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유입을 위한 개발기법 소개(liveability toolkit)
❍ 도입배경 및 필요성(발표자

:

The

Hon

Mark

Coulton

MP,

Minister

for

Regional Health, Regional Communications and Local Government)

현재 호주의 지방 정부 지도자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를

-

끌어들이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이런 필요에 의해 호주지방정부정책연구소(RAI)는 호주의 지방정부

-

관계자들이 인구 정책을 입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기법
(toolkit)을

고안하게 되었음.

❍ 개발기법(toolkit) 소개(발표자

: Dr Kim Houghton, RAI

수석 경제학자)

개발기법은 중소 지방도시의 인구 이동 통계, 지역 일자리 동향

-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음.
-

개발기법(toolkit)

:

인구 유입 정책 입안 과정

1) 정책
2) 주변 지역
3) 인구 이동
➡
➡
전문가 모집
이해
성향 파악
6) 지역의
5) 주
➡ Liveability＊
고객층 파악
파악

➡

➡

4) 향후 직업
및 기술군
파악

➡

7) 정책 수립
및 시행

＊ Liveability란?
- 호주지방정부정책연구소(RAI)는 Liveability를 사람들이 지역 이주를
생각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로 정의하면서, △의료서비스(Health
Services), △교육서비스(Education Services), △거주 비용(Cost of
Living),
△생활
편의시설(Amenity),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Connection to Community) △라이프스타일 및 기회(Lifestyle and
Opportunuty) 등 6가지 분야로 설명

1)

정책 전문가 모집(Gather
-

your local

champion)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지역 사정에 정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local champion)의

참여 필요

사례소개1) Gathering Champions
발표자 : Sam Birrell, CEO of commiittee for Greater Shepparton
빅토리아주의 그레이터 세파톤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부인의 유입이 활
발한 곳으로, 이들을 위한 지역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 프로그
램은 이주민들이 초기에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실제 Committee for Greater Shepparton 멤버 중 4명이 외부에서 이주한 사
람들로, 리더십 프로그램 이수자임. (http://www.c4gs.com.au/)

2)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Know

your Neighbours)

인근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도시와의 접점을 찾고, 협업

-

하여 정책을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빅토리아주 멜번시 근처의 몰웰 지역과 트라라곤 지역은 30km 떨어져

-

있음. 트라라곤 지역은 주요 소매업자들이 많고, 몰웰 지역은 공공
기관이 많이 입주해 있음.

→ 두 도시 간 교통 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음.

3)

-

인구 이동 성향 파악(Map

out mobility)

해당 지역 연령대별 인구 유입 및 유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인구 유입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단서가 것.

-

퀸즐랜드주 짐피시는

△청소년기 인구 급증 △
,

20~30대

인구 감소,

△ 대 이상 연령대에서 인구 유입이 있음
→ 청년 일자리 제공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0

.

.

4)

-

향후 필요한 직업 및 기술 파악(Predict

Jobs and S kills Needs)

일반적으로 2023년까지 의료, 교육, 건설, 과학 분야는 일자리의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 반해, 도매업, 농업, 임업 및 수산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일자리와 산업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수립
사례소개2) 의료분야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사례
발표자 : Ali Davenport, CEO of Toowoomba and Surat Basin Enterprise(TSBC)
TSBE Health는 20% 3개 지역(Toowoomba, Western Downs, Maranoa)의 펀드를
지원받아 2011년 설립된 기업으로, 의료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일자리 제공,
△ 환자 유치, △투자 유치 활동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5)

-

주 고객층 파악(Know

your Target Market)

연령대별로 ‘살기 좋은 환경’(Liveability)에 대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주 고객층(Target

- Liveability의 6가지

Market)을

설정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분야 및 분야별 고려 요소

분

야

의

료

‧ 고령 인구일수록 지역 기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상승

육

‧ 아이들이 있는 젊은 가족이 교육 서비스 수요가 높음
‧ 상급 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는 연령
대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

거주비용

‧ 집 값 자체보다는 다양한 일자리, 거주 환경 등 다른 조건과의
균형이 중요

생
활
편의시설

‧ 공원,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뿐 아니라 자연환경, 도시 분위기
등 광범위한 요소를 포함.
‧ 연령대별로 원하는 편의시설은 다를 수 있음

교

고려 요소

지역사회와의 ‧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는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모든
연결고리
연령대의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1)임
라이프스타일 ‧ ‘전원적인 삶(Regional lifestyle)’을 추구하는 성향은 지방 도시로의
이전을 생각하는 전 연령대에게서 두드러짐
및 기회

△

△

△

1) 이주를 꺼리는 요인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직업(55%), 친구, 가족과의 이별(52%), 건강(51%) 순으로, 지역과의 연결
고리가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음.

사례소개3) Liveability : 교육
발표자 : Vanessa Leigh, Murray River Study Hub Program Manager
남호주의 아들레이드 옆에 위치한 머레이 리버랜드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졸업
후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근교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레이 브릿지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
받아 2019년, 3차 교육기관인 머레이 리버 스터디 허브(Murray River Study
hub)를 설립함. 대학 파트너, 자문 그룹(Advisory group) 등과 함께 다양하고 전문
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이 지역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이 구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참고 : https://www.murrayriverstudyhub.org.au/

사례소개4) Liveability : 라이프스타일 및 기회
발표자 : Jillian Kilby, Founder and CEO of The exchange
The exchange는 뉴사우스웨일즈주 두보(Dubbo)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로, 매각 위기의 우체국을 인수하여 지역 기반 비즈니스 공간으로 개조하여
운영 중. 공간 대여, 문화행사 진행 등의 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음.
※ 참고 : https://www.yourexchange.co/our-story

6)

지역의

Liveability

파악(Assess

- 6가지 Liveability요소의
-

7)

Local

Liveability)

장점과 한계를 파악

현재 거주자에게서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정책 수립 및 시행(Activate)
- 1~6까지의

단계를 거쳐 작성한 자료로 최종 정책 수립

-

단기/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

-

구체적인 타임 라인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

-

△연방정부 주정부의 보조금 기부금 △지역 은행 △지역 모금
행사 △지역 기반 사업체 등의 재정적 도움 활용
/

,

/

,

,

□ 시 사 점
❍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세마니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인구
유입 및 유지 정책이 호주 지방정부의 현안임을 실감함
-

또한, 지역 의료서비스 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
체적인 성공 사례를 발표하여 현장감을 더하였음.

❍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지방도시 유입이 활발
한 호주의 상황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지자체
상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된 개발기법과 실제
사례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실효성 있는 인
구 유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개발기법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http://www.regionalaustralia.org.au/home/liveability-toolk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