

밴드별 구성비
(%, 96/97기준)

A

40이하

67

25.8

B

52

78

19.8

C

68

89

21.8

D

88

100

14.8

E

120

122

9.2

F

160

144

4.7

G

320

167

3.4

H

320이상

200

0.5

※ RSG = 정부가 정한 표준지출평가액(Standard Spending Assessment : SSA) - [지방세징수총액(실제징수
액이 아닌 정부평가액임) + NNDR)

◦ 비주거세(National Non-Domestic Rates : NNDR) ※Uniform Business Rate(UBR)라고도
함
- 상가, 공장 등 비가정용 용도의 재산 등 비주거용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단일비율로 부과(국
세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
- 자치단체가 징수하며 징수교부금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인구규모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

3) 중앙재원-지방재원의 재배분(2016/17)
◦ 비주거레이트는 국가에서 거둔 후 모두 지방으로 양여
< 비주거레이트 재조정 이후 재배분 결과 >
자체재원(37%)

지방재원(49%)

이전재원(63%)

중앙재원(51%)

62 영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재정, 한국지방세연구원
63 기타 일부 문헌에는 Sher Grant, Area Based Grant 등도 교부금 종류로 적시하는 경우도 있음

80

81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출 분류65

2 세 출

- 2016/17 세입지출의 재원구성은 정부보조금(57%), 비주거레이트(19%), 카운슬세(27%)
등으로 조달

1) 세출의 구성64
expenditure)과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로 구분
- 경상지출 : 당해회계연도에 지자체가 지여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지출로 인
건비, 사무용품비, 재회용역 구입 지출 비용 등 의미

2) 자치단체 재정의 실제사례
to local authorities which can be used to finance revenue expenditure on

◦ ’12년부터any
5년간
세입추이(’12/’13∼’16/’17)66
service.
Table 2.1a: Summary of local authority income 2012-13 to 2016-17

£ million

•지역에서 확보된 세외수입, 기타 지방정부 수입 등으로 충당
- 자본지출 : 토지구입, 주택건설, 교통시설 확충, 각종 장비 및 내구자산 구입 등과 같은 자
본적 투자활동에 대한 경비지출

Local Services Support Grant (LSSG)
General GLA Grant
Grants outside AEF

Total grant income

Council tax (d)

7,188

15,175

12,675

9,520

-

-

-

-

4,224 II

7,565

7,784

7,423

7,387

41,820

41,760

40,805

40,119

39,218

223

77

48

29

19

-

-

-

-

18,417

18,655

18,296

21,608

-791

-795

-692

-734

-767

9,739

8,782

9,996

10,863

9,610

97,692

90,982

89,271

85,516

84,263

26,715

23,371

23,964

24,734

26,083

10,719

11,331

11,855

11,735

815

839

865

1,047

1,088

2,124

2,481

2,996

2,196

2,327

12,201

12,695 II

11,741

11,666

12,103

- II

Retained Income from Rate Retention Scheme (a)
External interest receipts
Capital receipts

(e)

Sales, fees and charges
Council rents

< 영국지방정부 세출구조(2016/17) >

(f)

Total locally-funded income

(단위 : 백만 파운드, %)

총지출
5,495

2016-17

Locally-funded income:

•자본지출 중 주택건설, 교육시설 확대, 도로 등 교통이 중심(70%)

40,219

2015-16

448 II

18,850

Housing subsidy
Grants towards capital expenditure

•경상지출 중 교육, 사회서비스, 주택, 문화부문이 지방정부의 주요활동(75%)

자본지출

2014-15

23,129 II

50 II
(b)

(c)

- 경상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은 교육, 자본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은 교통

45,714(34%)

교통

5,380

6,574

11,954(9%)

사회서비스

21,160

253

21,413(16%)

주택

21,886

3,274

25,160(19%)

문화·환경·지역계획

9,741

488

10,229(8%)

경찰

11,650

538

12,188(9%)

소방

2,118

-

2,118(9%)

중앙서비스

3,344

-

3,344(2%)

기타서비스

6

3,410

3,416(2%)

분류 미정

-284

-

-284(0%)

115,220

20,032

135,252(100%)

합계

Revenue Support Grant (a)
Police Grant
Specific and special grants inside Aggregate External Finance (AEF)

- 경상지출이 전체 세출의 약 89%, 자본지출이 전체 10% 정도 차지(’17)

2013-14

Grant income:

(a)

◦ 지방정부의 공적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능별 세출구조(경상+자본)

교육

2012-13

Redistributed non-domestic rates (a)

•자본수입금, 차입금.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확보

경상지출

총 론

◦영
 국 지방정부 세출은 경상회계와 자본회계로 구분되며, 지방정부 세출도 경상지출(current

Other income and adjustments

(g)

Total income
Grants as a percentage of total income

6,916

7,215

7,439

7,468

7,110

48,771

57,319

58,335

58,966

60,445

8,842

9,253 II

18,469

19,390

18,305

155,306

157,554 II

166,075

163,871

163,014

63%

58% II

54%

52%

52%

Sources: Revenue Outturn (RO) returns and Capital Outturn Returns (COR), 2012-13 to 2016-17
Comparisons across years may not be valid owing to changing local authority responsibilities and methods of funding. Major changes are separated
with a time series break marked as II
(a) Since 2013-14 there were changes to the Department's Local Governement Finance Settlement policy. This affects the figures for Revenue Support Grant,
Police Grant and Non-domestic rates.
(b) Excludes council tax benefit subsidy and rent rebates granted to HRA tenants.
(c) Housing Subsidy includes 'Government grants and assistance (including downward adjustments)' less Transfers to the General Fund Revenue Account (GFRA)
and Major Repairs Reserve (MRR). These are all recorded in the Housing Revenue Account (HRA) in RO4
(d) Includes council taxes financed from Council Tax Benefit Grant but excludes council taxes financed from local authority contributions to council
tax benefit.
(e) Capital receipts used to finance capital expenditure. Circa £100m 'Capital receipts used to finance revenue expenditure under receipts flexibility'
in 2016-17 not included
(f) Since 2014-15 Sales, Fees and Charges from the Trading account are no longer recorded. For 2014-15 onwards this figure excludes the any sales, fees and
charges from the trading accounts.
(g) Other income and adjustments includes 'Other Income' from the Services areas, 'Other Items' (surpluses/deficits from the collection fund), 'Inter-authority
reorganisation recoupment', HRA leaseholder charges and 'other contributions toward expenditure' in the Housing Revenue Account. Prior to 2014-15 this also in
included other income in the Trading Accounts, this was not recorded for 2014-15 onwards.
To avoid double counting, 'levies and recharges from other accounts' recorded in the RO6 are removed from this. Before 2014-15 Receipts from other authorities
were also excluded but this figure is no longer regularly collected as part of the SAR return.

2.3.

Sales, fees and charges

2.3.1.

64

82

“지방정부법(local gov. act 1972)”에 의해 영국 지방정부 통계는 매년 지역정부를 관할하는 중앙부처에 의해 작성, 영국의회에
보고되며, 동 보고서는 Local gov. financial staticstics-england 제목으로 발간

Sales, fees and charges are the amounts received by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of providing a service. They vary widely between services in
both지방정부
the amount
money지출이
involved,
and
their nature,
for example
65 세입과 세출을 연계시켜
활동에of소요되는
어떠한
세입항목을
통해 확보되는가
설명 library
방식
fines and planning application fees. Local authorities receive income from
66 Local Gov. Financial statistics, DCLG, 2018.7, P7 아래 세출표는 P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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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부터 5년간 세출추이(’12/’13∼’16/’17)

-총
 지출규모를 7개의 Service Block(교육·사회복지·고속도로 유지 등)별로 배분, 각 분
야별 할당액을 각 자치단체에 배분

spending by broad service group and how it has been financed are shown in
summary form in Table 3.2a

◦ 지출한도액 설정(Capping)

Table 3.2a: General fund revenue account: Outturn 2012-13 to 2016-17 and budget 2017-18

Education

37,134 ǁ

Highways and transport
Social care

2013-14

35,881 ǁ

2014-15

34,477 ǁ

2015-16

34,136 ǁ

2016-17

33,382 ǁ

33,343

4,823

4,795

4,537

4,331

4,013

4,240

21,136

21,480

22,587

22,702

23,390

23,651

6,612

6,915

8,091

8,303

8,476

8,028

14,524

14,565

14,496

14,399

14,914

15,623

2,508

2,737

3,152

3,480

3,410

2,025

1,852

1,608

1,508

1,543

of which:
Children's Social Care
Adult Social Care
Public Health (a)

- ǁ

Housing (excluding Housing Revenue Account)

1,996

Cultural, environmental and planning

9,407

9,176

8,915

8,698

8,445

8,333

11,337

10,920

10,889

10,932

11,050

11,145

Fire & rescue

2,119

2,089

2,045

1,984

1,961

2,055

Central services

3,002

2,845

3,068

3,022

3,159

2,987

118

91

92

70

56

264

91,072 ǁ

91,809

91,199

90,634

90,444

90,970

20,748

20,982

21,113

20,917

20,228

20,304

Police

Other Services
Total Service Expenditure
Housing Benefits

(b)

Parish Precepts and Levies

434

423

436

461

507

554

-312

-329

-344

-325

-455

-458

111,941 ǁ 112,885

112,404

111,686

110,724

111,370

(c)

Trading Account Adjustments and Other Adjustments

(d)

Total Net Current Expenditure
Capital financing (e)

4,348

4,468

4,528

4,419

4,239

4,261

Capital Expenditure charged to Revenue Account (CERA)

1,307

2,778

3,010

1,966

1,536

1,785

Other non-current expenditure (f)

4,337 ǁ

149

165

208

195

79

51

33

41

37

78

-41

7

-45

3

19

37

53

16

28

33

51

60

-45

815

839

865

1,047

1,088

988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difference from service charge
Appropriations to(+)/ from(-) financial instruments adjustment acc.
Appropriations to(+)/ from(-) unequal pay back pay account
less Interest receipts
less Specific grants outside AEF

26,829 ǁ

22,805

23,045

22,452

21,608

21,477

less Business rates supplement

235

212

221

222

235

275

6

47

123

154

302

138

-27

-26

-13

-18

-17

-21

-

-

-

85

136

94,148

96,419

95,943

93,567

94,470

less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less Carbon Reduction Commitment
less Capital receipts used to finance revenue expenditure
Total Revenue Expenditure

- ǁ
94,529

Source: Revenue Summary (RS) returns 2012-13 to 2016-17, Revenue Account (RA) budget return 2017-18
(a) Service Expenditure and Net Current Expenditure in 2013-14 is not comparable to previous years due to a transfer of Public Health duties to local
authorities in 2013-14, following 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각
 자치단체는 SSA를 기준으로 총지출, 서비스분야별 지출범위 결정

총 론

2012-13

£ million
2017-18
(B)

-중
 앙정부는 각 자치단체별로 지출과다, 과도한 지출 증가시 지출한도 설정

2) Council Tax 제도 개선내용(Local Government Act 1999)
◦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일반적 Capping 폐지
-기
 존 통제수단인 Designation은 예산수요 및 증가가 과다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수요한도
를 제시하고, 이의제기(28일 이내)를 하지 않거나 무응답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수요한도
를 설정
-각
 자치단체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통제

◦ 새로운 통제권 도입(New Reserve Power)
-통
 제권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치단체 인정
-새
 로운 통제권은 Designation과 Nomination으로 구분

3) Designation(개선명령)
◦ 자치단체의 예산수요가 과도한 증가를 보일 경우 한도 설정
◦ 장관의 Designation 서면통지 사항
-D
 esignation 결정사실, 결정에 적용한 원리, 당해 자치단체가 속한 범주, 세출한도
-당
 해 연도 목표예산수요, 세출한도 달성 연도

◦ 절차

(b) 'Housing Benefits' includes all mandatory payments on rent allowances and rent rebates to Housing Revenue Account tenants and non-HRA tenants.
This also includes HRA items shared by the whole community and subsidy transfer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the Revenue Summary (RS) tables
for actuals and the Revenue Account (RA) table for budgets.
(c) 'Parish Precepts and levies' comprises all Parish Precepts, Integrated Transport Authority levy, Waste Disposal Authority levy, London Pensions Fund
Authority levy and any Other levies.
(d) 'Trading Account and other adjustments' comprises the net surplus(-)/ deficit(+)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Trading Accounts less any Capital items,
movements to and from the Accumulated Absences Account and Adjustments to net current expenditure.

3 지방세 통제제도

Designation 통지

(e) 'Capital financing' includes 'Provision for repayment of principal', 'Leasing payments', 'Interest payable and similar charges' and 'HRA item 8 payments'
(f) 'Other non-current expenditure' includes flood defence payments to the environment agency and bad debt provision. This previously included gross
expenditure on council tax benefit and discretionary non-domestic rate relief

1) 종전의 통제방법(Capping)

19

(21일 이내)

◦자
 치단체의 공공지출을 통제하고, 과도한 지방세증가를 막는 자치단체 지출통제

수용

•예산수요한도 명령
•목표예산수요 변경

- 각 자치단체에 예산한도(Capping Limit)를 부과, 예산한도는 표준지출평가(Standard
Spending Assessment : SSA)를 통해 결정

◦S
 SA를 기준으로 지출액 결정

이의제기

(21일 이내,
GLA는 35일 이내)

무응답
예산수요
한도 명령

예산재산정

- 정부가 다음 회계년도 전체 자치단체의 총지출 규모 산정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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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을 재산정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 중앙정부는 매년 지방세감면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의 증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 Billing Authority(직접부과·징수기관)는 수입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자금전도 불가

2) Council Tax Band 재사정
◦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4) Nomination(개선경고)

높이는 것이 우선 사항이고 Council Tax는 나중에 조정되어야 한다고 결정

◦ 자치단체가 과도한 예산수요 증가를 보일 경우 다음 연도부터 제한 또는 기준 제시
◦ Designation after Nomination(경고 후 개선명령)
- 다음 연도부터 제한, 세출한도, 다음 연도 목표예산수요, 세출한도 달성 연도제시

◦ No Designation after Nomination(경고 후 개선명령이 없는 경우)
- 기준적 성격의 세출한도 제시

-C
 ouncil tax는 자산을 넓은 평가영역(Valuation Band)을 가지고 평가함으로써 초기 Rate
System의 문제점을 피하려는 의도로 고안
- Banding System은 상대적인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경우 재사정 필요
-중
 앙정부는 현재의 평가기초(Valuation Base)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몇 년간 그대
로 유지하고, 현 국회에서는 재평가(Revaluation) 할 것을 제안하지 않을 계획임

◦ 향후 재평가에는 Property Band의 수와 범위를 재조사하는 기회를 부여

- 장래 특정연도의 세출의 과다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

-중
 앙정부는 제도의 공정성을 계속 검토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음 국회에서 최초의 재평가
를 수행

◦ 기본절차 : Designation과 동일

- 정기적인 재평가를 제도화하는 법안 제안 여부 고려

5) 신·구제도 비교
구

분

종 전

개 선

적 용

•모든 자치단체

•통제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치단체 가능

수 단

•Designation

•Designation

•당해연도에 자치단체별 제시된 한도에
구속됨

•한도액과 당해연도 목표액 제시
•연차적으로 한도액 수준 달성 가능

한도수준달성

•Nomination

3) Business Rates
◦ 현행제도
- 비주거용 자산에 대하여 National Non-Domestic Rate 부과
- 국가에서 전체 세입액을 자치단체 인구규모에 따라 배분

◦ 제도개선 방향
- National Non-Domestic Rate제도 유지

4 재정개혁 동향

-지
 방의 자율성 부여 : 제한된 범위 내에서 Local Rate 설정 또는 National Rate에 대한 환
불 검토

◦ Local Rate 설정절차

1) 지방세감면보조금(Council Tax Benefit Subsidy)에 대한 책임성 제고
◦자
 치단체의 과세와 지출결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관심은 특히 중앙정부보조금을 통한 지방
세감면비용의 상환에 집중
- 재무부가 지원하는 지방세감면비용은 평균적으로 지방세 증가분의 1/5
- 높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자치단체가 그들의 결정에 기인한 지방세감면비용의 증가분을 국
세납세자에게 전가 방지 필요

86

< 기업의 의사결정 참여제도 마련 >

ⅰ) 자치단체의 연간 지출·세금계획 수립에 기업참여 방안을 마련
ⅱ) 기업 의사결정자회의에서 동의, 모든 Business Rate 납세자 참석, 투표권행사 가능
< 연간세율 결정 >

ⅰ) 자치단체와 기업 간 과세/지출계획에 대한 토론
ⅱ) 지출에 대한 기업의 동의 및 자치단체의 세율결정

87

총 론

- Major Precepting Authority(소요예산에 대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징수토록 하는 기
관)는 부과징수요구(issue the precept) 불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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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Rate의 사용

평가고려요소
•자산의 가치와 상태

- 지출계획이 합의된 경우 Local Rate는 자치단체가 결정

•지역과 협력자를 위한 우선순위와 계획

◦ Local Rate의 한계
- 매년 National Rate의 1%이상 증가 불가, 5년간 5%이상 증가 불가

◦ Council Tax와 연계
- 자치단체의 지출증가분을 기업에 모두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ouncil Tax와
연계

총 론

- 자치단체 지출 관련하여 기업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사용처 결정, 미합의시 National Rate
와 같이 국가 Pool로 귀속되어 전체 자치단체에 배분

•서비스 제공계획의 자본 연계성
•공동체의 수요와 서비스 우선순위
•중요 정부 정책 목표, 자금조달 기회
•투자결정의 세입 연계성, 기업의 수요와 공헌
•지역공동체에 대한 책임성

- 연계를 조정할 경우 기업들과 합의 필요

◦ 소기업 보호
- 소규모 기업일수록 현재 Business Rate가 매출액·순익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Local Rate도입에 따른 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세율 등 검토

4) 자본회계 (Capital Finance)
◦ A Single Capital Pot(단일기금방식) 도입
- 현재 개별서비스-특정기금충당방식(Separate Service-Specific Funding Mechanism)
사용
- 중앙정부지원자금 전체에서 Cross-Service에 배분하는 Single Capital Pot 방식 채택
계획

◦ 배분방식
- Cross-Service 요구지표의 개발
- Single Pot로부터의 자원은 공식적 수요에 따라 배분하되, 부분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서비
스·총체적 자본전략·수행성과의 경쟁적 평가를 통해 배분

◦ 자원배분의 확실성 제고
-중
 앙정부가 지원하는 전체적인 수준은 3년 계획으로 설계하고, 단순하고 안정된 수요 원칙
활용으로 개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할당의 예측가능성 제고
-주
 요도로계획이나 특별한 정부의 프로그램의 달성과 관련된 경우 몇몇 재원은 Single Pot
보다는 계속 특정기금으로 배분

◦ 자산관리의 방법 개선 : 비주택분야에 대한 자본적립 폐지
-그
 간의 공공자산 효용도 제고 노력
•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의 시설 공동사용을 통한 전체 비용의 절감
•One Stop Shops, Electronic Service Delivery & Single- Site Office 등 다른 분야의
공공부문이 함께 일하는 것을 장려하는 새로운 Invest to Save Budget 발표
-자
 본자산 매각수입의 일부분을 채무변상을 위하여 적립하게 하는 현재 요건을 폐지할 방침
임(주택용지나 관련토지 제외)
- 자산관리의 최선의 실행을 식별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에 대한
Benchmarking 및 성과지표 개발

◦ 자본수입액을 고려한 자원의 분배

- 공식적 수요(Needs Based Formula)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고 특정서비스의 중요한 우선
순위 반영

-자
 본투자를 위하여 자치단체에 자산매각과 자산수입을 통해 지역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
을 고려한 자원배분제도 고려

- 경쟁적인 평가(Competitive Assessment)는 Best Value원칙에 따라 서비스 전략과 연계한
포괄적인 자본전략에 기초, 자치단체가 설정한 성과목표치의 달성뿐만 아니라 우수사례와
타 자치단체의 Benchmark 정도 등의 지표가 평가의 기초가 됨

-자
 원배분의 공정성 제고 및 고정된 총공공지출 범위 내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를 목표로 삼
아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 지방공기업(Local Authority Companies)
-자
 치단체의 공항회사를 위한 차입과 투자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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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회사(Airport Company)는 재정이 건전하여 공항관련 자본투자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
하여 차입 필요

◦ 민간자본 활용(Private Finance Initiative : PFI)
- 의사결정의 왜곡을 피하고 자금의 전체 가치 최대화 측면에서 PFI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가
서비스전달에서 모든 선택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법 강구

◦ 모범 자치단체에게는 더 많은 자유 부여
- Beacon Council에게는 선정 서비스에 대하여 자본지출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더
많은 자유 부여
- Beacon Council에게 추가적인 채무승인(Supplementary Credit Approvals) 부여

◦ 자본회계 관리를 위한 장기과제
- 자본회계제도의 계속적 검토 : LGA가 제안한 채무/세입비(Debt/Revenue Ratio)개념과
같은 대안의 실용성 연구·검토

1) 정부 주요정보 공개 웹 www.gov.uk
- 정부 주요정책 및 관련자료 공개를 위한 운영중인 정부공식 웹사이트
- 부처 주요정책 등 key word 검색 및 자료제공(※한국 정부 3.0 사례와 유사)

총 론

- 자치단체를 위한 PFI의 발전을 최우선순위를 둠

지방행정 관련 주요 웹사이트

2) 법규 검색 www.legislation.gov.uk
3) 지방자치 단체
- LGA 지방자치단체 연합 https://www.local.gov.uk/
•지자체 관련 재정 등 주요 정책, 통계자료, 정책보고서 등 제공
- 커뮤니티 정책 관련 http://www.communities.gov.uk/communities/
지속 가능한 공동체 정책을 위한 기본 자료 제공
- LONDON www.london.gov.uk
- London Council 런던 32개 council 공동 관심사항 등 자료 제공
https://www.londoncouncils.gov.uk/

- 최소준비금(Minimum Revenue Provision)을 대체할 부채상환용 준비금제도 연구
4) 연구 및 지방행정 서비스 등 지원기관
- Local economic growth 지역경제산업 개발 관련 자료 제공
https://whatworksgrowth.org/
- “서비스 디자인” 지원기관 : design council www.designcouncil.org.uk
- CABE space www.cabespace.org.uk
※2011년 design council로 통합되어 통합이전자료 검색

- Institute for government 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
•분권, 행정서비스, 정책결정 관련 자료

5) 사회 혁신 지원 기관
- Nesta the innovation foundation www.nesta.org.uk
- SIX(Social Innovation eXchange)
- Locality www.locality.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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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정책의 주요내용

Ⅰ. 영국 지방분권 및 지역 개발 정책

(ⅰ) (추진방향) 분권을 통한 빅소사이어티 실현을 위하여, 총 6개의 실행방안을 제시
(ⅱ) (세부내용) 현재 추진 중인 연립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세부내용은, 2010년12월13일 정부
가 의회에 제출한 지방주의 법안(the Localism Bill)에 구체화 되어있으며 동 법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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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분권정책 개관67
1) 2010년 영국 보수-자민 연립정부의 분권정책

In

 개요
◦ ’10. 5월 집권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총리의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중앙정부

1.
Lift
burd the
bure en of
aucr
acy

는 인식하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방화(localised)된 의사결정의 촉

Big
Government

진을 모색 중
*영
 국은 역사적으로 노동당 정부는 광역(region) 형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수당 정부는 로컬(local)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추진

◦ 이러한 지방분권정책은 캐머런 총리의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정책의 핵심으로서, 큰
정부(Big Government)를 대신하여 지역사회, 자선기구, 사회적 기업 등의 역할을 강조

 그간의 추진상황
◦ 연 립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인 지방구역종합평가(CAA :
Comprehensive Area Assessment)를 폐지하고, 지방에 대한 감사기관인 회계감사위원회
(Audit Commission)를 2012-2013 회계연도까지 새로운 기관으로 대체
◦또
 한, 중앙-지방간 성과협약인 지방구역협약(LAA : Local Area Agreement) 및 이와 연계
된 4,700개의 성과목표(targets)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
도록 함
◦ 한편,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하던 지역개발청
(RDA :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2012.4월까지 폐지
- 지 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지역 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을 설립
* ’11.4 기준, 맨체스터(Manchester), 리버풀(Liverpool) 등 총30개 지역 기업파트너십 지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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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ociety

① 관료제 부담의 완화
◦지
 역발전전략 수립에 있어서, 지역 주택공급목표와 같은 하향식(top-down) 방법을 지양하
고, 민주적인 지역단위 의사결정을 추진
-또
 한, 수많은 문서화 작업을 중단하고, 지역의 비전을 반영한 집중된(focused) 지역계획을
수립

◦ 중앙정부에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대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행동을 규율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며, 지역주민들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통제
◦ 지방의회 의원(Councillor)들이 지역 이슈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이러한 이슈들과 관
련된 활동을 하도록 함
② 지역사회에의 권한 부여
◦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tity)에 대하여 일반적인 권한(General Power of Competence)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이 특정하여 금지하지 않는 한, 지역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도
록 허용
◦ 지역사회가 지역내 자산의 소유 및 관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자산을 보호할 권한
을 갖도록 함
◦ 근린 계획(Neighbourhood plans)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설계할 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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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립정부는 노동당 집권(1997년-2010년) 등을 거치면서, 영국이 지나치게 집권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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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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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12.4월까지 지역 계획시스템을 개혁
③ 재정에 대한 지역차원의 통제 강화
◦중
 앙정부에서 지방정부세(Council Tax)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
역 주민들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지방정부세 인상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
◦지
 방자치단체가 사업용 재산세(Business Rate)에 대한 감면 권한을 갖도록 하여, 각각의 지
역경제 실정에 따라 이를 활용
◦지
 역 기반시설 부담금(Community Infrastructure Levy)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에 투자하
도록 함으로써, 개발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함
④ 공공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평가 및 향후 전망
◦ 이상의 영국 연립정부 지방분권정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을 통해 정부지원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
*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11/2012 예산안(회계연도 개시 : 4.1)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
에서 1.7%로 하향조정하고, 긴축재정정책을 지속 추진공표

◦ 지방자치단체나 자선기구 등의 여건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시
◦ 이처럼, 연립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하여는 영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으나, 중앙에 집중
된 권한을,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역사회에 이전함으로써, 보다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
공서비스의 제공도모라는 정책의 기대효과는 상당68

◦지
 역사회의 각종 단체들에게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 도전할 권한
-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공공서비스 전달에 더욱 관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보다 잘 충족

◦또
 한, 이러한 단체들에게 지역내 자산을 취득할 권한(Community right to buy)을 부여하고,

2 영국 지역분권 및 지역 발전 정책
1) 영국 지역 발전 정책 개관

동 자산을 기초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영국 지방행정 체제 현황
⑤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고위공직자 보수 등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
*현
 재, 영국 중앙정부는 통합정보시스템(COINS : Combined Online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지출관련 세부
사항을 공표
* 각 부처는 25,000파운드 이상의 지출항목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도록 의무화

◦지
 자체는 500파운드 이상의 모든 지출항목에 대하여 이를 공표
◦지
 출관련 정보 외에, 공공분야의 계약, 보수, 인력충원 등에 대한 투명성을 또한 제고
⑥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지역내 이슈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청원을 통해 주민투표(local referendum)를 발의
할 권리를 부여
◦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5월까지 잉글랜드 지역에서 직선제 시장

◦ (계층구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기본적으로 통합시 체제이나 잉글랜드 지방
계층구조는 2계층, 단일계층(unitary)이 혼합
◦ 잉글랜드 353, 스코틀랜드 32, 웨일즈 22, 북아일랜드 26 등 433개 지자체 존재

 지역발전 정책 추진 개요
◦ 영국은 서구 국가(western world)중 가장 중앙집권화된 국가 중 하나로 중앙정부에서 지방
으로 이전 지출은 약 72%(※프랑스 35%)
- 지방에서 거두는 세금(영국 council tax)은 전체규모의 약 2%(※여타 국가는 약 4%)

◦ 1940년대 복지국가에 이어 80년대 대처정부 등에서도 지방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축소되
어왔으나, 90년대 이후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스코틀랜드와 웨
일스 의회 창설*로 이어짐
※ 이들 지방정부의 자치 수준은 정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

(directly elected mayors)의 선출을 촉진
* 대도시를 중심으로 12개 이상의 지역에서 직선제 시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 중
68 출처 :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DC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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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right to challenge)을 부여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아
 울러 지역발전 정책에 있어 90년대 노동당정부에 이어 최근 보수당 정부까지 다양한 정

◦ 지방주권법(Local Act 2011) :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수 있도록 추가

책을 추진

적 권한 부여, 8개 중핵도시권을 포함한 도시권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상(city deal)을 통

- 최근 대표적 사례는 1998년부터 영국(잉글랜드)에서는 광역개발청(RDA :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ACT(1998)를 설치, 8개 광역지역권69에 따라 지역개발정책
추진

해 주요 권한을 이양 받는 근거 마련

- 2010년 집권한 보수·자민당 연합정부는 정부백서70에서 재정 및 행정권한 이양과 지역차
원의 정책결정/수립 장려 방침 천명
- 이와 함께 RDA가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아래, 관련 주요 기능
은 민관합동 지역발전기구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로 대체
71

 최근 지역발전 정책 도입 현황

※ private act는 2개 타입 존재(개인·단체 등에 특수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personal act와 지자체에 부여하는
local act)로, ‘11년 이전 local act는 주로 철도 운하 등 soc 건설, 공원건설 등 특별 권한 부여에 활용72

◦ 도시 및 지방분권법(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지
 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및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체결 및 집행에 관
한 근거법
- 연합기구의 선출, 연합기구의 기능, 책임, 거버넌스를 규정
* (목적)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지역경제성장 및 공공서비스 개혁 증진

1. 주택 및 지역사회청(Homes and Community Agency)
2. 커뮤니티 기금(Community budgets)

1

4.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7

4

5
 6
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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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1  12
 
14
 10
 13
9

2008

2011

1) 광역연합체 기구(CA: Combined Authority)
 영국 지방행정 체제 현황
◦ (의의) 교통, 경제개발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은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2014

2017

10.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e)
11. 분권협상(Devolution Deals)
12. 지역성장기금(Local Growth Fund)
13. 해안권 지역기금(Coastal Communities Fund)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성격상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광역 권역 내 협약관련 기능을 통
합, 제공
◦ (근거) 광역연합체기구(CA) 관련 법률은 3개임
(ⅰ) 지방 민주주의, 경제 발전, 건설법 : Combined Authority 설치 근거 마련

14. 지역개발공사(Mayoral Development Corporations)

(ⅱ) 2011년 지역 주권법(The Localism Act 2011): CA의 권한, 영역 등 규정

15. 지자체 연합기구 직선 광역시장 선출

(ⅲ) 2016년 도시·지방분권법 : 직선시장(Locally elected mayors), CA기능

2) 분권관련 주요 근거법
◦ 지방민주주의, 경제발전 및 건설법(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를 설립
69 R
 DA 체제를 도입하면서 런던을 포함한 9개 권역으로 구분 : East of England, East Midlands, North east, North west, South east,
South west, West Midlands, Yorkshire and the Humber, London

 CA 추진 절차 및 현황
◦ (절차) CA 관련 법률은 3가지 구체적,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권 또는 지
자체 연합기구 간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와 합의 및 체결이 이
루어지는 절차
-지
 자체 연합기구(CA)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적 권한을 가지는 기구(Legal body)로
서, 2개 이상의 인접한 지방정부들이 연합하여 형성할 수 있으며, 지자체 연합기구의 집행

70 “Local growth : releasing every place’s potential”
71 National Audit Office, Combined Authority Mayors, 2017a, p32

98

72 http://www.legislation.gov.uk/ukla/1967/29/pdfs/ukla_19670029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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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주요 지역 분권 정책

3.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s)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수장으로 직선시장을 선출

- RDA의 포괄보조금(single pot)은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으로 계승되고,
정부로부터 안정적 자금지원 대신 스스로 운영자금 마련

- 연합한 지자체들간 협업 및 공동 의사결정을 통한 지역의 공동이익 및 발전을 추구

◦ (재원 및 권한이양) 광역 경제성장, 교통, 고용 주택 등 기존 지자체보다 확대된 권한을 중

•특히 재원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연계되도록 설계

앙정부가 부여(이전 중앙정부가 관할 기능 일부이양 등)
- 중앙정부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체결을 통해 할당된 재정적 자원(Funding)*뿐 아
니라 지자체 연합기구(CA)의 지방세(Council Tax) 인상 권한

< CA와 타 지자체수준별 권한 비교73 >
교통

고용/ 성인교육/ 주택,
경찰 및
기업지원 기술훈련 계획, 매립 소방

◦ (추진체계 :중앙) LEP 주무부처는 지방자치부(DCLG) 지역성장팀*(Cities and Local Growth
형사
사법

보건 및
케어

경제
성장

중앙정부
*

*

*

*

Tier 1 지자체
Tier 2 지자체
LEP
지역치안위원장
임상책임운영그룹
주택커뮤니티기구

◦ (현황) 2011년 10개의 기초단위 지자체 ‘District Councils’(맨체스터시 지자체 포함)들이
연합하여 최초로 설립한 광역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Greater Manchester Combined

Unit)이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협상진행, 합의 도달, 협상집행
* 부처합동 TF팀으로 재무부, 지방자치부, 산업부(BIS), 내각실(Cabinet Office) 참여

- (지역) 민관합동*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지자체와 LEP 구성75
•LEP 공간적 구성은 단일지자체내 혹은 2-3개 지자체 연합/중복도 가능
•LEP의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board)이며, 되도록 LEP board member의 의장과 위원
이 민간분야에서 다수 참여하도록 유도*
* LEP마다 민간분야 참여율은 45∼80%까지 다양(평균 58%), 비즈니스 주요인사 참여 권장
* LEP 형태는 약 51%는 보증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41%는 민관협약 파트너쉽, 8%는 다
양한 형태의 비법인, 위원회의 형태로 구성

 분권협상 절차
◦ LEP 명의의 분권협상(local growth deal)을 위한 지역개발계획(Strategic Economic Plan)76

Authority)외 현재 총 9개 설립

을 중앙정부에 제안(※2010년 59개 proposal 제출)

- 이 중 7개의 CA는 중앙정부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s)을 체결 및 지역주민에 의하여

- (핵심내용) 지역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실행정책, 성장관련 자본/수입 투입계획, 이해관계
자 등과 협치, 여타 성장정책과 시너지 극대화77

직접 선출된 직선시장이 집행수장직을 맡고 있음74

2) 지역개발기구로 LEP 구성 및 City Deal 체결
 LEP 구성 개요
◦ (개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11년 RDA에서 LEP로 대체되면서,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
지자체/LEP에 이양되는 권한을 City Deal로 정리
- LEP 출범은 우선적으로 재정지출 삭감 도모

75 잉
 글랜드지역 전체 LEP 구성 map 은 다음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2793/bis-11-768-localenterprise-partnerships-boundary-map-august-2013.pdf

73 Natioanl Audit Office, 2017, p.33

76 Growth Deals, initial guidance for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pp9, national audit office

74 https://www.local.gov.uk/topics/devolution/combined-authorities

77 Growth Deals, initial guidance for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pp10~11, national audit office

100

101

분야별 지자체 주요 정책

지자체 연합기구(CA)

-R
 DA 상당부분이 LEP로 넘어갔으나, 투자유치, 혁신, 금융지원 등 핵심적 경제정책 업무
는 중앙정부로 이관
⇒ 공간범위는 유연화,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효과

* 7개 CA에 대해 ’21년까지 5년간 28.6억파운드를 포괄보조금(single pot) 형태로 지원할 계획

구분

•RGF에 민간기업, 단체들과 경쟁을 통해 운영자금 마련 필요(우선권 없음)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중앙과, 지방의 지자체, LEP가 협상에 참여78
LEP 협상내용
•교통, 주택 및 토지, 생애교육 훈련, 고용지원, 기업지원, 보건 및 사회보장, 경찰 및 소방,
수자원 및 연안관리, 자금 등* 중앙정부가 직접 행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기능의 집행권한
을 지역으로 이양 포함78

◦ 특히 분권협상 관련 재원은 포괄보조금 확약제도 운용(single pot assurance framework)81
-포
 괄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장치로, 지자체는 확약
서를 지방자치부에 제출, 승인을 받음
-이
 를 통해 지자체는 지원받은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독립패널을 통해 투자금의 경제성장효과를 평가
- 재무부는 5년 단위 국가경제에 성장 효과를 평가
정부의 citydeal 주요 인센티브 방식

◦협
 상안은 지자체 의회의 인준을 통해 협상이 최종 확정(LEP 참여하는 일부 지역에서라도
반대 시 협상은 효력을 갖지 못함)

● 도시권 지자체의 창의적인 노력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채택

- ’12년 구성된 39개 LEP79 80(’17년 현재 2개 통합되어 38개) 중 13개 도시권에서 협상안에
합의, 8개만 지방의회 인준으로 최종확정(※ 5개는 지방의회 미인준)

● city deal 사업에서 창출되는 국세수입을 지자체에 일정기간 귀속시키는 투자회수
(Earn Back), 도시권 사업으로 발생할 미래가치를 담보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조세
담보금융(TIF) 등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자극하는 인센티브 방식 등 채택

- 나머지 26개 도시권은 협상신청이후 합의에 미도달한 상태

◦지
 역별 협상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되, 여기에는 권한이양뿐 아니라 지원수
단의 차별화도 포함

 city deal
◦도
 시개발과 인프라개발 제안 계획과 시행을 지원 할 수 있는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일환으
로 협상(deal-making) 등장
◦ c ity deal은 도시개발과 인프라개발 제안 계획뿐 아니라 거버넌스개혁안 포함, 이를 위해 일

● 이에 따른 중앙부처권한의 선별적 맞춤 이양방식을 제시

◦ (LEP 기대효과) 애초 정확히 추산될 수는 없으나 개별적 지역성장정책이 모아질 경우
419,500개의 일자리 창출, 224,300 주택 공급 등을 기대

 정책 집행 및 관리
◦ 분권협상에 포함된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을 위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전
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자율권 제공
- 특히 LEP 계획 수립 시 지역성장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집중

부도시권을 대상으로 선정
- 중앙정부는 도시 간 경쟁촉진하고 일부도시권과 개별협상을 선호 → 자금과 재량권을 지리
권으로 불균등한 결과 나타남

 city deal/LEP의 지원 및 관리
◦ (재원) 2011~2015년까지 중앙부처의 사업 관련 기금을 활용하였으나 2015년부터 2021
년까지 연간 20억 파운드(총 120억 파운드) Local growth fund 투자하기로 39개 LEP와 협

< 예시 : NPH와 ME 생산성향상을 위한 전략에 포함되는 요소82 >83
•Transport link, local leadership, educational skills, sectoral and innovation, business to startup, trade and investment

◦ LEP 별 주요 추진상황을 분기별 보고, 중앙정부의 모니터링

약 체결

78 《참고4 : 지자체별 CITY DEAL 결과》

81 Single Pot Assurance Framework, national guide, national audit office

79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Fig 2, pp14~15, national audit office

82 영국 산업부 회신자료 PP. 1-2

80 3
 9개 LEP별 하위 구성 지자체는 wikipedia,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ist 참고https://en.wikipedia.org/wiki/Local_enterprise_
partnership

83 예
 시 Greater cambridge-greater peterbourgh 지역의 strategic economic plan(SEP) : http://www.gcgp.co.uk/wp-content/
uploads/2013/10/GCGP-Strategic-Economic-Plan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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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내용은 지역의 제안을 토대로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지역별로 상
이하나, 교통, 기업지원, 생애교육 등은 공통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7개 CA별 이양권한 >

광역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 (GMCA84) 사례
교통

 현황84
85

◦ (성격) GMCA(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는 인접한 10개의 지방자치단체
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적 기구(Legal body)

고용 및
기업지원

경제
성장

주택, 계획
및 매립

성인교육
및
기술훈련

경찰 및
소방

형사
사법

보건 및
케어

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CA
Greater Manchester
CA
Liverpool City Region
CA
Sheffield City Region
CA
Tees Valley CA
West Midlands CA

◦ (경과) 2011. 4. 영국 최초 설립 CA(Combined Authority)
- 2012년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city deal , 2013년 growth deal
체결
- 2014년 devolution deal 협상 및 2017년 직선시장* 선거, 발전전략(our people our place)
발표
* 현 시장 Andy Burnham (2017. 5), 노동당(Labour)

< GMCA를 구성하는 10개의 지자체 >

◦ (사무) 교통, 고용 및 기업지원, 경제성장, 주택 및 매립, 성인교육 및 기술훈련, 경찰 및 소
방, 형사사법, 보건 및 케어 부문 등 해당지자체간 협약에 의해 CA로 이양된 권한 수행
- 권역내 협약 지자체는 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전체권역에 맞는 통일된 정책을
CA가 수행

84 영
 국은 남북격차가 존재하고, 남쪽의 런던에 필적하는 북부의 주요도시 형성에 대한 기대를 정책화시킨 사례가 북부거점마
련 등 분권과 성장의 새로운 축 마련을 위한 GMCA 부각 : 2015 총선이전부터 분권협상을 추진, 2014년 중앙정부에 의해 City
Deal 타결
85 https://www.greatermanchester-ca.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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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of England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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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3개의 주요 기구로 조직 구성
- ① 집행을 총괄하는 직선시장 ② 주요의사결정을 내리는 10개 지자체 리더와 직선시장으
로 구성된 Combined Authority ③ 감사를 담당하는 정사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Annex 1 – GMCA Organisational Chart
committee)

City Deal 등 중앙협상과정에서 활용하는 지역결핍지수
지역 결핍지수(Index for multiple deprivation)
● (의미)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명백하게 불이
익한 상태에 있는 박탈 혹은 결핍 정도를 지수화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할 목적으
로 만들어진 지표
● (배경) 1970년대 이후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지역 단위 결핍지수 산출, 2000년 이후 종합결핍지수(Indices for Multiple Deprivation)로 통합
산출
- 영국 통계청의 통계조사단위지역(LSOA)에 근거하여 대략 인구 1500명 혹은 650가구의 규모로
설정

- 소득, 고용, 건강박탈과 장애, 교육 및 기술·훈련, 범죄, 주택 및 서비스, 주거 환경 등
<영국 종합박탈자수의 지표 영역 변화>
2000년

2004년

2007년

2010년

소득

소득

소득

소득

고용

고용

고용

고용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고육·기술·훈련

고육·기술·훈련

고육·기술·훈련

고육·기술·훈련

주택

-

-

-

서비스 접근성

-

-

-

-

주택과 서비스 장벽

주택과 서비스 장벽

주택과 서비스 장벽

-

주거 환경

주거 환경

주거 환경

-

범죄

범죄

범죄

● 지표의 활용
① 지역의 상대적 박탈 수준 및 추이 파악 : 종합박탈지수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박탈 수준이 가장
심한 10% 지역의 지난 10년 동안의 상대적 박탈 수준 변화를 모니터링
- 지역별 순위, 평균 점수, 취약지역(LSOA)의 비율 등
② 정부 주요정책에 활용 : 박탈지수를 활용 city deal 체결 시 중앙정부와 협상 시, 영국의 지역재생
사업과 건강불평등 완화사업 등 활용
*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건강증진사업/도시재생을 위한 자원을 더 많이 배분

③ 지역 자원 배분 효과 측정 : 5년 단위 개선도등 모니터링을 통한 관련 정책연계

86 김동진, 영국의 지역단위 박탈수준 측정 및 활용, 보건사회연구원 2018.pp4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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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구성)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중적인 박탈을 측정하기 7개 영역에서 37개
세부 지표로 구성(2015)86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참고 1> LEP중심의 지역발전 지원제도87

<참고 3> 공공기관별 이양권한 비교
* 모든 지자체 연합기구(CA)가 해당 부분을 가진 것은 아님(예: 아래 표 2 참고)

교통

고용 및
기업지원

성인교육
주택, 계획 경찰 및
및
및 매립
소방
기술훈련

형사
사법

보건 및
케어

경제
성장

중앙정부
지자체 연합기구(CA)

*

*

*

*

Tier 1 지자체
Tier 2 지자체
LEP
지역치안위원장
임상책임운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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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지자체 연합기구 현황
연합기구
(설립 일)

연합 지자체 수
(협력 파트너)

<참고 4> CA 지자체별 이양기능 내용
직선시장
(선출일)

분권협상 체결

홈페이지

교통

Greater Manchester CA
(2011. 4. 1)

10 지자체

Mayor Andy Burnham
(2017. 5. 4)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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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rpool City Region CA
(2014. 4. 1)

6 지자체
(2 지자체, 1 LEP)

Mayor Steve Rotheram
(2017. 5. 4)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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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ffield City Region CA
(2014. 4. 1)

4 지자체
(5 지자체, 1 LEP)

2018년 5월 선출 예정

2015. 10. 5

https://sheffieldcityregion.org.uk/

West Yorkshire CA
(2014. 4. 1)

5 지자체
(1 지자체, 1 LEP)

Greater Manchester
C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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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East CA
(2014. 4. 8)

7 지자체
(1 LEP)

Liverpool City Region
C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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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s Valley CA
(2016. 4. 1)

5 지자체
(1 LEP)

Mayor Ben Houchen
(2017. 5. 4)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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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Midlands CA
(2016. 6. 17)

7 지자체
(10 지자체, 3 LEP)

Mayor Andy Street
(2017. 5. 4)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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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of England CA
(2017. 2. 9)

3 지자체
(1 지자체, 1 LEP)

Mayor Tim Bowles
(2017. 5. 4)

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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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 CA
(2017. 3. 3)

7 지자체
(1 LEP)

Mayor James Palmer
(2017. 5. 4)

016. 11. 22

http://www.cambspboroca.org/

고용 및
기업지원

경제
성장

주택, 계획
및 매립

성인교육
및
기술훈련

경찰 및
소방

형사
사법

보건 및
케어

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 CA

Sheffield City Region
CA
Tees Valley CA
West Midlands CA
West of England CA
출처: (National Audit Office, 2017a, p37)

87 차미숙외, 지역 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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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커뮤니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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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지역계획 시스템88

<참고 5> 지자체별 CITY DEAL 결과
Cornwall

East
Anglia

Greater
Greater
Lincolnshire Manchester

Liverpool
City
Region

North
East

Sheffield
City
Region

Tees
Valley

West
West of
Midlands England

1) 기본 배경

교통수단
버스 영업 사업권
스마트 티켓팅
열차
도로
주택 및 공공 자산
공간계획
토지 매립 및 사용
CA 개발 법인
주택 투자 기금
성인교육 및 기술

19+세 기술교육 기금
고용지원
고용 및 보건 프로그램
공동 책임운영그룹
고용 및 보건 프로그램
실험프로젝트
유니버셜 크레딧
복지시스템 실험프로젝트
기업 지원
성장 허브
생산성 위원회
제조관련 조언
수출관련 조언
HMRC 세관관련 지원
보건 및 케어서비스
건강&케어서비스 통합

(ⅰ)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관련 당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됨
-또
 한 이는 곧, 법적인 관리보다는 정치적인 매커니즘을 통한 책임성의 확보가 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함

(ⅱ) 새로운 개발과정에 있어서 관리(control)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몇
 가지의 제한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관리 및 활용, 건축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경우
에는 사전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ⅲ)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시스템이 매우 집권화 되어 있음
-비
 록 도시계획결정은 400여개에 이르는 지역 도시계획 당국(Local planning authorities)
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들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어 지는 만큼, 법적
인 자율성을 갖지 못 함
-따
 라서, 지역혁신 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평가가 있음

2) 도시계획관련 의사결정 체계
 지역 계획 당국(Local Planning Authorities)
◦ 도시계획 시스템은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에 의해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영국내의 상당
수 지역에서는 크게 다음의 3 계층 형태로 존재함
- 카운티 협의회(county council), 지구, 버로우 또는 시협의회(district, borough, city
council), 교구 또는 마을 협의회 (parish or town council)

보건관련 니즈 위한
지역위원회

◦ 지방 정부는 지역내에서 진행되는 많은 도시계획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역에서의 도시 계

경찰 및 소방 서비스

획을 준비, 도시계획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시행하며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한 강제

직선시장 관할 경찰 및
소방 서비스

집행을 수행함

형사사법시스템
지역
형사사법서비스시범사업

◦ 지구 협의회(district council)는 일반적인 카운티 협의회(county council)의 기능인 교통, 광
물 및 폐기물 처리 이외의 대부분의 도시계획 문제를 담당

청소년 사법
물 및 해안 관리
홍수대비 및 물/해안 관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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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성인교육 시스템
재설계
고용주 대상
어프렌티스쉽 보조금
초기아동교육
실험프로젝트

 (영국의 도시계획 시스템은 다음 3가지의 명확한 특징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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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 계층에서 당국이 지구 수준(district level) 및 카운티 수준
(county level) 에서의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 런던지역에서 시장은 잠재적인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특정 도시 계획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국립 공원지역에서 도시계획 기능은 공원 당국에 의해 수행됨

-도
 시계획의 규모가 크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발은 종종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결정됨

 지역 사회 및 지방 정부부(DCLG) 장관
◦ 장관은 도시계획 시스템 전체를 감독 할뿐만 아니라 이의제기 시스템, 전화 신청 절차 및
전국적으로 중요성이 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

 도시계획 감독관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도시계획 감독관은 DCLG의 집행 기관에 해당
디스트릭
의회

단일계층 당국
- 런던 버로우
- 국립공원 당국

카운티
의회

-감
 독관은 장관을 대신하여 대부분의 도시계획 및 시행 항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및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
도시계획상 중앙정부-지방정부 역할범위

◦교
 구(parish) 및 타운 의회(town council)가 존재할 경우 교구 및 지방 의회는 지역내에 영향
력 있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 정부는 교구 및 마을 협의회가 근린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교구 또는 마을 협의회가 없는 경우, 지역 사회의 대표자는 근린계획의 준비를 위해 근린포
럼을 설립할 수 있음

 지방의회 의원(Councillors)
◦선
 거를 통해 선출 된 지역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근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핵심
리더십 역할을 담당함

분야별 지자체 주요 정책

● 영국은 1992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구조계획(structural plan) 지방계획(local plan)
및 개발규제(developmental control)의 도시계획체제를 확립
● 구조계획과 개발규제에 대한 권한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인 카운티(county)가 담당하며,
상위의 광역자치단체인 지방(region)은 지방계획지침(Regional Planning Guidance)을
작성하여 카운티 계획의 준거를 제공
● 중앙정부는 정책에 있어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역할을 담당
(ⅰ) 국가계획지침(National Planning Guidance)을 발행하여 하위계획의 준거 및 방향을 제
시
(ⅱ)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나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
(ⅲ) 광역자치단체 간의 조정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지방 정부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으므로 중앙
지방 정부 간의 분쟁 사례는 드문 편임

- 지구(district), 카운티(county) 또는 단일 계층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
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들의 권한이 달라짐

◦L
 ocalism Act 2011의 개정을 통해 의원이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여하여 투표를 하기 전에
해당 도시계획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쟁점과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
- 따라서 의원들은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도시계획담당관
◦지
 방정부는 도시계획 시스템의 운영 지원 위해 도시계획 담당관을 임명
- 대부분의 지역 계획 당국에서 접수받는 약 90%의 일반적인 신청서는 담당관을 통해 결정
되고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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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도시계획 정책
 ’12. 3월 영국 정부는 국가 도시계획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국가도시계획 정책 프레임
웍’(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 NPPF)울 발간
◦ 이는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균형잡힌 국가도시계획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계획 및 근린 계획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그러나 이는, 지역 계획과 지역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
는 지역의 필요에 부합하는 지역 계획과 개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준거 틀이 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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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PF는 국가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음

•지역 계획 및 근린 계획은 국가적인 도시계획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며 도시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은 본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지역 도시계획 당국이 그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개발을 확인하고 계획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개발인 경우 그 승인이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한 계획이 기본 목적중 하나이며, 국가의 소중
한 자연 및 역사적인 환경을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음

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예컨대 지역에 공급해야할 새로운 주택의 수를 얼마로 결정할지
등에 관한 사항 등도 반영하게 됨

 정부는 Localism Act 2011을 통해, 지역계획계층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도시계
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음
◦ 런던외의 지역에서 지역 전략은 법령에 명시된 도시계획의 일부가 아님
- 런던 시장은 자본의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시계획 방안을 수립 할 책임이 있으며, 런던지역에
지역 계획은 런던 자치구 협의회와 시장의 계획 수립에 관한 결정과 같은 방향성 가져야 함

◦ 도시계획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은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며, 이 상황에서 도시계획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매커니즘의 중요성이 큼

4)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본
 정책은 중요하고 복잡한 도시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지역 사회
및 도시계획 신청서를 제출한 자들 모두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일련의 국가 정책에 관한 문서들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에 관한 국
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도
 시계획 감독관은 장관을 대신하여 전국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프
로그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음
◦프
 로젝트 신청서는 도시계획 감독관 (Planning Inspectorate)에 의해 검토 되며, 신청서를
승인*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장관에게 권고 사
항을 제출하게 됨
* 각종 승인 시에는 여러 가지 관련 조건 (예 : 환경 라이센스)에 대한 준수를 포함 할 수 있음

-지
 역 계획 당국은 지역 계획이 검토 될 때 협조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
는 책임이 있음

6) 지역 계획(Local Plans)
 지역 계획서 (Local Plans)는 지역 계획 당국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기본 틀
을 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 할 수 있는 핵심 문서로서 기능함
◦ 지역 계획은 주택, 지역 경제, 지역 사회 시설 및 기반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으
며, 본 계획은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부응하며 높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
인 되어야 함
◦ 지역 계획은 지역 사회, 기업 및 투자자에게 예측가능한 수준의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
별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안내하는 프레임 워크로서 기능하기도 함

 지역 계획 수립은 지역 계획 당국이 주도하지만 지역 사회, 개발업자, 토지 소유자 및 기
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공동 노력해야 함
◦ 지역 계획은 해당 계획과 관련한 법적 요구 사항 (협조 의무를 포함)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5) 전략적 도시계획(Strategic Planning)
 최근까지 전략적인 도시계획 (지역적인 도시계획 범위를 넘어서서 지역보다 큰 지역의
도시계획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은 주로 지역 전략(Regional Stratigies)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
◦이
 계획은 여러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해당 지역의 지역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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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검사관에 의해 검토 됨

 NPPF는 지방 계획이 검토 될 때 고려되는 ‘바람직함’의 네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음
•적극적인 준비가 이루어 졌을 것

•효과적인 것일 것

•정당성/타당성이 있을 것

•국가 정책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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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자체 주요 정책

 발전소 및 주요 수송 계획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도
시계획 정책 프레임웍과 법률이 있음

-2
 011년 지역주의 법 (Localism Act 2011)에 따라 ‘협력 의무’가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당국과 기타 공공 기관이 자신의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
는데 있어 의미가 큼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역 계획은 확실한 근거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주택의 경우 이것은 국가 도시계획 정책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시장수요와 저렴한 주택
수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을 세워야 하며, 여기에는 매년 업데이트해야하는 특정 지
역(지구)의 5년간의 공급계획 파악이 포함됨
◦ 각 지역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 계획 당국의 책임은 국가 도시계획 정책 체계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 명시된 다른 정책의 맥락에서도 파악될 수 있어야 함
- 이는 주택 수요 충족 요건이 그린벨트 보호 또는 기후 변화와 홍수 문제 해결과 같은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함
◦ 지역 계획 수립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법안은 2004 년 계획 및 강제 구매 법(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과 2012 년 도시 및 국가 계획 규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ulations 2012)

을 부여하고 있음
-지
 역 사회는 ‘근린 개발 명령’을 통해 해당 지역 도시계획의 승인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근린 계획은 2011년 지역주의 법 (Localism Act 2011)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영국 전역에
서 주민들이 근린개발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근
 린 도시계획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유연성이 인정되고 있음
-예
 를 들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주택 또는 기타 개발
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토지의 할당을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도 허용되고 있음

•사업 목표 수립
•관련 자료의 확보
•관련 자문기구 및 해당 지역내 관련사업 수행 자에게 통보

•지역 계획은 공식 결정/발표전 최소 6주 동안 공람 조치

-지
 역 전략 및 국가 정책에 부합하고 중요한 법적 조건을 준수하는 근린도시계획에 한해 투
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근
 린 계획이 평가를 통과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지역내에서 성공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을
때, 지역 계획 당국이 계획의 승인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법적인 ‘개발 계획’의 일부를 구성
하게 됨
-근
 린 계획의 지역 사회 주도 성격 및 지역 사회 기반 시설 세율 (아래 참조)을 통해 지역 사
회가 접근가능 한 추가 기금은 지역 사회가 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인
센티브가 되고 있음

◦ 근린계획 시스템을 설명하는 주요 법안은 2011 Localism Act 2011 및 Neighborhood
제출

•지역 계획서(Local Plan), 기타 필요 서류를 계획 감독관에게 제출

Planning General (General) Regulations 2012 임

- 감독관은 독립 감독원의 검토를 통해 지역 계획을 면밀히 조사

[표] 근린계획의 각 단계

검토

수용

•감독관은 지역 계획이 바람직하며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
- 지역 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역 계획 당국은 감독관에게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음

•감독관이 지역 계획을 채택 할 것을 권고하면 지역 계획 당국은
공식적으로 그것을 채택 할 수 있음
- 일단 채택되면, 그것은 지역 개발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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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지역의 확인 및
지정(필요시 근린지역
포럼 구성)

기초자료의
확보 및 협의

•지역 사회(Local community)는 근린 계획을 위한 적절한 경계 확인
•해당지역이 계획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계획 당국에 신청(교구
또는 마을 협의회가 없을 경우 근린 포럼)
•지역 계획 당국은 신청서를 홍보 및 협의하고 근린 지역에 대한 결정을 내림

•지역 사회(Local community)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도시계획 또는
명령을 위한 제안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초안을 작성
•제안서에 대해 최소 6주 동안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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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

◦ 지역 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

◦ 모든 근린 도시계획과 행정명령은 독립적인 투표 등에 따라 결정됨
[표] 지역계획의 각 단계

기초자료 확인
및 협의

7) 근린계획(Neighbourhood Planning)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출

•근린 계획 제안서 및 필요한 서류가 지역 계획 당국에 제출
•당국은 최소 6 주 동안 계획이나 명령을 공람조치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
•지방 계획 당국은 근린 계획이나 명령에 대한 독립적 조사 준비

 개발자는 경우에 따라 지역 계획 당국에 의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추가 자금을 제공 할 의무를 이행토록 요청받을 수 있음
◦ 영국 정부는 주택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자, 투자자
및 협의회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했음

검토

주민투표/
근린계획의 확정

•독립적인 감독원은 지역 계획 당국에 근린계획 초안이나 명령이 기본 조건
및 기타 법적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제출함
•지방 계획 당국은 보고서를 고려하여 근린계획이나 명령이 투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주민 투표가 실시되어 근린 계획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
•근린 계획을 지지하는 투표자가 대다수인 경우 당국은 이를 실행(유럽인 의무
또는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 이상 수용)

-가
 령, 신규 주택 보너스 (New Homes Bonus)는란 새로운 주택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전환하거나 장기간 동안 비어있는 집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계획 당국에 중
앙 정부가 지불 한 보조금임
-신
 규 주택 보너스를 통해 확보된 된 돈은 관련 지역 계획 당국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지출 될 수 있음

9) 도시계획 허가의 확보
◦ 일단 지역 계획 당국이 계획 신청서를 받으면 당국은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방법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름

8) 기부 및 지역 사회 혜택

◦ 정식 협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21일간 지속됨

 대부분의 개발은 도로, 학교 및 야외 공간과 같은 인프라에 영향을 주거나 이로 인한 혜
택을 얻게 됨

-누
 구든지 이 기간 동안 도시계획 신청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세
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역 계획 당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

○지
 역의 도시계획 당국은 개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새로운 개발 시 지불해야 하는 기금

◦ 많은 쟁점들이 도시계획 승인을 위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크게는 토지의 사용 및 개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을 부과 할 수 있음(특정 개발 범주에 대해서는 면제가 주

발과 관련되어 있어야 함

어짐).

-일
 반적 원칙으로서 도시계획 시스템은 공익에 영향을 미치고, 사적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은 계획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님

○기
 금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이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인프라를 조
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지
 역의 도시계획 당국은 이러한 기금의 부과자체가 지역개발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보장
하기 위해 개발의 다양한 영역, 유형 및 규모에 대해 서로 다른 부과금을 설정할 수 있음
○징
 수액을 부과하기 위해 지역 계획 당국은 먼저 ‘부과금 청구 일정’을 만들어야하며, 부과금
에 대한 부과 일정은 종종 지역 계획과 함께 검토됨

◦ 지역 계획 당국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최대 8주 소요, 대규모
주택이나 사업장과 같은 발에는 최대 13주가 소요됨
-일
 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허가가 나오면, 개발은 3 년 이내에 시작되어야하며, 만약 그
때까지 개발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허가는 무효가 되며, 신청자는 도시계획 재신청
을 해야 함.

◦ 지역 계획 당국은 신청서상의 개발이 용인 될 수 없는 건일 경우, 조건 의 부과 또는 도시계

 개발에서 비롯되는 기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15%는 개발이 진행
된 교구 협의회(parish council)에 제출되어야 함
○지
 역 사회가 계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기금의 25%가 근린계획
(neighbourhood plan)이있는 교구 협의회로 전달

획상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청서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만약 지역계획 당국이 도시계획 결정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경우, 법상 일정을
도과한 경우 등에는 도시계획 감독관을 통해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교구 협의회가 없는 지역계획 당국은 지역 사회와 협의하여 자금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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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공개하게 됨 (개발구역에 표시하여 홍보, 근린과 교구 협의회에 통보). *구체적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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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시계획 신청서의 처리 과정
도시계획 신청서 제출

지방정부의 계획과 정책 체계

-

 주요계획간 체계
공고와 협의

신청서의 결정

•21일 이상 법적인 협의 진행
•신청서의 성격에 따라 홍보방법은 달라짐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신청서의 확정
•도시계획 당국은 경미한 신청에 대해서는 8주, 주요 신청에 대해서는 13주
이내에 결정해야 함

○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지방정부의 공통적인 문제들과 큰 틀을 잡아주는 광범
위한 범위의 계획안
-많
 은 이해당사자들이 계획안을 설정하고 실행에 참여, 지방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발전시
키는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해당사자들은 정책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역할
-2
 000년에 제정된 지방정부법(Local Authority Act)에서 필수화
※ 2계층하(two tier authority area)에서 주/지역 수준 정부 개별 정책은 결과적으로 통합

○ (Local Area Agreements) community strategy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3개년
계획안
-교
 육과 지역개발 관련 법안(16개)에 명시된 목표와 SCS에 명시된 국가지표(198개)와 지방
정부가 선정한 지표를 포함(35개)

○ (Corporate plan)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서비스 계획안으로 LAA와 SCS를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자는 도시계획 당국이 도계획 허가를 거부하거나 용인 할 수없는 조건을
부여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감독관을
통해 국무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시의회의 다른 사업과 서비스 계획안과 연결하는 역할
- 각 부서별 개발 또는 총 망라하여 개발

5 영국 도시재생 정책 사례(1)89 : 기초지자체(Kingston council case)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도시재생은 단지 물리적 변화에 국한 시킬 수 없고,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로 해결하는
종합 도시 행정 특성을 가짐
● 영국은 Localism Act 2011 시행을 기점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참여적인 특
징이 강한 도시재생 정책을 시행
● 커뮤니티 등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 등 실제 사례(Kingston Borough)를 통해 런던 기초지
자체의 도시재생의 현주소 등을 파악

89 이하 “도시계획 시스템 구조”는 행정안전부 김철서기관 작성(’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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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도시계획 담당관은 일반적으로, 위임 된 의사 결정 권한하에서 소규모 개발에
대한 사항을 결정
•규모가 크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발은 도시계획 위원회에 의해 결정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Local Plan - Core Strategy / Action Plan (Borough)

1) 영국 및 런던의 도시계획 및 재생 법령 체계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GOV)
- 한국의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도시계획 및 재생의 모법이 되는 법령

◦ NPPF -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GOV)

- 영국은 지방자치권에 따라 도시 행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기초 지자체인
Borough 단위에 있음에 따라 한국의 구청보다 독자적이고 주도적으로 도시 정책 및 실행
전략을 수립
-지
 역계획에 해당하는 Action Plan과 Core Strategy를 자체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개정

- 도시의 계획 및 재생 등 개발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가치와 같은 기본 가이드

◦ London Plan(GLA) - Strategy / Policy
- (분야) 보건위생, 도시인프라, 주택공급, 문화재, 관광, 상하수도, 건축, 교통, 쓰레기처리,
공기질,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등 런던시 도시 행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침
- (수립시기) 최초 2004년 수립, 4년 마다 개정
- (개정절차)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용역

Planning
Inspectorate
기관에 제출

Inspector
지정

EIP(Examination
in Public)
주제 및 패널
선정 후 실시

의견 수렴 및
최종본 작성

◦ SPD -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 (Borough)
-S
 PD는 주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 대상지의 기본 개발 방안으로 우리의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자세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 Design and Development Brief(Borough / Partner)
-해
 당 사업지의 개발자를 공모 및 선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자세한 사업지 개발 가이드

2) 영국의 건축 등 개발 허가 절차
<절차 흐름도>
Apply
Application
(허가신청)

Pre Application
Meeting
(사전 건축허가
검토)

Full Application
Meeting
(건축허가)

Design
Review
(건축심의)

Consultation
(조정사항 있을
경우 재심의)

Consultation
(협의)

Committee
(공청회 건축허가 결정)

< 33개의 주제에 대해 5개월 간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London Plan E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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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초안 작성
(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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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등 개발 허가 세부사항>
◦ 건축허가 등 개발허가 신청

- 참석자 : 허가 관련 공무원(건축계획, 도시재생, 건축디자인, 교통), 허가 신청자 Pre
application과 참석자 동일

◦ Pre-Application Meeting : 사전 건축허가 검토, 비공식(10unit 이상)

-내

- (참석자) 허가 관련 공무원(건축계획, 도시재생, 건축디자인, 교통), 허가 신청자
* 50units 이상의 경우 GLA 참석

- (내용) 유관 부서 협의 - 법정 행정절차 이행 이전 사전 유관 부서 협의

용 : 허가를 위한 공식 절차, 유관 부서 협의 및 건축심의적 성격의 회의

◦ (Neighborhood) Committee : 주민 공청회 및 건축허가 결정(최종단계)
-참
 석자 : 디자인, 건축계획, 교통, 도시계획 분야 Councilor 및 유관 부서 공무원, 주민, 허
가신청자

•허가 신청자 선택사항이나 허가 반려 사유 확인 및 사전 검토 시스템

-진

행 : 허가신청자 사업설명 → 주민 및 Councilor → 질의응답 → Councilor 표결

•법정 절차는 아니나, 카운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절차

-방

법 : Councilor 표결을 통한 허가 결정, 회의 내용 녹취 및 기록

* Eden Walk Shopping Centre : Pre-Application을 1년 간 50회 시행

◦ Local Design Review(Advisory) : 건축심의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 : 건축, 교통, 도시, 디자인 교수 등

- 내용 및 방법 : 허가신청자 사업설명 → 패널들 질의응답 → Formal advisory note (의견
서) 작성

◦ Consultation : 공식 사전 협의
- 근거 : 우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Town and Country
Planning Order’ 및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National Planning Policy Flam’에 의거한 법
정 사항

 High Street 사업의 배경
◦ 한국의 중심상업지역과는 규모와 역할에서 다소 차이를 갖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High Street는 지역경제와 커뮤니티의 중심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하는 역할을 하는 등 영국 경제에 수천만 파운드의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 방식이나 커뮤니티들이 High Street를 이용하는 방식은 바뀌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쇼핑보다는 ‘조금씩 자주’ 쇼핑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
어, High Street를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요소를 바꾸고 있는 추세임
◦ 영국 정부는 지역 High Street의 변화 발전과 이러한 변화에 대처를 추진 중

- 내용 : 21일 이상 현장 주변에 사업 내용 개시

-영
 국 정부는 타운센터를 사람들이 살고, 쇼핑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가시간을 보내는
활발한 곳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

- 종류 : Public consultation / Statutory Consultee / Safeguarding / Non Statutory
Consultee /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적용 사항 다양

-F
 uture High Street 사업은 미래에 대비한 지방의 High Street와 타운센터 지역 계획을

•Publicconsultation : 주민 의견 수렴, 대상 - 이해관계 커뮤니티 또는 개인(인원에 제한
없음), 방법 및 내용 - 현장 주변에 21일 이상 사업 내용 개시
•Statutoryconsultee : 법정 유관기관 협의 : 대상 - 유관 법령에 따른, 법정 유관 기관 협
의, 방법 및 내용 : 21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Safeguarding : 기존 주요 국가 시설에 대한 간섭 등 검토, 대상 - 개발지 인근 군사시
설, 공항, 군용 폭발물 저장 구역 등 맵핑, 방법 - 법정 협의기관 협의 시 검토 등
•Non Statutory consultee : 법에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위에 해당하는 National Policy와 가이드에 규정된 유관기관

지원하고 예산을 지급

 High Street의 구조적 변화
◦ High street는 지난 몇 십년 간 주요한 변화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가속적인 변화
-특
 히 지난 10년 간 온라인 쇼핑이 매우 증가하였는데, 2007년과 2018년 사이 오프라인 판
매가 정체한 반면 온라인 판매는 6배 증가
-영
 국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온라인 소매 거래가 1% 미만이었으나 2018년 8월에
는 15%로 증가91

90 소규모 지역의 상권 중심지를 의미하는 high strees는 영국내 전체 약 4,00개에서 이상에서 명침이 발견됨(BBC)

◦F
 ull Application Meeting - 건축허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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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온
 라인 상거래는 소매업의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온라인 소매상들은 더 경쟁적인 가격 제안, 선택의 폭을 넓히고, 편의성을 High
Street의 소매상들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125

분야별 지자체 주요 정책

- NPPF에 신설되어 시행한 지 2년 정도 되었으며, 허가신청자가 비용 부담하며, 선택 사항
이나 카운슬에서는 권장

3) 런던의 지역 중심지(High Street90) 도시재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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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역 High Street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고, 종합적 쇼핑 활동이 중요
한 사안이 되었으며, 점점 지역 High Street는 온라인에서 충족될 수 없는 편의성, 공동체
의식, 서비스적 가치를 제공하기를 기대(Institute of Place Management)
- 디자인과 계획이 잘된 주거 및 사무실 공간이 함께 함으로써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
High Street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더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
- 반면, 충분한 사무실공간과 주거와 같은 주변 환경 없이 전통적인 소매업 의존률이 높
은 High Street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경향이 나타남(Public Health
England, British Property Foundation)

◦이
 와 함께, 지역 리더쉽은 High Street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강력한 리더쉽으로 효과적인 도시재생과 공간의 재구성,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를 위한 주택의 증가, 사무공간 증가, 새로운 인프라를 통한 혼잡 경감 등
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The Future High Streets 사업 예산
◦2
 019. 7월, 영국 중앙정부의 주택·커뮤니티·지방정부국은 안토니 팀슨에게 ‘지방의 각 지
역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92
- 법무성은 GBP 687백만 파운드의 Future High Street 예산을 수립
- 이 사업은 타운센터와 하이스트리트에 대한 장기적 대비 전략을 각 지방이 마련하도록 지
원하고, 전문성과 바로 적용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하이스트리트 T/F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지역 사업과의 매칭 펀드

•예를 들어 실행 가능성 여부, 전략의 예산 과목에 부합성, 기타 다른 예산과의 결합을 통
합 시너지 여부 등과 같은 것
•지자체가 지역의 현재의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 환경에 맞춰 하이스트리트의 역량을 얼
마나 고취여부, 경제적 효과 구체적 제시 요구(지역별 25백만 파운드 지급예정)
•단, 전통적인 소매시장의 확장 또는 단기적인 프로모션이나 개선과 같은 방향은 지양
(※런던시의 Hight Street Fund와의 주요한 차이점)

 스마트시티 기술을 이용한 킹스턴 타운센터 재생사업 계획
◦ 킹스턴 타운센터 재생구역의 지리적 입지와 지역 특성
-킹
 스턴은 런던 시티 중심으로부터 약19㎞에 위치, 킹스턴 카운슬 내 전통 광장 시장으로
둘러싸인 킹스턴 타운센터는 8세기 초부터 상업 중심이 되어왔다. 최근 몇년 간, 킹스턴 타
운센터는 지역 상업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2005년 처음으로 예산지원받음
-킹
 스턴 타운센터는 쇼핑객들이 즐겨찾는 상업지역으로 런던에서는 3번째에 해당되며 영국
전체로는 20위에 해당

◦ 킹스턴 인구 특성과 관련한 경제 활동 지역 및 경제 현황93
- (인구 통계) 킹스턴 타운센터의 인구 추정치는 약 13,000명/노동인구는 23,345명으로, 전
체 인구의 20%인 2600명이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청년층
(※런던 평균 10%)
•이는 킹스턴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점과, 다양한 문화,
쇼핑, 편의시설, 런던 시내와의 좋은 접근성이 학생들이
킹스턴 타운센터에 모이게 하는 유인요소

ⅰ) 대중교통 및 기타 교통접근성 향상, 도시의 교통 흐름과 순회 개선, 교통혼잡 개선 등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주거와 사무공간 개발, 기존 지역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인프라, 문
화보호구역 하이스트리트의 도시재생

•양질의 학생 기숙시설(사설 스튜디오)과 킹스턴과 런던
다른 대학 학생들의 거주가 킹스턴 타운센터의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은 요인

ⅱ) 잘 활용되지 않는 상업 공간에 대한 토지 합병을 위한 투자, 주택과 사무공간 고밀도 개발

•반면 더 어린 인구와 장년층의 인구는 낮은 편인데, 45
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로서 런던 평균인
66.6%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편

◦ 예산 운용 방법
- 지자체가 지역의 하이스트리트와 타운센터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한 성취 목표 등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이 특히 어떻게 기본적인 비전에 부합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제안서
를 제시하게 하고 예산 배정 심사를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
- 본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지차제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안을 실질적으로 실
92 예
 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 리더쉽을 지원하는 High Street T/F 부서를 조직하고, 새로운 예산을 세워 High Street와 타운센터를
리뉴얼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은 편성하라는 자문 결과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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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배정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 모델 및 예산의 효용적 쓰임과 같은 요소를 평가

- (상업권역) 킹스턴 타운센터의 1차 상업 권역 범위는 326,000명, 142,000가구에 달하며,
2차 상업 권역은 킹스턴 타운센터에서 45분 거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463,000 가구를 포
함, 3차 상업 권역 범위는 1시간 거리까지 약 1.5백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유동인구) 킹스턴 타운센터는 부도심 중심으로서의 킹스턴의 근원적이고 원동력이 되는
93 경제 기본 조사 용역이 Hatch에 의해 2018. 11월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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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계획된 주차 정책, 상점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교통 지원 등이 타운센터의 활성화
에 도움이 될 수 있음(Institute of Place Management)

행 발전시킬 수 있는 민간 분문과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함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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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중심으로, 연간 1800만 인구가 이용하며 약 1200만이 중심쇼핑가로를 이용

< 킹스턴 주변 비교경쟁지역 >

•2017년과 2018년 사이 킹스턴 타운센터의 유동인구는 8% 감소(영국의 다른 지역 및 다
른 런던 지역이 3.3% 감소/비지니스 인큐베이터인 스프링보드 조사자료)

< 킹스턴 상업권역 1/2/3차 >

- 지역 경제의 상업 부분 의존도가 높고 지역 경제 다양성 부족
•킹스턴의 경제는 표면상으로 번창해보이나, 지역 비지니스의 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리테일 부문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주요 쇼핑가로의 리테일 의존도는 문제가 되고있음

< 45분/1시간 권역 >

•아래 도표에서 런던 평균 리테일 의존도의 2.7배에 달하는 리테일 고용 집중도를 보면 얼
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지 알 수 있음
•접객업, 레저, 레크리에이션 부문 또한 런던 평균을 넘는 고용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점점 그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금융, 전문서비스업, ICT와 미디어 분야 활동도 성장

◦ 킹스턴 산업의 상업 의존도
-경
 쟁지역 중 킹스턴은 서부권역의 중심 쇼핑센터인 세퍼드의 부쉬와 스트랫포드 다음으로
리테일 고용 집중도가 세번째로 높고, 지난 3년 간 세 지역 중에서 성장률은 최저이며, 리
테일 분야 고용이 15% 감소
-이
 러한 고용 감소는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추세로, 지난 3년 간 대부분의 타운센터는 리테일 분야 고용 감소를 겪고 있음

 킹스턴 타운센터 개발 구역 지정 사유
◦ 런던플랜에서 킹스턴타운센터는 ‘메트로폴리탄 타운센터’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생
Opportunity Area 형성의 일부분
-킹
 스턴 타운센터는 부도심 주요 타운센터로서 연간 천8백만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클래런
스 스트리트에는 천2백만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등 타운센터는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며 고급 쇼핑시설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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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킹스턴 타운센터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며,
카운슬과 킹스턴 퍼스트 등 협의체들은 미래 경쟁력 및 주요상업지역으로서 런던 경제를
위하여 공공 분야에 대한 구조적 투자 및 개선이 필수적

< 킹스턴의 Future High Street Fund 지원서에 언급된 Doll Living Lab Testbed 현황도 >

◦전
 략적 목표
가) 타운센터 비전 및 변화를 위한 목표

-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킹스턴 카운슬과 협의체들은 킹스턴 타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50년을 위한 목적에 적합한 달성 과제를 채택하는 등 킹스턴 타운센터 비전을
재조정94
- 종합적인 도시 평가와 사회적 가치 평가에 근거하여, 이 전략은 거리와 공공 공간이 포용적
이고 생명력 있는 타운센터로 거듭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아이
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현안 주제와 프로젝트의 추진 사항들
•공공 행사 및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인프라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 활동 및 행사 개최 진작
•도보와 자전거 사용을 진작시키는 친화감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신체적 건강
향상
*다
 양한 범위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유연성, 좋은 환경의 길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하
 루 중 시간대에 따라 이용객을 끌어들이는 활동 및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비
지니스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 명소들 간의 연결성을 개선(관광객들의 체험 활동 향상)

- 비전은 공공 영역을 창의적인 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호 인터렉션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통
해 킹스턴의 상업 가로를 재조명 및 재정비, 살아 숨 쉬는 커뮤니티, 풍요로운 삶을 구축
- 이 전략의 추진 방향은 킹스턴 카운슬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용자 친화성, 레저와 레크리에
이션,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등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
•중심가로의 재생뿐만 아니라 킹스턴 타운센터에 매년 창출되고 있는 200개의 새로운 스
타트업 비즈니스의 육성을 위한 장소 및 기회 제공도 함께 추진할 계획

나) 기관 협력 및 타 예산 사용 방법 등 세부 추진 계획

-중
 단기적으로 1,400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해야하는 등 킹스턴 타운센터는 많은 개발 기
회와 막대한 성장 계획들이 있음
-킹
 스턴 타운센터 투자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폭넓은 성장 기회에 대한 실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High Street Fund 유치 전략을 세움
•투자 예산은 Town and Country Act(1990) S106조 주택공급 및 인프라 공급과 관련 법
령 및 사회 기간 시설 관련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에 근거하여 복합용도 계획
을 통해 공공 영역의 개선을 추진
- 이 계획은 카운슬의 ‘2018-2025 경제성장 및 개발 정책’에 근거하여 추진 방향을 도출

4) 킹스턴 도시재생 사례 : 콕스크레선트(cock crescent) 도시재생 사업
 배 경(Background)과 비전
◦ 뉴몰든은 GLA(Greater London Authority)에 의해 Opportunity Area(우선 핵심 개발 지역)으
로 지정
-R
 BK도 뉴몰든 지역의 개발을 위해, 2008년에는 New Malden Town Centre Vision 수립
등 주요 사업 계획을 약 3년 간 추진 중

◦ 비 젼(Vision)
94 카
 운슬은 킹스턴 퍼스트(킹스턴 상인 연합회)와 함께 ‘Reimagining Kingston Twon Centre’s Street and Spaces’라는 용역을 시행
하기도 하고, 런던시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응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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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ldens and Coombe Neighbourhood Community Plan : 도시계획법 Neighborhood
plan에 따른 지역주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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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편의 증진, 뉴몰든 지역 쇼핑지역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1단계(2015, 여름) : 설문지 준비 → 관계자(Stakeholder) 협의 → 467개 응답

- 기존시설 재조명 및 지원, 하이스트리트 개선 지원

◦ 2단계(2015, 가을-겨울) : 관계자 협의 → 커뮤니티 현장답사 → 개발계획 논의
◦ 3단계(2016, 여름) : 개발계획(SPD) 준비 → 법정 심의 → 승인

 대상지(Site) : Malden Centre 및 High Street 중심으로한 뉴몰든 지역

◦ 18.10.9. : New Malden Residents’ Meeting(5명의 패널과 주민)

분야별 지자체 주요 정책

◦ 18.11. 현황분석 용역
◦ Co-design 추진사항 : (’19. 5.) Co-

 주요 개발 대상지

desing Consulting 용역 업체 선정,
(’19. 6) 한인설명회, (’19. 7) 한인전
문가 Co-design 사전 워크샵, (’19.7)
Pop-Up 1/2, 워크샵(3회)
- Drop-in Co-design 결과 주민 공개
(’19.9)

◦ Co-design 추진 시, 주민과의 주요논의 사항 및 쟁점
-주
 민, 카운슬러, 런던시 및 킹스턴 카운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년 간 지연되어 비어 있
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몰
 든센터(뉴몰든과 주변 지역의 문화 레저 센터로서 지역 생활의 중심지) 확장을 위한 적정
투자

 추진절차(Process)도
이해관계자 협의 및
설문조사(467개 응답)

◦ 재개발 계획 상 주민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결과, 더 폭넓은 주민 협의 필요 및 Co-design 권고

한인워크샵(예정, 횟수 미정)

한인설명회 및 의견청취(6/21)
한인전문가 워크샵(7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SPD 준비

SPD 수립

개발계획 지침

마스터플랜

건축허가

(2015)

(2016~2017)

(2019)

(2020~2021)

(2021~2022)

-2
 5M 수영장 및 커뮤니티 공간 등 ‘커뮤니티 레저 및 웰빙 허브’로의 재탄생을 통한 지역주
민 및 지역 커뮤니티 사용 극대화
-커
 뮤니티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광장 등 ‘손실 제로 공개 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
광장 및 지역 광장 역할 증진
-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급 Affordable home 공급

SPD 심의 결과, 한인과의
추가 협의 필요성 지적

길거리행사
Pop-up 2회
7/6 파머마켓
7/10 포트나이트

Co-Design
워크샵 2회
(7월)

Co-Design
사업자 선정

- 주변 지역과의 보행연결성 향상 등 공공시설 영역 및 공개 공간 향상 자전거도로 연결성
향상

Neighborhood Committee / Strateg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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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커뮤니티가 강하지 않지만, 영국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체들의 목소리와 활동들을 배제하고는 실제로 도시재생이 불가능

 도시재생정책 특징
◦대
 처정부이래 영국의 도시재생의 추진주체의 중심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며 또 민간과의
파트너쉽인 것은 20년간 일관되게 유지
- 이 과정에서 국가는 파트너쉽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이라는 뒤편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1997년 민간의 중심에 커뮤니티와 NPO를 위치부여하고 도시와 지역에 관계되는 모든 파
트너쉽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위치

◦1
 998년 Compact 선언을 발표하여 모든 공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와 NPO와 커뮤니티
조직은 대등한 파트너임을 선언하였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보조금으로서 NDC(New Deal
for Community)가 창설

◦도
 시재생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움직임은 최근 점점 증대되어, 2001년1월에 발표
된 근린재생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정책방침에서 지역전략 파트너쉽 촉진과 새로운 보조금
인 근린재생 보조금이 창설
- LSP는 지역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체 각종 행정기관, 민간기업, 지역주민, NPO단체
의 파트너쉽을 국가가 인증하는 것이며, 인증된 LSP는 지역재생의 중핵적인 의사결정조
직이 됨
- 영국의 도시재생 파트너쉽에 있어서 핵심적인 민간단체는 지역전략파트너쉽, 도시재생회
사, 지역사회개발트러스트 등 다수

◦도
 시재생회사는 예전의 도시개발공사처럼 국가기관은 아니고 일종의 NPO법인이며 지역재
생계획을 책정하여 지역에 행해지는 보조를 포함하는 공공투자와 다양한 민간투자를 현장
레벨에서 조정하는 조직임

 영국의 정책과 사회 등 배경에 대한 이해 및 한국과의 차이점
◦주
 민 참여 도시재생 방법론은 영국이 왜 Bottom-up 방식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사회 문화
적 그리고 현실적 이유가 있음
-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사업성, 경제성 그리고 소유권 문제가 사업권자로서의 지자체가 가
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봉착하는 문제인 것은 영국도 다르지 않음
- 영국은 한국과 같이 토지를 강력하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적 툴이 없기 때문에, 사
업 추진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JV(Joint Venture) 파트너 선정을 위한 사업성 제고
를 위해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 과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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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국의 도시재생이 꼭 물리적 재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용과 운영을 고
려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물리적 재생을 동시에 고려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
인 커뮤니티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건축 후 운영에도 유리
- 제도적으로는 Town and Country Plannin Act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을 위해
Neighborhood Plan을 지역별로 세우고 Neighborhood Committee를 개최하여 개발지침
등을 수립하도록 절차적으로 규정
-그
 리고 건축허가나 개발허가의 마지막 단계인 Consultation도 한국과 같이 시의원과 전문
가 집단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고 청취
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점이 있음
-다
 만, 영국에서도 보통 시간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노인층의 참여가 높은 편이고 젊은 계층
및 직장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생활이 척박한 곳일수록 상호 교류
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고르고 폭넓은 주민의견 청취가 해결과제임

 유기적 관계 안에서의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정책 제안
◦ 영국은 이러한 문화 사회적 배경과 제도의 틀로 인해, 전문적으로 지역사회 및 주민들 참여
를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발달
-우
 리나라는 엔지니어링 업체나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영국 런
던에는 WMT, Fluid, Creat Street 등과 같이 관련 분야 전문 분석 및 Co-design 등에 대
한 노하우를 갖고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추진
-우
 리나라에는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직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이
주민참여형(Co-design)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반복 대입 응용 가능한 워크시트 및 매뉴얼
을 개발하고 사업 추진 기술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 워크샵의 회의 자료는 우리의 실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나, 내용보다는 형식과 서류를 시각화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첨부

◦ 우리나라는 여건과 환경, 법적 틀, 문화가 영국과는 상이하나,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개발이
주는 도시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성, 더 나은 장소성의 이점을 취할 필요
-기
 존의 단체들의 성격은 영국의 커뮤니티의 성격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으나, 도시재생 및
행정의 주체로 주인의식을 갖고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주
체들이 참여들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한 협력 모델 구성이 가장 중요
-그
 이유는, 한국사회는 영국에 비해 생활의 강도와 효율성의 가치가 높은 사회이며,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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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C 방식은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좁은 지역, 보다 사회적, 보다 커뮤니티 중심이라는
특징

-커
 뮤니티는 어떤 방식으로는 모아진 목소리를 낼 수 있으므로 개개인과는 다르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배제했을 경우 차후 불협화음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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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와 목표 설정이 높은 사회이고, 여유가 부족한 사회구조이므로, 그것이 상업적 경
제적으로 환원되는 이익이 아니더라도,
- 참여의 의의나 감정적 유인 요인, 함께 모여 중지를 모으고 자신을 할애하였을 때 직접적
으로 가치의 환원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의 구축을 통해 자발적이고 고른 참여를 통해
‘지역 환경 및 상황, 사업 특성에 맞는 한국형 주민참여 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익집단
의 이익추구의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즉, 정확하게 각 주체가 참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참여하지 않았을 때 잃을 수 있
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징된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해야하며, 일회성이 아닌 참여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피드백을 정확히 해야 함
- 그것이 지속적인 시민 참여형 도시 재생의 핵심이며, 그 과정을 통해 물리적 구축 이후 또
는 동시에 운영의 주체가 시민이 되도록 하는 장기적 방법론

GOV,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9
GOV, 「Localism Act」, 2011
GOV, 「The High Street Report」,
GLA, 「London Plan」, 2016, p422
RBK, 「Cocks Crescent SPD Consultation Statement」, 2016, p43
RBK, 「Cocks Crescent SPD」, 2017, p
RBK, 「Maldens and Coombe Neighborhood Community Plan」, 2016
Creat Street, 「Cocks Crescent: situation analysis and options to move forward」 , 2019,
p18
RBK, 「Ecomonic Growth & Development Strategy」, 2018, 37p
GLA, 「Digital Strategies by London Boroughs: State of Play」, 2018, p19
GLA, 「Smarter London Together」, 2018, 19p
Singapore Land transport Authority,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13, 58p

 영국 런던의 도시재생 방법론에서 시사점
(ⅰ) 도시를 운영함에 있어 기초지자체가 모든 인프라에 대한 비용과 시설 개선, 사업의
추진을 모두 책임지고 단독으로 주체가 되어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Kingston
University, Kingston First(상인회) 등 각 이해관계 주체가 각자의 예산과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융합함으로써 사업성과 운영의 실행성 등을 높이고 그 공간의 사용자에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중요

HATCH, 「Kingston Town Centre BAseline Study」, 2019, 27p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uture-high-streets-fund/future-highstreet-fund#structural-changes-on-high-streets
https://www.london.gov.uk/WHAT-WE-DO/regeneration/what-weve-funded-sofar/high-street-fund

(ⅱ) 개발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좋은 & 건강한(Good)’, ‘성장 & 개발(Growth)’라는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적 성장
을 추구한다는 균형감은 정책 목표로 고려해볼 필요
(ⅲ) 복합사용(Mixed Use)를 조명할 필요 : 복합사용은 런던플랜과 NPPF에서도 중요한 가
치의 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면 판매 상업의 쇠락은 세계적인 추세이
므로 상업중심지의 장기적 재생을 위해서는 주거, 산업, 레저, 문화, 상업이 공존하는
Innovation District로 구성해야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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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한국에서는 각 지역별 기초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일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흐
르고 커뮤니티의 경험치가 축적됨에 따라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이 올 때까지 공공부문
이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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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참고 : co-design 관련 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내진 메일(’10.6.10)>

 도시재생사업 절차

일전에 요청드린 콕스크레선트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그룹 참여를 승락하여 주셨던 점 다시 한 번 감
사드립니다.
당해 사업 Co-design 업체가 선정되고, 금일 Inception meeting을 진행하며, 이번 단계 추진 중 최
초 이벤트이자, 한인 최초 이벤트가 확정되어 아래와 알려드리오니 참석 가능여부를 다음 주 중에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7월과 8월 중하순 경에 추진될 Co-design에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혹시 정해
지신 휴가나 기존 스케쥴을 미리 알려주시면, 일정을 정하는데 참고하여 최대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신 주실 사항은, 6/21 행사 참석여부, 7~8월 중 참석 불가 스케쥴 입니다.

◦ 주민협의(간소 Co-design, 구청 자체 진행)  SPD(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 개발 가이
드) 수립  Design &Development Brief 수립(개발지침 수립)을 위한 Co-Design  사업파트너 선
정(민자사업)  사업자, 주민, 구청 3자간 협의를 통한 Master Plan 수립을 위한 Co-design*  개
발 허가(건축허가 포함)
* Co-design : Neighborhood Planning Act에 따라 모든 개발 사업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하며, 그 일환으로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및 물리적 배치 등을 주민들과 함께 디자인해나가는 과정을 의미

◦ Co-design 추진방법
(ⅰ) 구청 자체에서 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진행
(ⅱ) Co-design 전문컨설팅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전체 Co-design 추진
◦ Co-design 세부 방법론

- 1:1 미팅 : 토지소유자, 주요 이해관계자, 토지수용대상 등
- 소그룹 워크샵 : 레저센터 및 사업부지 필요 기능 및 시설 배치 등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테이
블별로 그룹핑하여 물리적 모델스터디 등
- 대그룹 워크샵 : Walk & Talk 사업대상지를 이해관계자들과 답사하며 자유토론
- Pop-up : 사업대상지 근처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등에 가판대 및 보드 등을 설치, 사업 홍보, 설
문조사 및 전단지 배포, 행인과 1:1 대화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Community Day : 의견 수렴 결과 발표 및 참여에 대한 감사, 축하
◦ 홍보방법
- 웹사이트 + 핫라인 : 전용 전화, 구청 기존 홈페이지
- 이메일 홍보 : 주요 이해관계자 및 소식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
- 포스터 : 주요 공공장소, 시내 중심, 커뮤니티 시설, 주요 모임장소, 워크샵 장소 등에 개시
-전
 자신문/구청SNS : 구청 기존 데이터베이스, SNS 등 소통 채널96

1. 일시 : 2019.6.21.(금) 오후 3:30~6:00 사이, 2시간 예상
2. 장소 : Malden Centre Room 5 / Site Tour
3. 참석자 : 전문가 및 일반참가자
4. 내용 : 사업 설명 및 현장답사, 콕스크레선트 및 뉴몰든 지역에 대한 관점 및 바라는 점에 대한 청취

향후 스케쥴을 정하실 때 참고 되시길 바라며, 시작시간은 30분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신속
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한인관련 숙원 사업들이 두 번 다시 없을 이번 기회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
은 참여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Co-design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1. 한인 - 사업설명회 및 현장답사(6/21)
2. 한인 - 전문가 Co-design(7월 초)
3. 1:1 미팅 : 한인 및 한인단체 중 투자 의향이 있는 이해관계자 대상, 필요 전문가 등
4. Co-design : 영국인 및 한인 통합 Co-design 총2회 (7월 중 /8월말 경)
5. Pop-up : 길거리 설문 조사 및 인터뷰 - 한영 병행 (7월 초 예정, Malden Fortnight 기간 중 예상)
6. Youth Workshop : 12~17세 청소년 워크샵, 한영인 합동 개최

아울러 콕스크레선트 한국어웹사이트와 설문조사 한국어 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개설하
였으니 가입 및 친구추가 그리고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킹스턴 카운슬의 페이
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도 향후 한국어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개재할 예정이오니 Follow해주시
고 주변에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 등 시기가 좋지 않으나, 지금까지도 사업 지연이 문
제가 되어온 관계로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선행되어야할 Design & Development Brief의 위원회 통
과 일정[Neighborhood Committee(8월말 제출) 통과 후 Strategy Committee(11월 초)]으로 인해
부득이 이와 같이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단계 이후 올해 말 2020년 사업자 선정 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Co-design단계가 또 진행
됩니다.

95 한
 국의 사례를 보면, 서울은 별도의 도시재생사업센터를 해당지역에 개관하고 시청 및 구청 직원들로 구성하여 상설 운영하며
도시재생사업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시재생 교육을 시행하여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운영

그 이후에는 개발 및 건축 허가가 2022년 경에 추진될 때도 주민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96 킹스턴은 Let's Talk라는 의견 게재 사이트 운영(서울은 천만상상 등 시민 의견 개재 전용 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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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도시재생 정책 사례(2) : 마을공동체를 통한 도시재생

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조직연합체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최고의 경쟁력
◦ 빈민가에서 낮은 삶의 질 속에서 생활하던 브릭스톤 주민들을 하나로 모아낸 것이 바로 ‘우

 영국의 도시재생
◦오
 랜 세월 진행된 공업화와 부의 편중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데다, 도덕
적 해이와 태만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시작
◦그
 과정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요체가 바로 지역주민들과 그들이 중심이 돼 형성한 마을

리도 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한 작은 비영리모임인 체러티의 힘
- “버려진 나무를 어떻게 다듬을까”라는 소통과 공유가 자연스런 협업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
에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면서 빈민가였던 이곳은 창의성이 돋보이는 활기찬 도시로 탈바
꿈에 성공

공동체임

-리
 메이커리를 움직이는 것은 전문가 그룹이 아닌, 암울했던 과거 기억까지도 함께 공유하
고 나눴던 평범한 빈민층

- 공업화가 정부와 지자체, 의회 등 관 주도였다면, 현재의 도시재생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임

- 소통과 공유, 협업이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

- 영국의 마을공동체가 주목 받는 이유도 각 지역별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이나 지역특화사업
의 중심체로서 안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지를 치고 있기 때문

◦ 지난 10년간 개발중심의 민간기업과 사투를 벌이며 런던시로부터 그 신뢰성과 열정, 의지
를 인정받아 탈바꿈이 가능

◦영
 국의 도시재생 최고의 모델인 캐슬베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안해 추진했지만, 지금은

◦ 작은 비영리모임들이 모여 ‘커뮤니티 빌더스’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4개 주택협동조합

마을공동체가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주택 운영과 비즈니스를 함께 주도하는 제3의 파

까지 설립하면서 코인스트리트는 런던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된 탄탄

트너십 형태로 진화

한 지역으로 경쟁력을 더함

◦도
 시재생이 시작될 당시, 과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발맞춰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
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부터 탄생한 것이 체러티로 불리는 소규모 비영리모임
◦이
 모임들이 분야별로 활성화하면서 캐슬베일의 비영리모임들은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
를 형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성의 지역발전 모델을 구체화
- 작은 비영리모임은 수시로 소통과 공유를 반복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커뮤니티 형태로 발전시켜 정부와 지자체, 의회 등과 수평적 협업관계를 만들어내는 튼튼
한 기본 틀을 마련

◦캐
 슬베일의 비영리모임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체
크하는 기초자료 조사에 몰두
- 건물이 낙후되고, 실업률이 높아져 슬럼화가 가속화돼 교육저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
도 나빠지고 있다는 통계를 돌출해 관련 기관들과 협업체제를 형성,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생활캠페인 활동을 펼침

◦많
 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과 병행해 기존에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소통과 공유의
시스템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요체가 바로 현재 비영리모임으로 불리는 체러티임

(iv) 슬럼화와 난민유입으로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던 영국 달스턴
◦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작은 비영리모임을 꾸려 인식전환의 생활캠페인과 체계적인 발전계
획서를 제출하면서 지자체를 움직여 도시재생을 활발하게 추진
◦ 여기에 지역주민들로 구성한 비영리모임은 마을공동 커뮤니티로 발전해 문화예술분야까지
적용하면서 축제가 있는 지역으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임     

 로컬리티, 든든한 공공지원 징검다리  
◦ 체러티가 커뮤니티를 형성해 지역공동체를 만들면 ‘공공자산으로 공공복지를 높이자’는 슬
로건을 내걸고 활동하는 로컬리티 조직연합체가 지원
◦ 로컬리티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며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
관이 소유한 자산을 지역공동체에 이관해 공공자산이 지역재생과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역할
◦ ‘사람의 힘이 곧 공동체의 힘’이라는 확신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로컬리티는 △전문적
인 조언 △공동체 변화 발전 가능한 자원 공유 △네이버후드 네트워크 공유 △더 나은 공

(ⅱ) 재활용 공동체인 브릭스톤의 리메이커리
◦개
 별 체러티가 모여 재활용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40

동체 환경 조성이 목적
◦ 한 지역의 대학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파고들어 참여와 협업을 이뤄낸데서 출발한 로컬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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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국의 도시재생 최고 모델 : 캐슬배일(소통·공유의 아이콘 체러티)

(ⅲ) 런던 템즈강의 작은 기적으로 불리는 코인스트리트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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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 가능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인정신으로 꼽고 정확한 기초조사가 담보
된 연구 → 가이드 → 캠페인 등의 과정을 무수히 반복
◦특
 히, 정보의 자유화 및 공유화를 기본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정보를 확인한 후 재
정긴축에 의해 매각하는 정보를 취득해 지역자산화를 위해 주민들로 이뤄진 지역공동체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독려

7 영국 도시재생 정책 사례(3) : 도심, 주택, 문화재생

런던 도크랜드 재개발사업
1) 개요와 역사적 배경

◦반
 드시 공공목적을 위해 선순환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로컬리티가 존재하는 필수 조건
◦더
 나아가 지역자산화의 활용이 한계에 이르면 로컬리티는 공공성이 높은 파트너를 골라
연결하는 역할에도 나서면서 그 영향력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확실하게 견인
◦영
 국의 공동체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도하는 로컬리티는 이런 활동을 통해 △공동체 사용기
반 마련 △기업활동 기반 조성 △자생력 강화 △선순환구조의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 원동

◦ (개요) 도크랜드 재개발 프로젝트는 선박산업의 쇠퇴로 낙후된 런던 동부지역(Thames
Gateway) 개발사업의 일부
-도
 크랜드 지역은 200년에 걸친 영국 해상무역의 역사를 반영하는 결정체로 현재까지 유럽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경제 특구인 카나리와프 개발, 도크랜드 경전철, 엑셀전시장
과 시티공항 등의 건설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힘

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로컬리티 (Locality)
● (기관 개요) 마을만들기 사업체(Develoment Trust)들의 연합으로 영국 전역에 750개
의 회원단체가 있음
- 1880년대에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도시빈민과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한 정착운동
(settlement movement)으로 시작
-이
 는 도시빈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착주택 개념을 형성하였고 사회정
의와 평등성 운동을 벌였음
-주
 민중심 마을 조직의 사업모델로 커뮤니티 사업과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함
이 목적

● (자금조달) 2012~13년 총 수입은 약 8.5백만파운드이며 이중 50%는 사회운동, 27%
는 재산가치 수익, 10%는 창업기금, 7%는 기부금, 3%는 멤버쉽 수입, 기타 2.2%로
자금을 조달
- 연회원 멤버쉽은 개인은 75 파운드, 기업은 125 파운드를 내면 가입가능
- 가입 후 기업운영, 자금조달 운동, 로비, 캠페인 협조 등 다양한 서비스 수혜

● (현황) 영국 전역에 700개의 단체회원이 있고 200여명의 개인회원이 있음
-영
 국 전역 혹은 외국의 단체들과 함께 자금 확보 사업과 이웃 만들기 운동에 집중적으
로 협력하며, 또한, 캠페인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97

◦ (배경)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국제무역이 급격히 성장함으로 런던 동쪽 템즈강 유역으
로 진입하는 무역선들이 증가
-전
 세계로부터 물품들이 도착하면서 도크랜드 지역 부두들은 호황을 이루었지만,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군의 폭격으로 많은 부두와 창고건물들이 파괴되었고 피폐
- 1960~70년대에 해상무역의 감소로 인근 부두들이 점차적으로 폐쇄되기 시작하였고,
1981년 모든 부두가 전면적으로 폐쇄
-그
 결과로 이 지역 실업률은 급증하였고 부두들을 포함한 인근 5,100에이커(20m㎢, 약 6
백만평)의 땅이 쓸모없이 버려짐

2) 런던광역시의 자금조달 방법과 개발 전략
◦ (1970년대) 런던시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도크랜드 재생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나
정치적 영향과 자금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
◦ (1981년) 전 대처수상이 이끌던 보수당은 런던도크랜드개발회사(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를 설립하고 재개발 작업을 시작
◦ (1982년) LDDC는 이 지역을 특별기업구역(Special Enterprise Zone)으로 지정

97 http://locality.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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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개발회사들에게 재정적 특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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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하면서, 영국의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지원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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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DC의 역할은 지역 이미지 개선과 편리한 교통망 연결로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이를 위해 토지 매입과 인허가 규제의 조정권한이 주어짐

-현
 재 연간 120,000회의 노선이 수용 가능하고 차후 10년 안에 6백만명 이상으로 승객수를
두 배로 증대 추진

- 그 결과는 재개발된 도크랜드가 다시 살기 좋은 강변지역 브랜드 이미지로 재탄생하였지
만,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많은 수의 지역 주민들은 도크랜드 지역을 떠나게 하는 결과도
초래

3) 인프라 개발
● 입주를 원하던 기업체들은 런던시티와 다른 런던 지역과의 효과적인 연결을 가장 희망
하였으므로, 지하철 및 경전철 연결, 초고속 철도와 공항 같은 교통시설의 확충은 재개
발 사업의 최우선순위

① 도크랜드 경전철(DLR: Docklands Light Railway)

④ 교차철도(Crossrail)
◦ 초고속 철도선은 런던외곽 서부지역에서 시작하여 런던 중심 지역과 도크랜드 지역을 관통

◦카
 나리와프 지역 개발 작업을 하던 올림피아&요크 기업이 자금 지원을 함. 런던 동쪽 스트
라드포드와 루이스햄까지로의 후반 연결 작업은 지역 주민들이 시티나 재개발된 도크랜드
지역에 직업을 구하거나, 혹은 근로자들이 근교 외곽 지역의 저렴한 주택에서 출퇴근 가능

② 지하철 쥬블리 노선(Jubilee Line)

⑤ 에미레이트 케이블카(Emirates Air Line)
◦ 그리니치 지역과 로얄도크지역을 템즈강을 가로질러 연결하는 인기 많은 레저시설로 런던
의 환상적인 경치를 즐길 수 있음
-케
 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공연장인 O2와 컨퍼런스센터인 ExCeL을 연결, 약 10
분정도의 경유 시간 각 케빈(34개)은 10명 승객 수용

◦런
 던중심에서 카나리와프를 거쳐 동쪽 스트라드포드까지 연결. 올림피아&요크 기업이 다
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고, 노스그리니치역을 노선에 추가 변경하는 조건으로 그리니치
개발업자들이 자금을 지원
◦이
 러한 새로운 교통시설 제공은 1990년대 초반의 경제적 불확실성속에서도 기업들의 입주
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계기가 됨
- 이로써 도크랜드는 1970년대의 완전 폐허에서부터 시작하여 찬란한 21세기형 고층빌딩
숲으로 변모가 가능

③ 시티 공항
◦1
 987년 개통된 이후 런던시티공항은 런던동부 지역 재개발의 중심이 되어 왔고, 2012년
7.5억 파운드의 세금 납부로 영국경제에 크게 공헌
◦현
 재 영국, 유럽, 미국까지 48개 노선을 운항하며, 유럽의 중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장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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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얄 알버트 도크 재개발사업 현황
◦ (지방정부 차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뉴엄보로(Newham Borough)는 주민 대다수가 사회

로 투자를 유치하는 결정적인 역할

보장 제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런던의 대표적 빈곤지역 중 하나

- 이는 뉴엄(Newham)지역에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근로자의 88%가 인근 지역에
거주

-제
 3의 비즈니스 구역으로 변모하기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뉴엄보로는 런던광역시와 민간
투자가들과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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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런던 동부지역까지 연결(2018년 완공예정)

◦1
 987년에 일부분이 연결, 1991년 시티 중심까지 연결노선이 연장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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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알버트도크를 21세기형 상업 및 무역 센터로 부활시키면 60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
연간 23백만 파운드의 기업세 증가를 통한 재정 수입 기대
- 또한 2만명의 고용창출 가능성과 지역 취업률을 30% 증가시킴으로, 장기적 경제 발전의
촉진제 역할이 가능
- 뉴엄보로는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기술과 교육으로 직업기회를 제공할 계획

-하
 지만, 주택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런던에서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소음 및 환경 공해 등
의 문제를 야기하고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환경단체와 주택공급단체들은
공항 폐쇄운동을 벌여 왔음

< 참고자료 >
http://www.london.gov.uk/priorities/regeneration/infrastructure-and-development/
crossrail-urban-integration
http://www.london.gov.uk/priorities/housing-land/land-assets/royal-albert-dock
http://www.museumoflondon.org.uk/collections-research/research/docklandsregeneration/
http://www.royaldockslondon.com/

◦ (런던광역시) 런던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는 차세대 비즈니스 구역으로 3십만

http://www.theguardian.com/uk/2013/may/29/chinese-developer-deal-londonbusiness-park

평방미터의 상업, 소매, 레저시설과 25만 평방미터의 오피스 시설 및 수상 주택 같은 새로
운 타입의 주택 입주예정
- 이 재개발 사업은 로얄알버트도크 지역을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무역중심지로 활
성화시키고 집중적인 투자를 유입할 계획
- 중국건설업체 ABP는 10억 파운드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는 중국 건설업자로부터 런던부
동산 시장으로 최초의 직접 투자를 상징

영국 주거환경 재생사례
1) 스트라우드 스프링힐 코하우징 (Stroud Springhill Cohousing)

- ABP는 유럽에 헤드쿼터를 두고자 희망하는 기업체들의 유럽 비즈니스의 출발점으로 장소
와 컨설팅 비즈니스까지 제공
- 베이징 사업 시간에 초점을 두고 24시간 영업하는 도시안의 작은 도시로, 이 건설 작업은
2015년 시작되어 2017년 첫 임차 사업주가 입주

◦ (비판적 시각) 카나리와프는 런던의 코스모폴리탄 인구와 인근 최저빈곤층사이 빈부격차를
상징적으로 대조하는 지역으로 유명
- 1980년대 재개발 사업은 부를 재창조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전적으로 이 과정에서 소외
- 빈곤지역의 대형 투자와 재개발사업은 지역을 발전시키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
지 못하는 위험을 항상 소지
- 뉴엄보로에 의하면 인근 지역 대형 쇼핑몰 웨스트필드는 다수의 직업을 창출하였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은 지역사회에 별 이득이 없었음을 지적
-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75%의 지분을 소유한 시티공항은 위치 문제에서부터 논쟁의 촛점이
되어왔고 런던시를 비롯한 인근 기업체들은 전적으로 시티공항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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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스트라우드에 위치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코하우징 사례로, 코하우징이란 인접
한 다른 주택에 살며 공동의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유형
- 각 세대는 작은 월정액을 내고 거주자들은 자발적으로 전체 하우징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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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ham.gov.uk/Documents/Environment%20and%20planning/RoyalDocks
AVisionfortheRoyalDocks[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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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주택 유지는 각기 전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 작업은 자원봉사로 유지하고 가
끔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고용

◦ (자금조달) 창시자 데이빗 마이클씨는 스트라우드 중심 언덕에 2에이커(8,000㎡) 규모의 땅

-1
 984년 주민중심으로 조직된 사회적 기업 CSCB(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을 통
하여 고층빌딩, 상업시설 중심의 부동산회사의 개발안에 대항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재개발
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

을 150,000파운드의 보증금을 두고 구매

* 코인스트릿 빌더는 사회적 개발신탁기업으로 옥소타워을 포함한 주변 런던사우스뱅크 지역을 주거, 직업,
관광 모든 면에서 가능하게 발전시킴

- 코하우징 회사를 설립하고 재정문제, 법적인 계약서들을 모두 전담하여 이러한 주거 형태
를 현실화함. 관심을 표명한 가족들이 각 1파운드짜리 쉐어를 5000개씩 구매하여 땅을 전
면 구매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

* 조미료 회사인 옥소가 건물을 비운 뒤, 30년 넘게 폐허지역이던 이지구를 지역주민들이 사회공동지역으로
개발하여 다양하게 발전된 이웃 공동체로 재생시킴

- 회사 오너쉽을 가진 주식 소유주들은 2001년 4월 550,000파운드에 토지를 완전히 구매하
고, 데이빗씨는 플롯(Plots) 구매라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주민들은 주택 규모에 따라 각
기 다른 구매 가격을 확정 받음

◦ (개발과정)
- (1970년대 이전) 템즈강을 이용한 내륙운송용 소형부두와 물류창고로 한때 번성하였으나
대형항만의 개발, 해상운송의 쇠퇴와 더불어 낙후지로 전락
- (1980년대) 템즈강 북측의 부동산 개발붐이 남측으로 확산되어, 부동산개발 회사에 의한
오피스, 상업시설 중심의 고층빌딩 건설안 제안

◦ (현황) 스프링힐 코하우징은 민간소유 회사이며, 거주자들이 회사주식 소유
- 거주자들은 소유주, 임대자 그리고 세입자들과 그 가족들 모두를 포함

- 현재 리스트에 100명이 입주에 관심을 표명하며 주택 판매 및 세입 정보가 인터넷에 등록
됨98
99

2) 코인스트릿 커뮤니티 빌더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 대부분 저소득층인 지역주민들은 상업적 개발에 반대하여, 서민주택, 커뮤니티 지원시
설 등 주민중심의 개발 추진을 위해 1984년 CSCB 결성
- (1990년대) 수년간의 논쟁을 거쳐 런던시는 주민제안의 개발안을 최종적으로 채택, 동부지
를 저가로 CSCB에 매각하고 초기 개발자금도 융자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
⇒ CSCB는 서민용 임대주택 개발 및 운영을 위한 4개의 주택조합을 결성 총 230호의 임대
주택 건설 및 분양
⇒ 템즈강 산책로(Thams Walkway)를 조성하여 런던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축제를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 지역활성화 우선 추진
- (2000년대 이후)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옥소타워 내 유명레스토랑 유치, 다양한 소형
갤러리 임대사업, 템즈강변 음식점, 주점, 주차장사업을 통해 이익 창출
⇒ 발생수익을 커뮤니티 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자체수입으로 지속가능 운영

◦ (자금조달) 지역주민들은 1984년 코인스트릿 지역 토지구매를 위해 1백만파운드를 런던투
자회사와 런던시로부터 대출 받음
-점
 차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사업 발전자금은 은행 융자를 받았으나, 융자금과 이자는 상업
적 수입으로 갚음

◦ (기관 개요) 공동체가 개발하고 이익금을 주민에게 환원한 대표적인 사례
- 런던 중심부 템즈강 남측 사우스뱅크(south bank) 지역의 13만에이커(52,000㎡)의 폐쇄
된 항구, 창고, 소규모 공장지역을 서민용 임대주택, 예술작업장,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재
개발

- 초기에는 주차장 등의 수입이 전부였으나 현재는 상가세수입, 시설임대료, 시설 운영 자문
서비스 등의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고 있음

◦ (현황) 복지 시설 구성은 사회임대주택, 상가, 미술관, 공원과 강변로, 스포츠 시설 등이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축제와 이벤트, 육아, 가족, 학습, 창업보조 프로그램 등을 운영100
- 옥소타워 : 템즈강변 랜드마크, 유명레스토랑, 갤러리 등 유치

98 http://www.springhillcohousing.com
99 c oinstreet 재개발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파일) 참조(pp26-52)
http://library.krihs.re.kr/dl_image/IMG/02/000000006706/SERVICE/000000006706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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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패니쉬 가든(spanish garden) : 단지내 스페인식 정원
100 http://coinstreet.org/, http://www.oxotower.co.uk/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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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브리엘스 워프(Garbriel’s Wharf) 구 창고시설을 개량, 디자이너 샵, 식당, 펍등 편의시
설을 통해 런던시민, 관광객 유치
- 임대주택단지 : 멀베리, 이로꼬 등 4개단지 230가구
- 커뮤니티 센터: 회의장, 주민교육 프로그램, 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3) 브릭슨 그린 (Brixton Green)

◦ (기관 개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폐허였던 주차장을 재활용 작업 센터로 재생 시키
는 프로젝트
-사
 회임대주택 지하에 빈 공간을 활용하려는 아이디어가 공모전을 통해 당첨되었고, 자금
지원을 받은 당선자가 리메이커리 작업을 시작
-폐
 기된 나무, 종이, 직물, 금속제품 등을 DIY를 이용하여 다른 상품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제공이 목적으로 작업 공구들의 공동 사용 가능

◦ (자금조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램버스 구청이 100,000파운드를 지원하고, 환경보호
자선단체인 Humanity London에서 건축가를 제공
-건
 물 옆 지상 커뮤니티 공간에 야채를 기르는 등 인근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수익은
공간 임대료로 조달될 계획

◦ (기관 개요) 민관협력 주거지 재생사례임. 주민협동조합으로 램버스 구청 관할 낙후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재개발사업 계획한 사례
- 다문화지역으로서 인종차별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실행계획을 실천

◦ (자금조달) 램버스 지방구청 보조금과 각 1파운드 주식 판매 자금으로 주주인 참여 주민들

◦ (향후계획) 멤버쉽 월정액과 작업 공간임대료로 수익 창출
-리
 메이커리에서 제작된 재활용 상품 상가들을 유치하고, 직업훈련과 취미 생활을 위한 트
레이닝을 제공할 계획102

5) 웸블리 시티 (Wembley City)

에게 조합원 참여 자격과 의사 결정권이 주어짐
◦ (현황) 지역공동체 개발 사업으로 인근에 버려진 토지에 다양한 시설을 제공함으로 주변 낙
후 지역을 개발
- 불량학생들에게 체육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과정을 제공함으로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고. 주민들이 사용 가능한 미술관과 헬스 케어 등 복지시설 제공이 목적101

4) 브릭슨 리메이커리 (Brixton Remakery)
1. 영화관 2.패션아울렛 3. 234채의 아파트 4. 헬스장 5. 학생 기숙사 6. 힐튼호텔
7. 286채의 아파트 8. 웸블리 직업훈련소 9. 유치원 10. 웸블리 행사장 11. 분수광장
12. 공원 13. 웸블리구장으로 이어지는 계단 14. 공원과 암벽타기 등 다양한 게임공간
15. 유흥공간 16. 미정으로 새로운 개발지역

◦ (기관 개요) 브렌트 구청 관할 지역으로 웸블리 축구장 재개발과 함께 근처 지역이 지역 주
민들을 위해 재개발
101

150

http://www.brixtongreen.org/

102 www.remake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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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리톤로드(Somerleyton Road) 개발 계획

-예
 상했던 초기 예산을 몇 배 초과함으로써, 자금이 부족했던 프로젝트 매니저는 자원봉사
자들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경범죄자들을 건설 작업에 활용하였고, 현재까지 리모델링
작업 중이며 2014년 초에 완성될 전망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자금조달) 토지개발회사 Quintain Estate and Development plc가 지역 재개발을 허가를 받
은 후 47백만파운드를 저렴한 주택건축에, 60백만파운드를 공공시설 설립에 투자
◦ (현황) 런던 북서쪽 웸블리는 새로운 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새로운 상가단지와 공원, 저렴
한 가격의 신주택, 호텔과 사업지 등으로 현재까지 재개발 작업이 한창 진행 중
- 2030년까지 런던 경제의 국제적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의 재탄생이 목적103

◦ (개관 경위) 1889년 설탕 제조업으로 대성공한 사업가 헨리테이트는 자신의 개인 소장 예
술품 65점들을 국가에 기증하였으나, 당시 영국 국립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에는 전시 공
간이 현저히 부족
-새
 로운 미술 전시 공간이 필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적합한 장소 선정 작업
을 시작
-이
 새로운 미술관은 헨리테이트의 기증 작품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국예술가들의 작품들도
전시할 좋은 기회로 여겨졌고, 새로운 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

문화시설 재생

-헨
 리테이트가 선뜻 8만 파운드를 기부하였고, 1897년 밀뱅크 미술관이 개관

◦ (조성 및 재생 과정)

1) 테이트 미술관(Tate Modern)
◦1
 897년 대중에게 처음 소개된 테이트 미술관은 영국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한 곳에서 소규모로 개관
테이트 리버풀로 4개의 대형 미술관으로 구성
◦이
 4관에서 16세기부터의 영국 예술작품들, 국제예술과 현대예술 작품들을 모두 포함하여
약 70,000점의 작품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으며, 연이은 개발 계획들로 그 규모를 지속적
으로 확장 중
◦1
 988년부터 테이트 미술관 그룹 총관장직을 엮임하고 있는 니콜라스 세로타 경(Sir Nicholas
Serota)*의 지휘아래, 1993년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그리고 2000년 테이트 모던이 개관함
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증관이 있었음
* 기존 밀뱅크 미술관을 테이트 브리튼으로 개명하여 증축 개발하였고, 또한 각 전시실의 성격을 특화시켰음

가. 테이트 브리튼 (Tate Britain)

-영
 국인 범죄자들을 호주로 보내는 전송 포인트였던 밀뱅크 교도소는 1890년에 이미 허물
어졌었음
-건
 축가인 시드니 스미스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미술관은 8개의 전시실에 245개의
작품을 시작으로 1897년에 개관함
-이
 후 밀뱅크 전시장은 7번의 대형 증축 작업을 하였고, 초창기 15년 동안 이미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음
-추
 가된 7번째의 전시실은 영국의 유명 인상파 화가 윌리엄 터너의 유작들을 전시하기 위해
지어짐

◦ 개관 당시부터 유명세를 끌었던 이름인 테이트 미술관으로 1932년 공식적으로 명칭이 바
뀌었고, 1955년 테이트 미술관은 내셔널갤러리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되었음
- 한편, 1979년 대형 증축 작업의 일환으로 폐허였던 구 군인병원건물을 인수하여 확장하
였음

나.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 (개관 경위) ’92년 12월 테이트 그룹 위원회는 국제예술과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별도의 미
술관을 새로 개관하기로 발표하고, 템즈 강변에 위치한 구 전기발전소 건물을 적합한 장소
로 선정
-이
 제안서 내용 중 전기 발전소 형태의 기존 고유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려 함이 선정
의 주요 요인이었음
-3
 5미터 높이에 152미터 넓이의 터빈홀, 하나의 대형 중앙 굴뚝과 옆의 보일러실의 구조의
그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한 이 전기발전소는 1981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음

103 http://www.yourwembley.co.uk/wembleycit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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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6년 12백만 파운드 영국재개발 파트너쉽 자금으로 토지 구매와 함께 재개발 작업이 본
격적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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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테이트 미술관 그룹은 테이트 모던,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그리고

-내
 셔널갤러리의 감독아래에, 1892년 구 밀뱅크 교도소 터가 영국 예술을 전시하기 적합한
새로운 국립미술관 장소로 선정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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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현황
- 2000년 5월 개관 이후로 약 4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영국의 3대 최고 인기 관광명소
중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았고, 런던에 연간 약 4억 파운드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옴
- 대한민국 출신 비디오 설치미술가 고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음
- 현재 건물 뒤편에 새 전시 공간 확보와 방문자들을 위한 교육 및 사회 공간 마련을 위한 새
로운 디자인의 빌딩이 추가로 건설

다. 테이트 리버풀 (Tate Liverpool)
◦ (개관경위) 1980년대에 당시 관장이던 알란 보우니스 (Alan Bowness)씨는 영국 북쪽에 또
다른 테이트를 창조하기로 결정
- 이 갤러리는 모던 예술과 특히 젊은 세대들을 독려하기 위한 활발한 교육 프로그램들로 독
특한 성격을 가짐

- 1981년 이 폐허였던 창고건물은 선박박물관, 레스토랑들 그리고 술집들로 다시 활기를 띠
게됨
- 1985년 건축가 제임스 스털링이 테이트 리버풀의 디자인을 시작
- 그는 외장 벽돌과 석조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미술을 전시하기 적합하도록 내부
디자인을 심플하면서도 우아하게 탈바꿈시켰고, 1988년 5월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임

◦ 2007년 갤러리는 터너 미술상을 주최하였고, 유럽의 현대미술 대형 전시장으로 연간
600,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함.

- 예술적 성향과 연관 역사는 빅토리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 Barbara Hepworth, Naum
Gabo, Alfred Wallis, Mark Rothk

◦ 같은 미술가들이 세인트 아이브스에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하였음
-1
 988년 대서양을 바라보는 Porthmeor 해변가에 위치한 구 가스공사 건물이 적합한 장소
로 선정되었고, 건축가들은 원형지붕이 갤러리의 중심으로 그대로 보존되도록 디자인함
-1
 991년 그 지역공동체 헨리무어재단의 자금과 유럽 지역개발 자금을 재정으로 공사가 시
작되었음
-1
 993년 6월까지 약 120,000명의 방문자가 관람하였고, 이후 매년 약 240,000명의 관람객
이 관람함. 현재는 더 넓은 전시 공간 확보와 교육 서비스와 방문객 시설 증진을 위한 새로
운 공간 확보 계획

2) 바비칸 센터(Barbican Center)
◦ 런던 금융 중심가에 위치한 바비칸 센터105
* 1평방 마일(약 2.9평방 킬로미터)

-런
 던 금융 중심가인 ‘시티(the City)’ 지역은 ‘스퀘어 마일*’이라는 작은 구역으로 19세기부
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국 뿐 아니라 세계 금융과 재정을 이끌어 온 다국적 금융 기관들로
가득 차 있음
-그
 러나 그 중심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폐허가 된 지역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서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지구, 바비칸 복합단지(Barbican Complex)라고 불리우는 공간
이 자리하고 있음
•이 곳은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 길드홀음악연극학교(Guildhall School of
Music & Drama), 바비칸 아트 갤러리(Barbican Art Gallery)등의 기관과 고급 주택으
로 구성

◦ 바비칸 복합단지는 전후 영국 건축계가 선호했던 ‘브루탈리즘(Brutalism)’ 양식의 건물 중
하나로 완공 이후 줄곧 대중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지만, 2001년 문화부로부터 2급 보존
건물(Grade II Listed)로 등록되어 그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됨
-1
 0여년에 이른 공사를 거쳐 1982년 문을 연 바비칸 센터(Barbican Centre)는 템즈강 남
쪽 사우스뱅크 센터(Southbank Centre)와 더불어 런던의 대표적인 복합 예술 센터로서,
공연장, 영화관, 아트 갤러리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음

라.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Tate St Ives)104
◦ (개관경위) 영국 남서부 콘월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세인트 아이브스는 대형 갤러리를
104 http://www.tate.org.uk/about/who-w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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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연극, 공연, 영화 등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한 지붕아래에서 즐길 수 있
는 곳으로, 가공되지 않은 재료 그대로의 사용과 콘크리트 노출로 지어진 것이 특징

105 이경숙, https://www.britishcouncil.kr/programmes/arts/visual-arts/barbican-art-gallery. 주한영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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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로 선정된 알버트 도크 항만은 아시아로부터 들어온 차, 실크, 담배, 주류 등이 가득한
선박화물들로 한때 성황을 이루었었지만 폐허였음

보유하기에는 조금 의아해 보일 수도 있으나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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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칸 센터는 1,166명이 관람할 수 있는 극장과 200석의 The Pit 소극장, 3개의 스크린을
지닌 영화관, 도서관, 컨벤션홀, 콘서트홀, 미술전시관과 예술학교 등이 위치

Ⅱ. 지자체 문화 분야 주요 정책

- 특히, 바비칸 아트 갤러리는 현대미술, 건축, 패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전시회를
진행
•갤러리의 주 전시 공간과는 달리 무료입장으로 운영되는 더 커브(The Curve) 역시 대중
적인 접근성과 예술적인 가치 두 가지를 중시

1 영국 문화예술 정책 개관

•더 커브는 미술의 경계와 갤러리 공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도
진행

1) 영국 예술정책 원칙106

- 바비칸 홀은 London Symphony 오케스타라, BBC Symphony 오케스트라의 홈공연장이
며 세익스피어 극단의 정기공연이 이뤄짐

 (원칙) 자유방임주의와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 자유방임주의 ： 오늘날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공공기관은 애초 개인에 의해 설립 운영된 사

- 센터 로비 중앙에는 bocci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Omer Arbel 조명 조각품이 설치

례를 정부가 마지못해 인수한 경우가 많았던 역사에서 유래

부의 완충역할을 하는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
◦ 예술경영의 중요성 강조
◦ 국민복권제도 운영 : 예술지원기관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은 감소하는 반면, 국
민복권에서 발생한 수익금 배분은 문화지도를 변화시킴

 영국 예술정책 지원 목적
(ⅰ) 문화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정부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해 예술 지원
(ⅱ) 영국 영화를 보호육성 하는 것은 문화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예
와 같이 예술과 문화가 경제 발전에 기여
(ⅲ) 산업사회 진전에 따른 인간성 말살과 같은 폐해는 예술을 통해 인간가치를 회복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예술과 문화는 국민을 문명화하는데 기여
(ⅳ) 예술은 복지국가의 한 부분 이자 국민이 향유해야하는 대상으로 정부는1945년 전후 문화
시설 건립에 중점
-예
 술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이 접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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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 영국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계획과 동향,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107 팔길이는 몸과 팔과 손의 관계로, 즉 장려할수도 야단칠수도, 빰을 때릴수도 있을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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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예술 진흥의 시작과 특징
< 2016 문화백서 (The Culture White Paper)109 주요내용 요약 >

◦소
 위 말하는 ‘고급예술’로서 일부 귀족·특권층만 누리던 예술을 국가의 개입으로 다수의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진흥정책을 마련했던 시기로 거슬러감

1.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든 모든 사람은 문화에 대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 1·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귀족
이 전유하던 예술을 전 국민이 누려야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때임

1.1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서의 문화의 역할과 중요성

- 1940년 음악예술진흥원(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
CEMA)이 설립, 이를 모태로 대영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ACGB)가
설립(초대 위원장이 존 케인즈(John M. Keynes)

◦ 영국 경제가 살아난 1960년부터 예술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고, 예술부 장관(Arts
Minister)이라는 직책이 생겨났으며, 1965년 최초의 예술부 장관인 제니 리(Jennie Lee)의
재임 기간 동안 최초의 문화백서가 발간되어 예술을 통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108
◦영
 국 예술의 특징 * 접근성과 우수성의 공존의 가치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시민 프로그램 추진
•문화 교육을 위한 RSA(Royal Society for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와의
협업
•열악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Pupil Premium Awards 시행
1.2 재능 있는 학생들의 재능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예술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예술위원회와의 협업
•견습생 활용 지원을 위해 예술위원회와 Historic England(DCMS 산하 기관)와 전략 수립
1.3 다양성 반영
•리더십의 다양성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기적 보고 시행
•인종, 소수민족, 장애인들의 문화 부문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할 강화

“접근성대 우수성 논란은 아주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예술도 스포츠 같
았으면 한다. 스포츠의 경우 접근성 확대와 우수성 제고가 동시에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지
않은가, 사실 스포츠인들은 소수 재능 있는 이들의 올림픽 성공을 주말 레저 스포츠 확산에의
기여로 인실 할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 접근성을 넓히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킨다. …(중략)… 따라서 접근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최상의 문화와 예
술로의 접근 통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준 미달 문화로의 접근은 실망을 낳을 뿐이며 결국 국
민들은 예술 작품 감상을 위해 지불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수준 미달 문화는 열망의 수준을
높이지 못할뿐더러 궁극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따라서 문화 보조금의 중심에는 우수성이
자리 잡아야 하며 우리는 우수성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108

< 사례: In Harmony >
‘In Harmony’ 프로그램은 영국의 가장 빈곤한 지역의 어린이들의 삶을 오케스트라 음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
는 국가적 추진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에 근간을 둔 것으로, 어린이
들에게 오케스트라 음악을 소개한다. 정부가 설립하고 예술위원회와 교육부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런던, 리즈, 뉴캐슬, 게이츠헤드, 노팅엄, 텔포드, 스톡온트렌드 등 20개 학교의 4,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참여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2. 문화적 풍요로움이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2.1 건강한 지역사회와 경제 성장 구축을 위한 문화 활동 촉진
•UK City of Culture, the Great Exhibition of the North and the Discover England 기금을 통해 지역사회

◦영
 국 예술의 운영 체계
- 1997년 기존의 ‘국가문화유산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가 ‘문화미디어스포
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Sport/DCMS)’로 확대 개편
- 이후 문화예술분야의 통합적 지원은 정부부처인 DCMS에서 담당하고, 예술정책은 지역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 중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이하 ACE)가 DCMS와 함께 영국 문
화예술정책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발전 도모
•2021년 UK City of Culture 선정과 2023년 European Capital of Culture 선정
•지역사회 문화 혜택을 위해 예술위원회와 문화유산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과 협업
2.2 지역 파트너십 관계 강화
•새로운 문화 파트너십 개발을 위한 리더 발굴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복권 유통업자들과 지역 문화 기관과의 협업
2.3 지역사회 역사적 장소 개발 지원
•새로운 Heritage Action Zones 설립
•유서 깊은 건물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지속적 지원
•문화 활동을 위한 유휴 공간 활용 독려
•영국 교회 건물 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

108 Tessa Jowell(전 영국 DCMS 장관), 정부와 문화의 가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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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테크놀로지 활용
•디지털 공공 콘텐츠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보고서 작성
- 향후 십년간 전국 문화유산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Historic England와의 협업

4. 문화 투자, 회복 탄력성과 개선
4.1 정부의 지속적 투자
•2017년부터 박물관과 갤러리에 대한 세금 감면 시행
•기부금 혜택 변경 고려

< 사례 1: UK City of Culture 프로그램 >
UK City of Culture 프로그램은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문화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 문화 행사이다. 2008년

•세금 감면액 확대
4.2 혼합(mixed) 기금 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

European Capital of Culture에서 리버풀의 성공을 시작으로 하여 매 4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발전되었다. UK

•박물관과 갤러리 개선 기금을 위해 2백만 파운드 추가 투자

City of Culture로 선정된 도시는 관광객 증가, 지역사회 화합, 문화 포트폴리오 증진과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크라우드펀딩 파일럿 계획 시행

협업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UK City of Culture로 선정된 Derry-Londonderry의 경우

•Commercial Academy of Culture 설립

엔 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했으며, 2017년 선정된 Hull의 경우엔 6천만 파운드 가치의 지역 경제 활성

•펀딩 다양화를 위해 예술위원회와 문화유산복권기금과 협업

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최근 영국 정부는 Hull에 Hull New 극장 재정비 사업에 5백만 파운드, 문화유

•기부자 그룹의 관심 증대를 위한 노력

산 보존에 8백만 파운드 등 총 1,3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4.3 문화백서에 명시된 목성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지원
•예술위원회와 문화유산복권기금의 맞춤식 검토 시행

‘요크셔 아트스페이스’는 쉐필드 지역 4개의 건물에 160명 이상의 아티스트를 위한 스튜디오를 제공

•박물관에 대한 검토 시행

한다. 아티스트에게 최상의 스튜디오와 전문적인 맞춤형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스튜디오 밖의
갤러리들도 아티스트를 지원하도록 연결해 준다.
3. 문화력은 영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3.1 글로벌 명성과 소프트파워 강화
•신시장 개척을 위해 UKTI(UK Trade &Investment)와 함께 문화수출 프로그램 홍보
•국제 파트너십 기회 증진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유산 부문의 국제적 교류 증진

< 사례: The Royal Parks >
정부는 DCMS 산하 조직인 Royal Parks Agency와 파트너 자선단체인 Royal Parks Foundation을 합병하여
이전보다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인 새 자선단체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2016년 말에 가동될 예정이
다. Royal Parks는 공원과 국가 행사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35%는 국가 재정으로, 나머지 65%의 운영비
는 Royal Parks Foundation이 상업적 또는 자선 경로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합병 이후, 현재 매년 7천7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즐기고 있는 퀄러티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모델은 역사적 장소, 건축물, 문화재
를 포함할 것이며, 향후 수만 명의 추가 방문자들의 유입이 가능한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2 The GREAT 캠페인을 통한 영국의 브랜드화 촉진
•타 국가와 문화적 공조를 위해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과의 협업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지원
•2017년 인도, 대한민국, 아랍 에미리트와 문화 교류
3.3 세계 문화유산 보호
•3천만 파운드 기금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와 재건
•1954년 헤이그 무력 충돌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과 2개의 의정서 비준
•전 세계 문화 개발과 보호를 위한 전문성 공유

2 영국 문화예술 정책 주요 영역110
1) 주요영역
<정책영역>
◦ 예술위원회 중심의 전문예술 지원정책(팔길이 정책)

< 사례: Shakespeare Lives >
‘Shakespeare Lives’는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그의 작품과 문화, 교육,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기념

◦ 도시재생과 문화영역(찰스 랜드리)

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영국문화원과 The GREAT Britain 캠페인은 셰익스피어의 연극, 영화 등 새로운 작

◦ 문화예술교육정책(CP)

품을 영국 극장, 박물관, 교육자,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을 한다. 전 세계 140국 이상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
게 BBC, the British Film Institute, the National Theatre, the Royal Shakespeare Company, the Shakespeare

◦ 창조산업과 관광영역(West side story)

400 consortium, the Shakespeare Birthplace Trust, Shakespeare's Globe와 파트너십을 맺어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
110 최혜자, 영국적 맥락에서 읽는 생활문화, 지역문화연구원(2017.10)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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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Yorkshire Art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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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영역>

◦ 싸우스뱅크 공연장위원회 (South Bank Theatre Board)

◦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혹은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

◦ 예술품수출 심사위원회 (Reviewing Committe on the Export of Works of Art)

◦생
 활문화(Everyday Creative) : 일상의 문화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스스로 문화주체로서 자

◦ 공연장신탁 (Theatres Trust)

기방식의 삶을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문화역량 중요성 부각111
< 생활문화를 읽는 3가지 역사적 맥락 >
•(빅토리아 전후시대) 1900년 전후 근대화를 완성한시기, 최강의 전성기로 화려하고 근엄한 문
화 분위기를 만들던 시대로 자원봉사, 빈민구제, 고아원건립 등 사회적 관용이 확장하던 시기
- 계몽적, 자선적, 관용적성격의 문화활동, 자발적 문화활동 성장
•(1960년대 community arts) 문화주체들의 자각을 통해 문화적 변화를 꿈꾸는 활동으로 지역과
사회 속에서 성장한 대안문화로서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

•(1980년 이후 everyday creative) 창의적 활동이 가능한 내적상태와 문화적 여건 조성으로 공
급보다 내적으로 발굴하고 촉진하는 활동에 관심 : 시민의 문화역량*으로 정리
*일상의 문화활동을 가능하게하며 스스로 문화의 주체로 자기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것

◦ 대영박물관 (The British Museum)112 : 문명의 역사를 말해 주는 예술작품들과 고대 유물들
의 국가 소장품을 소유
◦국
 립미술관 (National Gallery)113 : 13 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최상급 유럽 그림들을 소장
-1
 9세기 중반까지의 영국 작품들과 함께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스페인
학파들의 대표적인 작품들도 소장

◦ 자연사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114 : 동물, 식물, 화석, 암석 그리고 광물들의 표본
을 6,800 만개 이상 소유
-이
 들은 환경과학, 의학, 농학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이 수행하는 가장 중
요한 연구작업

◦ 국립과학산업박물관(National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115 : 요크(York) 에 있는
과학박물관과 국립철도박물관, 브래드포드(Bradford) 에 있는 국립사진·영화·텔레비전
박물관, 그리고 윌 트셔 (Wiltshire)의 라우튼(Wroughton) 출장소가 포함

2) 주요예술문화 단체
 예술분야
◦잉
 글랜드예술진흥원 (Art Council of England) : 공연예술, 시각예술 및 여타의 문화무역을
지원하는 영국의 중앙정부 지원의 중심적인 국립예술 지원기관
- 중앙정부의 공공기금과 국민복권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의 합리적 분배를 통해 전국에 걸
쳐 예술을 진흥시키는 책임

◦공
 예진흥원 (Crafts Council) : 1971 년 설립된 독립기관으로서 공예와 공예인들을 지원하
고 영국의 현대공예진흥이 목적
- 공예진흥원은 현대적인 공예작품의 창작을 도모하고, 장인들의 작품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며 작품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장려

◦왕
 립미술진흥원 (Royal Fine Art Commission) : 공공단체나 다른 단체에 국가적 또는 공공
적인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관련 프로젝트나 개발과 관련하여 질적인 문제를 조언

- 소장품들은 물리학, 공학 그리고 의학의 발달사를 보여줌

◦ 테이트미술관 (Tate Gallery)116 : 터너의 작품을 포함하여 16 세기에 서 현대미술까지의 영
국 미술과 20 세기 예술의 국가소장품들을 소유
-런
 던 밀뱅크에 있는 테이트미술관과 리버풀에 있는 테이트미술관, 그리고 성 이브 스테이
드 미술관을 포함한 전시관들의 집합체

◦ 국립초상화미술관 (National Portrait Gallery)117 : 영국 역사상 뛰어났던 인물들의 초상화를
소유
◦ 대영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118 :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1914년 이래 영
112 https://www.britishmuseum.org
113 https://www.nationalgallery.org.uk/
114 http://www.nhm.ac.uk/
115 https://www.scienceandindustrymuseum.org.uk/
116 테
 이트 미술관 관련 한글 설명자료 등은 https://www.britishcouncil.kr/programmes/arts/visual-arts/tate-gallery, 미술관 웹사이
트는 https://www.tate.org.uk

111 관
 련하여 3가지 연구가 진행중(2008∼2017) : our creative talent(영국문화부 & 잉글랜드예술 위원회/2008) The future of
cultural value(Warwick위 원회/2015), Towards cultural democracy(King's college London/2017) : Get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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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https://www.iwm.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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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년 대상의 다양한 예술활동, 교육연극운동 전개, 주민참여 연극활동 등 커뮤니티 복원에
관심

 박물관 및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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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의 자료들이 있음
◦국
 립해양박물관 (National Martime Museum)119 : 영국의 해양사, 퀸스하우스 (the Queen’s
House), 옛 왕실 관측소를 전시
◦머
 시사이드국립박물관과 미술관 (National Museums and Galleries on Merseyside)120 워커
미술관과 리버풀박물관, 머시사이드해양박물관, 리버풀생활박물관, 레이디레버미술관, 서
들리 하우스, 자연보존센타를 포함
◦ 왕립무기박물관 (Royal Armouries)121 : 무기와 병기구를 전시
- 리즈에 주요 박물관이 있고 포츠머스 근처에 있는 포트 넬슨에 대포 기념관이 있음

◦박
 물관미술관위원회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1931년에 설립된
영국 내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자문기관
- 박물관과 미술관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박물관의 수준 향상 위한 활동을 수행

-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
- 7개의 영국 내 지역 박물관 평의회에 자금 지원 및 다른 보조금들도 관리

◦호
 니만박물관과 공립공원신탁 (Horniman Museum and Public Park Trust) : 전 세계의 각
지역으로부터 수집한 소장품(16 에이커 규모 정원과 공원 안에 위치)
- 그 지역 사람들과 문화, 환경들을 설명, 예술품들과 음악, 그 나라의 역사들을 포함

◦런
 던박물관 (Museum of London) :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런던 역사에 관한 소장품 전
시및 보존, 런던박물관 고고학서비스(MoLAS) 제공
◦맨
 체스터과학산업박물관 (The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in Manchester) - 맨체스
터 지역의 산업과 사회 성장과 과학발명의 역사 전시
◦존
 소안경 (卿)박물관 (Sir John Soane’s Museum) : 건축가인 존 소안경이 링컨의 기숙사
마당 안에 자신이 살기 위하여 설계한 집과 그가 수집한 그림들과 가구들, 고대 유물들을
전시
◦제
 프리박물관 (Geffrye Museum) : 1600 년에서 1950 년대까지의 잉글랜드에서의 가구와
실내 장식의 발달을 보여주는 방들을 전시
◦ 정부 예술컬렉션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the Government Art Collection)

◦ 영국문화재청 (English Heritage) : 1983년 설립, 영국의 역사적 건축 환경의 보전을 담당
하는 모든 일에 정부의 법적인 자문역할
* 역사적 빌딩, 조상의 기념품, 보존지역, 고고학 적인 것, 대성당과 교회들에 지원하는 비복권 교부기금으로는
가장 큰 재원

◦ 왕립잉글랜드사적위원회 (Royal Commission on the Historical Monument of England) :
1908 년 설립,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하는 영국 고대유물과 역사적 건축물의 국가적인 기록
을 수집, 이용 촉진
◦ 국립문화재기금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 1980년 설립되어 토지, 건축, 예술작
품, 국가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소장, 구입, 보존 및 관리를 지원
- 특히 국민복권 수익을 유산에 배분하는 책임

◦ 왕립사료위원회 (Royal Commission on Historical Ma nus cripts)
-역
 사 사본들과 기록들, 고문서 (일반적인 기록들과는 다른 것)들을 찾아내고 기록하며, 그
것의 보존과 저장에 관한 자문을 하고, 이용을 돕는 것이 목표

◦ 난파지보존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 on Historic Wreck Sites)

 도서관
◦ 대영도서관 (British Library) : 대영 도서관은 문자로 쓰여진 국가적인 소장품들을 소유, 기
록, 보존
◦ 도서관정보위원회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 도서 관정보위원회는 정부에 도
서관과 정보에 관한 자문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도서관과 정보분야 (LIS) 연구전략을 수
립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
◦ 공공대출권관리소 (Public Lending Right) : 공공대출권리 (PLR) 사업은 등록된 작가들을
위하여 그들의 책이 공공도서관에 대출된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 제공
◦ 도서관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on Libraries)

 방송, 영화 및 매체
◦ 국립영화텔레비전학교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 : 국립영화텔레비전학교는 영
화와 TV 프로그램 제작기술을 배우는 대학원 과정
◦ 방송심의위원회 (Broadcasting Standards Council) : 1996 년 방송법에 따라 1997 년 4월

119 https://www.rmg.co.uk/national-maritime-museum
120 http://www.liverpoolmuseums.org.uk/

1일에 방송표준위원회와 방송고충처리위원회의 합병으로 설립
- 두 기관의 기능 통합으로 TV 와 라디오의 공정성, 취미, 품위 (예절 ) 등 공적 기능 강화

121 https://royalarmouries.org/venue/white-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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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에 중립적인 자문과 전문가를 제공하며, 박물관 정책에 관하여 정부에 자문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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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공정치 못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의 방송과 관련한 고
충을 처리해주는 역할

3) 잉글랜드 예술진흥원(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ACGB)122

- 나아가 방송의 표준화와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한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

 개관
◦ ’46년 ACGB 설립 : 영국에서 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

- 예산 가운데 절반은 문화매체체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 반은 BBC, 독립텔레비전위
원회, 라디오방송위원회, S4C 로부터 지원

◦ ’94년 ACE(England), SAC(Scottisch arts council), ACW(Wales) 등 3개기관으로 분리되어

◦ 대영영화진흥원 (British Film Institute) : 영국에서 영화·TV 예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기존의 ACNI 등 4개의 독립적 지원체계로 개편

국가기관으로 왕실 헌장에 따라 만들어짐

◦ ’02년부터 ACE는 10개의 지역예술위를 통폐합, 9개의 지부로 개편

- BFI 는 국립영화· TV 기록보관소 (NFTVA), 국립 영화극장, 영화, 기념관, 모든 영화를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

 ACE(Arts Council of England)와 정부의 관계(ACE의 목적)

- 또한 지방극장, 지역예술협회, 런던 영화·비디오 협회, 웨일즈 예술 위원회 등 다른 단체
에 지원금 제공

◦ 잉글랜드예술진흥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잉글랜드 전역의 예술, 미디어, 공예분야
활동에 분배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 가운데 하나로 예술지원체계의 한 부분

◦방
 송고충위원회 (Broadcasting Complaints Commission)
◦국
 립영화발전기금 (National Film Development Fund)

-연
 극, 음악, 무용, 순회단체, 현대미술 갤러리와 전시, 영화, 문학 프로젝트들을 지원함으
로써 국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관광

-공
 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연감을 발간하며 의회와 일반대중에게 연간 업무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짐

◦영
 국관광청 (British Tourist Authority) : 영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여행객에게 영국을 소개하
고,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며, 관광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역할

◦ (목적) 1994년에 승인된 왕립헌장(Royal Charter)에 따라 운영

- BTA는 36개 나라에 43 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 사무실 개설

- 예술에 대한 지식, 이해 그리고 예술활동의 개발과 향상

◦영
 국관광위원회 (English Tourist Board) : 영국에서 관광산업을 진흥 목적
- 리더쉽을 제공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표준을 향상시키는 변화의 촉매제 역할 담당

- 대중에 대한 예술의 접근성 증대

- 관광에 관한 이슈에 대해 정부와 다른 단체에 조언을 하고 관광시설 개선하며 영국 국민들
에게 효과적인 잉글랜드 마케팅 추진

- 정부부처들, 지방자치단체,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예술진흥원과다른 기관들에
대한 조언과 협력

◦ (운영) ACE는 기관운영에 있어 세부시행지표를 주요 정책 항목별 단순화해서 제시*

 국민복권

* (예시) ACE는 2005년까지 예술향수 국민지수(PSA target)을 5십만명까지 증가하도록 조력

◦밀
 레니엄위원회 (Millennium Commission) : 1994년 설립된 밀레니엄위원회는 새로운 천년

* (예시) 지원지원 수혜대상 단체의 지방공연/전시일수를 ‘04~’05 기간중 38,000일 이상 증가에 조력

을 시작하는 2000년 기념 프로젝트에 복권 수익금을 분배

 하위 위원회로서 지역예술위원회(Area councils)

- 위원회는 영국 전역에서 27개 주요 자본프로젝트에 1,500만 파운드 이상를 지원

◦ 지역예술 진흥과 관련해서는 노동당 시절 9개였던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s)가

- 상당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밀레니엄 축제와 밀레니엄 체험은
중앙에서 이루어짐

London, Midlands, North, South East, SouthWest 등 5개 위원회(Area Councils)로 축소

◦국
 민복권위원회 (National Lottery Charities Board) : 국민복권위 원회는 국민복권기금을 비
영리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 교부
- 목적은 빈민층이 요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금을 조성, 삶의 질 개선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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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정부로부터 받은 공공자금과 국민복권에서 생긴 수입의 분배를 통해 예술을 진흥시켜
야할 의무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역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 >

* 남동부 브라이튼지부의 경우

Arts Council England annual funding by region
Museums and alleries in the London area receive the most funding. followed by the West Midlands and Morth West areas

 ACE와 10개 지역위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면서 전국 순회프로그램 등 국가적
인 지원 프로젝트를 제외한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역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분배
하여 지원

Annualised spending (￡m)
180
160
140

 일회성 지원프로젝트는 기간이 2-18개월까지 다양, 1-9만파운드 다양

120
100

-지
 원금 지급 기준은 융통성(flexibility)을 가장 중요시

80

-개
 인, 공동협업, 타지역과 공동협업도 지원

60

 지역위원회는 4가지 방법으로 예술가와 접촉

40

-지
 원여부 답신, 사무실에서 담당자와 인터뷰, 지원신청서 작성지원, 직접 찾아가서 지원독
려등

20
0
▒ Average annual
funding 2015-2018

West
Midlands

North
West

Yorkshire

South
West

South
East

North
East

East

East
Midlands

161.20

48.97

27.68

34.06

21.64

18.87

18.86

16.37

12.62

165.17

53.44

42.50

39.38

27.45

22.18

21.50

19.59

17.05

Source : Arts Council National Portfolio 2018-2022

로 복무123
- 지역의 관점에서 중앙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전국을 포괄하는 기금 지원 사업으
로서 국가포트폴리오기관(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 사업의 지역별 결정을 이끄는
것을 핵심적인 역할
- 각각의 지역예술위원회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예술계와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
성되는 데, 지역 수준에서 예술을 옹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데 많은 권한과 책임

 지방정부 예술분야 예산 현황(’15)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광역별 배정예산(연평균) >

◦ 잉글랜드 지자체들의 예술분야 평균 예산은 약 77만 파운드이지만, 지자체별로 상당히 큰
편차가 있음
-백
 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는 지자체는 32개 중5개로 15.5%에 지나지 않지만, 25
만 파운드 이하의 예산을 지출하는 지자체는 16개로 전체의 50%를 차지
-예
 산이 사용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약 19%의 예산이 지자체가직영하는 극장, 미술관, 아트
센터에 투입되고 있으며, 약 6%가 직접 운영하는 예술 관련 프로그램에, 약 4%가 지역 커

< 잉글랜드 지자체가 평가하는 지역 예술위원회의 역할 >

뮤니티나 지역 프로젝트에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 2%가 위탁 시설에 투입

Details

2017 Response
Count

2017
Response %

2018 Response
Count

2018
Response %

Active and developing

23

61%

26

67%

Neutral

10

26%

9

23%

Negative and rececling

1

3%

0

0%

I do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my regional office

4

10%

4

10%

Total responses

38

100%

39

100%

출처 : ADUK & Arts Council of Wales(2017)

-지
 원 사업의 이유 또는 목적은 접근성 확대와 예술적 수월성,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의 우
선순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잉글랜드 지자체 예술분야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 >
Answer Choice

Responses Count

%

Access/accessibility

22

56%

Artistic excellence

22

56%

Meeting priorities of 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y

21

54%

As part of our arts strategy

18

46%

As part of an LEP or regional partnership

11

28%

As part of historical partnership

14

36%

Total respondents 39
123 양혜원,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영국,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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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모를 기반으로 선출되는 지역예술위원장들은 당연직으로 국가예술위원회의 예술위원으

▒ Average annual
funding 2018-2022

London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 정부 예술분야 인력 및 협업 현황

 가든/공원 관리주체 및 구조(hierarchy)

◦잉
 글랜드 지자체들은 점차로 예술분야 정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내 타 부서와의 협
력을 강조

① 왕립소유였다가 대중에 공개된 Royal Park는 8개(1,976ha, 런던)
※ 문화체육디지털부 유지관리

◦지
 자체들이 꼽은 타부서와의 협업 현황으로, 예술관련 부서들은 박물관부서(69%), 교육부
서(63%), 도서관부서(63%), 청소년부서(63%), 관광부서(63%) 등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

② 잉글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 natl park는 15개126
-세
 부 공원 위치, 규모 등은 웹사이트 참조127

③ 많은 수의 council 소유 공원 : battersea, victoria 등

3 영국의 정원•공원 정책124

-특
 히 공용지나, 사용지, 유휴지 등 소규모로 틈새에 조성하는 pocket park 사례는 과밀화
된 도시에서 큰 규모의 재개발 없이 공공용지(public space)를 창조하는 옵션128

1) 영국의 가든과 정원

* 런던 33개 borough중 하나인 camden borough의 경우 약 70개의 공원 관리129
** 런던 westminster의 관리 공원 97개 categorized hierarchy130 : 왕립, 시립, 사적공원 등

 가든 일반
◦ (garden과 park)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가든이

④ 이외 런던에 산재한 대부분의 공원은 사유공원, 사유정원(단체/개인)
-N
 ational Trust131 : 약 200여개 유서 깊은 House와 그에 딸린 garden 관리

5%이상을 차지할 경우

- RHS(왕립원예협회) : 80개의 정원과 190여개 파트너 정원
125

◦런
 던의 녹지율은 40%(세계 1위) , 3,000개의 공원(35,000acre)

-p
 rivate garden132 : 소규모 공동정원 개념으로, 런던시내 산재, 400년이상 역사를 가진,
개인집에 조성하는 정원인 cottage garden

< 잉글랜드 지자체가 꼽은 예술정책 주요 협력 분야 >
Answer Choice
Regeneration (e.g. public art scheme, 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Total Response
Positive
Count
Response %
15
46%

Social Services (e.g. art in social care settings)

11

34%

Education (e.g. music service provision, theatre in education provision)

20

63%

생활의 일부134

3

9%

Leisure/Play (e.g.play scheme arts provision, dance for health)

11

34%

126 http://www.nationalparks.gov.uk/

Adult Education (e.g. arts based classes)

12

38%

127 http://www.nationalparks.gov.uk/students/whatisanationalpark/factsandfigures

Countryside & Parks (e.g. art in open spaces)

10

31%

Libraries (e.g. creative writing groups)

20

63%

Museums/museums & archives development

22

69%

Archaeology/Heritage Services

11

34%

Youth Services (e.g. art based workshops for young people outside of school time)

20

63%

Toursim & Events (e.g. carnivals, festivals, outdoor gigs)

20

63%

Coparate (e.g. at family fun days)

7

22%

other (Archives, Public Health)

2

6%

 국 공원 일반 정보는 https://www.greatbritishgardens.co.uk/
영
공원관리 체계 등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연구, 국토해양부, 2011.5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611000-201000111

125 런던의 환경전략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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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 목초, 식물이 잘 자라는 기후적 특징133 영향으로 정원 문화가

Housing (e.g. art in the public realm)

출처 : ADUK & Arts Council of Wales(2017)

124

2) 영국정원 특징 : 정원산업의 대중화, 문화화, 산업화

128 https://en.wikipedia.org/wiki/Pocket_park
129 7
 0개 공원 세부 위치 및 특징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https://www.camden.gov.uk/ccm/cms-service/stream/asset/GuideToParks.pdf?asset_id=296458
130 Open_Space_Strategy_March_2007.pdf, 20~21pp
131 h
 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Trust_for_Places_of_Historic_Interest_or_Natural_Beauty
2017년 약 500만 멤버쉽 발행, 상위 10여개로 한정하더라도 방문지당 평균 연간 입장객은 약 40만명
132 거주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관련 유지비용은 지방세인 council tax에 사용료 명목으로 이용자에게 추가부과
133 연
 중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이고, 난류인 북해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0도이하가 드물기 때문에, 초지 및 목축에 유리하고, 길가
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초지는 난삽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음
134 h
 ttp://www.conslove.co.kr/news/articlePrint.html?idxno=43097 2페이지 다음 내용 참조
“영국 정원문화의 대중화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국민들에 의해 축적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
이다. 왜냐하면 정원은 그 지역의 풍토가 반영된 인간의 정신문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원문화도 자연
스럽게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이 연구는 19세기에 만들어진 RHS라는 영국의 한 자선단체의 발생과 활동들을 당시
통합적인 사회적 배경과 견주어 고찰해 봄으로써 정원문화의 대중화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19세기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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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때, 공원은 정원 공간내 건축물(푸드코트 등 빌딩, 분수, 인공호수 등)이 전체 면적의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또한 원래 자생식물이 많지 않았으나, 19세기 빅토리아시대 RHS 등 광범한 식민지에서 식
물표본 수입, 육종 및 품종개량을 통해 자생화 과정을 거침

◦ (교육, 정원문화 거점·확산) RHS와 같은 정원문화 보존, 우수정원 소개 등 핵심 player
존재
- 이와 함께 개인정원과 육종, 정원용품, 가드닝 교육 거점으로 nursery/garden center*가
영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설치(약 2,300개135)
* 정원용품, 종묘 판매와 함께 cafe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정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인 BBC에서 매주 금요일 방송되는
“Gardeners world“은 지난 50년 이상 장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정원사(Monti Don 등 2
명) 스타급 인기

◦ (영국 open garden 시스템) 한편 국가규모의 개인 정원 개방 시스템 운영중

- 영국전역에 4천여개의 정원이 National Gardens Scheme (NGS)에 속해있으며, 매년 2백
만명 가량이 방문

 추진경과
◦ (문제인식단계) 1970년∼2000년대 초반까지
-T
 own and country parks에서 지난 30년간 공원쇠퇴과정*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 지방정부 관리차원에서 ①부족한 자금과 인력 ② 공원녹지분야의 낮은 위상과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 지적
(다양한 부처에서 책임이 분산된 체계 등

◦ (정책구상단계) 2001년∼
- 2001년 교통부내 도시녹지특별위원회(Urban Green Taskforce) 설치
- 2002.5 동위원회에서 “영국 공원녹지 정책” 방향 제시, 한편 TF에서 쉐필트대학과
Improving Urban Parks Play areas and open space 발표
•(정책방향) 지역커뮤니티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킬수 있는 질높은 공원네크워크 구축과 흥미
롭고도 다양한 녹지공간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르네상스 구현
•(정책과제) 공원녹지공간과 도시삶의 관계, 도전과 응전, 녹지공간 네트워크형성, 녹지공간과
함께하는 도시르네상스 : 각항목마다 현황진단과 대책으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 조언(52개)

- 52개 조언을 근거로 정책자료집 living places-cleaner, safer, greener발표

영국 정원 녹지정책 추진경과136

◦ (정책시행 단계) 2002년∼
- 영국의 도시계획 지침인 PPG(Planning Policy Guidance) 수정 : 녹지공간확충

 공원녹지 정책의 의의136
◦공
 원녹지 같은 공공공간이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매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
◦ 공원과 녹지는 그린오아시스에서 도시 변화와 회복, 재생을 유도하거나 가속하는 전략적
매개체로 변화
◦근
 대 공원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초창기 공원은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시대의 산물

-지
 역환경개선을 위한 정책Sustainable Communities : “Building for the Future” 발표 :
재정지원계획
- 2003년 공원녹지공간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CABE space” 설립
- 2004년 지방정부의 오픈스페이스 전략수립범위 및 역할 guideline 제시
- 2005년 PSA8 발표: 2008년을 목표로 녹지공간 확충 등 구체적 목표치 제시
- 2006년 중간점검을 통해 정책전반 검토 및 일부수정
<CABE가 조사한 영국 공원 녹지평가(2010)>
•10명중 9명은 공원과 녹지공간을 이용하고 있고 높이평가하고 있다

등장한 RHS는 수집, 연구, 출판, 전시 및 쇼 등 지속된 활동을 통해 가드닝을 대중화 시켰다. 특히 식물 수집에 대한 열정은 원
예연구와 전시, 디자인 쇼를 통해 오늘날에 이르며, 영국정원의 이미지를 국가적 차원의 인식으로 부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RHS의 역사와 활동들은 정원문화의 대중화를 서서히 그리고 견고히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
다.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에 시스템적 기반이 잘 구축돼야 한다.”
135 https://hta.org.uk/learn-develop/market-information/garden-statistics.html

•만약 지역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쇠락한 지역에서의 공원의 공급이 부유한 지역보다 낮다
•소수민족 집단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적은 녹지공간을 갖고있었고 질도 좋지 않았다
•녹지공간의 질이 좋을수록 더 잘 이용되고 있다

136 김연금·최정민, 영국공원녹지정책의 최근경향과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2012.4

172

173

분야별 지자체 주요 정책

- 1927년 「National Gardens Scheme Charitable Trust」가 설립된 후 정원을 소유한 개인
들이 특정한 시기에 정원을 개방하고, 정원과 관련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입장료 수익을 불
우이웃 및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에서 시작

-그
 러나 197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로 공원은 쇠락하고
사회적 문제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대두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 공원녹지정책의 특징

3) 추진체계

◦ 공원녹지공간

관련 정책 총괄조직(“CABE space”137) 설치/역할
- 관련정부부처나 기관, 지원봉사조직, 보조금 지원처와 협력모색
- 공원과 녹지공간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동원, 지원금 관련 조언
- 자원봉사조직이나 사적부문, 지방단체들과의 파트너쉽 강화
- 공원 녹지 수준 증진을 위한 기술과 훈련 촉진, 발전

◦체
 계적 정책데이터 구축과 정책수립 : 영국 최초로 전국 녹지유형과 공간 목록화
< 도시의 오른스페이스와 녹지공간의 유형 >
구분

계획 목적과
오픈스페이스 전략에
적합한 유형
공원과 정원
어린이와
10대를 위한 곳

놀이공간, 스케이트보드 공원, 농구장, 자주 모이는 지역(십대들이 모이는 쉼터를 포함)

어메니티 녹지공간

비공식적 레크리에이션 공간, 주택가 녹지 공간, 주택 정원, 마을 녹지, 기타 부수적 공간

자연적이거나
반자연적 녹지공간

숲과 관목숲, 초지, 황야나 사냥터, 습지, 수로, 황무지, 암석지

외부 스포츠시설
(자연적이거나
인공적 포장 포함)

테니스 코드, 스포츠 경사지, 골프 코스, 경기장 트랙, 학교 놀이공간, 기타 공식적인 놀이
공간, 기타 외부 스포츠 공간

얼랏먼트, 커뮤니티
가든, 도시 농장

얼랏먼트, 커뮤니티 가든, 도시 농장

묘지와 교회마당
녹도
시민 공간

도시공원, 교외의 공원, 정형적 정원(디자인된 경관 포함)

시민 공간

묘지, 교회마당
강과 수로의 둑, 가로와 열차 길, 도심과 도시의 자전거 길, 도심과 도시의 보행로,
공공통행로와 보행이 허락된 통로
바닷가(산책로 포함), 시민 광장(플라자 포함), 시장 광장, 보행자 거리, 녹지공간은 아니나
시민들이 옥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녹
 지 지원금 제도 도입 : 투입비용 ’00년부터 ’06년까지 평균 1년 5% 증가
◦유
 도와 지원을 통한 파트너쉽 구축
- (중앙-지방) 지방정부의 open space 전략마련 시 협의 : 런던광역시와 함께 open space
strategy 발표 : 전략준비과정-실행-모니터링-검토이후 지방정부 확산
- (지방-커뮤니티) 제안서 검토를 통한 지원금 지원으로 양자 간 파트너쉽 형성

◦녹
 지공간 질 향상 촉진제도 도입 : 그린 플래그 어워드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37 http://www.cabespac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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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er London Authority: GLA, 광역런던시) 도시전반의 주거, 도시계획, 기후변화, 쓰레
기, 건강, 문화 등 부문에 대한 전략적 역할 수행
- GLA는 Mayor of London(집행기관)과 London Assembly(의결기관)로 구성

◦ (Mayor of London) 런던시장은 전 도시에 걸친 향상, 개발 전략의 비전과 비전을 위한 정
책, 자금조달과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권장
◦ (London Development Agency: LDA, 런던개발기구) 런던시장의 경제개발전략과 비전을
전달하는 책임
- “Design for London“은 LDA중 하나로 GLA(Greater London Authoiry)와 자치구 공무원
과 함께 정책, 전략 및 도시계획을 실현
-주
 요업무는 실제적인 지역의 공원, 광장 및 오픈 스페이스의 설계이며, 대표적 프로젝트로
East London Green Grid, Lea Valley 등

 도시공원 운영 및 조성
◦ 런던의 도시녹지관리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조성관리, royal park는
The Royal Park(TRP)에서 관리
◦ 공원녹지관리에 필요 예산은 국세와 지방세를 통해 조달
- 지방의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출은 부분적으로 수익지원시스템(revenue
support system)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음
-많
 은 경우 Govenrment grant schemes 또는 lottery funded programmes의 외부자금 등
활용하며, grant scheme은 커뮤니티의 참여와 권한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 기관 간 파트너
쉽 형성에 용이
< 주요공원. 정원에 수상하는 그린 플래그(Green Flag)138 >
 그린 플래그는 영국의 대표적인 환경상임. 그린 플래그는 ‘명예’의 의미가 크다. 까다로운 기
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지만 받았다고 해서 해당 지자체 등에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
은 아님
 지난 1997년부터 수여되고 있는 그린 플래그는 매년 영국 각 지자체의 공공 공원이나 녹지의
질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원과 녹지가 지역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하고 있
는지 알 수 있음

138 부산일보 기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70627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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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공간

오픈스페이스 감사와 학술 연구를 위한 상세 구분

 도시공원 관련 부서 조직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그린 플래그는 ‘Civic Trust’라는 단체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 1957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시빅 트러스트는 공무원을 제외한 기업이나 개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자 기금을 마련해 도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빅 트러스트는 애초 건축 및 도시 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직접 시험 사업도
행하는 조직으로 출발
◦산
 업혁명의 본거지였던 영국이 급격한 산업화와 전쟁을 거치면서 대규모로 환경이 악화되는 것
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 곧 '문화마을'을 만들어 지역 사
회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정착

 그린 플래그를 수여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8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함

△청결 상태는? = 사람들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전통을 보존하는가? = 공원 내부에 보존된 역사적인 유물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참여는? =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얼마나 어떻게 독려하고 있으며, 공원의 유지를 위해
지역공동체가 얼마나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마케팅은? = 공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가?
△관리는? = 위
 에 언급된 항목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이 예정대로 이뤄지
고 있는가?

Regional : The London Plan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for Greater London (2009)
Further Alterations to the London Plan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for Greater London) (2006)

다섯 구로 나누고 각 구의 특징에 맞는 개발에 관련한 큰 틀을 제시
-런
 던의 33개 자치구에서는 위의 상위 계획을 참고로 각 자치구와 맞는 오픈 스페이스 전략
을 계획하여 공원 녹지를 운영·관리

- (목표) 2025년까지 CO2 60%감축과 런던 시민 삶의 질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적응
- 도시열섬 현상의 감축으로 녹지, 생태환경을 확보 하는 방향으로 도시 공원에 대한 내용
포괄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East London Green Grid
◦ Green Grid의 배경
-침
 체된 런던동부지역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런던 동부의 커뮤니티, 교통결
절점, 타운센터,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높은 주순의 그린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인 ‘런던동
부그린그리드(East London Green Grid)'를 제시

Mayor of London

-런
 던동부에서 계획 중인 2012년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인 런던동부지역의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

The London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2008)

-2
 012년 런던올림픽을 통한 런던동부의 재개발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런던동부 그린그리
드가 이 지역의 도시계획에 중심역할을 해야 함

Sub-regional : 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

◦ Green Grid vision
-그
 린 그리드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회를 극대화하고 고품질 다기능 오픈 스페이스의 네
트워크의 생성을 촉진함

EAST

Local (Boroughs)
London Boroughs(33)
Open space strategies

< 런던 오픈 스페이스 관련 정책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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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or of London에서 발표하는 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는 런던의 지역을

-런
 던동부그린그리드는 런던동부지역을 6개의 그린그리드(Green Grid)로 나누고 각 그리
드는 자체의 독립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리밸리(Lea Valley), 벡슬레이(Bexley), 크레
이강변(River Cray)을 포함

 도시공원 운영 및 조성

WEST

- 계획안에는 도시 전반에 관련한 개발 계획 정책 등을 담고 있음

-그
 린 그리드는 오픈스페이스로의 접근, 걷기와 자전거타기 루트, 자연보호, 일상적이고 비
일상적인 레크레이션 기회, 건강한 운동, 환경 교육, 홍수위험관리능력,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 오수관리, 기후 개선, 소음·대기오염·열의 영향 운영과 경관과 도시경관의 질 향상
을 제공함
-그
 린 그리드는 개발의 맥락, 긍정적인 환경 개선을 통한 빌딩 커뮤니티 수용력 변경, 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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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가? = 공원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CENTRAL

2006년에 발표한 계획이 있음

change adaption strategy 2008」 수립

△건강성과 안전성은? =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SOUTH

London plan으로 2009년에 발표한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for greater london과

◦ 런던 시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The london climate

△잘 활용되고 있는가? = 공원에 사람들이 기꺼이 가고 싶어 하는가?

NORTH

◦ 런던의 오픈 스페이스 관련 개발 계획의 상위 계획으로는 Mayor of London이 발표하는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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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높이기, 그리고 산업몰락과 낙후된 지역인 동부 런던의 인식변화 유도

< 대표 project : East London Green Grid >

-사
 업시행 : 런던의 타워햄리츠 자치구, 이스트런던 파트너십, 타워햄릿에 근거를 둔 환경
트러스트간의 파트너십에 의해 시행됨
-1
 995년 초, 밀레니엄 위원회는 적절한 프로젝트를 공모했고 Environment Trust는 공모
에 참여하기로 결정, 마일앤드파크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 타워햄리츠 의회와 이스트런던
파트너십(East London Partnership)에 합류함
- 1996년 2월, 마일엔드파크 계획승인을 공식발표 - 12.33백만파운드(222억원) 보조금을
수여함

◦ 커뮤니티 참여로 이루어 낸 Mile End Park 재생
-2
 1세기를 위한 새로운 마일앤드파크를 계획하고 조성하는데 처음부터 지역사회를 포함하
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함.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Sense of ownership
and pride 형성

- Community Planning 의미

< 대표 프로젝트 : Mile End Park >
◦ 공원의 형성
- Mile End Park가 있는 런던의 타워 헴렛(Tower Hemlet)이라는 타운은 런던 시에는 속하
나 도시빈민층들이 모여 사는 소외된 마을
- 1994년 밀레니엄 커미션이라는 모임이 형성되고 이 지역의 작은 몇 몇 개의 땅을 모아
36ha(360,000㎡) 규모의 공원을 만듦
- 밀레니엄 기념을 위한 사업으로 조경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2001년 공원
을 개장

•파트너십의 최초 계획 내용에 많은 변화 가져옴
•나선형미끄럼틀을 가진 놀이공원, 페리 휠, 반영구적 시설인 fun-fair나 서커스 제외되
고 특별한 요구를 지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도입
•공원의 주요 테마 플레이, 아트, 에코로지, 재미는 공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 공
원에 고루 분포시킴
*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 의견) “21세기 공원에 19세기 기술이 들어올 수 없다”

<공원이 지역개발을 선도한 Thames Barrier Park>
◦ 개요
- 면적(22acre), East London Newham자치구의 템즈강 북부, Thames Barrier옆 위치
-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런던의 주요 공공 parkland 프로젝트
- 설계: 파리의 Allain Provost (Groupe Signes)과 런던의 건축가 Patel Taylor

◦ 공원의 연혁
Mile End Park Map (출처: http://www.towerhamlets.gov.uk)

◦ 계획의 개요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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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0년대까지 런던의 관문으로 번영한 도크랜드는 신식 항구 건설, 경제 구조의 변화, 항
공 수송기술의 등장으로 Dock이 폐쇄되어 산업유휴지로 전락함

- 계획의 배경 : 지역사회의 요청과 공원조성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조성

-1
 980~90년대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LDDC)가 도시재생을 위해
개발계획을 세웠으며 Thames Barrier Park는 3개의 주요한 전략요소 중 하나임

- 계획 재원구성 : Millennium Commission, English Partnerships, Charitable Trusts,
Private investments

-1
 995년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가 국제컴피티션을 여는 등 1995
년에 시작하여 공식적으로 2000. 11. 오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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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자 및 인원 : 지역 관련성이 있고 작업 능력이 있는 디자인과 전문가그룹 :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엔지니어, 컨설턴트, 지도상 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총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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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재생에 기여한 공원

- 가든 전문서적 등 발간 등 정원문화가 점차 대중화

- 템즈 강은 조수간만의 차가 뚜렷하여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강으로 런던의 홍수 방지
시스템인 탬즈 배리어가 건설되었고 그 주위를 공원으로 조성함
- 도크랜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고, 지역재생을 위해 LDA의 지원아래 주거와 상
업개발 시 공공공간을 함께 만듦
- 공원은 주택가로 둘러싸여있고, 공원을 가로지르는 green trench는 예전에 이곳이 부둣가
였다는 것을 알려줌
- 인근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공원개발은
planning obligation를 통해 일부 펀딩하였으며, 계획지 서부의 주거지역 지가를 높이고
동부의 저렴한 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의 개발을 하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함

◦ 1827년 최초의 플라워쇼 개최, 1913년 첼시 플라워쇼 탄생139
-최
 초 244명이 참가, 절반은 묘포장 운영자, 30%는 정원용품 잡화상, 나머지 20%는 정원
디자이너
-초
 기 작은 천막의 꽃꽂이 중심에서 1951년 대형천막으로 대폭 확대
-이
 후 2000년부터 대형천막은 great pavilion으로 다시 규모 확장
-1
 988년부터 하루 입장객을 제한하면서, 티켓 판매로 전환

 개최시기 : 매년 5월, 5일간 행사 개최(2004년까지 4일)
◦ 2018년의 경우 157,000명 한도 티켓 발행(45,000㎡)

 주관단체 : 왕립원예협회 RHS(Royal Horticultural Society)>

◦ 영국과 유럽에서 원예와 정원술의 활성화를 기본 목표로 활동하며, 플라워 쇼를 비롯한 일
련의 이벤트와 연중 1천회가 넘는 공개강좌 등을 통하여 그들의 목표를 실천
◦ 영국에 네 개의 정원(Wisely, Rosemoor, Hyde Hall, Harlow Carr)을 소유하여 많은 정원사
템즈 배리어 파크의 green tren
(출처: 가든비지트 홈페이지)

주택가로 둘러싸인 공원
(출처: old.gold.ac.uk)

를 배출, 영국 내의 80개가 넘는 정원, 그리고 유럽 대륙에 있는 20여 개 정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정보교류
◦ 그 밖에 Britain in Bloom, 스쿨가드닝(School Gardening) 등의 환경개선 캠페인의 시리즈를

4) Chelsea Flower show

기획하며, 많은 영국인들이 가드닝을 통해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범국민적 행사로 확장 추
진 중140

가. 첼시 플라워쇼 개관

-특
 히 2014년은 RHS의 Britain in Bloom 이라는 커뮤니티 가든 캠페인이 시작된지 50년
된해

배경

-매
 년 약 300,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백만시간 이상을 이 켐페인에 기부

◦1
 804년 Joseph Banks와 John Wedgwood에 의해 The Horicultural Society of London
창립
- 1 861년 빅토리아여왕 남편인 알버트공이 단체의 대표를 맡으면서 RHS(Royal
Horticulture Society) 개칭

나. 행정의 지원여부
◦ 예산서상 행정의 예산지원 등은 없이 멤버쉽, 입장료, 플라워쇼 티켓수입 등 독자 수익 모
델로 운영 중141

◦전
 세계 식민지 등으로부터 식물 수집 활동 등과 함께 원예협회 회원중심으로 꽃표본과 세
밀화 등을 전시하는 작은 꽃 축제 정기 개최
- 식물 표본 등을 학명부여 등 과학화, 정원에 전시
- 새로운 식물이 도입되면서 묘포장 Nursery 급증, 정원 조성에 대한 지식을 파는 곳으로 대
중의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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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Print.html?idxno=43097
140 영국 정원문화의 대중화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16.6
141 h
 ttps://www.rhs.org.uk/about-the-rhs/pdfs/about-the-rhs/mission-and-strategy/past-annual-reports/RHS-AnnualReport-2016-17.pdf, 16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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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테스트 준비과정 및 시상
◦콘
 테스트 준비과정142
◦시
 상(Awards categories) : category 별 4등급(금, 금장식 은, 은, 동)
• Flora Gardens and floral exhibits · Hogg Exhibits of trees
• Knightian Exhibits of vegetables, including herbs
• Lindley Exhibits of special educational or scientific interest
• Grenfell Exhibits of pictures, photographs, floral arrangements and floristry

◦S
 pecial awards[edit]
• Best Show Garden Award · Best Courtyard Garden Award
• Best Chic Garden Award · Best City Garden Award

6) community garden
 커뮤니티 가든 개관144 145
◦ (커뮤니티 가든* Community Garden) 꽃과 식물을 좋아하고 주거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지역공동체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 (행정과 협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 함께 교류하면서, 자유롭게 꽃과 채소 등의 식물을 가꾸
고 즐기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관
 리 등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참가자그룹이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역을 활성화
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녹지 확보방안, 도시재생운동
* ‘마을정원’, ‘지역공동체 정원’으로도 통칭

◦ (‘커뮤니티 가든’의 시작) 그 역사로 보면 인류의 농경시대로부터 장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현대적인 도심내의 텃밭 등으로 계승

• RHS Floral Arrangement Trophies · RHS Floristry Trophies

-유
 럽 독일의 클라이가르텐(Kleingarten), 영국의 얼롯먼트, 네덜란드의 호르크스튜인 등을
그예

• Show Certificates of Merit · Certificates for Junior Displays
• RHS President's Award · RHS Best Tradestand Award
• RHS Director General's Award for the Best Tradestand

-최
 근 커뮤니티 가든이 해외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건강한 먹거
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되고, 도시민들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필요성의 이유

◦ (‘커뮤니티 가든’ 사례) 유럽이나 미국, 호주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

5) 행사장(chelsea garden center) 구성
◦ (중앙부) great pavilion : contest 우수작품 등 전시
- (위쪽) 정원 디자이너의 “우수 정원” 작품 전시 display
- (왼쪽) cafe, 매점 (오른쪽) 정원용품 판매 booth, shop 운영

◦작
 품 출품, 전시 등 약 90여개 업체, 정원조성, 용품 판매 업체 참여143
- 각 업체별 section을 분리하고, 테마관 형식으로 운영

한 운동
-영
 국 : 얼롯먼트(Allotment*), 마을가꾸기(Britain in Bloom) 등
* 도시 내에 조성 시 미관상의 이유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고조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구획의 크기는 1,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10로드(약 253㎡)를 기본으로 채소 및 과수 또는 화훼 재배 공간

 영국의 공동체 정원
◦ (공동체 정원 가꾸기) 1963년 영국 관광청이 시작한 이래, ’02년부터는 RHS에서 관장 :

144 h
 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esil1427&logNo=220241516729&proxyReferer=https%3A%2F%2Fwww.
google.co.kr%2F
“영국은 지금 전국에서 자기 마을 가꾸기가 한창이다. 프랑스의 Fleurissement de France에서 힌트를 얻어 영국식의 마을 가꾸
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시골 마을은 시골 마을대로 각자의 사는 곳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잘 드
러낼 수 있게 꾸며나간다. 마을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비도 납부해야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가는 자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 탓에 참여율이 매우 높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하기도 한다. 특성에 맞춰 열 가지의 유
형별로 나누어 마을을 한 가든처럼 전체 놓고 얼마나 꽃들을 잘 가꾸었는지, 주민들의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 과정에서 자
원 재활용이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나 방식들이 나왔는지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기
준에 따라 해마다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마치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면 ‘10대 가수’를 뽑거나 연기대상을 수여
하는 것처럼 방송과 연계하여 경쟁이 주는 약간의 스릴도 맛보게 하는데 시청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142 http://apps.rhs.org.uk/emails/pdf/est/2018/Chelsea/CFS2018-FloralDesign-Schedule.pdf
143 https://www.rhs.org.uk/shows-events/rhs-chelsea-flower-show/Exhibitor

182

145 최
 근 한국의 국가정원 조성 등 사례는 아래 참조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0751961

183

분야별 지자체 주요 정책

• RHS Sundries Bowl · RHS Junior Display Trophy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Britain in bloom” 프로그램146

◦ (정책수립) 2000년대 초반 국가적 차원의 도시디자인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출발점은 ‘도시
147

- 공동체 정원만들기 기본 개요(“bringing your garden to life”) 등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

르네상스를 향하여’ (부수상 존 프레스코와 건축가 리쳐드 로져스 주도), ‘디자인에 의하여’
(2000년 케이브(KABE)가 수립)임

4 영국의 디자인 정책

- 도시디자인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할
14가지 공공부문 선정하여 제시

◦ (주요사업)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149에서는 디자인을 통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1) 영국 디자인 정책 개관
 영국 디자인 정책 경과
◦1
 980년대 초 당시 수상인 마가렛 대처의 강력한 디자인 정책에 탄력받은 이후 ‘세계의 디
자인 공장’으로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아 온 영국은 특히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의 ‘창
의적 영국’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 ‘멋진 영국(Cool Britain)’ 만들기에 부단한 노력을

◦유
 럽에서도 알아주는 영국의 거리 디자인은 각양각색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퍼블릭 퍼니처
(Public Furniture) 형태의 벤치는 물론 가로등ㆍ표지판ㆍ공공조형물ㆍ 환경시설물 등이 자
연스럽게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편의는 물론 안락함과 시각적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

-D
 ott 캠페인은 영국의 주요 5개 지역을 중심으로 10년간에 걸쳐 전개
-디
 자인 가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질 향
상을 목표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도모
- 총 8개 분야*를 주요테마로 설정해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전개,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학교/커뮤니티, 에너지/환경, 식품/영양, 건강/웰빙, 지속가능한 관광, 도시/농촌, 운송/교통, 주택/주거환경
분야로 구분
** 디자이너 및 시민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련의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된 디자인 프로세스 분야를 담
당하거나, 디자이너들의 역량 제고 및 소비자들의 디자인 인지도 제고 책임, 최고의 디자인을 각종 행사와
전시회를 통해 해당 지역에 도입

- 최근 ‘디자인 런던(Design for London)’ 프로젝트로 공공디자인148 활성화 추진
- 특별한 점은 영국 런던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서 나온 폐자재들을 버리지 않고 대부분 재활
용하는 ‘친환경 에코(eco) 도시’를 지향

◦그
 결과 영국은 디자인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만 현재 1조 5,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

 디자인 관련 추진절차 및 내용150
◦ 건물의 설계는 건축가가, 건물의 내부는 아티스트나 디자이너가 담당하고, 영국국가건축위
원회(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라는 기구가 주요 건

며, 창조산업이 전체 GDP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최고의 공공디자인 선두국가로서 입

축 프로젝트를 살펴보며 인·허가 과정에 참여

지를 굳히고 있음

-역
 사적으로 오래된 건축물의 보수와 재건은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라는 기
관에서 관리

 정부정책으로서 디자인 정책
◦조
 직 :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의 5가지 활동 영역중 2가지가 공공 디자인과 연계

-도
 시디자인의 힘은 완벽주의가 바탕으로, 어떤 프로젝트이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
하며 완성도를 높임151

-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분야가 동등한 비중의 국가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핵심은 Dott(Design of the time)
*중
 앙부처의 협력지원으로 문화부(좋은 공공건물, 미래의 유산), 상무부(공공건물의 디자인 기준향상), 전문가(좋
은 디자인의 가치)가 있음

146 https://www.rhs.org.uk/get-involved/britain-in-bloom
147 https://www.rhs.org.uk/get-involved/community-gardening/resources/community-garden
148 영
 국은 공공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으로 나누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작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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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www.designcouncil.org.uk
150 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8261 이하 91/93p
151 세부 지침을 결정하는 데에만 10년, 유리창 색깔을 결정하는 데에도 1년 소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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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Dott(Design of the time) 캠페인을 2007년부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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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주요 기관
1) Design Council www.design-council.org.uk

2) British Design & Art Direction (D&AD) www.dandad.org
- 1962년 설립되었으며 주로 창조적 디자인에 관련된 기준을 설정하며 영국 디자인과 광고분야의 우수성
을 디자인 수상 및 연간 출판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
- 이 기관에서 수여하는 Yellow Pencils 디자인상은 매년 14,000작품 응모

3) Design Business Association (DBA) www.dba.org.uk : 1986년에 설립, 디자인 업계의 사업 진출 지
원, 1989년부터 Design Effectiveness Awards를 수여
4) The Design Museum www.designmuseum.org : 국제 디자인 전시회 관장업무(‘89)
5) British European Design Group www.bedg.org 1991년 설립, 국제 무역 전시회 등을 주관하고 시장
조사 및 전시회 관장업무
6) T
 he British Council Design Department www.britcoun.org : British Trade International, FCO 및 영
국의 디자인 파트너들과 함께 영국의 디자인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에 따라 영국 디자인 업자들의
사업가능성을 확대 업무
7) The British Design Initiative Ltd (BDI) www.britishdesign.co.uk : 디자인 수출 및 홍보(93년 설립)
8) The Crafts Council www.craftscouncil.org.uk 공예 및 응용미술의 홍보
9) Chartered Society of Designers (CSD) : 1930년에 설립되어 디자이너로 구성된 조직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개별 디자이너의 전문적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전문 디자인의
신뢰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

략’(1998)을 꼽을수 있음
-장
 기적인 공공디자인 전략을 세우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시민의 자존감 향상, 세계도시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옴(출처: Bristol
Urban Design Forum)
-미
 적인 공공디자인 향상 운동인 ‘이해하기 쉬운 도시(Legible City)’ 공공디자인 정책을 진
행하고 있어 여러 도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음
< 버밍험의 블링 >
•뉴스트리트역(New Street Station) 끝에 있는 불링 쇼핑몰은 재래시장과 현대적인 쇼핑몰이 만
나는 곳으로, 셀프리지스(Selfridges) 백화점과 데븐햄즈(Debenhams) 백화점 등 수많은 브랜
드 상점과 레스토랑이 몰려있어서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장소
•2003년 개장되어 연간 3600만명이 방문하는 도심지로 기존 도심의 도로를 걸을 수 있도록 바
꾸고, 연결되어 있는 도심광장에 만든 쇼핑·레저 시설은 현재 유럽의 문화·쇼핑 중심지로
급부상
•성공요인은 공공디자인 전략과 향후 관리를 통해 상업적 문화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으로, 삶
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공디자인을 선택한 것

◦ 공공디자인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
-단
 시간에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지속적인 관리가 기본으로, 지자체
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

◦ 런던은 공공디자인의 핵심으로 거리 디자인을 꼽고 있음
-거
 리가 어떤 재료로 포장되어 있는지 색깔이나 방식은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며 안전과 미적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
-산
 업, 안전 교통과 연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설치물을 필요로 하고, 거리의 건조 환경
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과 교통정온화 장치로 보행자를 보호
-야
 간조명은 관광객유치 및 범죄예방을 위해 계획되어 있지요.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
속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을 만들고 기존 원칙을 존중하되 다양성을 기초로 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

10) 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rs and Commerce (RSA) www.ras.
org.uk : 1754년 설립되었으며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의 실행을 도모하며, RSA
Student Design Awards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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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5가지 활동영역(디자인정책수
립, 디자인 혁신, 비즈니스 디자인, 공공디자인, 디자인 지식정보)
- 그 주된 업무는 일반 업계, 교육 및 정부기관의 일선 담당자들이 효과적인 디자인이 업무의 개선에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지를 일깨우고 좋은 아이디어를 업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및 유형화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도구를 제공하는 일종의 컨설팅 업무를 담당
- 정부기관과 관련한 디자인 업무에는 정부기관 담당자들에 대해 우수한 디자인을 통해 공공분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고객중심의 사고방식을 지향
-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설립,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새로운 기업 이미지 작업에 투자하거나 업무를
소개하는 커뮤니케이션 작업 등에서 디자인에 대한 결정이 요구
- 이 때 훌륭한 사례에 대한 정보 및 실질적인 디자인 도구를 제공하여 정부기관이 효과적인 디자인 결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Design Council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는 Home Office, DTI등이 있으며 Home Office와는 디
자인을 통한 범죄 감소, DTI 및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와는 영국의 디자인, 혁신 및 창조성을
해외에 홍보

◦ 공공디자인 주요 성공사례는 ‘버밍엄 도심디자인 전략’(1989)과 ‘브리스톨 도심디자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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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사례 : 밀레니엄 프로젝트 >
•2000년을 맞아 선보인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걸려 완성

- 공공시설물 : 벤치 볼라드 울타리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버스정류장 쉘터 공중전화 부스 감
시 카메라 조명 가로등

•전 세계 건축가를 대상으로 입찰해서, 템스 강을 중심으로 밀레니엄 브리지와 테이트모던 갤
러리, 런던 아이, 밀레니엄 돔, 밀레니엄 빌리지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임

-공
 공시각매체 : 주차장 안내표지 기타 교통표지 지역 상징표지 보행 및 자전거 안내 표지
감시 카메라 표지 지역안내도 및 게시판 도로명판
- 공공공간 : 특화지구와 공개공지 템즈강 수변구역 가로수 하구 주차장

◦이
 후 국가적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한 종합정책과 세부적인 도시디자인 정책개발을 함께 진
행한 프로젝트, 런던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 greater London)은 르네상스로 표현된 21
세기 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골몰
- 높아진 삶의 질에 맞춘 디자인, 관광객이나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
의 도시디자인은 21세기 런던의 중요한 가치이자 수익모델

◦ 특징
-다
 른 가이드라인에 비해 정책 설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모범사례와 회피사례를 별도
의 장으로 구분
- 구체적인 규정과 고려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으며 관련정보 제공 기능이 혼합

나. 영국 브래드퍼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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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심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요

 (목표) 영국의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으로
통합적 목표는 거리와공공공간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공

◦ 영국 브랜드퍼드시의 도심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으로 도심 .기본 계획의 확장

◦ 단순한 디자인, 품질, 지역 특수성을 목적으로 공공디자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 RUDP (Replacement Unitary DevelopmentPlan)의 디자인 정책 이

과 도시디자인의 실행을 목적으로 작성

세부적으로는 공공시설물, 사인, 경관조명, 수변공간 등에 대한 세부 원칙과 방안을 지정

행을 돕기 위한 개발 프레임웍과 거리 경관 디자인 매뉴얼 보완을 목적으로 공공공간 부문

- 공공디자인의 정책을 지역, 국가 등으로 세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연구

에만 적용

- 특징은 완성된 디자인을 제시하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분야별 권고사항을 명기하
고, 개선전후의 사례를 비교제시

◦거
 리경관과 공공공간의 퀄리티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시설물의 색채도 지정
- 최종목표는 단순함(Simplification), 최상의 질(High quality), 지역특수성 (Local
distinctiveness)

가. 영국 런던 리치먼드 자치구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공공공간의 경관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표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매체, 옥외광고물 등 총4개 부문에 적용

 적용대상 및 특성
◦ 수로 시장 계곡 안내 표지 공원 재료 등 총 개 부문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작성
◦ 역사 및 현황 기본개념 법규 등 현황과 배경자료의 비중이 큼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권장 제한 등 보다는 목표나 기본방향의 설명 중심으로 기술

다. 영국 켄트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영국 켄트주의 건축물을 소개하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강화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
◦ 영국 특유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지붕 창문 등의 디자인을 분류 정리하여 전통적인 건축
물과 구시가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고 특화

152 영
 국의 그라운드워크(Groundwork)와 지역경제전략센터(The Centre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는, 지역의 공공환경 향상은
경제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영국 미들즈브러의 리버사이드 파크 산업지역, 체서의 윈포드 산업지역
등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간단한 조경과 조명, 안전 조치가 사례 연구 지역 4곳의 상점가 경제를 활성화했다는 내용 등 참조

◦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총 4개 부문에 가이드라인을 적용

153 국내외 공공디자인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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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으로 세계의 발전을 이끌었던 영국의 안목이 역사와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며 미래
를 계획하는 모습으로 진화한 것으로 평가

-옥
 외광고물 : 공공 예술 벽화 재활용 옥외 광고물 등 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
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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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특징

3)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 도시건축위원회(CABE) 사례

◦ 보도

가로 시설물 건축물 안내 표지 녹지 등 종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사업

개발자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첨가

가. 케이브의 개요
 케이브의 탄생배경

지자체 디자인 정책 사례

◦ 영국 도시건축위원회인 케이브를 중심으로 한 공공디자인의 논의는 공공디자인의 질이 예
산의 문제(capital cost)에서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대비 가치의 문제(Value for Money)

● 런던 서비스디자인
-런
 던의 ‘레저블 런던’(Legible London : 읽을 수 있는 런던)은 컨셉 단계에서부터 관광
객의 심리적 안정감, 골목 상권의 활성화,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 지하철의 부담감소 등
도시 문제 해결이 목적
-레
 지블 런던은 프로젝트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통합형 보행자 길 찾기 시스템으
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 서비스디자인 사업이 주는 장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2
 차 세계대전 폭격 이후 성급하게 개발된 도로 시스템과 혼동을 야기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공공정보 시스템이 브리스톨의 문제점으로 지적
-1
 996년부터 시행된 BLC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아티스트, 도시계획가, 지질학자 등이 함
께 진행하였으며, 도시의 아이덴티티, 인포메이션, 그리고 교통 프로젝트 등을 포함
-도
 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용이하도록 하는 특별한 개념으로,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
여하여 기존 사인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 도시 관리 조직
-중
 앙 정부와 각 지역 정부, ATCM(Association of Centre Management), 정부기관들, 교
통 당국, 민간단체 등 각 조직들간의 통합 관리로 도시를 관리

● 정책
-1
 997년에 제정된 계획으로 'the Adopted Bristol Local Plan'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
적 고려사항으로 2003년에는 'Proposed Policy Alterations to the Local Plan'을 제정
-B
 DF( Bristol Development Framework)는 2004년부터 약 20년간의 플랜으로 30여 개
의 프로젝트로 구성

● 특징
-도
 시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일관된 색채나 전용 서체 등을 적용하여 통일성 갖
추고, 아트 프로젝트, 웹사이트 등의 통일감을 부여하여 도시 정체성(Design Identity)을
생성
- 이 외에도 통합안내 사인시스템(Sign System)의 반복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표지판을 정
비하고, 안내지도(Information Map)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배려하는 등 정보 시스템 등
을 새롭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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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브는 공공디자인의 발주자와 사용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시작이 바로 디자인이라 간
주하고, 디자인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과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케
이브가 탄생

 케이브의 구성과 운영
◦ 런던의 공공디자인을 직접 시행하는 주체가 런던시라면 영국 전반에 걸친 공공디자인의 질
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케이브
◦ 1999년 공공디자인의 제도화된 기관으로 설립되어 공공디자인분야의 전문적인 지원과 자
문을 제공하는 케이브는 영국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짐
-케
 이브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좋은 디자인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
간 1200만 파운드(한화 2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이 예산은 문화체육부가 주로 보조,
추가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조 지원

 케이브의 주요 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과 관련된 현황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건물
과 외부공간 디자인의 질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공
 공도서관, 학교, 병원, 공원, 놀이터, 무장애공간, 문화시설, 주거단지, 지역공동체 시설
과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가 대다수의 시민이고 그 시설의 이용이 시민들의 삶의 질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케이브는 디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 디자인이 공공성을 좌우하는 첫 단추라는 인식에서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이 도시민의
삶을 질을 한 단계 올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민간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에 디자인 심의, 디자인과정에의 주민참여방식 자문, 전문가 서비스 지원, 디자인 리뷰 매
뉴얼 제공, 사례조사를 통한 방향제시, 지역간 디자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
- 2003년 5월 케이브는 케이브 스페이스(CABE Space)란 독립된 유니트를 설치하고 도시
의 공공공간이나 공원, 녹지공간의 디자인과 유지관리가 뛰어난 사례를 디자인 챔피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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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기 쉬운 브리스톨 만들기(BLC: Bristol Legible City)’ 프로젝트

에서 찾는 차별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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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

Ⅲ. 지자체 환경정책

나. 케이브의 공공디자인 개선정책
 좋은 디자인을 통한 공공디자인 개선
◦ ‘잘못된

디자인으로 인한 비용(the cost of bad design)을 줄이자’, 이것이 케이브가 활동하
는 목표

1 영국 환경정책 및 지자체 환경정책154

◦ 영국에서의

공공디자인은 가급적 많은 공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총예산을 쪼개어 쓰는 소

 영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공장인근 토지에서 농수확물 감소, 가축피해로 인근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귀족지주계급에 의하여 먼저 제기되기 시작

위 소액다건지원이라는 정책기조가 지배적이었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바뀌기 시작
◦ 2005년

영국 중앙정부는 공공디자인프로젝트에서 좋은 디자인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생

◦ 1863년 세계최초로 오염통제기준을 마련

애주기의 비용과 가치’에 대한 고려를 강조

◦ 영국의 환경정책 스타일은 행정부가 풍부한 행정재량을 보유하면서 전통적으로 “협의를 통

- 비용대비 가치에 대한 정책전환은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이 2005년 발
행한 「보다 나은 건설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improving public services through
betterconstruction)」이란 정책보고서에 근거

한 강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밀접한 협조관계가 형성

-환
 경에 관련된 법규를 시행하고 지방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등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을 실천

- 비용대비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회계감사의 기준에 포함

◦ 케이브는

공공디자인의 현실화과정에서 예산의 절약이 결코 경제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영
 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지역내의 환경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출판함과
동시에 주민, 단체, 기업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155의 목표를 알리고 아울러 환경시

- 예산절약으로 인해 디자인의 질이 떨어질 경우 이는 결코 경제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가치
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책과 관련해 지역 산업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장려

* (실제 사례) 1975년 완공된 런던 동부의 달스톤(Dalston)지역의 주택단지는 19층의 고층아파트 4개동과 5층
아파트 19개동으로 구성된 고밀도 단지인데, 주변의 도시적 상황과 지역사회의 공용공간에 대한 이해가 잘
못된 디자인으로 인해 결국 60년이란 건물의 경제적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20년 만에 철거되어 결국 9,200
만 파운드(한화 1,8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재건축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사무 범위
◦ district는 환경보전, 쓰레기 수거, 환경계획 입안: 주택과 여가 정책을 담당
- 카운티(County)는 교육, 소비자 보호, 환경계획입안, 여가 정책을 담당하고, 일부책임은
디스트릭트(District)과 카운티 카운실(County)이 분담

◦ 어떻게

하면 잘못된 디자인으로 인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
는지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

- 디트스릭트(district)는 가정과 기업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를 관리하고 그 산하환경부서는
쓰 레기 관리 및 소각과 그 감독에 대한 책임 권한

- 의사결정자, 디자이너, 지역사회, 사용자들이 의사결정단계에서 잘못된 디자인의 대가에
대한 이해와 좋은 디자인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케이브가 좋은 디자인을 통
해 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활동의 근간

 지자체 환경정책 추진 범위 및 시행

◦ 케이브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의사결정권자들이 무엇이 좋은

(ⅰ) 환경 관련 정보* 제공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련된 회의에 대한 문서와 관련

디자인을 만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 정보에 관한 기록 또한 개방

- 이와 함께 좋은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제공

-환
 경정보에 관련된 기록이 타 관련기관에 소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지
역주민에게 고지하여 지역주민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

154

조혜진, 영국 지자체환경정책, 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2009

155 환
 경정책이라 함은 단지 대기, 오염, 수질 관리정책등 만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생활환경까지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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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중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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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정책 관련정보 :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에 대한 자료,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관리에 대한 자료환경과 시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 자료해상오염 관리 자료쓰레기 관리 자료집 없는 개
관리 자료감시대상 쓰레기의 허가와 운반에 관리 자료토지, 대기, 동식물 생태계에 관한 자료

-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자료를 항상 배치하고 있으며 주민은 관심 있는 정보를 전화로
확인한 후, 자료 열람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시간을 절약하는데 협조

(ⅱ) 대기오염 관리 : 영국의 중앙정부는 발전소와 정유소와 같이 대규모 사업으로 야기되는
대기, 수질오염, 쓰레기, 공해문제를 담당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각로, 주유소, 인쇄
작업과 같은 보다 소규모의 산업화 과정으로 부터 야기되는 대기오염 문제를 관리 감독
- 현재 관할 지역 대기 실태에 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지
방자치단체에 부여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 관련 사업 시행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생산과정에
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

(ⅲ) 인근해역 및 해변 관리 : 해안에서의 기름 유출, 육상으로 운송되는 화학약품 또는 폭발성
물질 등 위험 물질을 처리할 비상권한을 가짐
- 또한 유명 해안의 수질을 매년 여름 정기적으로 검사, 법적 기준을 적용시키고, 해상으로의
하수 유출을 관리감독
- 수질 기준과 수질 검사 결과는 주민에게 공개되며 관련 자료는 해당관청에서 열람 가능

(ⅳ) 개로 인한 불편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황야, 삼림지대 및 방목 지역을 제외한 도로에 버려
진 개의 배설물을 청소해야 할 책임

-지
 방자치단체는 심야 영업카페, 나이트클럽, 야외 콘서트, 스포츠 시설 이용에 대해 사전
허가, 일부 지역에서는 노상 판매상도 허가 사항
-지
 방자치단체는 허가 관련 사항인 경우 안전, 사용자, 관리 기준, 경영, 위생, 이웃과 소비
자에 대한 불편 사항을 고려한 후, 허가

(ⅷ) 쓰레기 처리 : 영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쓰레기처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서의 쓰레
기 및 폐기물에 대한 책임
-지
 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주민에게 도로, 공원, 해안과 같은 장소에서
의 쓰레기 처리 기준적용에 대한 정보제공사유지, 사설 주차장, 상가, 운동시설주변을 관
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청결유지
•상점 소유주로 하여금 상점 주변의 포장도로의 청결 유지 권고
•상점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집한 후 소유주에게 제시하여 벌금 부과 등
•특히 생활쓰레기 이외에 낡은 가구, 냉장고, 정원오물과 같은 쓰레기도 수거하지만 이에
대한 경비를 추가적으로 부과

(ⅸ) 소음, 매연 및 악취 관리 : 건물, 지역, 토지, 또는 특정 거리의 소음, 매연; 공장, 상점, 사
무실에서 배출되는 먼지 등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지역 및 건물, 부적절한 가축사
육 민원 접수 시, 문제 해결 노력
(ⅹ) 도로상의 장애물 관리 : 도로나 보도에 방치된 장애물에 대한 허가

- 해당 법률을 제정, 개의 소유주로 하여금 공원, 거리, 해변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개의
배설물을 치우도록 요구

(xi) 전염병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쥐, 설치류, 바퀴벌레, 빈대를 포함하는 벌레에 의해 야기

- 개로 인한 상습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규를 적용하여 소유주로 하
여금 일정 지역 내에 개를 가두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개 출입을 금지시킴

(xii) 도시계획 :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민은 거

(ⅴ) 하수 및 홍수 관리 : 영국 가정의 하수관은 대개 공공 하수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민간업
자가 하수관을 유지 관리, 그 하수 처리 업체는 하수관에 대한 설계도를 보관하고 시민에
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 하수도에 대한 책임은 개별적인 가정에 부과되고, 하수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
단체는 그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며, 요구불응 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ⅵ) 식수관리 : 영국에서는 민간기업이 식수를 공급
- 엄격한 수질기준과 수질 검사 위원회의 감독 하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194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되는 전염병문제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

주지역을 위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 그 계획은 국가 정책에 근거를
두며, 또한 미래개발 계획의 기초
-지
 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정책대안을 결정하며 그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그에 대처할
권한을 가짐
-주
 민의 정책 계획허가에 따른 정보를 “Development Control-a Charter Guide”에 명시하
여 주민들에게 제공

(xiii) 재활용 정책 : 재활용계획을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 재활용 계획에는 수집하는 쓰
레기의 양과 재활용 양에 대한 정보가 포함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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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나, 현재공
정에 새로운 기준에 적응시간을 부여 등 융통성

(ⅶ) 허가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불편 행위에 대하여 한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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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도로와 보도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와 보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고 문제 발
생 시 주민의 요구에 영국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하는 방법과 도로 공사 시 발생되는 문제
에 대한 대처
(xv) 교통정책과 주차문제 : 도로상에서의 주행 또는 주차 차량을 관리, 통제하는 교통관리법
안을 제정, 시행하는 폭넓은 권한
(xvi) 녹지 및 야생지역 보존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녹지의 관리를 위해 녹지를 매입하
거나 그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녹지 보존을 위한 조례를 제정

 2016년 11월6일까지 WHO에서 발표한 대기 오염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대기오
염은 세계 184개의 국가 중에 25위 기록
◦ 2012년 총 1만6355명의 사람들이 미립자 오염으로 사망
※ 프랑스 1만954명, 독일 2만6160명, 호주 94명 미국 3만 8043명

◦ 영국 환경부의 ’16. 12월까지 최신 집계한 데이터에 의하면 영국은 매년마다 심각한 대기
오염을 평균 5차례 겪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34%는 외국에서 왔으며 2016년의 런던의 황
사 재난 발생 시의 오염물질은 아프리카에서 건너 온 것이었음
◦ 영국은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계속되는 도심 확장으로 인해 여

2 영국 초미세먼지 원인과 추진대책 경과156

◦1
 9세기 말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런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모그 도시’였으며, 심
각한 대기오염은 런던 시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출발해 요약하면 ‘안개도시’시기의 런던에서 초미세먼지오염이 형
성되는 원인으로
ⅰ) 런
 던시의 특별한 자연 기후로 가을과 겨울 계절의 북대서양 난류와 영국제도지역의 한류
가 합류하는 동시에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대량의 따뜻한 공기와 섬 위의 찬 공기가 만나
런던의 두꺼운 바다 안개와 육지 안개가 형성
ⅱ) 도
 시 정적 현상으로 런던 도시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함께 도시 중심구의 건물 밀도가 급
격히 증가해 도시 표면의 거칠기가 해마다 증가하며 도시 제로 변위 평면이 계속 상승하
고 도시의 정적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ⅲ) 방
 사선 반전 현상으로 런던의 인공적인 환경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 표면의 열용
량이 작아지고 지상 냉각이 가속화 되어 방사선 반전 증가
- 반전현상은 구름과 안개의 형성을 쉽게 만들며,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이 즉시적으로 대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해해 대기 오염이 심각해짐

ⅳ) 도
 시 열섬 현상으로 런던의 과도한 공업화는 자연파괴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온도상승으로
인한 열섬 현상을 야기 시킴
- 비정상적인 도시의 대기 순환은 에어트래핑현상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대기오염 물질 확산
및 초미세먼지오염을 더욱 악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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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7년 영국 대기 오염 데이터 뱅크에서 제공한 현황에 따르면 영국 3대 도시인 맨체스터,
버밍엄 및 런던 동남부의 PM2.5 지수는 10~12.5㎍/㎥으로 다른 지역의 평균 5-10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짐

 도시·녹지계획 측면에서 런던의 초미세먼지 오염 저감 대책
◦ 영국은 최초로 산업 혁명을 수행한 국가이며 초미세먼지오염은 이미 오랫동안 영국을 괴롭
히고 있었음
-영
 국은 급격하게 진행된 공업화로 수많은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경험하였으
며 전 세계 각국에게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오염 날씨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를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

◦ 영국의 초미세먼지오염을 관리하는 주요 조치로는 △대기오염 통제 법안을 도입해 오염 통
제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을 적극적으로 발전 △산업 구조조정
을 이행하여 저탄소 사회건설 노력 △도시녹지의 확대 등임
◦ 런던의 심각한 초미세먼지오염은 특정 기후 조건뿐 아니라 런던의 도시 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2
 0세기 발생한 런던의 심각한 초미세먼지오염은 영국 정부와 런던 당국이 초미세먼지오염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했으며 장기적, 합리적, 과학적인 도시계획실행과 환경 법안의
지속적 강화로 80년대 런던의 초미세먼지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

◦ 런던은 도시계획 및 환경 법안 조치들을 위주로 초미세먼지오염을 관리
-도
 시계획 측면에서 런던 정부는 도시와 산업 지역을 분리시킴으로써 도시 대기 오염원을
통제하기 시작
-동
 시에 도시 레이아웃과 도시 녹색벨트의 구현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효과적으로 억제
하고 공간 형태를 최적화해 초미세먼지오염의 생성을 줄임

도시미래신문 http://m.ufnews.co.kr/main/sub_news_detail.html?wr_id=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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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이후 영국 수도 런던의 대기오염 문제가 시작되면서 이후 초미세먼지오염 날씨가
뒤따랐음

전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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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던은 ‘런던교통 2025’에 의해 2025년까지 런던의 개인 교통량을 9%로 줄이고 가스 배출

◦ 1960와 1970년대 런던의 도시 산업은 크게 변화했고, 제3산업이 점점 공업을 대체하며 새

량을 12%로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로운 도시계획을 실행

- 런던은 도시 교통 및 개방 공간 시스템을 결합해 런던 대기 생태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고,
우수한 도시 환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풍향과 맞는 녹지체인을 건설했으며, 도심 내 녹지
확대를 강화하는 등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을 달성

-이
 는 도시 내 환경문제를 완화시켰으며, 공업 오염물질들을 도시 외부로 배출하고 도시 내
녹화보호를 강화시키고, 도시의 형태와 에너지 구조를 결합한 한층 강화된 환경입법은 런
던 대기 오염원에 대한 제어를 가능케함

- 이러한 노력으로 도시의 초미세먼지오염은 크게 감소되었으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녹색 빌
딩 등을 장려

◦ 1970년대 이후 런던의 전통적인 산업 불황으로 후기 산업 경제는 점차 발전했으며 공업 오

- 1980년대 이후 녹색 도시 개발 중 런던은 초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스모그 도시’라는 이름에서 완전히 벗어남

- 시내의 매연 배출이 크게 감소하며 런던 시내의 초미세먼지오염 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됨

런던 대기환경 정책 추진경과

- 주거 지역에서 산업 건물을 짓지 못하게 규정했으며, 산업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선정하여
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함
- 산업 오염원을 별도로 분리해 공기 오염물질의 제어가 가능

◦1
 938년 런던 정부는 ‘도시 순환 녹색벨트 법’을 발표해 도시의 맹목적 확장을 제어하고 농지
의 보호를 추진하고, ‘도시 녹색벨트’ 개념을 토대로 런던의 도시 녹지면적을 확장시켜 미래

-이
 후 ‘신도시’의 건설을 종료하고, 기존지역의 녹화보호를 강화해 ‘도시 녹색벨트’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촉진

◦ 1980년대 이후 승용차의 보급으로 교통 오염이 공업 오염을 대체하며 대기오염의 주원인
이됨
-당
 시 런던의 주요 오염원이었던 S02, 매연 농도는 이미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산화물
과 O3이 그들을 대체
-런
 던은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의 건설을 목표로 녹색 교통 시스템, 녹색 개방 공간 시스
템, 녹색 에너지, 녹색 건물 등을 포함한 도시 계획을 추진했으며, 환경과 관련된 법안을
수립

◦ 그 결과 런던의 대기 질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완전히 ‘초미세 먼지오염’의 그림자에서 벗
어남

도시의 열저장 용량의 감소 및 도시 열섬 효과와 열섬 순환을 완화시키는 데 기초를 다짐
◦1
 944년 패트릭 아베크롬비(Patrick Abercrombie)에 의해 작성된 ‘대 런던 계획’에서는 명확
히 ‘도시 녹색벨트’를 도시 마스터플랜으로 받아들여 런던 지역을 시가중심지, 교외지대, 녹
색지대 및 주변지대의 4개 구역으로 나누고
- 동시에 도시주변 10개의 신도시를 구축해 ‘폐쇄 동심원’의 도시 레이아웃이 형성되어 런던
의 무질서한 확장을 제어했고, 도시와 자연 간 대기유통속도가 증가해 교체 주기를 줄임

◦1
 946년 발표된 ‘신도시법’은 도시중심지역의 집중화 완화를 위해 도심의 건물 밀도 감소,
도시의 정적 현상의 완화, 도심 오염 물질 축적제어 및 도시 초미세먼지오염 개선의 기준을
만듦
◦1
 955년 런던시는 ‘도시 녹색벨트’를 입법의 방식으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중요 수단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도시 녹화속도를 향상시킴
- 런던 정부의 노력을 통해 20세기 중기말까지 런던의 총 연기 배출량은 37% 낮아졌으며,
초미세먼지오염 날씨의 연평균 일수도 역시 약 30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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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9년 런던 정부가 발표한 ‘주택·도시계획법’은 구역별로 도시의 기능을 분리

염원이 도시외부로 배출되었고, 런던 도시 산업 오염원이 거의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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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하천•환경관리 추친체계157

분 창고 등 운송관련 노후건물이 방치
◦ 동 공사는 도시내부를 포함 물길주변에는 전체하천 면적의 4% 정도에 해당하는

1) 물관리 주요기관 : 영국물길관리공사(British Waterways)

pocketland를 보유

가. 영국 물길관리공사

- 최근에는 이들 운하주변 노후시설의 재개발을 통하여 부동산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조직구성 및 역할
◦영
 국 물길관리 공사는 현재 환경, 식량 및 농촌성(DEFRA)의 산하기관으로 1962년 수송법
(Transport Act)에 의한 공사(public corporation)
◦동
 공사에서는 운하관리운영 및 개발에 관한정책과 계획수립, 관리운영업무(각종규제, 보트
면허, 운하 및 교량, 문화자원관리) 및 운하확대와 주변지 개발(투자) 업무를 담당
◦전
 국적인 차원의 주된 임무는 터널, 다리 및 선착장 등 2,650개의 구조물, 47개의 역사 및
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중앙 및 지역 조직) 공사본부와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를 지역적으로 관할하는
총 9개의 지역본부로 구성
나. 영국 물길 변화와 현재 특성
 (현황) 전국적으로 물길의 총길이는 2,200마일(약 3,500Km)
◦2
 00년 전 전성기에는 약 4,000마일(6,400Km) 이었으나 철도의 등장으로 약 2,000마일로
축소
◦지
 난 10-15년 물길(운하)의 길이가 약 200마일(320Km)이 늘어났는데, 친수활동과 친수
공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최근 운하마니아가 생겨나면서 운하의 부활(Renaissance) 현상이 나타남

◦ 운하의 성격은 상업적 교역(commercial trade)기능이 쇠퇴하면서 물길운송(navigation)은
거의 없어진 반면 여가기능 즉 위락용, 주거용 보트 등 여가 기능, 하천변 위락 및 부동산개
발 등 도시재생 기능이 확대

다. 영국 물길관리 사업 및 경제효과
 친수 공간 및 노후물류시설 재생
◦물
 길 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물길 중에는 도시내부 물길이 상당부문 있고, 거기에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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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에는 초현대적 사무실 공간, 상가, 공연 문화 공간, 그리고 주거용 빌딩이 혼재되어 있
는 성공적 도시재생158의 모델이 되고 있음

 노후시설 재생 및 부동산개발
◦ 대부분의 재개발용지는 분양하지 않고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대규모부동산을 개발
하여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
◦ 다만 정치적으로 자산매각의 압력을 받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
◦ 영국에서는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의 경우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당시 건설 후 상
당기간 미래의 수익을 토대로 증권화(securitization)를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
-현
 세대의 지불능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미래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부동산 개발이 불가능
하기 때문

 예산 및 수입
◦ 연간 예산은 약 2.23억 파운드(약 4천5백억 원)이고, 이중 정부 출연금은 약74.3백만 파운
드로 30%, 나머지 1.49억 파운드는 자체수입으로 충당*
* 주로 부동산개발 및 임대(61.7백만 파운드), 보트 면허, 교량사용료 및 주차장 등 레저 사용료(24.9백만 파운드),
용수판매(5백만 파운드), 소매판매(4.8백만 파운드). 기타 문화재 물길관리에 대한 제3자 지원금 등으로 충당

◦ 영국정부는 연간 약7천만 파운드를 출연하는 이유는 홍수방지, 용수공급, 역사문화자원 보
전, 친수활동 및 수변개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등 편익이 크기 때문

 물길관리의 경제 효과
◦ 해마다정부의지원을받기위해재무성이정한기준(green book)에 의거 경제효과를 측정
◦ 정부기준에 의한 경제효과는 정부출연금의 10배(5-6억파운드)159
158 British Waterway London 사무실이 있는 지구가 운하주변 재생사업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인 Little Venice project의 일부
159 재
 무성의경제효과측정 기준은 www.hm-treasury.gov.uk/data_greenbook_index.htm에서,운하경제효과측정 자료는 www.iwac.
org.uk/report/#researc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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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기념물을 지닌 200년 된 물길 네트워크 보전 및 활용도를 높여 환경, 문화보전, 삶

-현
 재 사무실이 위치한지역이 운하의 물류창고지대 재개발지역의 하나인 리틀 베니스의 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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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 공간정책변화와 영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물 연구재단(FWR)은 물에 관한 교육과 정보교환에 전념하는 자선에 기초한 독립적인 협회
(independent membership)

 영국의 공간부처 및 정책 변화
①D
 EFRA와 DCLG 조직개편 : 환경 및 지역정책에 관한 부서는 DOE → DETR → DTLR →
ODPM → DEFRA(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및 DCLG (community and local

-F
 WR의 목적은 물과 물 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회(well-informed society)
를 지향

affairs) 통폐합과 분할의 과정을 반복(시대에 맞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

-F
 WR이 “지향하는 사회”는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지식과 환경
지킴이(environmental stewardship)로서 역량을 갖춘 사회” 의미

② 도시정책변화 :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정책 변화는 zoning정책에서 spatial

- FWR의 주요기능은 WFD Information centre 운영, 현재 지식에 대한 검토(ROCKs:

strategy 전략으로, 학교중심의 neighborhood 정책에서 교통허브, 고밀도, 복합개발을 중

reviews of current knowledges), 물 공급, 하수처리, 물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토론 이
슈에 공식적인 설명(FWR guides), 지구적 관련조직과 정보 웹 사이트 운영(Informative
web-site with many global links), 다양한 발간물의 공급 및 추적(Publications supply
and tracing), 그리고 각종 응답서비스와 연구지원(inquiry service/research support) 등

시하는 community strategy로의 전환
-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토지용도 및 물적 환경의 변화 전략에서 벗어나 도시민에게 활력과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 환경을 창출하는 데 치중함을 의미
- 토지이용과 물적 환경의 변화는 경제, 사회, 문화, 디자인 등 다양한 비가시 분야의 활동과
변화요소를 결합한 통합적 산물이 되는 전략을 추구
160

regionalism이 새로운 도시 개발의 경향 임

 영국물길관리 사례의 정책 시사점
(ⅰ) 영국에서 운하의 문예부흥 즉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ⅱ) 민자와 공동투자, 증권화를 통한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임대제도 확
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상환 및 재정운용을 이루는 것
(ⅲ) 사업의 경제효과 측정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재무성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정부의 지
원의 정당성을 확보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 물관리 기본지침은 모든 EU member 국가에 적용되는 법안 형태의 원칙 또는 지침
-기
 본지침은 통합된 하천유역관리(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를 위한 기본방향
(framework)을 제시하는 역할
-통
 합적인 유역관리란 깨끗하고 잘 관리된 물 환경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최선 및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하천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의미

◦ 물 관리 기본지침은 2015년까지 “최소한의 좋은 물”의 질적 수준을 달성할수 있도록 호수,
저수지, 하천(강), 지하수, 연안 및 하구역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를 제시
◦ 물 관리 기본지침은 EU에서 제시한 최소기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에 따라 상이한 기
준과 규제를 적용

2) 물관리 주요기관 : 영국물관리재단 정보센터(WFD Information Center)
 EU의 역할과 물관리 기본방향
가. 조직 성격과 기능

◦ EU의 DG(director general)은 directive를 제정→국가별 적용사례를 점검(monitoring

 물관리기본지침정보센터(WFD)는 물연구재단(FWR, foundation forwater research)에
의거 설립, 운영되는 정보센터

progress)→guideline documents, and other supportingservices 제공→물환경 연구 및

◦물
 관리 연구자료의 중앙관리(central source) 역할을 하며, 아울러 정부 및 환경규제기관의

◦ EU의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보다 나은 방법(in better way)으로 우리의물 환경을 관리

NGO projects 재정 지원역할(http://ec.europa.eu/environment/index.eu.htm)

환경관리기본방향과 지침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증진, 환경관리에 관한 정보를 생산 및

하는 데 맞추고 있으며, 각국의 경험과 특성 그리고 경제원칙을 중시

전파, 이해당사자간 협력증진(information, publications, bookshops,forums, networks) 역할

◦ EU 물관리 몇 가지 원칙: 물질적 수준은 환경적으로 good status 유지
- 하천 특성별 good status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EU가 정한 최소기준은 충족

160 “한 도시의 발전은 그 도시의 정책결정자 및 관리자들의 능력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하에 도시경영 및 도시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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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물 관리 원칙

영국 물관리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높은 수준 환경보호 원칙(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사전조치의 원칙(The precautionary principle)
•예방활동 수행원칙(preventive actions)
•오염자 부담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
•오염원 발생지 제거원칙(The elimination of pollution at sources)

 영국 물관리 주요 특성
(ⅰ) 물 관리는 국경을 넘는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EU에서는 27개 회원국이 적용할 물관리 원
칙과 최소기준을 directive 형태로 제시하고 회원국은 특성에 맞는 구체적 정책과 계획을 수
립·집행

•공공협의의 원칙(public consultation)

(ⅱ) 영국에서는 모든 물과 관련 환경을 Defra가 담당하고 집행업무는 환경청이 담당
-여
 기에는 호수, 저수지, 하천(강), 지하수, 연안 및 하구역의 물 관련 정책과 시책이 모두 포함
*물의 사용목적, 하천 등급에 따라 관리청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와 크게 대별

•인접국간 협력원칙(cross border collaboration)

(ⅲ) 물과 관련 환경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식의 함양 중시

•비용과 편익의 경제원칙(costs & benefits)

다. 영국의 물관리 거버넌스와 전략
 영국의 물 관리 거버넌스

(ⅳ) 수질관리에 있어 하수처리시설 보다 오염원의 발생지에서 오염물질 제거를 중시하고, 사후관
리보다는 사전관리와 예방조치를 중시

분야별 지자체 주요 정책

◦ 영국의 물관리는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등 지역별 차이

-W
 FD 및 FWR과 같은 자선 독립단체 및 기구를 설립하여 정보와 지식전파, 시민의 참여와 이
해당사자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단
 순한 수질 개선이 아니라 생태환경의 건전성이라는 통합적 개념

- (정책 및 정부(government) 수준) 환경·식량농촌성(Defra)
- (구체적 유역관리) 강 관리청(River authority)을 통합한 환경청(The environment
agency)
- (물 공급) 민간 회사(private water companies)가 담당
•이들 규율하는 DWI(drinking water inspector), Ofwat 등 다양한 규제자

◦물
 관리와 관련 광범한 조직과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와 조정, 협력 필요

 영국 물 통합관리의 정책적 시사점
(ⅰ) 물 관리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간의 협의 조정 및 통합적 노력이 절대적으로필요한 분야라는
인식
(ⅱ) 다양한 물 관리 조직 및 집단이 있다면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규명하고 이를 합리화
(rationalizing responsibility)하는 것부터 시작
(ⅲ) 물 관리에 관한 공동의 목표(draw up objectives) 설정

- CCW(consumer council for water), 환경단체, 지방정부, RDAs, 농장주 및 지역상공인
(local business)들이 있고,

(ⅳ) 다양한 기관을 연계시키는 선도자(activists) 또는 조정자의 역할

- 연관단체로WWF, RSPB, The national trust, the wildlife trust, angling trust,
pondconservation, pond conservation, wildfowl and wetlands trust, instituteof
fisheries management 등 다양한 자연환경보존단체등

(ⅴ) 이해당사자간 협의 조정 및 통합을 위한 구체적 일정(time table) 마련

-전
 문가들 상호간의 교류, 교육 및 참여를 위한 포럼 등 협의의장 마련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서 물 관련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
-통
 합 거버넌스는 지속적인 진화와 진전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

 영국의 물관리 전략(government water strategy, Defra, 2008) 및 물관리정책 프로세스
◦ water demand, water supply, water quality in natural environment, 등
◦ process
① directive(기본지침) → ② transposition(실천목표와 지침) → ③ characterise basin(유역
의 특성분석) → ④ public plan → ⑤ establish programmes of measures → ⑥ operation
of programmes of measures → ⑦ objectiv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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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턴 케인즈 생태도시 사례
1) 시설개요
(1) 조성 개요
◦런
 던에서 북서쪽으로 80㎞ 떨어진 신도시로 버밍엄(Birmingham)과 런던을 잇는 M1고속도
로에 인접함
◦면
 적은 경기도 성남·분당 지역의 약 4.5배로 2,686만 평임
◦인
 구는 19만 명으로 영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
◦개
 발배경 및 목적
-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대도시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신도시를 개
발하는 신도시 법을 1946년에 제정함

- 기회와 선택의 자유, 용이한 이동과 접근, 균형과 다양성, 매력적인 도시의 창조, 공공적
인식과 참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성함

◦ 자족 기능이 신도시로 생태와 산업을 조합한 운영방식
◦ 베드타운(Bed town)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하기 위해 전체면적의 12%에 달하는 318만 평을 산업지역으로 설정
-7
 0년대 이후 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진출기업도 급속히 늘어, 지금은 유니시스(Unisys),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 Benz) 등과 함께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24,700여 개의 기업이
자리잡고 있음
-이
 런 방식의 효과로 3만 명이던 인구가 19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일자리수도 9만 7천여 개
로 급증해 실업인구는 1.5%에 불과

◦ 산업지역을 신도시전역으로 분산시킴과 동시에 녹지를 이용하여 산업지역을 주거지역과
분리
-또
 한 업종을 전자, 컴퓨터, 물류, 금융 등 비공해 산업으로 유치하고 있어 공해물질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밀턴케인즈시>

(2) 생태도시 개요
◦건
 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설하였으며 도시 내에 고속도로를 도입하여 방음을 위한 목적
으로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나무를 많이 심음

-최
 근에는 IT 분야의 진출이 활발하여 기업연구소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대
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생태적 측면과 관련하여 밀턴케인즈에는 건축물 높이가 나무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6
 층까지 허용된 일부 중심지역(CMK : Central Milton Keynes)을 제외하고는 3층으로 층
이 제한되어 있음

◦또
 한 ‘얼롯먼트’라는 시민농장을 시에서 1년에 약 3만 5천 원의 가격으로 임대를 하여 지역
민의 여가선용 및 이웃 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 마련함으로써 생태도시적인 콘셉트를 지
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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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턴 케인즈 역시 런던의 인구과밀해소를 위한 위성도시로써의 역할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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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특성
◦도
 시의 22%가 공원 또는 잔디밭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태도시라 일컬음을 받고 있으며 여
기에 주택가 근처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을 더하면 녹지면적은 배 이상이 됨

5) 교육시설 특성
◦ 교육시설은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캠퍼스를 방과후 시간에 문화 및 레저 시설로 개
방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짐

- 이들 녹지는 파크스 트러스트(Parks Trust)라는 기구에서 관리하며 비용은 이 자선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지역의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제공하는 전략을 가지고

-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녹지대가 있는 주거환경에서 나오는 쾌적성이나 조망 등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

◦ 훈련 프로그램

◦모
 든 개발과정에는 옛것을 되살린다는 온고지신의 원칙이 깊게 작용하고 있어 수백 년 된
나무와 숲, 늪지 등은 가급적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음

있으며, 미취학아동의 교육과 학교외부에서의 교육가지 담당하고 있음

-지
 방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인 Longrigg Residential Centre를 통해 시에 거
주하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호 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
-A
 CE(Adult Continuing Education)를 통해 16세가 넘으면 누구나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런던에서 1~2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외부지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점으로 지역의
주요 쇼핑지역으로 유명함
◦ 특히, 멀티플렉스 중 Xscape에는 높이 170m, 폭 60m로 구성된 스로프에서 스키와 스노보

4) 교통시스템

드를 탈 수 있고, 경치가 뛰어난 암벽등반도 할 수 있음

◦1
 0개의 가로 길과 11개의 세로 길을 교차시켜 도시전체를 분할하고 있는 바둑판형 도로망
을 통해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곳을 최단 경로로 갈 수 있음
◦교
 통체증 없이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라운드 어바웃(Round About)으로
일종의 로터리 길로 교차로마다 둥근 녹지대를 만들어 차량이 녹지대를 끼고 돌아나가도록
하고 있음
◦우
 측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운전자들은 오른쪽을 살펴보며 서로 양보운전

7) 시사점
◦ 신도시를 계획할 때 기존의 전원마을의 녹지를 그대로 살려 계획성 있게 도시를 계발한 점
은 생태도시라 평가받을 만함
◦ 도시의 외관을 고려한 건축기준과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산업업종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
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마인드가 돋보임

을 함으로써 신호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
◦라
 운드 어바웃의 장점
- 중간의 원형 녹지대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신호등 교체, 경찰 배치 등
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보수유지비가 들지 않음
-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정차하는 일도 없어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훼손도 막을 수 있
으며 녹지대로 인한 도로조경도 개선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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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지방정부 규제 정책161

 (영국 규제구조) 지방당국, 국가규제기관, 중앙정부의 세 단계로 이뤄짐
◦ 지방당국(local authorities)에는 지방정부, 소방서, 항만보건관리소 등이 포함

1) 규제담당기관
 (규제집행 및 영역) 영국에서 규제집행은 지역별(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
일랜드)로 상이하며, 규제영역에 따라 중앙에서 일괄 규제하는 영역과 지방자치단체
(council)에서 규제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짐

-지
 방정부(local councils)는 환경, 보건, 도소매(trading) 등에 관한 규제를 담당(※ ’09년
현재 433개)162
-이
 에 더해 58개의 소방서(FRAs)와 152개의 항만보건관리소(PHAs)가 있음

◦ 국가수준에는 11개의 국가규제기관에 더해 규제와 연관된 12개의 중앙정부부처가 존재하
며, 이외에도 다수의 직업기구, 법집행기구 등이 존재

< 정부별 담당하는 기관, 규제영역 >
중앙정부(관련 기관 예시)
금융/법률

•Financial Conduct Authority,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 지방당국의 기능은 민간활동과 관련하여 요건(requirements)이나 제한(restrictions), 조건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conditions), 표준(standards), 지도(guidance) 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피규제자들의 준

농업/동물

•농약 및 각종사료
•반려견, 가축 등의 판매 및 이동, 위험동
물, 질병 등

소비자보호

•기업규제, 소비자 보호, 소비자 신용, 공
정영업, 상품안전, 제품의 무게 측정 등

환경보호

•EA(Environment Agency)

 과거 영국의 지방정부는 위생안전을 주로 담당하였으나, 1980∼90년대 광우병 파동 및
각종 화재재난 이후 기능이 확장되었고, 중앙에서 전체적인 규제집행기능을 총괄하는 구
조로 변경

•공기, 토질, 물, 지역환경 및 오염

소방안전

•상업용 건물에 대한 화재리스크 평가에
대한 감사

식품안전

•FSA(Food Standards Authority)

•상품의 광고, 제품표기, 제조, 준비과정,
수입, 저장, 판매 관련

보건안전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CQC(Care Quality Commission)

•상가 및 사무실, 상업/서비스업 사업장
에서의 작업장 보건 및 안전 (보건안전
감독국의 규제하에 있는 산업시설 제외)

주택관련/교통

•CAA(Civil Aviation Authority),
ORR(Office of Rail and Road)

•임대인, 임차인, 안전 및 위생표준, 과다
거주, 거주인의 보건 및 안전

교육 및 아동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각종 시험 제증명

•Ofqual(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기타 utility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
ONR(Office of Nuclear Regulation),
Ofgen(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wat(Water Services
Regulation Authority) 등

수확보를 위하여 집행(enforcement)을 담당163

2) 지방정부규제 관련 영국의 규제개혁
 1990년대 초부터 영국 정부 내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총량과 신규 법령의 흐름을 검토하려는 규제완화 노력이 시작
◦ 지방정부가 집행을 담당하는 법령 중 다수가 유럽연합에서 유래하고 있어, EU는 2000년
대 초반부터 복잡한 법령을 단순화함으로써 EU법령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administrative
burden)을 줄이기 위한 노력 추진
-E
 U는 2012년까지 행정 부담의 25% 감소목표를 설정. 이러한 이니셔티브 하에서 각국 정
부는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 영국 하원의 규제개혁상임위원회는 2009년 “규제개혁의 주제와 트렌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인적자원, 시설물, 차량, 술, 공공위락시
설, 도박 등

-여
 기에 포함된 규제개선의제(the better regulation agenda)는 기존의 법령을 단순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후, 모든 정부부처들의 규제영향평가 수행이 의무화(규제영향평가서는 법령입안 13주
전에 발간필요)

162 2
 009.9월 지방규제개선실(Better Local Regulation Office)은 “Mapping the Local Authority Regulatory Services Landscape” 제목
의 보고서에서 영국 지방정부규제의 전체적 구조에 대해서 다룸
161 이하 홍승헌박사(ANU, 호주규제정책연구로 박사학위) 작성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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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 환경적 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여함
< 규제개선 테스크포스가 설정한 5대 규제원칙 >
•비례성(Proportionality) : 규제자는 필요시에만 개입하여야 하며, 이 때의 조치는 확인된 리스
크의 수준에 적절하고 비용부담을 최소화
•책임성(Accountability) : 규제자는 제결정들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며, 차후 공개조사(public
scrutiny)를 받아야 함
•일관성(Consistency) : 정부의 규정과 표준은 상호연관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집행
•투명성(Transparency) : 규제자는 개방적이어야 하며 규제를 쉽고 사용자친화적으로 유지
•표적화(Targeting) : 규제는 문제에 맞춰 집행되어야 하며 부작용 최소화

-아
 울러 지방정부들은 지방사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이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003년에 개정된 지방정부법은 지역상권진흥구역을 설립하고 지역적 우선순위 증진을 위
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이뤄 노력할 것을 장려

나. 전담기관 제도(Primary Authority)
 전담기관 제도 개관
◦ ’09년 규제개선전달원(Better Regulation Delivery Office)은 지방 규제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PA : Primary Authority)제도를 도입

3)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역할 분담

 지방정부의 역할
◦ 영국에서 지방정부의 의무는 복지국가 서비스에 관한 1601년 빈곤구제법(Poor Law Act
1601) 제정 이후 발전하여 옴
- 판매 제품의 무게와 측정을 위한 도소매기준 관련 규정은 중세시대에서 유래

◦1
 824년 이후 17개의 지방당국들이 표준화된 무게와 측정 규제를 집행하였음
- 이후 지방당국들의 권한은 공공보건 보호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항구에서의 보건관리, 도
시계획 및 건축규제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됨

◦1
 972년에 제정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2)는 잉글랜드 내 지방당국의 기
능과 구조를 2단계로 재구성함
- 웨일즈에서도 유사한 법이 1994년 제정되어 단일한 지방정부 구조를 설립
- 현재의 소방구조대의 구조는 2004년 소방구조법(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제
정시 실시된 독립위원회의 제안에 기반하여 만들어짐

◦지
 방정부들은 여러 법률에 의해 자체적 정책을 검토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도 생김
- 예를 들어, 범죄 및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은 지방정부에게 범죄 및 무
질서를 줄일 권한과 의무를 부여

◦최
 근 법률들은 잉글랜드 지역 지방정부들에게 지역별 정책우선순위를 개발해야 할 책임을
부여
- 2000년 제정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은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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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 목적은 규제의 일관성 유지, 일선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규제에 있어 업체들
의 의견 청취임
◦ 영국 내 다양한 지역에서 영업장을 지닌 기업들의 규제준수 증진을 위하여 시작하였음
-특
 히 다수의 지역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판매업체들은 서로 다른 지역별 정부 당국으로부
터 상이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함

◦ 다수의 영업장을 지닌 기업들이 전 지역의 지방정부 당국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의 PA와 전담 파트너십을 맺으면, 동 PA가 해당 기업의 전 지역에 걸친 규제준수 행위를
지도 감독함
-기
 업에 대한 맞춤형 규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 영업장에서의 규제준수에 있어 일
관된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주 담당 규제영역은 환경, 보건, 영업기준, 소방안전
◦ PA가 될 수 있는 규제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안전당국 등이 있음
◦ 규제기관-업체 간 파트너십에는 두 종류가 있음
(ⅰ) 직접파트너십 : 개별 업체는 필요한 자문을 PA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음
(ⅱ) 동
 업자 단체(trade association)에 속하여 동 단체 소속 업체들의 일반적 필요에 관한 자
문을 동 단체를 통하여 받게 됨

◦ 업체는 상기 두 가지 종류의 파트너십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일할 수 있음
-대
 다수의 업체는 한 가지 파트너십만 선택하나, 규제 영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 종류의
파트너십에 모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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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정부

-지
 방자치단체가 PA가 되어 지역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동 기업들의 규제준수 관련 자문
및 규제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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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의 역할
◦P
 A는 여타 지방규제기관들의 규제집행 원칙 및 해당 규제에 대한 순응요령 등에 관한 자문
(advice)을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또
 한 지방규제기관이 실시하는 현장방문(visits)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별 업체나 사용자협회의 회원업체에 대한 검사계획(inspection plan)을
수립하기도 함
◦P
 A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PA 등록(PA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음
- 여기에는 개별 파트너십에 대한 세부정보를 알 수 있고, 규제기관과 업체들간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PA가 지방규제기관에게 필요한 문서나 업체정보를 작성하는 데 사용

 전담기관의 기대 효과

•(1978년 LACOTS 설립) 지방영업기준조정원(LACOTS: Local Authorities Coordination of
Trading Standards)이 설립되어 영업기준 규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적 규제집행을
총괄
•(1991년 LACORS로 개편) LACOTS는 식품안전, 도박, 제등록을 비롯하여 다수의 규제집행 기
능까지 포함한 지방규제서비스조정원(LACORS: Local Authorities Coordinators of Regulatory
Services)으로 확대 개편
•(2007년 LBRO로 통합) LACORS는 2007년 규제집행 및 제재법(Regulatory Enforcement and
Sanctions Act 2008) 하에 지방규제개선실(Local Better Regulation Office)이 독립적 공공기관
(Non-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 출범하면서 통합
•(2011년 BRDO로 통폐합) LBRO는 기업혁신기술부 산하의 규제개선전달실(Better Regulation
Delivery Office)로 통폐합되었고, BRDO는 LBRO의 핵심기능인 PA운영에 더해 규제시스템의
간소화와 기업연계, 규제관련 정부자문 등의 기능을 추가수행

타트업들이 창업시부터 각종 절차 등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며 규제준수를

•(2016년 RD로 편입) 규제개선전달실은 규제전달실(Regulation Delivery)의 일부로 편입

위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끔 도와줌

•(2018년 OPSS로 개편) 규제전달실은 국제교역의 증진, 온라인 쇼핑의 증가, 혁신적 상품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품안전의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처하기 현 상품안전표준원(OPSS)으
로 개편

◦복
 수의 지방규제기관이 아닌 하나의 지방규제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규제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공
 동규제(co-regulation)체제를 통하여 쌍방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상호 합의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줌 (regulatory rule-making by partnership)

다.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역할

◦ PA의 결정은 기업이 규제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제공하고 검사계
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해당 분야 중앙규제기관의 지침(guidance)을 고려해야 함
◦ 중앙규제기관은 PA의 전문성을 제공해주는 소스이며, PA는 중앙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개
별 업체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관여(engage with)하도록 지원

◦기
 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산
하 상품안전표준원(OPSS: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은 기업에너지산업전
략부 장관을 대신하여 PA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률적 책임을 수행
◦O
 PSS는 파트너십을 지명(nominate)하고 지침을 만들고, 제반 최종 결정을 내리고 관련 분
쟁해결 책임을 지며 PA 등록을 운영
◦O
 PSS는 지방당국이 규제집행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도 감독권한을 가지며,
지방당국들은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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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들이 보장된(assured), 맞춤형(tailored) 조언을 얻을 수 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스

< 상품안전표준원 OPSS 연혁 >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2016/17 지방정부 기능별 예산을 보면, 사회적 돌봄 업무가 핵심

Ⅳ. 보건복지 정책 및 지자체 역할

-교
 육 37%, 성인/아이 돌봄이 26%로 우리와 같이 경찰교육을 제외시 51%수준

2 영국 보건의료165
1 영국 복지업무 개관164

1) 보건의료체계 및 조직
◦ 영국의 의료제도는 일차의료(Primary Care)와 이차의료(한국의 병원과 유사, Secondary

1) 개요

Care)로 구분

◦사
 회복지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체계
- 중앙 : 국민건강서비스(NHS)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연금 및 각종현금급여제도로 구성
된 소득보장, 잡센터플러스 중심의 고용서비스, 고등교육
- 지방 : 초중등교육, 사회적 돌봄(social care)으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 담당

주요서비스

주요내용(예)

교육

•학교 관리 : 어린이집, 초등, 중·고등, 특수교육 및 학교 급식, 교육복지, 특
수교육대상자 지원
•청년, 성인, 가족, 지역공도체 교육

아동 및 성인돌봄

- (2차의료) Emergency and urgent care, Ambulance Trusts, NHS Trusts, Mental
Health Trusts, Care Trusts로 구성, 병원(Hospital) 중심, NHS Trust가 공급자(의사, 간
호사 등)과 계약하여 의료서비스 공급
- 전략기구로서 NHS SHA(Strategic Health Authority)는 지역내 PCT 모니터링, 서비스
발전 계획 수립, 의료인력 확보와 훈련 등 자원관리 담당

주거

•임대주택
•노숙인
•주거 전략 및 조언, 주택 개량, 주거급여 및 복지

문화

•여가 및 스포츠 : 스포츠 개발, 실내외 스포츠 및 여가시설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규제기관:
NHS개선, CQC

의회

•아동 및 가족 서비스 : 지원, 복지, 양육, 입양
•촉법소년 : 안정주가, 청소년 범죄관리팀
•노인 돌봄 : 간호, 재가, 시설, 주간보호, 음식
•장애인 지원 : 신체장애, 감각장애, 학습장애, 정신보건
•망명 신청자
•보호 고용(supported employment)

(Care Quality Commission)
1204억 파운드

잉글랜드
공중보건

보건부

잉글랜드 보건 교육
50억 파운드

1068억 파운드

NHS 잉글랜드 및 지역팀(4)

34억
파운드

* 11억 파운드
719억 파운드

베러 케어 펀드

지역당국

(Better Care Fund)

임상위원회(2009)
**

34억
파운드

◦ 한편 2010년 보수당 정부는 새로운 재정정책기조인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공중 보건

128억
파운드

지역 보건

정신 건강

병원 의료

1차 진료

157억
파운드

전문 진료

responsibility)를 발표, 5년간 공공부문 부채감축 추진
- ’11~’14년까지 평균 26%의 중앙정부 지원 감축되어 전체 지방재정규모가 14% 감축
*2
 018 NAO 감사결과, 예산감축은 주로 도시계획/개발(53%), 주거(46%), 도로교통(37%), 문화여가(35%)에
집중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H)에 산하 28개의 전략 기관(Strategic health authorities,

- 지방정부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력 약화여건에서도 다른 분야 재정을 상
대적으로 크게 감축

- 지역단위에서는 일차의료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PCT)와 병원 대상의 NHS
Trusts 및 Social Care 담당(Care Trust, CT)의 구조

164 김보영, 영국의 정부간 복지재정분담 및 행정체계, 2018 국제사회보장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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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 Fund (2016)

SHA)이 기능

165 이하 “영국 보건의료 체계”는 보건복지부 김건훈서기관 작성 자료(2018.1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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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방정부의 주요 사회 서비스 >

- (1차의료) NHS Direct, NHS Wlak-in-Centres, GP Practitioners, Dentists, Opticians,
Pharmacists로 구성, 지역내 일반의(General Practioner, GP)이며, 문지기(Gate
Keeping)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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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히, 사회 부조(social care)인 home care, day care, long-term care 등은 지방정부 위탁
(Local Authorities)으로 실행

◦ 가치기반 가격결정은 2007년에 공정무역기구(Office of Fair Trading)’에 의해 처음 도입되
었고 2009년 PPRS에 의해 좀 더 명시적으로 이루어짐

2) 보건의료 재정 및 지불제도
◦ NHS 재원은 중앙정부의 조세로 재원 마련, DOH(Department of Health)에서 광역 보건당국,
지역보건당국 순으로 할당
*최
 근 메이 총리는 NHS 예산을 향후 5년간 평균 3.4% 증대시켜 2023년까지 연 200억 파운드(한화 약 29조3
천억원) 가량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힘(’18.11)

- 2013년에 NICE는 가치기반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에 있어서 질병 부담(burden of
illness)과 더 폭넓은 사회적 편익(societal benefits)을 담는 가치에 대해 더 광범위한 정의
를 작성

◦ 2009년 PPRS 제도는 ‘환자접근성제도(patient access scheme, PAS)’를 포함하여 제약회
사가 NICE가 거부한 의약품에 대해 가격인하를 협상
-2
 009년에 NICE가 거부한 신장암 의약품에 정부가 생애말기 의약품(end-of-life drugs)
에 대해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

자금 흐름
모든 수치는 2010년 재무부 지출보고서에 기반한다.

재무부

3) 통합적 보건의료(Integrated Care) 개혁 추진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케어방식으로, 질병 발생의 초기단계부

1070억
파운드

보건부

960억
파운드

NHS
잉글랜드

640억
파운드

임상
위원회

-보
 건과 복지서비스의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내 자원의 활용을 독려, 전체 인구집단
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질병 그룹들간 다양한 욕구에 개입하는 모델

◦ 통합의료체계는 public health에 비하여 보건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care
중앙관리형 프로젝트 및 서비스
밀착형 조직체 기금

sservice+Health improvement) 개인단위보다는 인구집단(population) 전체(예 : 노인, 복합
국가 위임 서비스

지역 위임 서비스

적인 욕구자)를 대상

공중 보건 지출

Kings Fund (2017)

◦영
 국은 ‘가치기반보건의료(Value-Based Health Care, VBHC)’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Populations

하는 유럽국가 가운데 선두적 위치

Individuals

◦2
 009년에 ‘질 및 혁신 위임(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 CQUIN)’ 도입, 의료
공급자의 수입을 지역의 질 및 개선 목표 달성여부 연결
- 케어가 임상적 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보여야 하며 요금표(tariffs)는 NHS가 생산성을 달성
하고 설명되지 않는 편차를 줄이는 노력

- 의료공급자 사기에 영향, 분절화된 시스템(fragmented system)을 만들어 실제적으로 돈
의 가치(value for money)를 증대할 수 있는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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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health
(systems)

Co-ordination of care services
for defined groups of people
(cg, older people and those
with complex needs)

Improving health outcomes
across whole populations,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health outcomes

Individual care
management

‘Making every contact
count’

Care for patients presenting
with illness or for those at
high risk of requiring
care services

Active health promotion
when individuals come
into contact with health
and care services

Improving
population
health requires
Multiple
interventions
across
systems

Unit of
intervention

- NHS England는 다양한 ‘성과기반지불(pay-for-performance)’ 모델 실험과 비효율적 케
어와 치료 경로(care and treatment pathways) 제거 노력

- 다만, P4P 측정의 성공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도전을 받고 있는데 P4P 계획이 케어의 절
차 및 질에서는 개선을 보였으나 성과 근거는 제한적

Integrated care
models

Focus of intervention
Care services

Health improvement

Kings Fund(2015)

◦ 영국의 통합적 의료시스템의 발전과정은 상황마다 차이가 발생
-통
 합 의료 시스템 (Integrated Care System, ICS)은 STP에서 발전, NHS 제공자들과 지
역 당국자들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건강 향상을 위하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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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P (Integrated care partnerships)는 협력에 기반하며, 공동 치료제공, 병원, 지역 사회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및 GP가 포함

◦ N HS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으로 영국내 44개 지역에서 통합연계 프로그램(STPs,
Sustainability and transformation plans)이 개발
* 의료기관간 경쟁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와 사회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

4) 지역기반의 보건의료 역할 강화
◦ ‘국가중심’이었던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독
립부문의 역할을 강화(Means et al., 2003)

- STPs 프로그램은 보건과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적정재원하에서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도록 유도

-중
 앙은 ‘특별전환보조금’Special transition grant)을 각 지방에 지급, 지방은 민간 제공자
들을 시장에 참여시키는 등 시장형성과 경쟁 촉진

- 44개의 STPs 파트너쉽 프로그램이 NHS와 지방정부간 협업 프로그램으로 진행중, 해당
주민은 약 3십만명에서 2백 8십만명까지 다양하게 분포

◦ ‘NHS England’s 2014 Five year Forward View’에서는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통합 모형을

◦지
 방내 다양한 의료 및 사회시설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돌봄(integrated care)을 제공
하는 분야중 치매가 대표적

- 치매친화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에서 치매친화적인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
범 운영, 지자체는 자발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Better Care Fund를 운용
* ’11년부터 ’15년까지 약 4억 파운드(약 5,934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가족 보호자의 삶의 질과 안정
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Care Act 2014' 제정

- 특히, ‘Prime Minister's Challenge’ 캠페인을 통해 사회가 ‘치매 친화적(dementia
friendly)’으로 변화, 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로 규정

◦런
 던과 요크셔 지방, 본머스 및 노팅엄 등에서 활발히 진행중
- 런던 동부(East london, Tower Hamlets) : 일차의료에서의 통합 서비스 제공자(care
co-ordination in pramary care)는 약 1500명의 지역 사회 자발적 조직(local voluntary
sector)에 회송(refer)
* utilising the power of voluntary and community services

- 런던 북서부 (North West London Integrated Care Pilot: NWL ICP) : 당뇨병 환자 1.5
만명 등 대상 통합 케어 프로젝트로 GP,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가,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모여 당뇨병 환자, 복합적인 욕구의 노인의 케어방안 논의
*2
 개 병원, 2개 정신 건강서비스 제공자, 3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5개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2개 비정부기구, 103명의 일반의가 참여

- 요크셔(Yorkshire) 웨이크 필드(wakefield) : 다학제 팀(multi disciplinary teams)이 케어
홈(care home)과 일차의료(primary care)사이에 구성(27개의 care home과 6개의 지원 시
설(living facilities)
- 노팅엄(Nottingam) : GP 및 커뮤니티 간호사가 병원과 협업하여 병원과 1차 진료 간의 장
벽을 제거하며, GP가 공동 작업을 통해 12.5만명 지역주민을 지원, 재택이나 선호하는 보

제시, 최근 The NHS 10-year plan도 발표
- ① Enhanced health in care homes(케어홈 노인에게 통합된 서비스)
② Integrated primary and acute care systems(일반의와 병원, 지역사회 서비스)
③M
 ultispecialty community providers(MCPs)(병원 내 전문의 서비스를 일차의료와 함
께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 특히, ‘whole system’은 급성기 병상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던 ‘shaping a healthier
future’ plan을 보완
* ‘shaping a healthier future’는 localisation, centralisation, integration을 원칙으로 하며, NHS와 지역 당국간의 통합
을 핵심요소로 설정

-환
 자들은 자신의 집(care at home)에서 케어를 받게 되며, 케어목표를 달성하고 환자의 독
립적 생활이 가능해 지도록 지원

◦ 지역기반 의료는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예방에 집중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를 확대
* 2012년 건강 및 사회적 돌봄 법(Health and Social Care Act)제정, 이후 지방 정부와 계약으로 건강서비스를 제
공하는 의료 위탁기관(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설치

-건
 강증진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 의료 위탁 계약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며, 건강 서비스
제공 방식, 대상자 등 결정하는데 많은 자율성 보유
* 장소-기반 건강(place-based health)은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를 의료 시설/기관(institution)이 지역내 다양한
일상 공간으로 해결하는 것

-새
 로운 건강 정책이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중인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자
체별 ‘건강 감시 기구(Health Watch)’를 설치

5) 지역중심 주요 사례
◦ Pan-London councils :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을 통한 성과향상
-자
 치구 책임자들에게 지역주민의 수요를 평가(needs assessment)하도록 하며,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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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정책을 중증도별 진행 경로에 따라 치매환자와 가족 보호자의 필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을 국가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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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
- 일차의료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주도의 HIV예방사업을 지방으로 전환, public
health 담당자와 지방정부간 정기적인 미팅, HIV 감염 서베이(Survey of Prevalent HIV
Infections Disgnosed) 기반 수행

◦ London Broughs : 장기요양(long term condition) 지원으로 4개 자치구(Barking,

◦ 블랙풀 카운슬(Blackpool) : Integrated Children's Oral Health Improvement System으로 불
리며, 지역내에서 통합적인 접근
* 영국 평균보다 주민의 건강은 더 낮은 상황으로 약 28%의 아동이 저소득 계층

- Black Council, Blackpool Better Start, NHS Englnad와 Black Pool Teaching
Hospitals NHS Foundation Trust 공동으로 구강 건강 증진

Dagenham, Havering, Redbridge and Waltham Forest)가 지역 NHS 및 민간 파트너와
협력
*약
 69,000명의 노인이 복합 장기요양 상태에 있으며, 약 10,000명은 치매, 4명중 1명은 치매를 가지고 있으며,
약 3000명의 병원 입원(Heavy User) 상황

6) 정책적 시사점
◦ 영국은 고령화에 따라 급성기 병상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shaping a healthier future’
plan)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데 포커싱
- 이 과정에서 NHS와 지역정부간 보건의료 분야 통합을 근간으로 localisation,
centralisation, integration의 원칙을 중시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심박동 측정(Pulse checks)기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제공되어, 약
1700명의 strokes가 예방

-공
 급자간 경쟁보다는 신뢰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통합된 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거
버넌스, 리더십 및 자금 지원이 중요

◦ 런던시 해크니(Hackney) 자치구 : 건물축 시공 이전에 건강 영향 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를 시행, 기준에 미달시 건강 부담금 납부
- 지역 사회 건강 챔피언(Community Health Champions : 지역 주민과 건강 관련 경험 공
유), 액티브 퓨처(Active Future : 만성 질환자 프로그램), 메리 시크릿 가든(St Mary's
Secret Garden :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 액티브 라이프(Active Life : 건강한 생활 방식
지원) 등 지원

◦토
 베아(Torbay NHS Care Trust) : 건강과 사회보장(Social Care) 및 노인정책 예산이 통합
- 지역내 다수의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care 팀이 존재, 각 팀은 다수의 GP와 연결,
통합된 평정(assessment)시 의료전문가들이 환자에 대한 지식을 pooling하여 결정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수준 및 질병 발생 등에 따라 단계를 구분
-건
 강한 노인 대상 건강 증진부터 급성기 병원 진료, 퇴원 후 재활, 사회 복귀 지원, 너싱홈
입소 및 재가 케어, 생애 말기서비스
* 특히, 노인은 질병 발생뿐만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라 건강 상태와 허약 수준이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연속
적 서비스가 필요

-케
 어의 질을 높이고자 개별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및 노인의 질병 상태 및 건강 수
준에 따라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는 시범 사업 진행
-지
 역주민의 복합 적인 욕구를 고려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결합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통합적 재원 지원이 필요

- 건강과 사회보장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하나의 통합적 예산체계로 구성하여 환자의 욕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병
 원의 병상수가 감소(’98일 평균 750병상 → ’09일 평균 502병상), 65세 이상 응급병상의 이용 감소(인구
1000명당 1920명 → 2698명으로 감소, 2009-2010)

◦허
 트포드셔 카운슬(Hertfordshire County Council) : 아동보호 변화
- 가정 안전 프로젝트(Family Safeguarding Project)는 아동 전문가와 사회복지전문인력
(social Worker)이 협력관계에 기반한 치료적 케어 담당
*숙
 련된 사회복지 전문가, 약물 오남용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공동 팀이 아동에게 위해가 되는 약물중독
에 대응

- 통합아동시스템인 ICS(Integrated Children System)를 통하여 새로운 아동보호 장치를
개발, 지방정부는 반복적 평가(assessmen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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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City가 2016년 North East London Foundation Trust와 Barking Council에서 설
립되었으며, North East Local Pharmaceutical Committee, Barts Health NHS Trust,
Waltham Forest CCG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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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 도시거주 : 전 인구의 82%

- GDP : USD 37,955

◦ National Health Service (NHS)

1) 커뮤니티 케어
 개요
◦ (개요) 영국은 성인(만 18세이상) 및 아동 대상 서비스를 구분*, 돌봄 서비스 관련 지방정부
의 역할·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옴
*성
 인서비스는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90)에, 아동서비스는 아동법
(Children Act, ’89)에 근거하여 추진

- 지방정부*에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아동서비스는 별도 소관)을 두고 지역
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 책임을 부여, 그 외 사회서비스제공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운
영중

◦ 주요 내용

- 조세 기반 , 전 인구 11%만이 사적 이용
- NHS : 모든 일차의료 및 긴급 서비스 무상제공, 소득조사 기반
-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는 별도 분리
- NHS 직접 인력 : 130만명

◦ NHS의 성과
- 서비스 이용에서의 대기시간 축소 성공5
- 낮은 행정적 비용(특히 보험 모델과 비교)
- 감염율 축소에 성공, 비용의 새로운 동력으로 서비스 질과 통합

 CQC (Care Quality Commission)166
◦ 개요

- (대상) 해당 지역에 상시거주하며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자로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 아동 등 대상

-총
 리실 직속 독립 기관으로 복지 서비스 품질 표준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평가절차) 이용자의 선호와 희망을 핵심에 두고 전문평가자(사회복지사 등)를 통한 욕구사
정 또는 개인 자가 평가실시

-영
 국 잉글랜드 내 보건서비스와 성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록기관들의 서비스 평
가 등을 수행하는 독립 규제조직으로 활동

- (돌봄 계획수립) 이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필요, 목표, 지
역내 이용가능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용자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
쳐 수립
- (비용부담)
•개인예산(personal budget)은 합의된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방정부가 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이용자요청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토록 함
•23,250파운드(’16년 기준) 이하 자산 소유자 또는 저소득층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며
돌봄 비용 상한제를 병행,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의 총액을 제한

◦ 역할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록기관들의 서비스 품질관리, 특히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역할 등을 수행
-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모니터링(monitor), 점검(inspect) 그리고 서비스평가 결과
(outstanding, good, requires improvement, inadequate) 관리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
한 노력을 수행하며, 이용자측면에서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수행함
-시
 설에 대한 감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정기 감사 이외에도 ‘감사 신분증’을 패용하는
경우 어느 시간에라도 기관에 출입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품질관리기관

2) 주요기관별 기능과 역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국가기초 통계

-기
 존 제공기관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2010년 NHS trust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 13,000 NHS trust를 관리하기 시작
-이
 들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약 24,000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특
히 8,000개의 지역 치과와 구급차 서비스까지 품질관리를 시행

- 인구 : 60백만명, 50세 이상 22.7백만명, 65세 이상 11백만명
- 기대수명 : 남성 78.7세, 여성 8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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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분의 영국 지방정부는 주(county council) 및 구/시(district or citycouncil)로 구성된 2계층 구조로, 커뮤니
티케어는 주로 주 소관

- 1948년 사회복지개혁의 한 부분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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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기관 (50,774개)

16만명)

•NHS, 정신보건 및 공동체 서비스 제공기관 1,988개, 성인돌봄 17,000여개, 8,200개의
지역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총 28,578개 성인 돌봄 제공기관
•1차 의료서비스 10,429개 포함 치과 등 20,208개 기관 품질관리

- 의료적 부분이 필요한 경우 지역 주치의와의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Age UK London167
◦ 개요

 지방정부

※ 킹스턴 버러우(www.kingston.gov.uk) 예시

-2
 009년 4월 1일 론칭,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지원하는 영국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선단체

◦ 성인 사회서비스(adult social care service)
- 지역단위, 조세로 운영- 건강 서비스 : 중앙정부 조세 기반
- 목적
•지역 제공가능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통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예방을 우선적 목적
•집에서 가능한 오래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안전하고 잘 지내도록 보호

◦ 사회서비스 지원범위
- 안전, 건강, 독립적 생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강 허약 노인, 장애, 약물남용,
정신건강, 장기요양, 돌봄 제공자

◦ 제공서비스
- 예방서비스(전화케어, 재활 reablement)
- 장기요양 : 개인돌봄 			

- 외출지원

- 외로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욕구 충족

- 돌봄제공자 지원

- 케어홈이나 sheltered housing 와 같은 대체 거주 지역 찾기 등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Care Act 기반, 욕구에 초점을 둔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등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아님. 이는 향후 비용 납부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
- 개인욕구의 전체적 관점(holistic view) 적용 : 가족, 광의 네트워크 등의 자원에 대한 고려
- 강점 기반 접근 (strengths-based approach) : 서비스대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장애 극복을 위한 노력

-잉
 글랜드 전역 170여 개의 지점을 갖고 있고, 웨일즈(AgeCymru), 북아일랜드(Age NI) 및
스코틀랜드(Age Scotland)와도 연계되어 있음.
-A
 ge International은 세계 40여 개국의 취약계층의 노인을 돕고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 모든 노인들이 그들의 노후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역할
-재
 정지원 :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및 혜택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 업
무 등을 지원
-건
 강과 케어지원 :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수한 케어 시스템을 구축
하고, 관련 법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
-웰
 빙지원 : 노인들에게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
도록 ‘전화 친구 서비스’를 제공(Good Day Call 서비스, Friendship Call 서비스)
-거
 주지 케어 지원 : 연구 보고서를 통해 노인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 정책을 정부에 공식 제
안, 노인들에게 에너지 절약용품 실용적 정보를 제공, 정부로부터 2015/16 펀딩을 지원받
아 영국 11개 지역의 노인들에게 순차적으로 통합적하우징 케어 정보 및 지원이 제공
-커
 뮤니티 지원 :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및 친목모임을 지원, 2,830만 파운드(우리돈 약 550억원)를 지원하여, 현재 영국에
약 250만명의 65세 이상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중
- 재정자립 : 주 수입원은 사회적 기업활동(Age UK charityshops), 기금마련 행사활동, 기부
-2
 014/15 기준으로 AgeUK의 전체 수입은 174만 6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200억원
정도로 노인들의 재정, 웰빙, 건강과 케어, 거주지, 커뮤니티에 천만 파운드(한화 약 180억
원)에서 2천 7백8십만 파운드(한화 약 500억원)까지 지원

◦ 지역에서의 노인돌봄 서비스 계획과 서비스 제공 과정
- 직원 : 지역 공무원 신분 (간호 등의 업무)
- 욕구조사부터 서비스 계획 등의 업무 담당, 정기적으로 지역 담당자간 회의 진행
•전체 서비스 제공 직원에 대한 교육 다양화, 시의 서비스 제공자는 약 100명(전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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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구 등의 케어 제공자들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

-기
 존의 노인 지원 자선단체인 Age Concern과 Help the Aged와 결합하여 영국 내 가장 큰
규모의 노인지원 자선단체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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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치매관리 정책168
 (개관) 영국은 치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 사회활동 등 다각적 활동
을 펴고 있음
◦특
 히 치매 정책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중증도별 진행 경로에 따라 치매환자와 가족 보호자
의 필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을 국가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
◦ 영국의 주요 치매 정책의 특징은 일반의와 일차의료인력 역할 강조

 영국 정부의 치매 정책 목표 전략
◦2
 020년까지 1) 치매 위험 요인 감소 2) 보건 및 사회적 돌봄 3) 치매 인식개선과 사회적 활
동 4) 치매 연구 및 국제협력 등
- 이중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영역이 시사점이 많음

-특
 히 Dementia Action Alliance(DAA)는 ‘치매친화적인 병원’과 ‘치매친 화적인 주거 환경’
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안)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

◦ 치매 환자 및 가족 보호자 지원
-2
 013년 ‘Dementia State of the Nation Interactive Map’을 개발해 치매 환자들의 거주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고, 지원
- 가족 보호자들이 일과 조화를 양립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Ministers for Workforce
Advisory Group Project)가 운영
* 프로젝트는 치매친화적인 업무 환경 조성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기업의 고용주와 협력을 통해 현재 15개의
기업에서 치매친화적인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

-2
 014년에는 가족 조호자의 삶의 질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Care Act 2014’가 제정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Better Care Fund의 약 53억 파운드(약 7조
8,568억 2,600만 원)를 운용169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서비스에 치매 및 기억평가 서비스를 포함
- 그 결과 2010, 2011년 기준으로 42%였던 영국 치매 진단율이 2015년 2월에는 59%, 2016
년 1월에는 67.2%로 증가

◦치
 매 진단 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일반의의 역할도 강조

 치매 진단 후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시
◦맞
 춤 정보, 치매 상담가, 전문 간호사가 제공하는 상담 및 지속적인 전문 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 일반의 및 기타 일차 진료 인력 지원을 위한 온라인 치매 로드맵도 추진
◦ 이후 ’15.5부터 모든 사람에게 일반의를 지정
- 일반의가 치매 환자와 가족 보호자 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일반의는 개
별화된 치료 및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함

 치매 친화적 병원 환경 구성
◦영
 국 보건부는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모든 병원과 요양원이 치매계친화적 의료 및 돌봄 환
경이 될 수 있도록 기준(안) 합의를 추진
- 투입예산 : 약 5천만 파운드

168 메
 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영국은 치매가 사회적, 경제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가장 효과저인 정책을 펴고 있
다고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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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B
 etter Care Fund는 대부분 진단 후 서비스 영역에 사용됐고, 그 외에는 주요 투자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해 치매 관련 서비스
개선에 자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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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정부는 우선 치매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구사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확
 보된 예산은 NHS ‘치매친화적병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한 병원에 치매친화적인 병
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예산 일부 지원

3부

지역별 도시정보
Ⅰ. 광역런던시(Greater London Authority) 현황
Ⅱ. 지역별 주요 혁신 사례 및 도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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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권한 배분) 2000년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 출범에 따라, GLA/33개
170

Ⅰ. 광역런던시(GLA: Greater London Authority) 현황

Borough가 사무/권한을 배분/협력하는 관계를 형성
- (런던광역시) 전략계획, 도로관리/교통규제, 대중교통, 경찰, 소방/구조구급 등
- (Borough) 교육, 주택, 전략계획, 지역계획/개발규제, 도로관리/교통규제, 고속도로, 사회
복지, 도서관/미술관, 레저/레크리에이션, 쓰레기 수거, 쓰레기 처리, 지방세 징수, 선거관
리등

1 런던광역시 기구 및 체계170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기능배분 >

1) 개 요

런던/광역도시권

◦면
 적 : 1,572㎢ (서울시 면적 605㎢의 약2.5배)

비도시권/통합자치단체

런던
런던
City of
광역도시
광역시(1) Borough(32) London(1) 디스트릭트(36)

◦ 인구 : 8,173,194명(2011년 기준, 서울시 인구 10,442,426명의 약 80%)
◦ 행정구역 : 런던시(City of London)와 32개 Borough로 2단계 구성
◦ 법적근거 : 런던광역시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 직선 집행수장型 시장(Mayor of London) 및 직선 시 의회(London Assembly)로 구성
171

2) 집행기관 : 런던광역시청

◦ 2013년 예산규모 : 110억 파운드(약20조원, 서울시 약23조원)
◦시
 장 : Sadiq Kahn(노동당, 초선)
* ’00년 직선제 도입이후 1∼2대 Ken Livingston(무소속/노동당), 3∼4대 Boris Johnson(보수당), 제5대 임기 진
행중

◦ (역할) 전략적(Strategic) 정부를 지향하는 런던광역시를 총괄하는 역할
- 교통, 토지이용, 환경,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의 예산 분배

◦ (권한) 전략적 권한을 주로 행사하며, 주요 관장분야는 교통, 경찰, 소방 및 비상계획, 지
역경제 및 개발 등이며, 2차적으로 문화, 환경, 보건 자원봉사, london land commission
(2015) 등

교육
고속도로
교통계획
대중교통
사회복지
주택
도서관
레저/레크리에이션
환경/보건
쓰레기 수거
쓰레기 처리
계획실행
전략계획
경찰
소방/구조구급
지방세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운티
(27)

디스트릭트 통합자치단체
(201)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의결기관 : 런던광역시의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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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방법) 런던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25명의 의원을 선출(직선 14, 비례11)

- 런던광역시청 조직구조(5개 기구) * 18.10 현재

* ’16 선거결과에 따른 의석 배분 : 노동 12, 보수 8, 녹색 2, 자민 1 등

The Mayor

- 10개의 위원회 : 예산, 경제, 환경, 주택, 건축, 계획, 경찰, 교통, 교육 등
MOPAC

London Fire
Commissioner

Transport for
London

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

Old oak and park
development
corp.

* ’12년 LDA 폐지, 일부기능이 런던유산개발공사(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으로 이관

170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House of Commons, 2017.1
171 www.lond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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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별 5~9명의 위원이 정당의석비율로 분포
- 집행부 견제 : 시정질문권, 예산안수정권, 정책거부권(의회 재적 2/3 동의 필요)

◦ (역할) 직선 런던광역시장의 집행권한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
172 w
 ww.london.gov.uk/about-us/london-assembly London Council 전체 관련 웹사이트는 https://www.londoncouncils.gov.uk ,
조직도는 www.londoncouncils.gov.uk/who-we-are/about-us/organisational-structur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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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집행부의 활동,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심사 및 질의하는 권한을 가지며, 현안에 대한

시티오브런던(런던금융특구) 현황

조사권 및 시장에 대한 정책제안권을 보유173

4) 연 혁
◦ 1965년 광역런던카운슬(Greater London Council) 설립
- 런던의 광역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이전의 London County Council을 확대 개편

 개 요(역할) : 특이하고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지방정부의 범위를 초
과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수행
◦ 런던이 세계적인 금융센터로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통해 런던 시민들의 고용 확대 지원

◦ 1986년 광역런던카운슬 폐지
- 대처 총리하의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이 지배한 런던시 의회간의 대립의 여파로 폐지되고
기능을 중앙정부, Borough, 및 그 협의회(Joint Board)로 이관

◦ 2000년 광역런던시(Greater London Authority) 설치
- 토니 블레어하의 노동당 정부에서 1999년 광역런던시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을 제정하여 설립
- 의회와 집행기관이 통합된 GLC가 아닌 시장과 의회를 분리하여, 의회가 시장을 감시하는
미국식 기관분리형 채택
- 2000. 3월 최초 런던시장 선거에서 Ken Livingston이 당선, 7.3 공식 출범

◦ 2007/2011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2007/Act 2011
- 전략 계획에 대한 수립 권한 추가 이양 등
- 조직재편, localism act 2011에 따른 런던시에 대한 권한이양 규정
< GLA와 City of London >
 GLA 개요
- GLA는 33개 기초지자체 관할, Mayor of London, London Assembly

 City of London 개요

•면적 : 2.90㎢(1,12sq mile, 별칭인 Square Mile의 유래), 인구 : 7,375명(통근인구는 약
300,000명)
•기능 및 조직 : 런던 중심부 금융가를 관할하며 25개 하위구(Ward)로 구성
-시
 장(Lord Mayor) : 광역런던시장(Mayor of London)과 달리 Lord Mayor는 1년 임명제(의
회에서 선출되고, 여왕에 의해 형식적인 임명)
-2
 015~16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Index) 세계 1위

대표하여 외국 고위지도자를 만나 세일즈 외교를 담당.

 구 성 : 영국 금융산업의 집적지, 시장(Lord Mayor), 단체(Commonalty), 시민(Citizens)으로
구성
※ 런던 금융특구(City of London Corporation)는 런던시내에 있는 1제곱마일(약 77만평)정도의 금융중심지를 의미

 대표자 : 로드 메이어(Lord Mayor)
※ 매년 9월 시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11월에 임기 시작)

 업 종 : 금융서비스산업
 주요임원 선출 및 운영방식
◦ 25개의 지역구(Ward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와드는 시의원(Alderman) 1명과 카운실만
(Councilman) 2∼10명을 선출
◦ 각종협회(Livery Company)의 시니어멤버(Liverymen)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인 커먼홀
(Common Hall)에서 시장(Lord Mayor), 시장을 보좌하는 Sheriffs 2명, 기타 관리들을 선출
◦ 알더만 회의(Court of Aldermen) : 알더만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드메이어가 회
의를 주재(연 9회)

 로드메이어(Lord Mayor) : 런던 금융특구의 시장을 의미
◦주
 요임무
-런
 던금융특구의 기업과 주민을 대표·지원·홍보하는 것으로, 현재 특구내 기업의 대부분
이 금융부문으로 영국 금융부문 전체 수장으로 간주
-런
 던금융특구의 리더로서 런던의 대표인 역할과 함께 중요행사 및 사회적 책임을 지며, 비
정치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금융부문을 대표할 때 신뢰성을 높여줌.
※ 연간 800회 이상의 외부 강연을 하며, 보통 100일 이상을 20개국 이상의 외국에서 생활

173 런
 던광역시 의회 세부기능은 다음 문서 참조 london assembly works for you pdf
출처 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london_assembly_works_for_y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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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A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중 하나로 일반적인 자치단체 기능외에 자체 경찰보유, 구역
외 재산보유권 등 특별한 대우 인정

◦ 로드메이어는 조직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특히 국제 무역대사로서 영국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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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메이어의 외국 비즈니스
- 로드메이어의 외국 방문은 동행하는 비즈니스 사절단에게 정부 및 기업부문의 주요 고위급
국가정책결정권자 및 영향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포럼이나 세
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로
 드메이어와 런던시장의 차이점

•특히, 협력이 필요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공분야에 있어서 행정서비스의 장
기적 목표를 설정

◦ The London Charter Board의 구성·운영
- (구성) 런던광역시 수석집행관(Chief Executive), London Borough 수석집행관 대표 5명*
등 총 14명

- 로드메이어는 매년 런던금융특구의 대표로 선출되며, 영국의 금융 및 전문서비스업과 특구
의 기업환경 발전을 지원ㆍ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 이외 City of London의 Town Clerk, London Councils의 수석집행관, Metropolitan Police Commissioner,
Transport Commissioner, Fire Commissioner, 런던개발청(LDA)·Homes and Communities Agency·Strategic
Health Agency for London 수석집행관 등

- 런던시장은 광역 런던당국(Greater London Authority)의 대표로서 광역런던의 전략적 지
배구조에 대한 책임을 짐

* 同 Board의 공동의장은 런던광역시 수석집행관과 London Councils의 수석집행관이 함께 맡음

- 즉 런던의회와 함께 교통, 경제발전, 정책수립, 시민안전 및 소방서비스, 환경 등을 포함하
는 광범한 런던 현안에 대한 책임을 짐.

5) 대도시 지자체간 협력방식
 협력(협의)제도
◦전
 략적 정부로서의 런던광역시와 33개 Borough는, 런던광역시장의 장기적 전략을 지역 단
위(local level)에서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
◦런
 던광역시장과 각 Borough Council간에 런던시헌장(Lodon City Charter)을 체결(’09.4)하
여, 동 헌장을 기초로 하여 상호 협력을 긴밀히 진행 중

- (회의) 1년에 최소한 4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능) Congress of Leaders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
•협력(join actions) 또는 기관의 개별적 활동을 통하여, Congress of Leaders의 목표가
통합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함

< Congress에서 결정된 우선 추진과제(’09.4) >
•런던시민을 위한 최선의 교통체계 수립
•(실업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런던의 경제회복을 지원

•런던의 청소년폭력을 감소

•런던內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적극 대응

•경찰의 책임성을 제고

•런던지역의 보건수준을 향상

•런던의 자원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런던시헌장(Lodon City Charter)의 내용
◦ (기본원칙) 런던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런던광역시장 및 33개 London Borough 의회는 다
음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할 것을 요청받음

2 주요기구 및 사업

- 런던시민의 수요와 희망을 인식,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및 지속적 개선
- 가능한 주민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지방 및 지역단위의) 의사결정

- (구성) 런던광역시장, 각 London Borough 집행위원장(Leader), City of London 정책 및
자원(Policy & Resources) 위원장으로 구성
* 同 Congress의 의장은 런던광역시장이 맡음

- (회의) 1년에 최소한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례회의 중간에는,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차기회의 아젠다 설정 등을 위해 하위그룹 활
동 진행
- (기능) 런던광역시內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런던광역시와 각 Borough간의 협력
(join actions)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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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L은 런던시의 교통을 책임지는 최대의 교통운영기구로서 런던시(The Greater London)
의 가장 큰 조직이며 시장의 정책적 지원을 하는 기관.
- 직원수가 거의 28,000여명이며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 경전철, 런던트램, 노약자를 위
한 런던 Dial a Ride,그리고 템즈강의 출퇴근 선박까지 운영하는 거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음.

◦ (설립과정)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근거 2000년 설립
-런
 던시장이 TfL에 대한 예산 계획권과 모든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이 TfL 의장 역
할도 겸임

237

지역별 도시정보

◦T
 he Congress of Leaders의 구성·운영

1) 런던 교통체계 : TfL(Transport for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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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fL의 정책결정 구조
TfL도 STIF처럼 중요한 정책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뤄진다. TfL의 이사회 위원들은 런
던시장이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해서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STIF와 달리 TfL의 이사회 구성
은 총수가 15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선출 규정은 없다. 이사회 이사의 임명은 전적으로 런
<그림 8>
TfL 관할
지역
던시장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당
출신의
전 보리스 존슨 시장은 경영계 출신의
이사를 주로 임명했으나 현 노동당 출신 사디크 칸 시장은 여성, 소수민족, 노조 등 다양한 계
층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STIF와 비교해보면 전체 수입 중에서 요금수입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국 교통
부 장관은 2013년에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지원 정책을 2018년까지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해
서 TfL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현 런던시장은 2017년 신년 담화에서 2020년까지
요금 동결을 선언했고 디젤 차량에 하루 8파운드 정도 되는 독소세(toxicity tax)를 거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 그림 10. TfL 수입 원천(2017/18) >

그런 측면에서 TfL의 이사회는 STIF처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하기 보다는 런던시
장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TfL의 운영은 시장과 고
위 관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TfL의 조직 성격과 무관하지 않은데 TfL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GLA 법률에 의해서 탄생한 런던광역행정기구의 한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광역행정기국의 수반인 시장의 역할이 절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

￡1.1bn

10.8%
￡1.7bn

▒ 요금수입

16.7%

TfL의 운영에서 의미 있는 점은 지하철의 통합 운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TfL은 2003년에 기존에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운영되었던 지하철의 시설부
출처 : 최기주(2012)
문을 소유했고 운영부문은 자회사를 통해서 담당하고 있다.
TfL의 주요 기능은 런던 중장기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런던의 교통관련 시설의 유지

￡10.2bn

47.0%

의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와
런던시(GLA)의 Trustee
보조금, 철도기금
등으로
구
Transport
Insurance (Guernsey)
Limited),
교통연기금사(TfL
Company
Limite
성되어 있다. 이 밖에 자산 등을 통한 대출이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8%에 해당하는
d), 교통운영사(Transport Trading Limited) 등의 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버스는
기타수입에는 광고, 임대수입,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가 포함된다. 혼잡통행료는
Transport Trading Limited 산하에 London bus와 민간기업이 노선입찰제22)로 운영이 되
200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승용차로 런던 도심을 지나가면 하루 8파운드식 부과된다.
고 있다. 반면 지하철은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이영수·손영우·김상철(2017))
<그림 9> 런던교통본부의 자회사 구조

< 런던교통본부의 자회사 구조>

▒ 보조금
▒ 대출
▒ 기타수입

관리, 재정구조
580km의 주도로와 런던의 모든 4,600여개 신호등의 운영과 유지보수, 교통카드 운
3)및TfL의
영,
전체수입구조는
대중교통의<그림
운영과
관리(산하에
수단별
운영전담회사를
둠)파운드(약
등이 있다.
TfL은 대중
TfL의
10>과
같다. TfL의
연간
수입은 100.2억
15조원)인데
요
교통은
물론47.0%로
전체 도로교통까지
운영하고
있다.차지하고
런던 TfL은
금수입이
제일 높고 그통합적으로
다음 보조금이
25.5%를
있다.교통보험사(London
보조금은 중앙정부

￡4.8bn

￡2.6bn

25.5%
* 출처 : TfL 누리집

◦ (주요기능) 런던 중장기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런던의 교통관련 시설 유지 및 관리,
580km의 주도로와 런던의 모든 4,600개 신호등 운영과 유지보수, 교통카드 운영
- 전체 대중교통의 운영과 관리(산하에 수단별 운영전담회사를 둠)
- 3개의 자회사 :교통보험사(London Transport Insurance Limited), 교통연기금사(TfL
Trustee Company Limited), 교통운영사(Transport Trading Limited) 운영

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런던시의 도시정책 방향을 건강과 런던시민의 삶의 질 향
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런던교통국은 5년간 사업목표 계획을 수립하여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장기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매년 예산계획을 수립중
-런
 던교통국 전체 예산은 전체적으로 98억 파운드 (한화 14조 ) 정도 . 재정의 소요재원은
주로 정부 보조 금 23억 파운드, 자금차입이나 현금보유자산 8억파운드, 운임수입 48억원,
기타 영업수입 19억 등.
출처 : TfL 홈페이지
출처 : Tf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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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fL가 요금수입을 관리하고 운영자들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3~5년 단위의 운영계약을 TfL와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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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는 이미 2041년 까지 80% 런던 통행을 대중교통과 자전거 및 걷기를 통해 이룬다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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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지출현황을 보면 73%를 운영비에 지출하며, 27%는 인프라 보수 및 투자재원으로,
세부적으로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인프라 신규투자 21억파운드, 인프라개선 5억파운드, 운
영비 67억파운드, 자본투자 5억파운드 등임

◦런
 던시는 예산과 교통정책 지표를 연계하여 런던시의 교통전략을 달성하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런던시의 교통관련 사업계획은 5개년 단위로 설정되어 운영됨

-런
 던 교통장기전략 계획은 24가지의 정책목표와 10가지의 정책제안을 담고 있으며 누구에
게나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육성을 통해 런던너(Londoners)보다 공평하고 친환경적인 건강
한 도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걷기와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을 통해 도시경제와 일자
리까지 담보하겠다는 구상.
- 이 계획의 장기비전은

- 2041년까지 80%의 런던시의 이동교통을 자전거, 보행 그리고 대중교통이 담당하게 한다
는 구상으로 교통정책이 마련되어 있음

•2040년까지, 런던시민은 최소 20분이상 육체적인 활동

- 런던시는 예산과 교통정책 지표를 연계하여 런던시의 교통전략을 달성하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2037년까지 모든 버스 유해 배기가스 Zero, 2040년까지 모든 차량 유해배기 가스 Zero,
2050년까지 모든 교통수단 유해배기가스 Zero.

- 런던의 교통수단 중에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Underground(런던에서는 Tube라
고 부름)로 11노선이 있으며 1863년에 최초로 건설되어 270개역에서 하루 매일 약 500만
명을 수송.

•2041년까지 1일 교통량 6백만 킬로미터 감축

- 그 외에도 Overground라는 런던교외와 도심을 운행하는 기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는 런던 동서부를 연결하는 Elizabeth line을 2019.12월 개통을 앞두고 시험을 운행 중.
< 2018-2019 런던 교통 목표 >
•유로6기준 버스 6050대(3500대 ’17년)

•기차 975량

•오버그라운드 승객수(626,000명)

•지하철스텝프리 역사 78개역

•전기 충전소 900개소

•공공자전거 대여숫자(1천만 7십만건) 기차노선 길이 총 734KM(’19년말 Elizabeth Line 개통시)

•2030년까지 버스로 인한 사망률 Zero ,2040년까지 모든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Zero.

•2020년까지 런던교외 기차운행 런던시에 흡수, 2033년까지 2개의 런던 시내 대각선 기
차노선구축 등임
-보
 행과 자전거 와 대중교통 획기적인 투자 : 특히 이번 계획안에 눈여겨 볼 것은 옥스퍼드
스트리드의 전면적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구상이 포함
-기
 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포함하는 장기 투자계획도 포함, 런던 외곽지역의 교통
난 완화시키기 위해 런던중심부를 관통하는 대각선 런던 기차라인 2개를 건설하여 약 20만
개의 주거타운과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런던 동남부지역에 만들겠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음.

◦ 대기질 개선에 정책 노력
-공
 기질 개선을 위해 배기가스 Zero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에는 울트라 로우 이
미션 존(Ultra Low Emission Zone) 도입을 제안.시행(’19.4)

 런던시장의 교통 전략계획(Mayor’s Transport Strategy Plan)
◦M
 ayor’s Transport Plan

- 런던시장은 25년을 내다보고 장기 교통전략 계획을 마련하여 통상 5년 단위로 갱신하여 변
경절차 거침.
- 최근 발표된 ‘17. 6월에 마련되어 ’17. 10월까지 6500여명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8. 2월 말에 의회에 송부되어 ’18. 4월경에는 런던 교통장기 전략계획
이 발표됨.

◦주
 요내용
- 런던시장 칸 : 2040년에는 런던인구의 80%가 걸어서 혹은 자전거 혹은 대중교통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240

•런던교통국은 2033년까지 모든 택시에 배기가스 Zero를 달성할 것이며 2037년까지는
모든 버스에 배기가스 Zero를 적용할 것을 권고.

◦ 투자 및 자금조달 방안
-매
 년 평균적으로 30억 파운드(한화 4조5천억) 소요예상. 런던시는 중앙정부와 철도운영회
사, 런던보로우, 개인기업으로부터 후원이나 자금지원으로 조달할 예정.
-주
 요 자금원은 영업세 지방유보액, 은행신용차입, 운임수입, 광고 등 운영외수입, 기부나
후원 등이며 영업세 지방보유액은 종전의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직접지원 대신에 영업세의
일정액을 지방정부 런던시에 돌려주는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펀딩이나 자금 조달원을 찾
는 것도 런던시의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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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시장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상이 있을 경우 이를 초안(Draft) 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토론과 시민 설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Consultation)을 거친 후 의회에 보내 최종 동
의(Confirm)

-이
 는 타운별로 Zero 배기가스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한 다음 2025년까지 런던시내 중심부
에는 배기가스 Zero 지역으로 선포되고, 2050년까지 런던전역이 배기가스 Zero지역으로
선포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런던시 자전거 인프라
◦런
 던의 자전거도로는 지하철과 연계를 중시하면서 남북으로 혹은 동서를 기축으로 망을
형성
- 자전거도로도 위상과 역할에 따라 로컬과 커뮤니티 단위의 작은 도로망에서 템즈강을 아우
르는 장거리 망이나 그리고 아무도 독립적으로 차량이나 보행자 방해없이 독립적으로 달리
는 고속자전거도로( Cycle Super Highway)로 나뉨

10µg/m3 보다도 런던중심부는 2배 이상 높았으며 런던 전체적으로는 0.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
-더
 욱이 유해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약 50%는 차량에서 발생된 이산화질소와 미
세먼지의 법정기준을 초과하는데 큰 요인
- 결국 이들 오염원들이 연간 9000여명의 사망률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이는 경제적으로 가히
천문적인 매년 10억 파운드(£)175에서 37억 파운드(£)정도의 경제적 비용을 사회에 부담.

◦ 런던 Sadiq Khanor 시장은 런던의 향후 공기질 개선 Environment Strategy를 만들어 현재

◦런
 던의 자전거 도로는

2018년 상반기에 공표할 계획으로 의회 의견을 수렴

■ 수퍼하이웨이(Better Superhighways)

- 런던시의 공기질 개선 장기 비전을 살펴보면

런던 간선기능 자전거도로로써 남북이나
동서를 연결하는 망사형태의 자전거도로
이다. 교통신호나 차량의 방해 없이 자전
거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 고
속도로. 당초 계획은 11개 노선을 계획하
고 진행하고 있으나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일부만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음.

•2019년까지 센트럴 런던 지역에 Ultra Low Emission Zone 일명 ULEZ를 운영 2021
년까지 ULEZ 런던 전 지역 확대
•2025년까지 Local Zero Emission 운영
•2037년까지 모든 버스 Zero Emission 운영
•2050년까지 모든 교통수단 및 주택 Zero Emission 실현
런던 사이클 수퍼하이웨이 노선도

 런던시 대기질 개선 주요정책

■ 이면도로에서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Quietways
-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큰 방해 없이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로 공원이나 기차역,
주요 쇼핑센터를 연결하며, 자전거 이정표나 도로표지가 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자전거
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런던시 Emission Charge Zone >

■ 미니 홀랜드(Mini-Hollands)
- 런던 교외 킹스턴 등 외 3개 지역에 자전거를 인프라를 자전거천국인 네덜란드처럼 만들자
는 프로젝트로서 매년 9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프로젝트
- 이는 커뮤니티단위에서 템즈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거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자
전거 천국인 작은 마을을 조성하는 것임.

◦세
 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런던을 Zero Emission 도시

나 자동차 억제정책을 추진하여 런던도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런던시도 매년 9,000여명의 사람들이 호흡기관련 질환으로 평균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 최근 작년 2017년 10월 발표한 London Atmospheric Emissions Inventory
에 따르면 런던에서도 미세먼지 PM174(solid particles matters) WHO 보건지수 적정수치

-이
 는 2016년에 취임한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5년간 총 8억7,500만
파운드를 대기질 개선에 투입하기로 하고 2003년 도입한 기존 혼합통행료에 추가해 유로
기준을 활용한 배출가스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174 P
 M(particles matters) 미세먼지는 주로 차량운행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머리카락보다 60배이상 작은 것을 PM 2.5로 부르며,
그 보다 큰 것은 PM10,0으로 측정하는데 런던은 통상 PM2.5 기준으로 측정해서 발표한다.

242

◦ 런던시는 혼잡통행료와 T_Charge (Toxic Charge)를 비롯한 다양한 디젤 차량 억제정책이

로 만들기로 선언하고 현재 장기 계획(Environment Strategy)을 추진하고 있음.

175 10억파운드는 1 £ :1500₩ 으로 계산하면 약 4조 5천억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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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4월부터 초저오염배출구역(ULEZ)를 지정하고 시행 : ULEZ는 ’19년 기준 휘발유는 13
년 이상, 디젤차는 4년 이상 된 자동차와 밴에 대해 휘발유차(유로4), 경유차(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초저배출구역에 진입시
- 혼잡통행료 외에 배출가스 과징금 12.5파운드를 더해 총 24파운드를 부과. 기준에 미달하
는 버스나 대형트럭은 혼합통행료에 과징금 100파운드를 더 부과하며, ’21년 시 외곽지역
까지 확대될 계획.
- 런던시는 대기질 관리 정책을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런던 King’s College와 더불어 연구
를 시작

◦런
 던의 주요 대기질 개선 정책은 아래와 같음
① T-Charge(Toxic Charge) 배기가스 환경부담금(한시적제도)
- 유럽연합 환경기준에 미달한 오래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런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
는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하루에 10파운드 T-Charge를 납부. 일명 배기가스 추가부담금
으로 혼잡피크타임에는 혼잡통행료 11.50파운드외에 10파운드를 추가로 부담.
•시작 : 2017.10.23.(운영시간 : 24시간 7일)
•대 상 :유럽연합 환경기준을 초과한 노후 차량으로 오염도 심한 차량
•지역 : 런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과 동일 한 센트럴 런던지역

-특
 히 12개의 Low Emmisson Bus Zone은 어린이 등 이용객이 많은 학교주변에 친환경버
스와 하이브리드 등 전기버스, 그리고 Euro 환경기준 적합한 버스를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
획임(Putney High Street –Brixton Road)
-이
 를 통해 기존 버스보다 이산화질소(No2)를 84% 줄이는 계획을 추진.
④ 친환경 배기가스체크 서비스 제공
-런
 던과 파리는 공동으로 배기가스 많은 차량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에 대한 현재 배기
가스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런던은 이미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파리
는 2018년 3월경에 시작할 예정
-런
 던시민들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런던 시청 홈페이지이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객관
적으로 배기가스 환경등급이 A –H 그룹으로 나누어 제공177.

< 참고자료 >
Mayor’s Environment Strategy-Mayor London
Travel in London-Report9
http://www.london.gov.uk/mayor/congest/index.jsp
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pollution-and-air-quality

•진입시 부과 금액 10파운드
② ULEZ (Ultra Low Emission Zone)설정 운영
- 세계최초로 ULEZ존을 설정하여 2019.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의 T–Charge를 대
체하여 모든 디젤차량에 대하여 엄격한 배기가스 표준을 적용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차
량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며 이를 통해 런던 도심에서 미세먼지의 주요오염원인
질소산화물(NOx)50% 줄이고 런던전체에서는 30% 정도 줄일 예정.
•대상 : EURO176 환경기준을 초과한 노후 차량으로 오염도 심한 차량
•지역 : 런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과 동일 한 센트럴 런던지역

•운영시간 : 24시간 7일
③ Emission Zero 버스 전면도입
- 2018년부터 런던 모든 새롭게 도입되는 이층버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혹은 수소 연료차
도입
- 런던의 디젤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3억 파운드(한화 약 4500억원)의 예산을 확보
하여 2037년에는 100%의 버스의 Zero Emission을 달성하는 계획을 추진중
176 E
 uro Emission Standard : Euro3<<Euro6까지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된 기준치이며 승용차는 보통 Euro4 기준이며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는 Euro6의 배출기준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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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 도시기본계획
◦ 국가의 도시계획정책방침을 토대로 런던시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으로 런던플
랜에서 제시한 정책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적 강제권을 가짐
◦ 정책 및 법정계획
- 광역자치구 정책 : The London Plan(런던 전체 공간 개발 전략 정책 중심 계획), Thematic
Policies(런던 플랜의 테마별 정책), Crosscutting Policies(런던플랜의 상호교차 정책)
- 기초자치구 정책 UDPs(Unitary Development Plans) : 자치구별 개발계획, 런던플랜의
정책을 반영

 행정조직
◦ GLA(Great London Authority)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정책수립+집행), 지자체와 조율하는 역
할을 수행

177 C
 leaning-londons-vehicles Check :
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pollution-and-air-quality/cleaning-londons-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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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시 부과 금액 10파운드

2) 런던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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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U(Architecture and Urbanism Unit) 건축, 도시정책개발, 집행 담당
◦ 기능조직(런던개발국,

교통국, 경찰청, 소방 및 비상기획청) 33개 자치구 : GLA와 협력아래

 영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수행평가 체계나 런던시, 리즈시와 같은 주요 지방정부의 지
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목표를 지표화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수

지역개발 담당

행평가체계 등 추진

 런던 플랜(The London Plan)

◦ 런던시는 2004년부터 GLA법에 따라 총체적인 공간적 개발전략을 담은 런던플랜을 수립179

◦2
 004년 영국 정부가 새로 도입한 도시계획시스템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플
랜을 수립
◦ 2006년에는 ‘권역별 발전계획(SRDFs : 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s)’을 수
립해 보완함으로써 런던 도시계획체계는 런던 플랜, 5개 권역별 발전계획, 자치구 계획
(LDFs: Local Development Frameworks)의 3단계로 운영
런던시

1
London
Plan

자치구

2
SRDS
(권역별 전략)

3
SRDFs
(권역별 계획)

LDFs
(자치구 계획)

-2
 011년 수립된 런던플랜에서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기회의 확장,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과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하여 6개의 하위목표를 제시,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모니터하기 위한
24개의 핵심수행지표도 제시하면서 매년 연간 모니터보고서를 통해서 투명하게 평가
- 특히 런던플랜에서도 런던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빈곤과 양극화라고 진단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삶의 기회(Equal Life Chances for All)을
2009년부터 수립하고 평등원칙(Equality Framework)을 런던 정책과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

나. 런던플랜의 개요
◦ (의의) 런던플랜은 법적인 시장의 의무로, 수립된 런던의 공간적 개발전략
-첫
 번째 런던플랜은 노동당의 캔 리빙스턴(Ken Livingston) 시장에 의해 2004년 처음 수립
시절 수립되어 2008년 2월에 한번 개정

< London Plan 3단계 >

- ’08. 5월에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시장에 의해 ‘11년’ 다시 전면 개정*, 이
후 2016년 사디드 칸 시장에 의해 런던플랜 개정
178

런던플랜 (London Plan) 사례

가. 런던시의 시민복지전략 : 런던플랜과 평등한 삶의 기회178

◦이
 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을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지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남

178 원
 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부분 발췌
https://boyungk.files.wordpress.com/2018/01/eab980ebb3b4ec9881_2012_eb9fb0eb8d98ed948ceb9e9ceab3bced8f89eb93b1ed959c-ec82b6ec9d98-eab8b0ed9a8c.pdf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new_london_plan_december_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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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현재 5년단위 계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2016년 계획에 대한 수정작업 진행중(계획에 대한 공청
회 등)

◦ (근거) 런던 플랜은 이전의 다른 전략 지침, 자치구 개발 계획 등을 대체하는 것으로 1999
년 광역런던기구법(The Greater London Authority Act)에 근거
-이
 법에서는 런던 플랜이 런던시민의 건강, 기회의 평등, 영국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등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고려할 것을 규정
- 세부 사항은 정부지침해설(government guidance note, Circular) 고려
179 3
 2개 런던광역시내 버러차원에서도 지방분권법 6조에 따라 버러의 지역개발계획과 런던플랜과 일반적인 공조 필요에 따라 런
던플랜에서 이를 염두에 둔 내용 포함
- 런던 플랜이 지향하는 공간은 통합적이고 다핵 중심으로 발전방향이 여러 자치구와 연계되어 있으며, 교통이나 환경 같은
사안은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넘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
- 2008년에는 지속가능한 세계도시 런던을 위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평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수
립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

247

지역별 도시정보

 세계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점점 더 정치와 행정의 중심은 과거의 일방적인 투입이나
시장적 효율성을 넘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더욱
집중

* 2011년 런던플랜(Mayor of London, 2011b)은 ’08. 3월에 발행되었던 런던플랜 통합수정판(Mayor of
London, 2008)을 대체하여 ’31년을 공식 종료시점으로 하는 20년 장기계획으로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 평등영향평가(Equalities Impact Assessment, EqIA) 등을 포괄하는 통합영향평가
(Integrated ImpactAssessment, IIA) 등 진행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런던 플랜 시행 주체) 광역런던기구(Greater London Authority)*
* mayor of lonon 직선시장과 별도로 선출된 의회(Assembly)로 이루어진 GLA

- 따라서 런던 플랜은 `20년 미래 런던의 개발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틀이
며 토지 이용 및 개발, 자치구 개발 등과 연계된 시장의 다양한 전략에 대해 물리적 지리적
차원을 통합
- 런던 의회 및 광역런던기구 산하의 런던개발기구(London Development Agency), 런던시
경(Metropolitan Policy Authority), 런던 교통(Transport for London) 등의 의견을 수렴

◦ 이러한 비전실현을 위해 런던 플랜은 8개 분야* 121개의 정책으로 구성
* ① 런던의 전략적 비전과 목적의 실행을 선언한 ‘맥락과 전략’, ② 주로 지역개발정책과 관련이 있는 ‘런던의
공간’, ③ 보건 및 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는 ‘런던의 사람’, ④ 경제정책을 이루는 ‘런던의 경제’, ⑤ ‘기후변화에
대한 런던의 대응’, ⑥ ‘런던의 교통’, ⑦ 주로 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이 포함된 ‘런던의 생활 장소와 공간’,
⑧ ‘시행과 모니터 및 점검’ 등

- 각 정책은 시장 정책 전략을 규정한 ‘전략’, 계획 결정에 있어 시장이나 다른 기획 기구
에 의해 적용될 정책을 규정한 ‘계획 결정’, 그리고 자치구가 자신의 지역개발체계(local
development framework, LDF)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역개발체계 준비’ 보통 3
가지 요소로 구성

다. 런던플랜의 비전과 구성(※2011년 계획)
◦ (장기 비전)

라. 런던 플랜의 하부계획으로 시민복지전략
◦ 런던플랜에서 시민복지부문의 빈곤은 여전히 감소되지 않았으며, 특히 아동, 근로연령 성

“2031년과 그 후에 런던은 모든 시민과 사업을 위해 기회를 확장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 기
준과 삶의 질을 성취하며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21세기 도시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접근에 있
어 세계를 선도”

- 이 포괄적인 비전은 6개의 하위 목표로 뒷받침 되며, 6개의 하위 목적들은 어떻게 비전이
실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연결
1. 경
 제와 인구 증가에 대한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도시 :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점차 개선되는 삶
의 질과 모든 런던 시민을 위한 충분한양질의 주거와 동네를 조장하고 건강의 불평등을 비롯한
박탈과 불평등의 거대한 쟁점에 대응하는데 지원
2.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성공적인 도시
3. 다
 양하고, 강력하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이웃사회(neighborhoods)의 도시 : 런던 시민들이
애착을 느끼고, 모든 주민, 근로자, 방문자, 학생들에게 그들의 출신지역이나 배경, 나이, 지위
에 관계없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표현할 기회와 개인들이 즐기고, 함께 살아가고, 번영
할 수 있는 높은 질적 환경을 제공하는 이웃사회 건설함

5. 환경 개선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도시
6. 직
 업, 기회, 시설을 접근하는데 있어 모두가 쉽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도보와 자전거 사용
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 템즈강의 보다나은 활용과 이 계획의 모든 목적의 집행을 지원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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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건강 등이 계층과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핵심적인 문제로 진단
-주
 거비용까지 포함한 근로연령 성인의 ¼, 아동의 41%가 빈곤, 특히 런던에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결핍(deprivation)이 소수인종과 장애
인에게 집중됨
-그
 결과 런던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으며 양극화는 건강과 약물남용, 범죄와 같은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고 지적
-또
 한 런던플랜에서 사회적 문제는 고용문제가 핵심적이라고 지적하고, 지리적으로 집중된
박탈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용, 보건, 교육,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한 정부의 다중결핍지
표(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제시
•런던 중심의 북동쪽에 집중적으로 취약하고, 그다음 런던 서쪽의 일부에 또 다른 박탈지
역들이 산개해 있다는 점을 들어 지리적으로 집중된 개발과 재생(regeneration), 투자 등
이 필요함을 강조
•이러한 박탈이 결국 주거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런던이 특히 생활하는데 비용
이 높고 이 문제는 편중된 빈곤에 의해서 증폭되어 결과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공공 주거
(social housing)이외의 적합한 주거를 갖기가 매우 어려워 또한 공공 주거와 박탈의 연
관성을 높임

◦ 런던플랜은 도시 내에 지리적 구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달라지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의견수
렴 단계에서 부터 다양한 삶의 질 쟁점을 제기하였으며 그중 특히 복지와 관계된 쟁점은 다
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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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
 각을 즐겁게 하는 도시 : 건물과 거리가 현대적인 건축양식을 가지고, 런던의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풍부한 개방 녹색 공간, 자연환경, 물길을 확장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런던 시민의 건
강과 복지, 개발을 증진시키는데 잠재성을 실현하도록 함

인, 연금생활자 등의 소득 빈곤률이 영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높고 런던 내부에서도 소득과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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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단계별로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런던 시민의 욕구에 맞고, 주거가 위치해 있는 근린사회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주거와 설계의 보장
•모든 이에게 평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박탈
과 배제문제 특히, 용납하기 어려운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응

◦ (2016년 전면 개정) 광역런던기구는 기존 접근을 재정비하여 이 기회에 법이 요청하는 대

< 런던플랜과 하위계획간 관계 예시 : planning policy framework181 >
NATIONAL PLANNING
POLICY GUIDANCE

•모든 런던 시민의 양질의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권 보장
•런던의 모든 지역에서 직장과 사회생활, 다른 생애 기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경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합하고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와 서비스, 자전
거와 보행에 관한 지원 보장

◦결
 론적으로 런던플랜은 실질적으로 인구의 증가,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인구 구성, 성장하고

5

로 보다 특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발표180

London
Tree and
Woodland
Framework

The LONDON PLAN 2011

Shaping
Neighbourhoods
SPG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 가난과 박탈이라는 지속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모든 런던시

Green Infrastructure
and
Open Environments
SPG

Sustainable
Design and
Construction
SPG

민의 런던의 모든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수립

마. 런던플랜의 지표와 평가
◦런
 던플랜의 집행은 핵심수행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중심으로 모니터 되며 이

All London
Green Grid
SPG

Open Space
Strategies
SPG

Tree and
woodland
Strategies
SPG

London’s
Foundations
SPG

는 매년 2월에 발간되는 연간 모니터 리포트(Annual Monitoring Report)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Core Strategy

- 이 지표를 통해서 누구나 런던플랜의 목적과 정책,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시간별 개선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핵심 지표의 목표치(target)가 런던플랜에서 목적하는 변화의 크기와 방향을 보여주
고 있음

DEVELOPMENT PLAN
DOCUMENTS (DPDs)

◦성
 공 측정은 다음과 같은 목표에 따라 측정(Mayor of London, 2009)
1. 특
 히 가장 취약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런던의 성공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경제 침체로
부터 보호를 받는 수도의 다양한 공동체 보장

3. 사
 람들의 삶의 질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실천들을 위한 황금 기준(gold standard)
의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과 계획의 핵심에 평등을 내재화
4. 불
 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런던 그룹과 더 광
범위한 런던 의회, 공공, 민간, 자원봉사, 지역사회 부문과 함께 일할 것 요구
5. 서
 비스가 모든 런던 시민들에게 접근성 있고 적합하게 기능적 조직들(Functional Bodies)에 의
해 전달되는 것을 보장

AREA ACTION
PLANS (AAPs)

NEIGHBOURHOOD
PLANS (NPs)

Diagram 1 Planning policy framework for this SPG.

180 최근의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행정흐름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이동
-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정책 집행과 서비스 전달의 주체에 있어 정부가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고 설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비영리 기관, 지역사회 단체, 이용자 집단 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해 관
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삶의 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인식과 함께 이러한 전제 위에서 기술적으로는 조직 내부의
운영 기법이나 기술 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협상, 그리고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정책과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발달
- 목적과 평등 원칙에 근본적이고 큰 변화는 없으나 세부 평등관련 13개 분야로 재분류 하고 세부 목표는 개수는 17개로 단
순화
181 Tree and woodland strategy 2013, Mayor of London, p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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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
 히 광역런던기구의 런던을 위한 다양성 일자리(Diversity Works for London)와 책임성 있는
조달 프로그램(Responsible Procurement programmes)를 통해 다양한 시장, 인력, 공급자의
경제의 발전을 전 런던에 걸쳐서 지원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 (SPDs)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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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런던 수목 및 삼림 전략 지침
- Tree and Woodland Strategies(SPG)

 수목과 우드랜드 전략의 근거
2.1 런던 시내의 산림에 대한 중요성
2.2 산림이 제공하는 효과

개요

- 시민들의 거주 및 근무 환경 증진, 주거 도로 프라이버시 향상

1.1 London Plan Policy 7.21에 따른 정책으로 런던 시내의 수목 및 도시산림 재배치 최대화 등 나무

- 나무가 늘어선 거리 등의 지역 자산 가치 증가

와 숲은 런던 풍경의 필수적인 일부임을 인식
- SPG 전략은 임업위원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되, 런던 계획 정책 7.21은 런던 시내의 수목을
유지 강화
1.2 런던 시장의 ‘Re:Leaf’캠페인으로 자치 당국에 권한을 부여, 지역 사회 및 모범 사례 지원.
- 나무와 삼림 관리에서 2025년까지 런던 시내 나무 5%까지 증가 목표
1.3 런던 계획(11.7)은 런던은 지속적으로 강조 변경하여 성장, 이 프로젝트는 2031년까지 776,000
개의 고용 창출
- 런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생물 다양성 기여
1.4 런던시내 자치구지역 수목과 우드랜드 전략은 다음을 수행·달성할 계획
- 자치구내 모든 나무들을 단일통합자원의 개념으로 ‘도시 숲’으로 정의

-역
 사적 문화적 가치 증진 : 런던의 대다수 오래된 나무들은 고대 삼림이며 빅토리아시대의
자산,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과 야생 생물의 연결 지대
- 공기 중 먼지, 오염물 여과 효과와 소음 완화, 도심 열섬효과 완화
- 보행자와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2.3 런던 시내 산림이 여러 요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
- 런던 시내를 중심으로 밀도 높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림 감소 추세
- 노화된 산림의 유지와 관리가 부족, 기후 변화
2.4 산림 관련 문제 관리 의무에서 도시 지역에 건물 손상 문제는 나무가 삼림 문제는 부적절하므로
해당 전략은 이전과 다른 전략
2.5 05.3, 런던 시장은 ‘London Tree and Woodland Framework’라는 도시 산림 전략을 다루는 출판

- 자산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수목 및 삼림의 재정적 가치 평가

물을 발간하여 임업위원회(Forestry Commision)와 협업함 : 지방 당국은 산림 생산 및 내부 지향

- 자치구들이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나무들을 직접 관리 및 사유지 안에 있는 중요
한 나무들을 관리/지원 가능하게 함

삼림 전략 의사 결정 프로세스 및 생성 정책으로 산림 관리.

- ‘지역주의’ 홍보
- 런던 ‘도시 숲’ 확장 및 보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기회 마련
- 개인소유 수목 관리자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수목 관리에 대한 연합/협업 접근 장려
1.5 11.7. 발간된 새로운 런던 계획은 6가지 목표 포함, 이 중 3가지가 수목 관련

• 감각적 도시 ; 녹색지대와 수로 등의 확충으로 런던 시민의 건강, 복지 향상
• 환경 개선의 세계적 선두 주자
1.6 런던 계획 정책의 7.21 항목은 기존 수목 보호 및 추가적인 식목과 삼림의 보호 및 확장 도모에
있음.
1.7 녹색 인프라 정책(Green Infrastructure) 2.18 항목도 수목과 우드랜드 연관.
1.8 12.3, 런던 시장은 런던 시내 녹색표(All London Green Grid)에 따라 SPG 발간 : 수목 및 삼림 조

3.1 통상적으로 수목은 특정한 제품(수목, 재목 등) 생산 목적이 아니고 지역 미학 목적 등 경제적 가
치보다 도시 환경 및 자원으로 가치로 인정
3.2 런던 수목 연합회(LTOA, London Tree Officers Association)는 나무에 대한 위험 제한 전략 비용
을 고려하여 분석, 인프라 구축 비용을 산출
3.3 LTOA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당국에 비해 18.5%의 지역 유지 보수를 계획하지 않은 정권은 그렇
지 못한 반면, 사전 예방 계획을 따르는 당국 관리 체제의 비용 절감을 입증.

 수목과 우드랜드 전략 준비 과정
◦ 해당 지침 및 전략은 총 7개 단계 (7 Stage)로 접근
- 1단계 수목 환경 및 삼림 전략 – 정치적으로 지원이 필수
- 2단계 관련 정보 수집 및 데이터 분석

성 및 녹색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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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강력하며 안전한 도시 접근 가능한 이웃

 수목과 우드랜드 전략의 중요성과 자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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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강화, 대기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삼림에 대한 정책 목표
수립
- 4단계 런던 버로우(London Borough) 지역을 위해 제도 향상
- 5단계 컨설팅 및 수정 * 4~7단계는 거의 필요하지 않음
- 6단계 제도 채택
- 7단계 채택된 제도 이행 후 모니터링 및 검토

 시사점 및 평가
◦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이해관계자 등 통합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전략, 사업 제시
- 제 수단 간의 충분한 연계성 확보
- 개별시민 환경적 가치·공동체 삶의 질 향상·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대응
※ 정책간 선후 연계/통합성 : 민관참여 → 녹지확충 → 교통수단 등 추진범위 확대 → 도시 공기질 제고 →
열섬/미세먼지 완화 → 삶의 질 제고

◦ 현재와 미래 주요 변화상에 대한 시각화 및 2050년 장기 목표에 바탕으로 둔 중기 목표 등 구체

3) 런던 환경전략 2050

적 목표 제시
◦ 정부, 민간, 주요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명확화 및 뚜렷한 재원대책

가. 전략

* 시민(참여, 나무기부) NGO(참여·집행), 중앙정부(funding, grant), 언론·런던시(홍보) 등

 런던 환경정책 도전과 대응방향

◦ 주요사업을 뒷받침하는 개별사업(project)중 벤치마킹 대상* 정밀 분석 필요

◦ 런던이 직면한 환경적인 도전 : 공기, 녹지, 에너지, 쓰레기, 열섬, 물부족, 소음 등

** nat’l park city, woodland planting, city fund, green roof 등

◦ 런던의 대응방향 : greener, cleaner, ready for the future
- 기본원칙 : ‘50년까지 도달 목표* 및 제 분야가 통합된(integrated) 해결방안 제시
*세
 계수위 도시 대비 최고 공기질 확보, ‘50년’ 녹지율 현재 55%에서 10% 상향, 탄소 제로 도시, ‘30년 65%
리사이클

 런던광역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182
◦ 런던광역시장은 일곱 개의 법정 문서(statutory document)를 만들어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접근 전략

영역은 교통, 경제 발전, 주거, 공간 개발, 환경, 문화, 건강 불평등임

(1) 저탄소 순환경제 : 재활용, 순환적 자원 경제
(2) 스마트 디지털 시티 : energy, water, waste 등 디지털로 통합 효율적 도시 운용
(3) 녹색 기반시설 및 국가적 (환경) 자산 어카운팅*
* 공공재로서 환경이 제공하는 생산적인 가치 재인식

(4) 건강 가로(healthy street) : 10개 지표*를 통해 시민에게 더나은 도시 조성
* 좋은 공기, 걷기 좋은 환경, 안전, 도로 자유로운 횡단보장 등

◦ 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 기획과 실행은 시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이 업무는 런던문화전략
그룹(London Cultural Strategy Group)이 전담
-문
 화전략그룹은 2014년 3월, Cultural Metropolis라는 법정 문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현
시장 Sadiq Khan은 자신의 문화 전략 발표(‘18.3)
-런
 던광역시장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런던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예술위원회와 런던시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접점을 마련

 현재 런던시가 문화 분야 주요사업(12가지)

◦ Air quality
◦ 녹색 기반시설 green infrastructure : “nat’l park city”, natural capital(환경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줌),
green roof 조성
- 재원 : 「greener city fund」 활용

- 주민참여 장려

◦ 기후변화와 에너지, 탄소제로
◦ 기후변화 적응

(1) funding : 문화분야 기금 마련과 확대를 런던시 문화 진흥의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음
(2) The Fourth Plinth : Trafalgar Square에 위치한 이곳에서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들의 공인된 작품을 유치한다.
(3) Sounds Like London : 런던의 소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캠페인
(4) Creative Enterprise Zones : 2018년 11개의 자치구에 50,000파운드의 예술발전기금 지원
(5) London Borough of Culture : 유럽문화수도의 런던시 버전으로 자치구들의 경합을 통해 문화도시 상금 135
만 파운드를 매년 발전기금으로 지원

◦ 물 부족 및 강 홍수범람 리스크 관리
182 양
 혜원,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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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쓰레기

4) 런던 예술문화정책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6) Streets paved with talent :숨겨진 젊고 능력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함
(7) Great Place Scheme : Old Oak and Park Royal 지구를 특구로 지정 지역사회 시민, 기업, 조직이 함께 예술,
문화, 유적을 육성
(8) Gigs : London’s your stage : 버스킹 등 런던의 어디에서나 예술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10회
를 맞고 있음
(9) Future Project : 가족단위나 젊은 계층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문화 예술 참여 독려 프로젝트
(10) Culture and Good Project : 런던 자치구들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들과 노력
(11) The Culture Diary : 영국의 문화를 국내 전역과 해외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작품 전시 등 국내외
예술 행사의 최신 내용을 주요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관련 조직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
(12) Courage and Communities : Greater London Authority와 Heritage Lottery Fund의 후원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계층에 문화보급을 위한 노력

Ⅱ. 지역별 주요 혁신 사례 및 도시 현황

1 혁신사례 : 협동조합 지자체183 런던 람베스구(London

Lambeth Council)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
◦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는 유럽 내 많은 국가의 긴축재정을 촉발

* 사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민을 위한 문화’, ‘자치구 지원을 통한 균형’,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세 가지

◦ 런던광역시 기금 예산에 따르면, 문화 분야는 유산, 도서관과 함께 분류되고, 전체 1억4천5십만 파

-이
 들 국가의 정부 예산은 반토막이 났지만 고령화사회, 빈부격차의 심화 등 국가의 이름으
로 해결해야할 사회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있고,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기
대치는 여전히 높음

운드의 기금 예산중에서 2천3십만 파운드를 차지, 이는 경찰예산과 프로퍼티 투자 예산, 그리고

◦ 영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은 현저히 삭감되었지만, 지역의 일자리 창

 런던광역시 문화 관련 사업 예산

바비칸 센터 예산에 이어 네 번째

출, 복지, 교육 프로그램 등 지자체가 제공해야할 공공서비스는 줄지 않고 있음
-이
 의 돌파구로 영국 내 선도적인 지자체 23곳이 모여 ‘협동조합 지자체 혁신 네트워크(Cooperative Council Innovation Network, http://www.coopinnovation.co.uk/)’를 결성
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을 실험중

< 런던 광역시 기금예산 구성 내역 >
City Fund Summary by Committee
2017/18 Original
£m
(26.6)

2017/18 Latest
£m
(26.8)

2018/19 Original
£m
(27.1)

(2.3)

(2.8)

(2.6)

Community and Children’s Services

(12.0)

(12.8)

(13.3)

서비스를 민영화한 경험이 있음

Culture, Heritage and Libraries

(20.7)

(20.3)

(20.4)

Finance

(15.9)

(11.6)

(13.2)

Licencing

(0.1)

(0.1)

(0.1)

Markets

1.2

1.3

1.2

-과
 거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 건립의 이상을 실현하며 다소 비대해진 공기업과 공공서
비스를 슬림화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보수당 정권은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보다
시장에 이를 맡기고 민영화 할 때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보다 효율적이며 양질의 서비스 공
급을 기대

Net(Expenditure)/Income
Barbican Cantre
Barbican Residential

(1.7)

(1.7)

(1.7)

Planning and Transportation

(15.4)

(15.3)

(16.0)

Police

(64.0)

(71.0)

(65.7)

Policy and Resources

(4.0)

(4.6)

(4.1)

Port Health and Environmental Services

(13.6)

(14.3)

(14.5)

Property Investment Board

39.6

39.5

40.1

(135.5)

(140.5)

(137.4)

City Fund Requirement
출처 : 런던시청 Budget Book 2018-19

◦ 영국은 이미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시장 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며 세수를 줄이고 많은 공공

-하
 지만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시도해 본 민영기업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기대했던 경
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보다는 턱없이 올라버린 공공서비스의 가격과 질 낮은 서비스라는
결과를 가져옴

◦ 공공의 가치를 살리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
가? 탐색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
-관
 이 100% 주도한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민이 100% 주도한 시장주의의 공공가치 실종의
실패에 이어, 영국은 이제 제3의 대안을 찾고 있음
183 이하는 김정원(영국 스프레드아이), 원문출처 http://www.wasuwon.net/7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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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paces

 “협동조합형” 지자체 대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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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과 민이 함께 하는 협동조합형 모델이 공공의 가치를 지키며 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

◦2
 3개의 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자체 혁신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런던의 람베스구와 같은 공
공혁신의 깃발
- 런던의 람베스구를 비롯하여 이슬링턴구, 에딘버러시, 글라스고우시, 요크시, 뉴카슬시,
리버풀시 등이 회원
- 이들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혁신해법의 핵심은 지자체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전
담하고 숫자로 평가되는 결과(output)에 연연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자신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성과(outcome)를 함께 정의하고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과 프로세스를 실험해보는 것임

 협동조합 지자체 사례 : 람베스
◦ ‘협동조합 지자체’란 지방정부를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보다
는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시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람베스의 개혁내용 : 협동조합형 위탁사업 및 조직개편
◦ 람베스구가 협동조합구를 공표한 후 만들어낸 변화 중 가장 눈여겨 볼 변화는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의 진행방식
(ⅰ) 우
 선적으로 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보다는 위탁사업으로
전환하고, 또한 위탁사업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으로 전환
람베스구의 협동조합형 위탁사업
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서비스 이외에도
② 람베스구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며,
③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람베스구의 독단적인 실행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람베스구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④ 공공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
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위탁사업을 의미

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주
 민들 삶의 질 향상에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람베스구는 우선적으로 구내의 가
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음
- 그 결과 이미 구민들이 중심이 되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발굴하
게 되었고,
- 이를 람베스구와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제한된 자원으로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으로 판단한 것임

◦람
 베스구는 협동조합구를 선언한 후 ‘람베스 협동조합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람베스 협동조
합구가 취해야할 전략적 방향과 중점사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음
◦이
 위원회에는 130여개의 지역 풀뿌리 단체와 전국단위 시민사회의 대표자들과 3,000여명
의 구민이 참여

- 위원회가 제안한 협동조합구로서 람베스구 실천 전략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제공 방법과 프
로세스의 변화, 그를 실천하기 위한 람베스구의 리더십, 시민단체의 리더십, 람베스구 공
무원 및 시민들간의 관계 등의 변화임
-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가 과연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가
장 적합한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인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 시범사업의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점차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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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구내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 단체나 프로그램 등의 지역 자원을 발굴
- 발굴된

지역 자원이 시민과 구가 함께 이해하고 합의하는 실질적인 성과(outcome)를 만들
어내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과 성과 평가 방안과 항목을 정의
-이
 것을 기반으로 위탁사업을 지정하고 진행하며, 위탁사업의 진행과정 중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위탁사업의 조기 중단이나 연장 및 확대를 결정
※ 기존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구체적인 결과물(output)의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있었다면, 이러한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의 절차에서 강조되는 것은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outcome) 중심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철학, 과정 및 평가방법을 변화한 것

(ⅲ) 새
 로운 ‘협동조합형 위탁사업’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람베스구는 조직
을 새롭게 개편
-기
 존에 람베스구 조직 구조는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주제 중심으로 전담 부서가 가장 상층
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예: 교육부, 보건부, 환경부 등), 새로 개편된 부
서는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개편 됨
-이
 것은 장기적으로 람베스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기획과 실행과정에 구민 개
인이나 풀뿌리 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반영하고, 이를 용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된 것을
의미
-현
 재 조직 개편이 완료된 람베스구는 다음과 같은 총 4개의 국(cluster)으로 구성
* 관공서의 이러한 조직개편은 영국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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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협동조합구 원칙, 협동조합구로 운영되기 위해 구의 공무원과 구민사이의 협업
모델-리더십, 새로운 관계 형성, 새로운 문화 형성,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운영 등을 결정

(ⅱ) ‘협동조합형 위탁사업’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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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런던 Lambeth Borough 조직도(2018)
< 람베스 조직 4개 국 현황 >
Top Level Management Structure

●위
 탁사업 지원국(Commissioning Support Cluster) : 구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
는 구내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함께 공식적인 성과를 정의하는 작업을 담당
-서
 비스 제공국과 함께 위탁사업 지원국이 직접 구민들로부터 파악한 니즈를 바탕으로 구의원들
을 설득하여 구민 니즈의 관점에서 람베스구의 부족한 자원을 분배하고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며,
위탁사업의 성과를 정의, 성과평가 항목과 제공 방안, 사업 범위, 사업의 우선순위 등 결정
●서
 비스 제공국(Delivery Cluster) : 위탁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가 본래 목표한 성과를 내
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협동조합 위탁사업 전체 재점검을 위해 제공
-전
 체 협동조합 위탁사업 과정에서 본래 목표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활동이
나 혹은 기존 활동의 변경을 결정한다.
●서
 비스운영 지원국(Enabling Cluster) : 협동조합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체 구정의 운영에 차질
이 없도록 필요한 재무, IT, 고객 서비스, 감사 등의 지원을 제공
-또
 한 ‘협동조합 지자체 혁신 네트워크’와 같은 외부 협력기관과의 관계와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
위탁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일도 수행
●협
 동조합 사업 개발국(Cooperative Business Development Cluster) : 서로 다른 국과 팀 사이에
람베스구가 목표로 하는 전략에 따라 협동조합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전체적
인 점검과 조율, 협동조합구로서의 전략적 방향 점검과 수정도 함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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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공유를 위한 직원들의 직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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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cates Transition Post

●위
 탁사업 지원국(commissioning Support Cluster) : 커미셔너
-사
 업의 목표(social value)를 설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에
자원을 배분
●서
 비스제공국(Delivery Cluster) : 디렉터
- 사업의 집행을 직접 챙기며, 설정된 목표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함

-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무, 공간, IT 등 지원업무를 책임짐
※ 기존의 주택, 경제, 교육과 같은 분야들은 이 세 가지 조직 내 매트릭스로 결합

여 기존에 구가 담당하던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구내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
도보다 한발짝 더 나아간 것
-이
 는 람베스구의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 전체를 바꾸는 시도로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구의
원, 구청공무원, 함께 참여하는 시민단체, 지역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구민들에게 보
다 효율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와 공식 절차(과정) 및 평가 방
법 등을 만들어내는 실험인 것임

 람베스의 다양한 시범사업들
◦ 람베스구의 ‘협동조합구 위원회’는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으로 27개의 시범사업을 선정
-2
 7개의 사업은 세단계로 나뉘어져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선정, 1단계는 기존에 람베스구가
람베스구 내 제3섹터나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구민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고 활발해지도록 확장하는 것
-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에 람베스구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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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스운영 지원국(Enabling Cluster) : 매니저

◦ 람베스구가 주창하는 ‘협동조합구’의 진정한 달성은 단순히 예산절감과 일자리창출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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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이나 디자인 사고 등을 이용하여 구민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포함
- 3단계는 새로운 소유권 모델을 평가해보는 시범사업
•현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도서관, 공공 공간 및 공원, 학교, 홍보 매체 등을 구
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구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방
식을 평가해보는 사업

◦이
 들 중 람베스구가 중간성과를 발표한 몇 개의 시범사업 사례
- 어스파이어 웰빙 센터(Aspire Wellbeing Center, 구 Lambeth Resource Center)
http://www.aspirewellbeing.org/
•람베스 자원 센터(Lambeth Resource Cente)는 람베스구의 커뮤니티 서비스부가 직접
운영하던 장애가 있는 성인들을 위한 쉼터
•람베스구가 직접 소유하던 건물에 위치하며, 센터의 직원은 람베스구 소속 구청 공무원
이었음
•람베스구가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으로 람베스 자원 센터를 선정한 후 센터의 이름을
Aspire Wellbeing Center로 바꾸고 람베스구로부터 독립된 상호조합으로 전환
•람베스구와 독립된 사회적 기업인 Aspire Wellbeing Centers는 소유권과 운영권이 상호
조합의 조합원으로 이전되면서,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조합원인 람베스구, 센터직
원, 이용자, 지역사회의 관련 단체가 참여
•람베스구는 센터와 5년의 위탁사업 계약을 맺고, 센터가 제공해야 할 성과 중심의 목표
를 함께 정의하고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종류와 질 등을 평가
- 청소년 람베스 협동조합 (Young Lambeth Co-operative)
•2014년 3월 람베스구는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독립 청소
년 람베스 협동조합(Young Lambeth Co-operative)을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
께 설립

•브릭스턴 에너지는 람베스구에 위치한 브릭스턴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
지 발전 협동조합
•2013년에 설립되어 현재 지역주민의 투자를 받아 지역민들이 소유하는 태양광 발전기를
런던 주택 단지에 설치하여 에너지를 주민과 공유
•공유 후 남는 에너지는 에너지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벌어들임
•브릭스턴 에너지가 벌어들인 수익은 지역사회 에너지 효용 기금(The Community
Energy Efficiency Fund)으로 조성되어, 지역민들을 대상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람베스구는 브릭스톤 에너지 협동조합의 투자자이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피
스 공간을 제공
- 오픈 웍스(The Open Works) http://www.theopenworks.org/
•람베스구 지역주민의 잠재적인 참여의식과 행동을 이끌어내어, 지역에 의미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향후 사회적기업의 창업까지를 기대하는 혁신 프로젝트
•람베스구의 비어있는 상점공간을 이용하여 Works Shop라는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람베스구 소속 공무원이 시민들을 기다리며 상담을 제공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시민들은 이 공간에 부담없
이 와서 공무원과 상담을 해보고, 1차 프로젝트를 시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지
원 받음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참여를 원하는 지역구민이 함께 참여하
여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참여주민이 특정 기능과 기술의 훈련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교
육프로그램을 함께 진행
•이렇듯 작지만 자발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직접 실행으로 옮겨보는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주민간의 자조와 참여의 문화가 생겨나고, 또한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기여됨에 따
라 커뮤니티 기업까지 창업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Open Works는 기획
•2012년 11월에 시작된 Open Works는 2014년 현재 6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3,500명의 주민이 참여한 16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람베스구의 주도로 2011년 5월부터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으고 협동조합의 활동 방
향을 함께 논의하여, 2013년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1세~19세
청소년이 1,000여명과 지역의 청소년 단체나 개인이 가입해있음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람베스구의 청소년 위탁사업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선출한 위
원회가 이사진을 임명하며, 이사회가 협동조합의 운영과 운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을 맡음
•이사회는 람베스구에 배정된 3백만 파운드의 청소년 프로그램 예산이 조합원이 제안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합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위탁사업으로 람베스구에 제안한 후, 람베스구의 심사를 거쳐 위탁된 사
업의 운영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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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웍스 홈페이지(출처: http://www.theopenwork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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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구가 제공하던 청소년 프로그램이 지역 청소년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지역의 청소년, 청소년 단체, 람베스구 청소년 담당 공무원, 지역 자원
봉사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이 조합원으로 모임

- 브릭스턴 에너지(Brixt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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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월 Eden project
◦우
 리나라의 해남 땅끝마을처럼 영국 국토 남서부끝자락에 땅끝마을(earth’s end)이 있는 콘
월은 “바다경치가 좋고 날씨가 온화하긴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못살고 특징없는 동네”라는
타이틀을 오랫동안 보유
- 콘월주의 산 오스텔지역은 도자기 원료인 점토광산으로 유명하였으나 19세기 중반이후 도
자기 산업의 쇠퇴와 함께 영국 4대 빈곤지역중 하나로 전락

콘월개발회사(CDC, Cornwall Development Company)184
● “콘월 정부는 지속가능성과 환경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덴을
깃발로 삼아 환경 분야의 리더 구실을 하고 있고 환경 사업체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환
경 분야에서 콘월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184
● 콘월개발회사는 에덴 프로젝트와 비슷한 즈음에 생겨난 조직

- 1인당 GRDP는 영국 평균의 62%, 연간 방문객은 500만수준으로 콘웰지역 GRDP의 25%
가 관광산업과 연계

- 1999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이유(EU) 자금을 받아 콘월 정부가 세운
100% 투자회사, 콘월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재생시키는 업무 등 콘월 지역 발전에 큰 몫을
담당

◦ (에덴 프로젝트) 방치된 폐광지역의 자연환경복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기완결적 친

- “콘월개발회사와 에덴 프로젝트는 지식과 환경이라는 똑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Lucy Hunt)

환경교육 및 관광용 실내정원 조성 등 2001년 에덴프로젝트가 개장되면서 세계최대규모
온실이자 지속가능 건축의 표본, 새로운 차원의 교육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초기 지역환경단체 등은 투자타당성, 도로혼잡 문제 등 반대

- 공사기간 7년(’99-’06)으로 ’01년 1차개장되었으며, 현재 열대식물바이옴, 온대바이오 돔,
야외식물전시장, 환경교육시설 Core, 공연장 등으로 구성(15만㎡, 길이 200m, 높이 50110m)
- 투자액 £ 133.6m(2,540억)으로 지역개발기금, EU펀딩 등 약 76% 공적자금 투입

◦ (운영) 에덴재단(eden trust)에서 운영, 방문객은 매년 약 150만
- 입장료수입 및 각종행사수익은 시설유지, 은행차입금상환 등 자체 수익성 확보
- 약 1700개 일자리 확보, 고용인력의 약 75%는 이전 실업자상태, 40%정도는 50세 이상
(※식자재 82%, 근로자 95% 지역내 조달)
- 개장이후 최초 5년간 지역경제에 1.5조원* 경제효과 창출(연간 3천억)
* 관람수입 2천억, 주변지역 체류형 관광객 증가 등 경제효과 1.3조

● 콘월개발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2006년 콘월 지역사회의 민관 합의체인 경제포럼에서 작성
한 ‘전략과 행동*’에 근거
*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의 경제발전 지침서

- (비전) 콘월지역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번영 추구
- (기본원칙) △지식 경제와 지식 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경제와 사회적 불이익 제거,
문화적 자신감 고양, 주민복지 증진 △모든 분야의 경제적 가치 증진

● ‘전략과 행동’은 특히 경쟁력을 높이고, 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접근성과 지역성을 고양한다는
세 가지 중간목표를 설정
- 부가가치가 낮은 농어업과 쇠락한 광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식’과 ‘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 최근 관광을 중심으로 콘월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인구 유입세로 돌아서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저임금 저부가가치
의 한계 현실 반영

● ‘전략과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손발 노릇을 하는 콘월개발회사의 5개 프로젝트
- △외부기업 유치 △콘월의 브랜드 홍보 △일자리 창출 △관광 증진 △브로드밴드 구축 등
- 콘월의 6개 투자유치 업종은 미디어, 의료, 항공우주, 공학, 음식, 해양

지역별 도시정보

※ 콘월 브랜드 관리를 위해 지역 사업자들에게 혁신이나 기업가 정신과 같은 단어를 꼭 사용토록 유도

184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384294.html#csidx4bc15b92d4f834fac5ce13ca0358d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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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주요도시 정보

- 자전거도로와 쓰레기 절감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 Coventry
185

1) 영국 주요 녹색도시
◦뉴
 캐슬(Newcastle)

- 버밍험다음의 Midlands 지역의 2번째 도시
- 공기질 향상 정책과 함께 모든 거주자들이 300미터 정도에서 공원에 접근하는 정책 추진

- 저탄소 배출 : 6.8 tonnes per year

- 시티 센터와 주요지점간 연결체계를 보완하는 정책도 녹색도시에 도움을 줌

-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 대상의 재활용시설 설치, ‘Commonwheels’ 라는 카클럽, 전기차 충
전소 운영 등에서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정책 시행

- 도심지 재개발 정책과 관련한 시-지역녹색당 관계자 등과 논쟁 등 개발관련 이슈

◦레
 스터(Leicester)
- 영국에서 20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가장 유서 깊은 도시 중 하나로 환경분야 선도적 정책
시행
- 도보, 사이클링, 대중교통관련 종합적인 정책 시행
- 2009년 이후 매년 만그루 나무심기 등 탁월한 환경정책을 시민이 향유

◦B
 righton
- 오랫동안 친환경도시로 알려져왔으며, 최초의 녹색당 국회의원인 Caroline Lucas,의 지
역구
- 저탄소경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중교통, 사이클링 장려정책 등 추진

◦B
 ristol
- 영국의 대표적인 녹색도시의 하나로, 저탄소 기술 분야의 허브 위치
- 향후 10년간 40%의 탄소저감정책 실시중이고, 수많은 공원 등 녹지 보유
- 약 35% 시민의 일터로 이동시 자전거 활용

◦ Plymouth
- 32% 녹지율과 기후변화 정책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정책 시행
- 평균이상의 재활용율과 1등급 재활용품 제고 정책 등
- 시의 ‘Green Infrastructure’ plan으로 지속성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정책 시행

◦ Edinburgh
- 도시전체가 UNESCO World Heritage로 지정
- national Zero Waste Scotland programmeite 시행
- 2050년까지 탄소중립정책 시행

◦ Sheffield
- 산업도시로 알려져있으나 향후 친환경도시를 향한 비전과 정책 수립 시행중
- Green and Open Space strategy 정책을 통해 녹지율 향상 추진
- 저탄소 정책과 재활용정책 추진

2) 영국의 문화도시(city of culture)

◦L
 ondon
- 보리스(Boris) 자전거라고 불리는 사이클링 보급과 활용으로 유명

- 또한 런던시는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ULEZ 정책, 도심 혼잡세 등)

◦ 2008년 리버풀이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어 문화적, 경제적 성공을 거둠에 따라 영국 문화
부(DCMS)는 영국 내 문화도시 프로그램 개발

◦L
 eeds
- 에코 디자인과 녹색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각종 정책 추진
- 녹색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Special Landscape Areas’ project, 시행
185 평
 가주체에 따라 결과는 다르며, ecolosist 기관 평가결과임
https://theecologist.org/2011/mar/11/top-10-greenest-uk-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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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수준의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분야에 강점을 지님

 영국 문화도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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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범위한 협력사, 이해관계자 및 청중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
<참고> 2008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리버풀의 경제적 효과

4) 저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총 방문객 수
이벤트 종류

2005

2006

2007

2008

합계

기업 후원 및 주요 이벤트

1,578,104

1,654,091

1,878,623

9,516,675

14,627,493

기타 이벤트

1,939,270

718,245

772,459

288,109

3,718,083

전체 방문객수

3,517,374

2,372,336

2,651,082

9,804,784

18,345,576

-서
 비스 제공국과 함께 위탁사업 지원국이 직접 구민들로부터 파악한 니즈를 바탕으로 구의
원들을 설득하여 구민 니즈의 관점에서 람베스구의 부족한 자원을 분배하고 지원하는 결정
을 내리며, 위탁사업의 성과를 정의, 성과평가 항목과 제공 방안, 사업 범위, 사업의 우선 순
위 등 결정

2017 영국 문화도시 행사 결과 요약

 「2017 영국 문화도시」 개요
◦ 선정도시 : 헐(Hull, 잉글랜드 중동부 지역에 위치, 26만명 거주)
◦기

간 : 2017년 1년간 진행

-리
 버풀이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2003년부터 리버풀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점차 증가하
였으며, 행사가 주최된 2008년에는 970만명의 관광객 유치 및 7억5,300만 파운드(약 1조
1,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행

사 : 이벤트, 전시, 설치 및 문화행사 등 2,800여개 행사 진행

-2
 008년 당시에만 리버풀에 1,683여개의 창조산업기업과 총 11,000명의 창조산업 노동인
구가 활동함.

◦예

-2
 008년에 리버풀을 방문한 총 방문객의 35%는 ‘유럽문화수도’라는 이유만으로 리버풀을
방문했으며, 유럽문화수도 지정 및 이에 따른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은 영국 북서부 이외 지
역이나 해외로부터 그동안 한 번도 리버풀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관광객들을 견인하는 주
요 원인이 됨.
-2
 008년 리버풀 방문객 숫자는 전년대비 34% 상승하였고, 이 상승률은 다른 도시의 평균
상승률1~4%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출처(별첨): IMPACT 08-European Capital of Culture Research Programme 보고서

◦ 영국 문화도시에 선정된 도시
- 1회 문화도시(2013) : 런던데리(Londonderry, Northern Island)
- 2회 문화도시(2017) : 헐(Hull, England)

 영국 문화도시 선정 주체 및 기준
◦ (선정)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에서 입찰과정 진행

◦ 참 여 자 : 530만명(※지역 거주자 10명 중 9명 이상이 1개 이상 행사 참여)
산 : 전체 예산 3,280만 파운드(약 492억원)

- 직접 지원 예산 및 기존 예술/문화 단체 제작비 포함
- 이 중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음
* 정부 지원금 : 1,500만 파운드 (약 225억원),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지원금 : 300만 파운드(약 45억원),
* 문화유산 복권 기금 : 300만 파운드(약 45억원)

◦ 자원봉사자 2,400명 및 100여개 학교에서 56,000명 학생참여
◦ Ferens Art Gallery 및 Hull New Theatre의 공공영역 개발사업에 4,500만 파운드(약 675억
원) 투자를 비롯해 주요 프로젝트의 펀딩에 기여
◦ 분야별 사업 목표
1) 예술, 문화 분야
-영
 국 문화도시사업(City of Culture)을 4대 영국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품질의
예술, 문화 및 문화유산 프로그램 제작
-헐
 과 요크셔 지방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지방, 전국 및 국제적으로 (신규 및 기존)
청중 개발
- 지역 문화부문의 생산 능력(capacity) 및 역량(Capability) 개발

◦ 영국 전역의 도시와 지역은 이 입찰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2) 지역 이미지 개선

◦ 선정 기준

- 헐에 대한 인식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공부하고 좋고,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향상

1) 지역 정체성 및 독창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3) 경제 분야

2) 사회적, 경제적 영향과 단계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

-헐
 과 요크셔 지방의 경제 부문 강화. 특히 문화 및 관광 부문에서 헐 지역의 공공 및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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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문화도시(2021) : 코벤트리(Coventry,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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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그리고 재건활동 증대

 행복도시 측정결과

4) 공동체 및 복지 분야
- 약속 및 참여를 통한 주민의 복지 향상
- 참여와 학습의 증대를 통해 주민의 열망, 능력 및 지식 고양
5) 협력과 개발 분야
- 성공적 행사의 청사진으로 모범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기관과의 협력 입증

 「2017 영국 문화도시」 집행체계 : 총괄 독립회사 개설
◦헐
 시티가 문화도시로 선정(’13.11)된 이후, 영국 문화부의 행사 이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헐 시의회는 독립회사 설립 결정(’14.4)
◦2
 014년 6월

: 운영 위원회 위원장 선임

◦2
 014년 7월

: 회사 대표 임명

◦2
 014년 10월

: <Hull UK City of Culture 2017 Ltd> 회사 설립

◦ 2015년 5월

: 2015~2018 사업전략계획 발표

3) 행복도시186
 행복도시(Happy City) 측정지표

4) 건강도시 네트워크(UK Healthy cities network187)
 (개요) WHO에서 지정한 건강도시로 WHO 건강도시 관점에서 건강불평등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도모하는 도시 연합체
◦ Designated Cities(지정도시)
•Belfast

•Carlisle

•Derry City

•Liverpool

•Newcastle

•Sunderland

•Chelmsford

•Glasgow

•Lancashire

•Manchester

•Norwich

•Staffordshire

•Tamworth

•Wakefield

•Warrington

지역별 도시정보

•Swansea

◦ Network Cities(네크웍 도시)

5) 주요도시 정보
186 세
 부내용은 아래 참조
https://www.centreforthrivingplaces.org//wp-content/uploads/2016/10/Happy-City-Index-2016-Report-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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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https://www.ukhealthycities.org.uk/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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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분) 영국은 지방균형발전, 분권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을 설치, 잉글랜드(England) 지역을 대 광역경제권 9 개
(region)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 지역경제발전 업무를 수행

구분

산업경제

< RDA와 LEP의 특징 비교 >
구분

구역

지배구조

재원

RDA

잉글랜드 9개 지역
(우리나라 MB정부 5+2
광역경제권과 유사

운영위원회(RDA
Board)와 지역위원회
(LALB) 위원을
중앙정부에서 임명

LEP

통근권 중심의 기능적
경제권역 : 잉글랜드
내 40~50개 권역
(우리나라 3~4개
시군통합 규모)

운영위원회(LEP Board)
위원의 50%이상을
지역기업인 중에서
선출, 기업인이 의장직
수행)

6개 중앙정부 부처의
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각 RDA에
중앙정부가 배정

권역계획,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교통 등 포괄적
지역경제개발 기능

LEP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역성자기금에서
경쟁적으로 배정

기존의 RDA 기능
중 해외투자유치,
국제무역, 혁신,
기업투자지원 등은
중앙정부 주도로 전환

● 셰필드시는 1970년대 초반까지 South Yorkshire지방의 중심도시였으나 70년대 후반
철강산업의 후퇴로 실업률 상승, 도시인구감소, 도시 내 건물 공실률 증가 등의 급속한 도시
슬럼화를 경험
● 2002년 이후 세필드원(Sheffiled One)의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간의
다양한 도시재생 노력에 힘입어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중 (연간 경제성장률 약 5%,
97년 총부가가치 56억 파운드 → 2007년 92억 파운드)
도시재생산업

의회 선거구 구획, 일부 행정용도 등 광역개념의 지역구획의 구분으로 활용

 (9대 광역권) RDA 체제에서 9대 광역경제권은 북동부권(North East), 북서부권
(NorthWest), & 요크셔 험버권(Yorkshire & The Humber), 중동부권(East Midlands),
중서부권(West Midlands), 동부권(East ofEngland), 런던권(London), 남동부권(South
East), 남서부권(South West) 등으로 구분

● 셰필드 도시재생정책의 시기별 변화
- 1980~1990 후반: 쇠퇴지역 재개발 및 도시재생 전담 기관 셰필드개발공사 (Sheffield
Develoment Corporation:SDC)를 설립, 최소한의 공공비용과 최대한의 민간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내 경제 및 물리적 재생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착수
- 1990 후반~2005: SDC의 해체 후 도시재생 회사 셰필드원을 설립, 도시재생 및 재개발에
따른 기반확충과 경제활성화 전략 수립 추진
- 2005 이후 : 셰필드원과 민간도시재생기관의 통합기관인 창조도시셰필드(Creative
Sheffield) 설립, 셰필드의 도시재생 선도도시 이미지 유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 도시산업구조전환을 포함한 사회, 경제, 문화의 총체적 재생 도모
● 도로 : 셰필드는 M1, M18 고속도로와 연결

교 통

◦ 9대
 광역경제권의 면적은 평균 1.4만㎢ 인구는 5.6백만명, 광역 총부가가치(Gross Value

● 기차 : Sheffield railway역

● 코치 : National Express(560/564번: Victoria 코치정류장 via Chesterfield,
350/240번: Manchester 공항, Heathrow/Gatwick 공항)
●공
 항:D
 oncaster Sheffield 공항 (셰필드 시내에서 29km), Leeds Bradford International
공항과 East Midlands 공항 (시내 한 시간 거리)
● 싸이클 : 시내 주변 숲길을 따라 싸이클 용이

Added, GVA)는 평균 2,000억달러 정도
East
East of
Midlands England

● 금속공학과 철강제조 분야에 국제적 명성
- 도시 내 다양한 연구기관과 대학기관 사이에 활발한 합동연구 진행
- 셰필드 북동쪽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기업 Forgemasters는 1805년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강철주조 명성을 자랑
● 탄광사업 또한 도시 주요사업 중 하나였으나 쇠퇴

기능

◦ 현재

9개 region은 RDA에서 LEP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통계, 유럽

East

1. 영국 셰필드(City of Sheffield)

North
East

North
West

South
West

South
East

West Yorkshire
and
London
Midlands Humber

EMDA

EEDA

One North
East

NWDA

SEEDA

SWDA

AWA

Yorkshier
Forward

LDA

인구

419만

541만

258만

688만

807만

493만

533만

504만

751만

면적(㎢)

15,627

19,120

8,592

14,165

19,096

23,289

13,004

15,400

관할지역
지방정부 수

9

10

11

22

19

16

15

14

1

인력

176

141

347

357

324

238

274

350

212

● 셰필드 시의회(Sheffiled City Council)/시의회의장 Julie Dore (노동당, Labour Party)
행정조직 /
시정운영방향

국제업무

●시
 정운영방향: ‘Its 2020’ - 셰필드를 2020년까지 성공적인 글로벌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공공, 민간, 종교분야와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1)특색있는 도시, 2)성공적 지역경제,
3)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열린 도시, 4)다양한 문화적 선택이 공존하는 활기찬 도시, 5)지속적
성공의 기반이 마련된 도시로 가꿔나감.
● Director of Performance and Communications, https://www.sheffield.gov.uk

자료 : BERR(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의 홈페이지
주 1 : 관할 지방정부는 County·Unitary Authorities
주 2 : 직원수는 2003~200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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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lands

국제교류

●셰
 필드 국제협력 위원회(Sheffield International Linking Committee)에서 셰필드의
해외자매결연도시 운영·계획을 담당함
- 자매결연: Anshan City(China), Bochum(Germany), Donetsk(Ukraine) Estelí(Nicaragua)
- 우호협정 : Kawasaki(Japan), Kitwe(Zambia), Kotl(Pakistan), Pittsburg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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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

치

2. 영국 노팅험(The City of Nottingham)
영국 잉글랜드 동부 중부지방(Midlands, 미들랜드) 노팅엄셔 주의 주도

3. 멘체스터시 개관188
◦ (지역개관)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Authority)* 중심도시로 인구 465,000명으로 상업, 고등교육, 미디어, 예술, 대중문화 등이

인구, 면적

306,700 명 (2010년도 기준), 74.61㎢

발달한 영국 3대도시(런던, 버밍험, 맨체스터)
* 인구 265만, Manchester, Salford 2개시와 Bolton, Wigan 등 10개 버러우로 구성(Combinde Authority)

● 6세기에 앵글로색슨족(族)이 거주한 것이 기원이며, 12세기에 왕으로부터 시의 특권을 받은
이래 번영
역 사

● 15세기 독립 자치구로 인정 받았으며 산업혁명 시기 섬유산업의 번성을 계기로 경제적
번영기를 맞이함
● 섬유산업은 세계2차대전 이후 쇠퇴기를 맞이하여 현재는 극소수의 섬유제조업체만 남아있음
● 1835년 지방자치법(Municipal Corporation Act) 이 적용된 데 이어 1888년 제2차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시행과 함께 특별자치구 (County Borough)가 되었음

지역특성

● 노팅험은 Arnold, Carlton, West Bridgford, Beeston, Stapleford 등의 위성도시를 포함하고
있음.
● 기후는 온화 한 편으로, 다양한 건축양식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
● 섬유업이 성하여 메리야스 제품·니트웨어·레이스 제조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알렸음.

산업경제

교 통

● 이 밖에 약품·피혁제품·담배·가구·타이프라이터·자전거 등의 생산이 많으며,
양조업·인쇄업도 성함
● 기차: Northern Rail (노팅험-리즈), Robin Hood Line (맨스필드 및 도시 북부지역), East
Midlands Trains 역 (그 외 대부분 주요도시)
● 버스 : 68개 루트로 지역버스 운행, 2010년 영국 버스 어워드 (UK Bus Awards) 수상도시
● 공항: East Midlands Airport (Castle Donington지역 위치)

- 시역내 인구는 런던, 버밍엄, 리즈, 세필드, 에딘버러, 리버풀에 이어 9위
- 시중심부에는 인도인, 중국인, 흑인 등 약 20%를 차지, 다민족도시 색채 강함

◦ (시 발전역사) 산업혁명의 핵심도시로 이후 철도(1830), 운하(1893) 개통으로 상공업 발달
이 가속화되고, 세계적인 면공업의 중심지로 발전
-1
 930년대 75만명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영국병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에 빠져 주력산업인
섬유, 제조업 등 경공업이 쇠퇴하면서, 실업률증가 등 쇠퇴
* 엥겔스는 이곳에 2년간 체류하면서 슬럼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목격하고,「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저술
하기도 함

-이
 후 1980년대 대처정권의 지방자치 추진정책 및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금융기관, 신문사,
방송국 등의 미디어 기업, 학술기관, 연구소 등 입지하면서 인구는 2000년 전후 증가세로
전환
-특
 히 1996년 폭탄테러를 계기로 도심 정비가 추진되고, 2002년 영연방축구대회를 개최하
면서 도심재생이 활발히 진행

◦ (도시재생) 세계 최초 공업도시로 번성했으나, 1930년대 불황과 실업 등 도심부 인구는 불
과 500명으로 쇠락
- 1980년 중반 민간기업, 시의 적극적인 재개발, 중앙정부 지원 등 도심재생모델 마련

● 노팅험 시의회 내 유럽사업 부-유럽 네트워크 및 도시 파트너십 (European Networks and
City Partnership)부서에서 해외자매결연도시 운영·계획을 담당함
국제교류

- 해외자매결연 도시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1963년), 벨라루스 민스크 (1966년), 독일
카를스루에(1969년), 짐바브웨 하라레(1981년), 벨기에 겐트 (1985년), 중국 닝보 시
(2005년),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2008년)
● 노팅엄 시의회(Nottingham City Council)/시의회의장 Jon Collines (노동당, Labour Party)

국제업무
담당부서

● European Officer : european@nottinghamcity.gov.uk
주소 : Loxley House, Station Street, Nottingham, NG2 3NG
전화번호 : +44) 0115 8764491 홈페이지 : http://www.nottinghamcity.gov.uk

* china town(다양한 음식문화개발), retail and commercial core(기차, 경전철 확보), Northern Quarter(팝음악중
심 대중문화중심지역) 등

4. 글래스고시 개관
◦ (지역개관) 영국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글래스고의 지명은 게일어로 ‘dear green place’
를 의미하는 ‘Glaschu’에서 유래. 서부 스코틀랜드를 지원하고 있는 경제·산업의 중심지.
주요 상업·행정 건물들은 클라이드 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강을 따라 조선소와 공업단
지 조성
- 인구 580,700명으로 런던, 버밍엄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단위자치구역중 가장 인구가 많
188 이하 도시 정보는 국토연구원, 세계도시정보에서 영국의 주요도시 부분을 발췌·요약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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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1
 997년 도시장기발전계획발표, 도심정비전략계획 수립 등 지구별 특성에 따른 특화된 프
로젝트 제시* 등 도시의 경쟁력 제고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으며, 스코틀랜드 총인구의 11.3%를 차지

◦ (시 발전역사) 현재 글래스고는 런던, 버밍엄, 리즈 다음으로 큰 공업 기지
- 기계·음식료·인쇄출판·의복 등의 공업이 발달, 소프트웨어 산업·생명공학 등 새로운
산업이 성장
- 금융·공공서비스·교육·보건·숙박 및 관광·기타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
하여 글래스고의 성장을 주도

◦ (도시재생) 현재 글래스고는 런던, 버밍엄, 리즈 다음으로 큰 공업 기지
- 글래스고의 경제적 성장은 10년 간 89,200인이 증가한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전반적인 서비스업의 성장과 더불어 은행·보험 등의 금융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업
(54.9% 증가), 공공·교육·보건(32.8%), 유통·숙박및 음식점업(18.0%) 등이 성장을 주
도
* 반면에 제조업 고용은 31,200명에서 23,500명으로 감소

- 글래스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투자 유치는 다양한 학력의 노동력 활용, 우수한 통근 연계
체계, 충분한 업무 공간에 기인한 것. 오피스-기반 서비스는 글래스고 경제의 중요한 부분
* 글래스고에 주요 고객 센터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BT, Barclay Stockbrokers, Dell, esure, JP Morgan 등

- 글래스고의 경제는 지난 30년간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산업과 공업,
해양 산업 부문 등이 쇠퇴하고, 도심 비즈니스 서비스와 지식기반 산업, 첨단 산업 등의 중
요성이 커짐.
- 글래스고 시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위해 2006년 스코틀랜드 개발기구 산하의 글래스
고 개발청(Scottish Enterprise Glasgow)과 합동으로 향후 10년을 위한 새로운 경제개발
전략인 ‘A Step change for Glasgow’를 발표.
- 이 계획은 고급 고용의 창출과 지원, 혁신과 생산성의 제고와 이를 위한 도시의 물리적, 문
화적,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목표

5. 뉴캐슬시 개관
어폰타인(이하 뉴캐슬)시(市) 는 동북 잉글랜드 지역(North-East England Region)의 행정,
상업, 문화의 중심.
- 뉴캐슬은 매우 강한 지역적 정체성을 가진 도시
- 독특한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지방의 영국인들은 이들을 가리켜 죠디(Geordies)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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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점 커지는 런던 시장의 수요에 발맞춰 석탄이 양모를 제치고 제일의 수출품목으로 성장
(16C)
-철
 제품 제조업과 유리제조업이 늘어나면서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1755년 첫 은행의 개
설이후 1800년대에 이르러서는 금융의 중심지로도 발돋움

◦ (도시재생) 뉴캐슬은 에너지 도시 네트워크(Energy Cities Network)창설을 주도한 도시로써
유럽협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동 중.
-뉴
 캐슬의 경제는 조선업 등 제조업 기반의 쇠퇴로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을 겪었고, 이로 인
해 한 때 높은 실업률을 보임
-그
 러나 서비스부문 의 성장, 새로운 제조업의 대두, 국내 투자의 확대 등으로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 이를 위해 시정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전략
적 목표를 추구
* 유럽의 지역 중심지 역할수행, 영국 및 유럽 내에서 도시 이미지 개선, 시내에 입지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강화 투자유치, 실업자 및 노동인력에 대한 기술교육과 학교교육 수준의 제고 등

-국
 제적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강한 지역적 기반을 가진 기술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 주
요 산업은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 서비스, 소매업, 금융 서비스, 기계공업
-뉴
 캐슬은 북 잉글랜드 지역의 중심도시지만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
이 차지하면서 뉴캐슬의 지역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성장추세를 보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1981년 28％에서 1991년 16％, 2001년 10%에서 2004년 약
6.7%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부문은 72％에서 89％로 증가.

6. 레스터시 개관
◦ (지역개관) 로마시대 이래로 미드랜드(Midland) 지방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
-런
 던에서 북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잉글랜드의 중심부에 위치, 인구수를 기준으로 영
국에서 10번째 정도 차지하는 인구 약 30만 명 정도의 공업도시이자 상업중심지

◦ (시 발전역사)
- 지역차원의 환경보전과 지역 생태자원의 질을 향상 시키는 노력으로 왕립자연보존협회
(Royal 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로부터 영국 최초의 ‘환경도시(Environment
City)’로 선언(1990)

◦ (시 발전역사) 13세기경 노천탄광이 발견되어 채탄작업이 시작되자, 뉴캐슬은 석탄무역의

- 유엔환경회의(Earth Summit)에 초청된 전 세계 12개 도시 중 영국 대표 도시로 참가
(1992)하는 등 영국 유일 유럽 5개 도시 중 하나로서‘유럽의 지속가능한 도시(European
Sustainable City)’로 평가(1996)

중심지가 됨. 이 지역의 풍부한 석탄자원과 혁신적인 신기술의 개발은 도자기, 유리, 화학,

- 레스터시의

경험은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앞서가는 접근방법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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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관) 타인앤드위어 카운티(Tyne & Wear County: 우리의 광역시에 해당함)의 뉴캐슬

소금제조 및 금속제련의 발달을 가져옴.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나라의 도시들이 ‘환경도시’를 가꾸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
- 시정부, 지역 내 민간기업, 자원봉사그룹, 도시환경 관련 비영리조직, 지역 언론, 지역커뮤
니티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창조적 실천을 일궈내고 있으며 도시 전역을 환경도
시로 건설하겠다는 계획 추진
⇒ 레스터시 환경도시 추진전략 : https://pubs.iied.org/pdfs/9046IIED.pdf 참조
- 트렌트강의 지류인 소어강이 상습적인 침수에 따라 1990년대까지 생태계 복원과 함께
watermede 생태공원 조성
- 성과에 고무된 레스터시는 환경문제 대처를 위한 지금까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 (도시재생) 환경친화적 커뮤니티 개발
- 도시 재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로서는 시 중심의 서부에 위치한 베데 아일랜드 노스(Bede
Island North) 지역이 대표적.

7. 리즈시 개관
◦ (지역개관) 지리학적으로 영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 리즈는 영국교통의 중심지
-런
 던에서 시작하여 영국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인 M1 고속도로의 종착지이
며, 영국을 동서 헐(Hull)에서 리버풀까지로 연결하는 M62의 중간에 위치
-면
 적은 562㎢, 인구는 71만 7천 명(2001) 크기는 대전과 비슷(540㎢) 인구는 대전의(140
만 명)의 절반 정도 수준
-인
 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영국에서 런던과 버밍엄 다음으로 큰 대도시 지역총생산량(GDP)
은 약 19조 원이며, 1인당 GDP는 약 2,600만 원으로서, 경제규모로도 런던과 버밍햄 다음
의 도시(1998)

◦ (시 발전역사) 리즈는 양 축산이 가능한 완만한 목초지가 많아 직물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이
러한 양모를 세탁할 수 있는 환경

- 이 지역은 구 공업 지대로서 오염이 심각,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원과 저층 주거단지, 활기
찬 상가지구 등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

-양
 모를 나를 수 있는 교통수단은 운하로 당시 낙후된 도로시설을 대신하고 적은 노동력으
로 많은 화물을 운반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발전, 리즈는 에어(Aire)강이 중심에 있어 영국
동쪽의 항구인 헐과 운하로 연결

- 더욱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차량저속통행, 주차
공간의 제한 등 계획적 기법을 통해 관리.

-저
 렴한 대중교통의 등장은 도시의 외형을 급속히 변화시키며 주변에 노동자들의 가옥이 들
어서기 시작

- 환경복원 대상지역의 개발뿐만 아니라 신시가지나 새로운 주거단지의 개발에 있어서도 환
경도시로의 개발전략이 철저히 적용되어 새로운 시설들은 개인용 차량에 대한 의존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노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고, 개발지 사이에는 자전거도로나
보행자 통행네트워크가 조성.

-버
 스가 등장하며 방사선의 틈새를 메워감에 따라 방사형 도시의 틈도 어느덧 중산층 도시
인의 주택으로 채워졌으며, 특히 1970년 자동차가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보다 부유한 사람
들은 탈도심으로 부도심권을 형성

- 개별 시설들은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며, 재활용이나 재생 잠재력을 최대화
하는 원칙에 입각하도록 노력
- 이를 위해 건설자재나 건축기술, 물 절약과 재활용,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보존, 생태경관
과 지역커뮤니티 육성 등의 관점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아쉬톤 그린 지구 개발 사업 ; 단지개발의 환경적 목표로 100% 에너지재생 커뮤니티를 지향

◦ (환경관리 실천전략) 환경관리시스템(EMAS)* 추진을 통한시정부의 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선도전략 추진
* 각기관간 환경친화적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영향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 쓰레기 문제에 대한 모범적 시책, 녹색통장(Green Accounts 제도

기산업사회의 중심적인 도시로 성장
-1
 900년대 초에는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하여 도심재개발을 시행하지 못하고, 서북쪽의 민우
드나 남쪽의 미들톤(Middleton) 등의 주택공급에 치중하다가 도심 서쪽의 불량주택을 철거
하기 시작(1939)
-주
 민들은 리즈 남쪽으로 이주 하며 쿼리 힐(Quarry Hill Flats)에 대규모 플랫의 건설로 절
정에 달하는데 이는 1천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최근 철거
-현
 재 리즈 도심(City centre)은 상점과 백화점, 호텔,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곳에
서만 창출되는 고용 인구는 리즈 전체의 30%(12만명)
-교
 통문제가 심각하여 버스전용차선, 버스우선신호제도, 버스독점차선, 2인 이상 합승차량
우선통행 차선제도 등을 시행

- 대중교통에 green ringway 자전거도로가 도심에 설치 도심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음
- 영국 내 제일 큰 규모의 자전거주차시설 Bike park 설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제공하는 기
업을 위한 보조금 제도 등 운영
- 첨단 버스정보시스템 Star Track 등 대기오염 저감 노력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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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밀튼케인즈시 개관
◦ (지역개관) 밀튼킨즈는 1967년부터 3년간 계획되고 1970년에 개발이 시작된 영국의 30번
째 신도시로써, 조용하고 쾌적하면서도 활동적이고 자족적인 도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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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하우스 ; 가정에서 생태적 영향 최소화하는 방법 실천하는 시범 주택

◦ (도시재생) 산업혁명의 근대산업도시로부터 서비스부문이 총부가가치와 고용의 80%의 후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런던으로부터 15만명의 인구를 유입하여 런던의 과밀을 완화시키고 영국 동남부 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계획·건설

◦ (도시재생) 밀튼킨즈가 개발되었던 1970년 즈음 영국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경제
재편이라는 큰 변화를 맞았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활동이 후퇴.
그 뒤 새로운 모임(association) 이라는 사회세력이 등장
- 밀튼킨즈는 과거 신도시들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최초로 도시개발과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 밀튼킨즈 기본계획(Master Plan)에서는 “지역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에 참
여할 수 있는 활동적인 주민 커뮤니티 모임” 제안
- 밀튼킨즈 개발공사(MKDC)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그룹, 조직, 회사, 법인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

9. 바스시 개관
◦ (지역개관) 바스라는 도시이름과 명성의 근원이 된 고대 로마인들의 목욕탕 로만바스
(Roman Baths)가 도시 중심부에 위치
- 온천은 바스의 존재 이유. 바스에서 온천은 로마시대 만들어진 건축물과 18세기 건축물 발
달의 근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원
- 고건축물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대 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공통점이
모두 온천과 관련.
*란
 스다운 크레센트와 로열 크레센트는 온천을 이용하는 왕과 귀족들의 숙박시설이며 로만바스, 크로스바스,
그리고 펌프룸은 모두 온천수 이용시설

◦ (도시재생) 바스의 행정당국은 국지적인 슬럼화 현상과 온천욕 중이던 아이의 사망으로 모
든 온천관련 시설이 문을 닫게 되자 바스 지역 도시회생 전략을 다시 내세움

- 영국의 모든 온천도시 회생의 귀감이 되는 바스 스파 프로젝트(Bath Spa Project)를 추진.
바스 문화유적지 내에 온천 관련 시설을 복원하여 온천치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
하여 지역 전체의 경기를 회복 목적
- 프로젝트 결과로, 향후 약 260개의 관련 직업이 창출되고, 관광객의 평균 체재시간이 4시
간에서 1.7일로 늘어나 매년 최소한 76억원의 수입과 약 60억 원의 승수효과 기대
- 바스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전략. 이 전략은 바스지역 행정당국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 향상 목적. 바스 행정당국은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 그리고 생활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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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관) 런던에서 서북부로 185㎞ 떨어진 웨스트 미들랜즈(West Midlands)의 중심도시
이며, 18세기 후반 급성장한 대표적인 도시
-웨
 스트 미들랜즈는 버밍엄(Birmingham)·코번트리(Coventry)·더들리(Dudley)·샌드웰
(Sandwell)·솔리헐(Solihull)·월솔(Walsall)·울버햄프턴(Wolverhampton) 등 7개의 행
정구역으로 나뉨.
-블
 랙컨트리(Black Country)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 발달, 명품
자동차의 생산지.
-산
 업혁명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으며, 철도와 운하의 도시로 물류 수송을 위한 교통 네
트워크의 중심지.
-2
 0세기 후반 산업구조 전환과 함께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 빈부격차 확대, 실업자 증대,
슬럼화 등 도시문제가 발생.

◦ (시 발전역사) 6세기 버밍엄은 리강(River Rea) 유역의 농경지였으며, 버임엄 지명은
Beorma ingasham (Beorma 사람들의 고향)에서 유래
-헨
 리2세로부터 Market Charter를 취득하면서 상인들이 모여들고 산업도시로서의 기초 형
성(1156년)
-1
 3세기모직물 및 염색 산업이 발전, Bull Ring 섬유 시장으로 성장. 16세기에는 철광석·
석탄 등의 자원을 활용한 금속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이후 18세기 말, 산업혁명을 통해 주요
산업도시로 성장을 지속.
-증
 기기관의 제임스 와트 등 많은 발명가들이 활동한 거점이기도 하며 세계 최초의 가스등
이 걸린 곳 산업혁명 이후 운하(1820)·철도(1837)의 개통과 함께 철강·자동차 등 중공업
이 발달하였고 인구도 18세기에 6.5배나 급증하여 웨스트미들랜즈 공업지대의 중심 도시
- 19세기에는 빅토리아 광장과 체임벌린 광장을 중심으로 시청·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이 건설되면서 도심을 형성하였고, 버밍엄대학(1900)·애스턴대학(1895) 등도 중심부에
모여 있어 문화를 형성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코번트리와 함께 주요 공격 목표가 되어 시가지도 큰 피해를 입었
으며 1950~1960년대 도심 재개발에 착수

◦ (도시재생) 산업혁명 이후 효율성을 강조한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은 이후 내부순환도로
가 시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를 가로막아 오히려 도심발전의 장애,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
우기 시작
-1
 988년 정치가·시의회 의원·계획가·건축가 등이 버밍엄 도심의 장래상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내부순환도로에 접한 80헥타르의 토지를 재생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내용.
-특
 징은 보행자 우선의 도시 재개발을 실현하는 것. 장애가 되었던 자동차 고가도로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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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지역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바스를 온천 관광도시에서 문화유
적 관광도시로 탈바꿈(1980년대 초), 그 결과 17, 18세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온천시설과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10. 버밍엄시 개관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하고 보행자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유명 건축가의 참여로 질 높은 디자인의 건축물
을 유치
- 1998년 관주도의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에서 ‘인간중심의 도심재생전략’을 추진하면서 도심
에 자동차 진입을 금지해 보행자 중심 가로로 정비하고, 세계수준의 콘서트홀을 비롯한 도
서관, 미술관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시설의 정비
- 버밍엄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불링(Bull Ring)지구에는 2003년 오픈한 알루미늄 외관의
셀프리지 빌딩(Selfridges Building)을 비롯한 주거·오피스 복합건물의 재개발로 기존의
콘크리트 건물의 슬럼화된 이미지를 개선
* 브린들리플레이스(Brindleyplace) 지구는 도심에서 수변으로 이어지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Central
Square를 중심으로 주거·문화·레저·상업 등의 시설이 기능적인 분리와 연결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수변지역을 활용한 성공적인 도심재생 사례라는 평가

11. 브리스톨시 개관
◦ (지역개관) 브리스톨 시는 영국 남서부의 브리스톨 해협에서 에이번 강(River Avon)을 따라
약 13㎞ 거슬러 올라간 위치.
- 영국 내 9위, 잉글랜드 내에서 6위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로 잉글랜드 남서부 최대의 도시.
- 지리적으로는 바스와 글로스터, 뉴포트 시와 접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가장 큰 화물항 중
하나였고, 잉글랜드 남서지방의 문화, 고용, 교육 등의 중심 도시. 주된 경제적 원동력이었
던 항구의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항공산업 등이 발달
- 2차대전의 공습으로 상당히 파괴되었으나 전후 급속복구, 대표적 건축물로 브리스톨 대학,
16세기 문법학교, 12세기 대성당, 13세기 세인트메리 레드클리프 성당 등이 있음

◦ (시 발전역사)
- 17세기 말과 18세기에 이 지역은 서아프리카, 서인도, 아메리카 대륙의 대농장 식민지 간
의 삼각 노예무역으로 번성했고 리버풀과 함께 그 기지였음.
- 그 대가로 버지니아산 담배, 자메이카산 설탕·당밀, 서아프리카산 코코아를 거래하면서
이곳에 제당 및 초콜릿 제조공장이 생겨남.

◦ (도시재생) 브리스톨 시에서 문화가 경제개발과 도시회생의 수단이라는 인식 전환이 늦어
진 편에 속함. 이전 부유한 경제 때문임
- 문화가 도시회생과 경제개발전략 수단이라는 인식이 늦어진 이유중 하나는 영국의 지방자
치제도에 따라 주요 공공서비스(사회보장제도, 전략적 토지이용계획, 교육 등)에 할당되어
있어, 카운티에 속해 있던 브리스톨 시와 같은 지방정부 단위에서 공공서비스 문제에 적극
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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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몇 가지 요인들 때문에 브리스톨 시는 광범위한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여
기서 문화정책이 도시회생을 위한 중심적인 수단이 됨
- 브리스톨개발협회(TBI)는 자문회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이든 사우스워드
(Boyden Southword)라는 예술자문회사가 문화전략개발 사업을 수주(이 자문회사의 최종
보고서는 1992년 봄에 출간)
* 주내용은 브리스톨 시의 예술 및 문화산업이 이 도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재산이며, 이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문화전략의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 전략적인 개념들을 갖게 하고 도시발전을 위
한 문화전략에 회의를 품는 정치, 관료, 사업가, 예술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
* 다만 이러한 문화전략에 대해 브리스톨시의 문화시설에 대한 검토, 광범위한 전략목표 수립, 문화전략을 수
행하는 조직설립, 여러 사업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지만 그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관성있
는 방향감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음

-1
 990년대 이후 비교적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생활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항구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
-2
 000년대 초반 local plan에서는 “남서부지역의 수도이자 성공적인 유럽도시로서 다양성
을 존중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도시의 번영과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삶의 질 제공” 등을
비전으로 제시

12. 에든버러시 개관
◦ (지역개관)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 중세와 근대를 대변하는 전통적 건축물로 가득 찬 도
시로 아름다운 경관 보유
- 근래 세계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연극 축제의 도시로 유명
-잉
 글랜드의 1/10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잉글랜드와 대등하기를 원하고 영국지도자들
을 다수 배출
-골
 프와 스카치위스키의 원조로 체크무니 모직(tartan)과 전통의상 kilt 민속악기 백파이프
로 대변되는 정체성 보유

◦ (시 발전역사) 스코틀랜드의 역사는 곧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독립을 추구한 역사를
갖고 있음
-도
 시의 랜드마크로서 에든버러성*은 스코틀랜드의 구심점역할을 하며 이도시가 태어난 모
태이자 지명이 유래
* 에딘버러성에서 반대편 훌리루드 궁전까지 1마일의 거리 royal mile

◦ (도시재생) 현재 에든버러는 연극 페스티벌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영화, TV, 도서출판, 과
학 축제가 연중 내내 펼쳐지면서 명실상부한 유럽의 문화수도로 자리 잡고 있음
-영
 국에서 런던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에든버러는 관광산업, 문화산업 외에도
최근 첨단 기술 산업과 금융 업무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고 외국기업들 또한 다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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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대전 중 도심의 상당 부분이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역사적 건축
물들이 붕괴.

◦ (도시 문화정책) 브리스톨 시에서 문화가 경제개발과 도시회생의 수단으로 1991~9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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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든버러는 현재 영국의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나
삶의 질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역사와 전통 속에서 펼쳐지는 문화의 힘이 도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공 사례
- royal mile과 나란히 위치하면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중심가로는 princes street
로,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문인 walter scott 기념탑이 있으며, 이를 경계로 구시가지와 신
사가지로 나뉨
- 구시가지는 중세역사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명칭과 맞지만, 신시가지는 약 200년의 역사
를 가지고 있어 조성된 18세기중반기준으로 신시가지임
*1
 8세기중반이후 구시가지가 과밀에 도달하면서 1767년의 도시설계 공모에서 우승한 당시 약관 23세의 건
축가 제임스 크레이(James Craig)는 두 개의 광장을 가진 단순 격자형 패턴의 신시가지를 설계

- 신시가지는 바스와 함께 영국 조지안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가장 잘보존된 곳으로, 스
코틀랜드 national trust가 보존관리중인 Georgian house는 당대의 건축과 실내 장식의
원형을 보여줌

13. 옥스퍼드시 개관
◦ (지역개관) 소(Ox)가 얕은 강물(Ford)을 건너는 곳.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자리 잡은 도

◦ (도시재생) 현재 옥스퍼드는 자동차산업의 쇠퇴로 인한 도시경제의 공백을 관광산업과 교
육산업이 대체
-실
 용 학문을 중시하고 특히 출판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영국 내 랭킹 1위인 옥스퍼드 브룩
스(Oxford Brooks)대학도 대학도시로서의 옥스퍼드가 가진 면모를 강화.
-최
 근에는 옥스퍼드라는 특출한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영어교육 관련 산업이 일본인과 한국
인 등을 대상으로 번성.
-현
 재 옥스퍼드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교육관련 산업은 출판인쇄업. 전 세계 독자들을 대상
으로 학술서적을 판매하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및 블랙웰(Blackwell) 출판사가 이곳에
자리 잡아 수천 종의 책을 매년 발행

14. 케임브리지시 개관
구 분
위

치

•영국 런던 북동 방향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 한 케임브리지셔
카운티(Cambridgeshire County)의 중심도시

인

구

123,900 명 (2011년도 기준)

면

적

115.65 ㎢

산업경제

•주요산업은 전자공학,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컨설턴트, 제약 등 대학과
관계가 있는 것이 많음.
•관광산업 또한 도시의 주요 수입원임.
•이 밖에도 제분, 아스팔트, 시멘트 제조공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문화관광

•도시 전체가 중세의 역사적인 건물과 녹지대로 이루어져 있음.
•피츠윌리엄 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
명성을 가진 서점 또한 여러 곳이 있음.
•2010년도 포브스社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임.

국제교류

•해외자매결연 도시 : 독일 하이델베르그 (1965년), 헝가리 세게드
(1987년)

행정조직

•케임브리지 시의회(Cambridge City Council)
•시장 Cllr Sheila Stuart (자민당, LiberalDemocrats)

에 위치. 8세기경 수도원이 생기면서 학문연구와 교육 중심지로 성장.

◦ (시 발전역사)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옥스퍼드에 철도가 도입, 그 후 1910년대에 들어와 옥
스퍼드는 도시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 윌리엄 모리스거 옥스퍼드에 조그마한 차량 수리공장을 차리면서부터 말이 끌던 운송수단
을 동력기관이 대체하던 그 시대에 적합한 사업을 시작한 모리스는 사업의 확장을 거듭하
여 옥스퍼드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4㎞정도 떨어진 카울리(Cowley)지역에 자동차 공장
을 세우게 됨.
-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의 군수품 생산 특수, 전후의 자동차의 대중적 보급이라는 시대적 흐
름과 결합되면서, 모리스의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카울리 지역은 자동차 관련 공장들
이 밀집하는 공업지대로 변모
- 그러나 옥스퍼드의 고색창연한 기존의 모습과 전통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매우
못마땅하게 바라보았고, 이들은 옥스퍼드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
- 중세부터 내려오는 대학도시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도시 중심부 지역과, 공업지
역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카울리 지역을 서로 분리하고, 이 두 지역이 서로 융합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계획적 장치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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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 담당부서
- 주소
- 담당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 홈페이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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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예로부터 런던과 북부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중세에는
스타브리지 시장도시로 알려진 상업중심지였음.
•도시 소재 케임브리지 대학의 명성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800년
전통의 대학도시이자 관광도시로, 현재까지 도시기능 및 공간구조가
대학교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첨단산업이 급속히 발전, 유럽에서 가장 큰
첨단산업 클러스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

시의 이름에서 유래. 영국 잉글랜드남동부 템즈강과 체어웰(Chewell)강이 합류하는 구릉지
- 전체로는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을 구성하지만 실제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칼
리지(college)들이 여기저기 자리잡고 있는 형태가 옥스퍼드의 골격을 형성. 각기 독특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칼리지들은 마치 하나의 성채처럼 육중한 석조 건물로 조성

영국 케임브리지(The City of Cambridge)

•Cambridge City Strategy Partnership Section
- 주소 : Cambridge City Council, The Guildhall, Market Square,
Cambridge CB2 3QJ
- 담당자 : Graham Saint
- 전화번호 : +44) (0)1223 457044
- 이메일 : graham.saint@cambridge.gov.uk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ambridg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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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관)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직선거리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
치한 케임브리지(Cambridge)는 인구 약 12만 명에 정도의 작은 도시
- 이곳에 소재한 케임브리지대학교의 명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학도시.

◦ (시 발전역사) 케임브리지라는 지명의 어원이 된 다리는 9세기경부터 존재했다고 하며, 그
무렵부터 케임브리지는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
- 상업도시로 성장하던 케임브리지는 옥스퍼드(Oxford)에 있던 학자들이 주민들과의 싸움을
피해 케임브리지로 옮겨와 정착하면서부터 대학도시로 변모(1209년)
- 케임브리지에 최초의 칼리지가 설립된 것은 1284년으로 이때부터 대학 도시의 역사 시작
- 케임브리지대학교의 독특한 칼리지(College) 제도는 케임브리지 시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
- 이제도는 중세 수도원의 교육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은 학생이 스승
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일대일 대화를 통해 배우는 것으로, 케임브리지의 모든 학부 학생들
은 반드시 한 칼리지에 소속되며, 그 안에서 숙식이 의무화
- 그리고 전공교육과는 별개로, 칼리지 소속 교수와 개인면담을 통한 교육, 즉 슈퍼비전
(Supervisions)을 받게 됨

취적인 문화와 이곳을 떠나기 싫어하는 졸업생들, 기존 산업의 발전이 미약했기 때문에 오
히려 낡은 산업구조의 관성이 거의 없어서 새로운 혁신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감이 없었다
는 점 등이 케임브리지 성공의 주요 요인

15. 헤이온와이시 개관
◦ 출판도시 파주 해이리마을*의 운영 아이디어를 따온 지역으로 유명
* 미술관, 책방, 연극학교, 영화관, 음악홀, 생태공원 등 입지, 파주 전통농요의 후렴구에서 따온 말

◦ (지역개관) 영국의 헤이온와이(Hay-on-Wye)는 와이(Wye) 강가에 있는 헤이(Hay) 마을이
라는 뜻
- 와이강 건너의 이 마을은 숲에 둘러싸여 있어 와이 겔리란 이름으로도 불림
-인
 구 1,300여명의 헤이온와이는 특색 있는 헌책방이 40여개나 되고 매년 수십만 명의 관
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연간 책 판매량이 100만 권을 넘고 주민 전체가 헌책방
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
- 책의 도시이지만 현대적 출판도시가 아니라 헌책의 도시

- 각 칼리지는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하며, 교수진, 기숙사, 도서관, 세미나실, 운동장 등도
각기 별도로 운영.

-또
 한 책방 외에 34개의 골동품 가게와 갤러리, 35여개의 작은 호텔과 B&B, 그리고 작은
음식점과 식료품 가게들로 시가 형성

- 이처럼 칼리지는 학생과 교수들의 학문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 역할수행

-여
 느 마을과 같이 성이 하나 있고 교회가 하나있으며, 성 주변과 교회주변의 상가들을 통틀
어 걸어서 1시간 남짓 걸림

◦ (도시재생) 케임브리지는 세계최고의 대학이 있는 도시로 유명했지만, 그 주변지역은 전형
적인 낙후 농촌지역
-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케임브리지 및 그 주변지역은 소규모 첨단기
술기업들의 창업이 줄을 잇고, 관련 기업들이 이주해 오면서 이른바 케임브리지 현상
(Cambridge Phenomenon)이라고 일컬어지는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경험

- 굴뚝산업이 아니라 대학의 과학연구에 기반한 첨단기술산업을 케임브리지 안에서 제한적
으로 수용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인위적인 과학
단지를 조성할 필요를 느낌

- 웨일즈지방이라 잉글랜드 지방과는 풍경도 조금 다르며 쓰는 언어도 과거에는 달랐음.
-1
 961년 옥스퍼드 대학 졸업 후 오늘날과 같은 도시를 만든 리처드 부스(Richard Booth*)
가 운영하는 헤이성 서점은 이 마을의 가장 중심에 위치, 약 100만권이상의 헌책과 희귀도
서소장
* 헤이성을 사들인 후, 소방서, 영화관, 성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마을의 건물을 차례로 사들여 헌책방으
로 바꾸고, 영국뿐 아니라 유럽, 미국을 뒤지며 세계 곳곳에서 헌책들을 사들임

-학
 자들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헤이온와이에 가면 책을 구할 수 있다는 명성을
얻게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
-그
 의 행동을 지켜보던 마을사람들도 헌책방을 운영하고, Booth밑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독
립해서 따로 헌책방을 운영하는 등 서점수가 점차 늘게 됨

- 1970년,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케임브리지 과학단지(Science Park)를 처음 설립, 큰 성공
을 거둠.

-전
 세계에서 책을 사러온 사람들이 늘면서, 숙식해결이 필요하게 되고, 식당과 B&B 등 마
을전체가 헌책을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게됨

- 수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나온 탁월한 연구 성과들은 첨단기업의
성장에 훌륭한 촉매제.

-1
 972년부터 책마을로 불리게 되었고, 일반가정집이나 공공건물 등을 개조 헌책방을 개성
있게 운영하게 됨

- 연구원의 지적 소유권을 인정, 창업을 적극 유도한 대학 당국의 정책, 대학도시 특유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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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임브리지에서 첨단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케임브리지대학교 덕분으로, 세계 최고 수준
의 자연과학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졌던 케임브리지 대학교 주변에는 19세기부터 이미 이
대학에 실험기구와 재료를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있었고, 이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첨단제조업의 뿌리를 형성

◦ (시 발전역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도시재생)
- 헤이온와이에서는 헌책의 성지(聖地)라는 명성을 발판으로 1988년부터 매년 5월말에서 6
월초에 걸쳐 헤이 축제(Hay Festival)가 열림
* ‘헤이 페스티벌’(http://www.hayfestival.co.uk)은 세계적인 축제 위상확보

- 축제기간에는 200여 개에 이르는 강연과 전시, 시 낭독, 작가와 독자의 만남, 이벤트와 게
임 등 책과 관련된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열흘 동안 펼쳐짐
- 이 기간에는 마을 인구의 수십 배인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 헤이온
와이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가까운 도시의 호텔은 물론 인근 농촌의 농가까
지도 숙소로 이용

『영국 지방자치단체 개황』 발간에 이르기까지 자료 수집 및 원고작성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前 영국사무소장(행정안전부 오병권,
인천광역시청 조인권, 전라북도청 오택림), 행정안전부 김철 서기관(지역계획시스템),
보건복지부 김건훈 서기관(보건복지의료체계), 한국행정연구원 홍승헌 박사(지방규제정책),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박현수 외사관(영국의 정원, 공원정책)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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