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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및 협정 탈퇴 동향

<요 약>

 도입

2019년 1월 1일부터 미국은 유네스코 회원국이 아님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은 국제기구와 국제협정에서 탈퇴를 계속하고
있음

다자간 협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이스라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게 이유

 국제기구·협정 탈퇴 현황

2017년 2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17년 6월 : 파리기후변화협약

2017년 10월 : 유네스코
* 2019년 1월 1일부터 탈퇴 효력


2018년 5월 : 이란핵협정

2018년 6월 : 유엔 인권이사회

 시사점

최근 중국의 국제기구 부담금 증가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우리도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대·강화하는 것이 필요
-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적·물적 지원을 하더라도 한국에 우호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가 수월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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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9년 1월 1일부터 미국은 유네스코 회원국이 아님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은 국제기구와 국제협정에서 탈퇴를 계속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및 협정 탈퇴 현황 >
◦ 2017년 2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017년 6월 : 파리기후변화협약
◦ 2017년 10월 : 유네스코
* 2019년 1월 1일 부터탈퇴 효력

◦ 2018년 5월 : 이란핵협정
◦ 2018년 6월 : 유엔 인권이사회


다자간 협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과 반이스라엘적 편견을 가
지고 있는 국제기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더해져서 탈퇴를 계속하고 있음
- 국제기구 및 협정에서 탈퇴할 뿐만 아니라 유엔 분담금과 유엔평화유지 예산도 삭감했고 추가
적인 삭감도 고려하고 있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퇴한 국제기구 또는 협정들을 살펴보고, 미국의 탈퇴가 국제사회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

2

탈퇴 국제기구 및 협정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 Pacific Partnership

 협정개요


성격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



목표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공동시장 조성 및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의 개편을
위한 선제적 무역규범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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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탈퇴 및 경과
 당초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정
 트럼프 집권후인 2017년 2월 탈퇴 선언
- 이유 : 미국의 노동자와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
 일본의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2017년 11월 CPTTP**를 공식 출범하고 2018년말 발효
* Canada, Mexico, Peru, Chile, New Zealand, Australia, Singapore, Malaysia, Brunei, Vietnam, Japan
** Comprehensive Persistent TTP

 2018년 4월 트럼프는 TPP로의 복귀를 검토하라고 지시
- 무역 및 통상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됨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TPP를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한국과의 관계
 일본이 FTA 등에 본격 합류하면서 그동한 한-미 FTA 등을 통해 누렸던 시장선점 효과가 약화
또는 잠식될 우려가 높아짐
 TPP라는 경제블록에 한국이 가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개방이익 이지만, 기존 FTA와
차원이 다른 개방압력을 받기 때문에 가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이 재가입하려는 동향에 따라 한국도 가입결정을 신속히 내릴 필요가 있음

2. 파리기후변화협정
* Paris Agreement

 개요
 성격 :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이 2016년 11월부터 발효
-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
 목적 :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
-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
-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

 미국탈퇴 및 경과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
-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미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언급

1.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및 협정 탈퇴 동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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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당사국은 파리 협정 같은 새 국제협약이 발효되고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에 실제로 미국이 탈퇴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19년 11월
4일이 되어야 함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중

 한국과의 관계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음

3. 유네스코(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rganization

 개요
 성격 :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전문 기구
 목적 : 국가 간의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기여
 소재지 : 프랑스 파리

 미국의 탈퇴
 탈퇴 사유 :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 차이
- 유네스코는 설립 목적 등 기구특성상 다양성을 강조하기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오랜 분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은
유네스코에 불만을 가짐
- 2017년 7월 유네스코가 헤브론 구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유산으로 등록. 이곳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는
지역이었음. 이를 계기로 그간 누적되어온 갈등과 불만으로 미국이 탈퇴 결정
 가입 및 탈퇴 경과
- 1946년 11월 가입
- 1984년 12월 탈퇴
- 2003년 10월 다시 가입
- 2017년 10월 탈퇴 선언 및 2018년 12월 31일 탈퇴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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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란 핵협정
 협정개요
 내용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 핵개발을 중단
 협정시기 : 2015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협정을 지지하여,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공식적으로 종결짓는데 동의함
(2015년 7월)

 협정국가 : 이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미국의 탈퇴 및 협정국 입장
 미국의 탈퇴 사유 : 협정 내용 중 핵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일몰 조항이 있어, 협정 10년후인
2025년부터 우라늄 농축 등의 활동이 가능
 이란은 ‘미국이 탈퇴해도 핵협정에 남겠다고’ 반발. 프랑스 등 협정국과 유엔은 우려를 표명

 한국과의 관련성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따른 이란 등의 후속조치가 북미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5. 유엔인권이사회(UNHRC*)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기구개요
 성격 : 유엔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로 상설위원회임
47개 이사국이 참여
 목적 :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
 연혁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를 개편, 발전시켜 2006년 6월 새로 설립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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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탈퇴 이유
 인권 탄압국들의 이사회 가담
- 지역별 안배에 따라 3년씩 맡는 이사국들에 인권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이 포함
-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다루지 못하면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을 새로
받아들임
 반이스라엘 편견
- 팔레스타인 땅 강점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탄압 탓에 이스라엘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속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 왔음

 한국과의 관계
 2010년 5월 대한민국의 인권을 조사하기 위해 내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프랑크 라 뤼”는 “한국은 1987년 이래 빛나는 인권 신장을
이룩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인권, 특히 의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발표

6. 유엔분담금 삭감
 유엔분담금 삭감
 유엔의 2년간 예산은 약 54억 달러이며, 미국은 유엔 예산의 22% 정도를 분담금(12억 달러)으로
내고 있음
 2017년 12월 미국은 2018~2019 회계년도 분담금을 2억 8500만달러 삭감(원화로 3066억원)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유엔 신규 사업, 직원채용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원 봉급도 삭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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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평화유지 예산 삭감
 미국의 유엔평화유지 분담금 삭감에 따라 유엔평화유지 예산이 6억 달러(약 6천770억 원)가
줄어든 67억 달러(약 7조5천600억 원)로 결정(2017년말)
 미국은 유엔평화유지 분담금을 추가 삭감하겠다고 하는 입장

3

시사점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와 유엔분담금 축소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트럼프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유엔에서 신규 직원 채용이 어려워짐은 물론, 직원 봉급 삭감에도 영향을 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국제기구 부담금 증가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하지만 세계 각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엔 분담금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9~2021년 정규에서 국가별 분담률을 살펴보면 중국이 12.005%로
22.000%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중국의 분담률은 지난 2016~2018년 7.921%보다 4%포인트가량
증가. 반면 일본의 분담률은 9.680%에서 8.564%로 하락 조정되어 3위로 하락


미국이 다자협상에서 이탈하더라도, 세계 각국은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경제블록을 구성·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진행할 것이므로 미국도 언젠가는 국제기구·협정 등에 복귀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미국이 수출증대, 경제블록내 영향력 제고, 중국 견제 등을 이유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재가입
검토 중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집권기간 동안 다자협정 및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이를 기회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적·물적 지원을 하더라도 한국에 우호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가 수월해질 것임

1.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및 협정 탈퇴 동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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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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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사구제도 소개
제9회 한중지방행정세미나(한국 행정안전부 & 중국 민정부) 중국측 발표 원고 번역

Ⅰ. 푸젠성(福建省) 민정청 발표 자료 (2018년 9월)
Ⅱ.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 민정국 발표 자료
(2018년 9월)
Ⅲ. 상하이시(上海市) 민정국 발표 자료 (2018년 9월)

중국 지방정부의 사구제도 소개
-제9회 한중지방행정세미나(한국 행정안전부 & 중국 민정부) 중국측 발표 원고 번역-

<요 약>
 중국의 지방정부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가도(街道)에 주민자치회 조직인 사구(社區) 조직․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사구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개선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 민정부는 각 성정부의 민정청 및 시정부의 민정국과 함께 각 지방의 사구(社區) 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모범사례는 발굴하여 확대 보급하고 있음

 푸젠성 쥔먼사구의 경우에는 국가주석, 민정부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사구 관리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사구로써, 푸젠성이 쥔먼사구의 ‘135 사구 관리모델’ 모범사례를
어떻게 성 전체 및 전국으로 확산 보급하였는 지를 보여줌

 섬서성 시안시 사구 관리 사례의 경우에는 “덕치를 우선으로, 자치를 기준으로, 법치를
근본”으로 라는 “3치융합”의 실천규범으로 어떻게 사구 업무방법을 개선해 나갔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잘 보여줌

 상하시의 경우에는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에 특별법인 감독관리코드(监管码) 및 인증서
부여[赋码颁证]라는 법적 지위를 새로 부여하면서, 각 주민위원회 및 촌민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방식을 표준화․규범화해 나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음

2. 중국 지방정부의 사구제도 소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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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푸젠성(福建省) 민정청 발표 자료 (2018년 9월)

<쥔먼사구(军门社区) 업무 총결산(总结) 및 도시 사구 관리 수준 향상>
쥔먼사구1)는 푸젠성 푸저우시(福州市)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주인구는 1.3만명이며 지금까지
전국 문화단위, 전국 조화로운 사구 건설 시범사구 등 150여개의 명예 칭호를 수여하였다.

1991년, 당시 푸저우시 당서기였던 시진핑 現 공산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쥔먼사구를 방문하여
쥔먼주민위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건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으며 사구 건설과
관리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였다. 1995년 4월, 재차 쥔먼사구에 방문한 시진핑주석은 사구의 현저한
변화에 매우 기뻐하였으며 “昔日纸褙郡门前，今日文明一枝花(옛날에는 쥔먼 앞에 종이배접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송이 문명 꽃이 피었구나)”라는 말을 남겼다.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다시 푸젠성에
시찰하러 왔을 때, 쥔먼사구의 업무상황에 대해 거듭 공감하면서 “사구가 비록 작지만 많은 가정이
살고 있다. 그래서 사구 관리 업무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생활과
일 처리를 더 편리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더 잘 전달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시하였다.

푸젠성은 시진핑주석의 “3가지 어떻게(3个如何)”라는 중요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시진핑주석의 지시 취지에 맞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쥔먼사구가 주민에 봉사하고
혁신적인 업무방식을 도입하여 푸젠성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선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1. 시작단계에서부터 추진 격려
사구는 도시 관리의 기본 단위이다. 사구관리 조사연구 과정에서 푸젠성 민정청은 푸저우시 도심에
위치한 쥔먼사구는 사구 당서기, 주민위원회 주임 린단(林丹) 등 구성원의 지도하에 효율적인 사구
관리방법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등 다양한 사구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쥔먼사구는 민원창구 무거부권 서비스(窗口无否决权服务),
학습 지원, 의료 지원, 빈곤 지원의 “길상삼보(吉祥三宝)”, “중재자 + 변호사 + 지원자”로 구성된
갈등 해결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푸젠성 민정청은 즉각적인 격려를
통해 쥔먼사구의 혁신적인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1) 사구(社區)는 1만명 내외의 주민들을 관할 범위로 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중국의 모든 도시와 시골에는 사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주민 편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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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쥔먼사구는 최초로 “135”사구 업무모델을 도입하였다. 즉 사구 당조직을 핵심으로 하여(1),
사구 근무자, 당원, 자원봉사자로 팀을 구성하고(3), 공동 참여, 민주적인 관리감독, 기초수요 보장,
장기적인 행정서비스, 당의 책임성 강화(5)라는 메커니즘을 구축한 것이다. 성정부, 시정부, 구정부는
잇따라 시행 방안을 하달하고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을 지도하고 격려하였다.
省․市․區 전체에 확산 보급하면서 쥔먼사구의 135업무모델은 내용이 계속 풍부해지고 내실이 강화되고
기능이 지속 제고되면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촉진하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등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냈다.

2. 심화 단계에서 확장 발전을 중시
2014년부터 푸젠성 민정․조직 등의 부서는 쥔먼사구의 “135”사구 업무모델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쥔먼사구의 업무방법으로 안착되도록 하였다. 2017년 6월, 민정부2) 황수현(黄树贤)부장이 쥔먼사구를
시찰하면서 쥔먼사구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3가지 어떻게"라는 주요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방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조화로운 사구 환경을 마련해주는 등
전국 사구에서 본받을 만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곳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마무리 짓고 널리 확산․보급하라고 하였다.

2017년 12월, 민정부는 푸저우시에서 쥔먼사구 업무방식 세미나를 개최하여 쥔먼사구 업무방식을
널리 소개하였으며 쥔먼사구가 주민들의 수요를 잘 충족시키고 문화소양 배양업무 등을 잘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쥔먼사구는 사구 관리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랑은 사구에", "아름다움은 사구에",
"즐거움은 사구에", "안전은 사구에", "조화로움은 사구에' 등 다섯 가지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여 점차
적으로 쥔먼사구의 업무방식을 형성하였다. 이는 각 지방에서 본받아야 할 점이며 푸저우시, 푸젠성
나아가 전국 도시 사구관리 업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省, 市, 區 3단계 정부는 쥔먼
사구 업무방법을 연구하여 쥔먼사구 "13335" 업무방법을 도출하였다. 개괄하여, 당의 건설 인도라는
한 가지 인도를 견지하고 있으며(1), 정부와 사회의 조화, 주민자치, 사구 공동 관리 등 세 가지 체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있고(3), 사구 업무, 민원, 서비스 등 3개의 플랫폼을 구축하고(3), 팀(집단),
시설, 비용 등 3가지 보장을 강화하였으며(3), 평안, 우애, 조화, 기쁨, 행복 등 다섯 가지가 공존(5)하는
사구, 즉 “5재사구(五在社区)”를 만들었다.

2) 국무원 소속의 중앙부처로 각종 행정서비스(호적, 혼인, 이혼 등 기본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자치조직인 사구 조직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각 성급정부에는 민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청이, 지급시 등 시급정부에는 민정국이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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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면 보급단계에서 시스템의 우위가 두드러지다.
2017년 12월, 푸젠성위원회와 성정부는 『도시 농촌 사구 관리의 강화와 개선에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하고 전면적으로 “135”도시 사구 업무시스템을 보급하고 푸저우시 쥔먼사구의 사구 관리와 서비스
혁신모델을 체계화하였다. 푸젠성위원회와 성정부는 ‘성 사구관리업무 현장 추진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추진회의에서 푸젠성위원회 당서기 위웨이궈(于伟国)는 쥔먼사구 업무방법의 뚜렷한 성과와
그 의의를 치하하며 쥔먼사구 등 우리 성의 좋은 경험, 시스템, 업무방법을 학습하여 홍보하고 우리
성의 사구 관리 업무 브랜드 효과를 전국에 확대 보급하고 사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추진회의 이후, 성위원회 판공청과 성정부 판공청은 쥔먼사구 업무 "13335"
경험 방법을 인쇄 발부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으며, 성, 시, 구는 쥔먼사구 업무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 지침서로 편집하여 성 전체의 각 가도(街道)3)와 사구에 인쇄 배부하였다.

2018년 3월, 민정부는 쥔먼사구의 업무방법을 전국에 정식으로 보급하였으며 쥔먼사구의 업무방법은
장기간의 시행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주민들의 연구와 실천에서 기인한 것이고, 주민들의 창조성,
생생한 현장성, 시스템성, 혁신성, 실행성, 시범성을 갖춘 업무방법이로 평가하며, 각 지방에서는
쥔먼사구의 업무방법을 본받아 현지 사구 관리 업무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라고 지시하였다.

4. 본받고 배우는 단계에서 백화제방(百花齐放)을 실현
푸젠성 각 지방은 쥔먼사구의 업무방법을 본받아 열심히 학습한 결과, 각 지방의 현지 사정에 맞는
사구관리 업무방법을 2-3개씩 도출해냈다. 부단한 노력과 보완을 거쳐 각 급 민정부문은 꼼꼼하게
심사하고, 엄밀히 점검하고, 하나하나 연구하여 사구 업무방법을 개선하여 각 지방의 사구 관리 업무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였다. 사구 업무방법을 연구하고 핵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복제 및 실현가능, 각각의 특색, 다양성을 중요시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잘 나타나도록 하였다. 첫째는
방향이 명확해야 하고, "3가지 어떻게”, 당위원회 정부 정책 요구, 현지 사구의 실정과 긴밀히 연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각의 다양화이다. 전면적인 시스템적 종합 업무방법도 있어야하고,
주민 자치, 사회 참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비스 등 항목별 업무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프로그램 규범화이다. 사구, 가도로부터 현구(县区), 시까지 하의상달이 잘 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전문가, 학자, 기관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고, 우수 사례를 배우고 확대보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가도(街道)는 구(區) 소속의 공식 행정사무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동사무소에 해당한다. 가도마다 평균 10개 이상의 사구를
관리하며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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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 업무방법을 연구․분석하고 보급하는 것을 계기로 푸젠성 각 급 정부는 정부관리를 주도적으로,
주민수요를 정책방향으로 창조개혁을 동력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시스템을 혁신하고, 자원을 통합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전면적으로 사구 관리의 법제화, 과학화, 정밀화, 조직화 정도를 제고하고, 사구를
질서있는 조화, 녹색문화, 혁신과 수용, 함께 건설하고 함께 나누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2. 중국 지방정부의 사구제도 소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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总结推广军门社区工作法
不断提升城市社区治理水平
福建省民政厅
（2018 年 9 月）

军门社区地处福建省福州市中心城区，常住居民 1.3 万人，先后荣获全国文
明单位、全国和谐社区建设示范社区等 150 多项荣誉称号。早在 1991 年，时任
福州市委书记的习近平到军门社区调研，勉励军门居委会克服困难，建设坚强
战斗堡垒，为社区建设和治理指明了方向。1995 年 4 月，习近平再次来到军门
社区调研，看到社区面貌发生显著变化后十分欣慰，脱口而就一副对联“昔日
纸褙军门前，今日文明一枝花”。2014 年 11 月，习近平总书记来闽考察时，再
次充分肯定军门社区工作经验，并明确指示：“社区虽小，但连着千家万户，
做好社区工作十分重要”“要多想想如何让群众生活和办事更方便一些，如何
让群众表达诉求的渠道更畅通一些，如何让群众感觉更平安、更幸福一些。”
福建省认真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三个如何”重要指示精神，加强跟踪指
导、悉心培育，积极引导军门社区在服务居民和创新工作模式方面探索实践，
形成了一整套社区治理工作经验做法，成为全省乃至全国的先进典型。
一、在起步发展阶段，给予鼓励推进
社区是城市治理的基本单位。在社区治理调研中，我们发现，位于福州市中
心城区的军门社区，在社区党委书记、居委会主任林丹等一班人带领下，不懈
探索社区治理的有效途径，服务群众亮点频出，社区治理有声有色。比如，军
门社区开展了窗口无否决权服务、助学助医助困“吉祥三宝”、“调解员+律师
+志愿者”矛盾调处等工作。对此，民政部门及时予以肯定鼓励，增强军门社区
探索创新的信心。
2010 年，军门社区首创“135”社区工作模式，即强化社区党组织 1 个核心
，建设社区工作者、党员、志愿者等 3 支队伍，健全共同参与组织、民主管理
监督、基本建设保障、长效服务群众、党建责任落实等 5 项机制。省、市、区
相继通过下发实施方案、召开研讨会、推进会等方式进行指导、鼓励、推进。
在全区、全市、全省推广中，军门社区“135”社区工作模式内容不断丰富，内
18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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涵不断拓展，功能不断提升，在更好更便捷地服务社区居民、促进社会平安和
谐、提升群众幸福指数等方面，发挥了重要作用。
二、在提炼深化阶段，注重拓展提升
2014 年以来，福建省民政、组织等部门引导军门社区深化“135”社区工作
模式，逐渐形成了军门社区工作经验做法。2017 年 6 月，民政部部长黄树贤实
地考察军门社区时指出，军门社区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三个如何”重要指
示精神，工作方式多、方法好、效果实，为居民营造了温馨和谐的社区环境，
为全国社区治理提供了值得借鉴的宝贵经验，并要求做好总结推广。
2017 年 12 月，民政部在福州市召开军门社区工作法研讨会，交流、总结、
提炼军门社区工作法，认为军门社区结合居民需求与文化底蕴，不断总结工作
经验，完善社区居民自治、多方共治机制，搭建社区治理和服务平台、开展“
爱在社区”“美在社区”“乐在社区”“安在社区”“和在社区”等 5 项服务
活动，逐步形成了军门社区工作法，值得各地认真学习借鉴，是福州市、福建
省乃至全国城市社区治理工作的一面旗帜。在此基础上，省、市、区三级对军
门社区工作经验做法进一步总结提炼，形成了军门社区工作“13335”经验做法
，概括表述为：坚持一个引领，即党建引领，健全政社互动、居民自治、社区
共治等三项机制，搭建社区工作、诉求、服务等三个平台，强化队伍、设施、
经费等三项保障，打造安居、友爱、和谐、欢乐、幸福等“五在社区”。
三、在全面推广阶段，突出系统高位
2017 年 12 月，福建省委、省政府出台《关于加强和完善城乡社区治理的实
施意见》，明确要求全面推广“135”城市社区工作机制，深入总结福州市军门
社区的社区治理和服务创新典型经验。福建省委、省政府召开全省社区治理工
作现场推进会，省委书记于伟国出席会议并讲话，充分肯定了军门社区工作法
的明显成效和典型意义，要求通过学习宣传推广军门社区等我省的好经验好机
制好做法，进一步推广我省社区治理工作品牌效应，带动社区治理水平实现新
的提升。会后，省委办公厅、省政府办公厅印发了军门社区工作“13335”经验
做法，在全省全面推广；省、市、区对军门社区工作法的具体操作内容编制成
实施指南，并印发到全省各街道、社区。
2018 年 3 月，民政部正式发文在全国推广军门社区工作法，认为军门社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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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作法是在长期实践过程中形成的社区治理工作方法，来自于基层探索实践，
生成于基层改革创新，具有鲜明的民生性、系统性、创新性、操作性、示范性
，要求各地以军门社区工作法为示范，引领带动当地社区治理工作水平整体跃
升。
四、在学习借鉴阶段，实现百花齐放
福建省各地认真学习借鉴军门社区工作法，立足本地工作实际，每个地方都
总结提炼了 2—3 个各具特色的社区工作法。经过三上三下的提炼、完善，各级
民政部门认真审核、严格把关、精益求精，逐个研究修改社区工作法文本，使
之能够充分体现各地社区治理工作水平。在总结提炼社区工作法过程中，我们
注重可复制可操作、各具特色、百花齐放，突出三个特点：一是方向明确，紧
密结合“三个如何”、党委政府政策要求、本地社区实际；二是角度多样，既
有全面系统的综合性工作法，也有居民自治、闽台融合、社会参与、物业服务
等单项性工作法；三是程序规范，自下而上地从社区、街道到县区、地市，同
时充分发挥专家学者、部门单位作用，确保可学可借鉴可推广。
以总结推广社区工作法为契机，福建省各级各部门坚持以政府治理为主导、
居民需求为导向、改革创新为动力，完善体制、创新机制，整合资源、增强能
力，全面提升了社区治理法治化、科学化、精细化水平和组织化程度，努力把
社区建设成为和谐有序、绿色文明、创新包容、共建共享的幸福家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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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 민정국 발표 자료 (2018년 9월)

<삼치(三治)의 융합발전을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사구 관리를 추진>
시안시는 산하에 11개 구, 2개 현, 7개 개발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187개 진․가도, 2,074개 행정촌,
1,077개 도시와 농촌 사구를 관할하고 있다. 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사구 건설 업무를 시종일관 고도로
중시하였으며 정책수립, 경비투입, 인재 보장과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 사구 관리 업무 요구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실행하였으며 “덕치를 우선으로,
자치를 기준으로, 법치를 근본”으로 하는 “3치융합”의 사구관리 실천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도시와
농촌의 사구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기 노력하였다. 기본적인 방법은 :

1. 덕치를 우선으로, 사구 관리의 우호 분위기를 조성한다.
첫째는 진지(阵地) 건설을 중요시하고 문화여론 유도를 강화한다. 사구에 보편적으로 “1센터, 1당,
2교, 1방, 1판”[즉 레이펑(雷锋)4) 따라배우기 자원봉사센터, 도덕 강당, 가장학교와 시민학교, 선행
게시방, 도덕을 준수하고 예의를 지키는 표지판]을 추진하고, 문화광장, 책 향기 거리, 홍보난간,
문화담장, 주제홍보풍경 등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사구문화 진지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밀접하게 사구에 융합시켰다. 사구는 가풍가훈 발굴 전승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이웃”, “청렴
행복장”(家廉幸福长) 등 사구의 노래를 자작하여 핵심 가치관 홍보를 줄줄 외울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사구의 우호적인 문화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구 주민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여론의 유도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둘째는 ‘이웃의 날’을 매개체로 하여 가장 아름다운 주민을 평가․선정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사구는
보편적으로 “새로운 향현(乡贤)을 배양하고 새로운 관계를 융합하자”를 ‘이웃의 날’의 취지로 하여
대중들이 즐겨 보고 듣는 흥미로운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고 주민들이
사구에 대한 동질감을 갖도록 하였다. 전국적인 도덕 모범과 여러 선진적인 인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구 주민들이 도덕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였다. 자천, 주민 추천, 장기자랑 등 방식으로
사구 내의 “가장 아름다운 주민”을 발굴하고 도덕이 고상한 인물, 재능이 특출한 인물, 업무처리를
4) 레이펑은 인민해방군 병사였으며 22살이던 1962년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는데, 그의 일기장은 근검절약, 희생, 봉사와
관련한 기록들로 가득했고 “녹슬지 않는 혁명의 나사못이 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 마오쩌둥이 1963년 ‘레이펑 동지를
배우자’고 나서면서 그는 국민영웅이 됐다. 최근 들어 중국공산당이 레이펑 따라배우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국민들의 도덕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산당지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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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하는 인물 등 여러 유형의 새로운 향현을 발굴하였다. 선행게시방, 업적보고회를 만들고,
새로운 향현이 사구 사회조직과 문예단체를 편성하고 사구 자체조직을 발전시키며 자원봉사자팀에
참가하고 사구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는 방법을 통해 사구 주민들이 도덕모범과 주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덕을 부단히 선양하고 사구의 긍정에너지를
강화시킨다.

셋째는 특정사업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도덕행위규범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주민 수요가 나타고 있어 사구 주민들의 행동방식도 일정한 규범을
필요로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사구는 당위원회 및 정부의 배려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위생
환경 정비, 미세먼지 감소, 4가지 개선 및 2가지 폐지운동(四改两拆), 에너지 및 물 절약, 문화 주차,
문화 애완동물 기르기 등 특정사업 정비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비활동 과정에서 관련 법령 홍보, 사구
주민 평가토론, 사구 주민 공약 개정, 아파트․상가건물 행위준칙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키며 상호 감독하고 낙후한 사상을 버리고 나쁜 버릇을 고치도록 인도하고 주민 개개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신용을 지키며, 이웃과 함께 잘 지내는 행위규범을 확립하게 되었다.

2. 자치를 기본으로 견지하고 민주적으로 협상하며 사구 관리 주체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
첫째는 사구 주민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사구상황과 민의가 원활하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우리 시는 사구에 주민 네트워크 관리를 보편화하였고 200-300가구를 하나의 주민 네트워크로 형성
하였다. 각 주민 네트워크마다 “3명”을 배정하였는데, 사구 직원이 관리원, 주민대표가 감독, 아파트
동별 담당자가 정보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시안시에 총 5,856개의 주민네트워크 설치동이
있고 실무인원은 자는 모두 32,710명이다. 뿐만 아니라 사구는 의견함, 의견벽과 메아리벽, 위쳇,
QQ, 댓글 등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집을 확대하였다. 베이린구(碑林区)는 “1아파트․상가건물
1표지, 1호 1파일철, 1주민네트워크 3실무인원”(一院一图，一户一档，一格三员)5)의 방식으로 주민
네트워크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옌량구(阎良区)는 “3+2”의 네트워크 양식(3원 : 네트워크 전문
관리원, 민정 연락원, 치안 관리원; 2팀 : 치안순찰팀, 정보서비스팀)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사구
자치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구와 주민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둘째는 협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주적으로 사구업무를 협의하는 것이다. 사구 주민 대표회의, 협상

5) 一院一图는 하나의 아파트나 대형상가건물들마다 표지 번호를 부여하여 주민네트워크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고, 一户一档는 사구 사무실에 매 가구마다 별도의 서류철을 만들어 그 가구의 민원 및 각종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고, 一格三员은 매 주민네트워크마다 3명의 실무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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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요 매개체로 하는 사구 협의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07년부터 시안시는 사구 주민위원회
선거 절차를 대폭 수정하였는데, 사구 주민대표 선거를 주민위원회 선거 전 단계에 실시토록 한 것이다.
사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회사의 사구활동 참여 확대, “두 대표, 한 위원”제도 확대, 사회조직과
유동인구가 사구 대표 중 차지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통하여 사구의 다원적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적 협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형성하였다. 2015년부터 시안시 전체 사구에 사구협의조직의 설립을
보편화하고 협의 6step(즉 “의제 제기 – 의제 확정 – 조직 협의 – 업무 분장 – 전 과정 감독 – 결과
응용”의 6단계 절차)를 완비하고 경비의 사용 및 관리, 공공사무 및 공익사업, 주민자치 및 사구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려문 문제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광범하고 편리하게
사구 사무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사구의 발전을 추진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되었다. 최근 2년
동안, 사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주민 협상회의, 사구 응접실, 5로 상의단(五老说事团) 등을 설립하여
사구의 사무를 협의․해결하여 사구 내부의 관계를 조정하였다.

셋째는 사구의 “작은 문제 관리”(微治理)을 추진하여 주민의 자치관리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시안시는 4사연동(四社联动)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구의 전문사업 서비스 경비
품목화 사업은 사회조직과 전문 사회복지사가 사구 관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사구의 자체조직을
광범하게 배양하고 사구의 “작은 문제 관리”(微治理)을 효과적으로 전개토록 하였다. 베이린구는 구
전체의 8개 가도 30개 사구, 116개 주민 아파트단지(小区)에 “주민소그룹 자체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우리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집은 우리가 건설한다”는 신념에 따라 사구
주민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소그룹을 기본단위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자체관리팀을
만들고 동별, 주민그룹별 주민소그룹을 조직하여 주민들이 낡은 아파트단지 관리 문제해결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아파트단지의 지저분한 환경위생문제, 무질서한 차량주차, 방범순찰, 천연가스
계량기 개조 등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아파트단지의 종합관리
환경개선의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호구(莲湖区)는 “낡은 아파트 단지 회의협의”, 연타구
(雁塔区) 신규 아파트단지 5방 탐색(당지부, 주민위원회, 사법조정실, 업주위원회, 관리사무소 기업)
협의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주민이 질서 있게 사구자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3. 법치를 근본으로 법치에 의한 사구관리 수준을 제고
첫째는 사구의 종합관리 체계를 완비하여 법에 의한 관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시안
시는 종합 부문의 견인 하에 공안, 사법, 민정이 협력하여 사구 파출소를 설치하는 추진하였으며,
사구의 경찰이 사구 부주임을 겸임하여 최선을 다해 “집문 앞”의 파출소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3명의
경찰과 1명의 변호사”, “두대표, 하나의 위원”인 연계사구, 사구 법률고문 등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는
것을 통하여 사법 역량을 강화하고 사구의 법치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법치자문, 전문강좌,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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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 임시법정, 주민 갈등 조정 등 형식을 통하여 법률 상식 보급의 상시화, 제도화 및 규범화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사구의 법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강력한 버팀목과 보장을 제공하였다.

둘째는 기술방범와 물질방범 조건을 개선하고 사구의 대중방범, 대중관리를 추진하였다. 낡은 도시
지역 개조, 천안(天眼)사업, 설량(雪亮)사업6)을 실시를 결합하여 전시 사구의 낡은 아파트단지 출입구
경비시스템 개조, 사구 안전 방범망, CCTV설치 등을 보편화하고 사구의 기술방범 역량을 제고하였다.
사구는 전동 바이크, 전용 사무용 컴퓨터, 치안방범 “확성기” 등을 배치하여 사구의 법치 기초를
강화하였다. 또한 “1대, 2회, 3원”(의무 순찰대, 치안 보위 위원회, 인민조절위원회, 종합 관리 정보원,
종합관리 협조 관리원, 경찰 협조근무원)의 인원배치를 엄격히 실행하고 붉은 완장 자원봉사자단체를
편성하며 사구 규찰활동, 방범순찰을 제도화하고 상시화하며 적극적으로 안전한 사구 건설 활동을
추진하고 사구의 치안 대중 방범과 대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셋째는 주민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을 중요시하고 사구 주민의 공약 재창조를 추진한 것이다. 우리
시는 “법에 의해 규범을 제정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주인이 된다”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주민민약』
(居民民约)을 재창조하여 사구 법치 관리의 중심으로 삼았다. 주민 공약을 주민들의 관심 방향으로
개정하여 사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이 상의하고, 가도가 안건을 마련하는 기본 절차를 진행
하였으며 공익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 노인 공경 및 부모 효도, 남녀평등, 폭력조직 척결, 낡은
아파트단지 환경 관리, 문화 애완견 키우기 등을 주민 공약의 내용으로 정하였다. 현재, 시안시 모든
사구는 주민아파트단지에 『사구주민공약』을 걸어놓았으며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행동규범이
되었다. 상벌격려 제도를 완비하고 주민들이 규범 준수 모범 선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구 이웃
페스티벌”과 전통 명절 행사를 개최하여 성대하게 표창하고 홍보한다. 현판 수여 등 홍보를 통하여
사구 주민들이 규범을 정하고, 모든 주민이 규범을 알고, 모든 주민이 규범을 지키는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사구의 법에 의한 관리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6) 천안(天眼)은 하늘에도 눈이 있다는 의미이고, 설량(雪亮)은 눈처럼 깨끗하다는 의미로서 출입구 경비시스템, CCTV 설치
등을 확대하여 경비를 강화함으로써 눈처럼 깨끗한 안전한 주민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붙여진 사업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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坚持三治融合发展推进城乡社区治理
陕西省西安市民政局
（2018年9月）
西安市下辖11区2县7个开发区，

187个镇街，2074个行政村，1077个城镇

社区。市委、市政府始终高度重视社区建设工作，不断强化政策创制、经费投
入、人才保障和机制创新。近年来，我市认真贯彻落实中省关于城乡社区治理
工作要求，不断探索“德治为先，自治为基、法治为本”的“三治融合”社区
治理实践，努力提升城乡社区治理能力。基本做法是：
一、坚持德治为先，淳德化风，大力营造社区治理良好氛围
一是注重阵地建设，加强文化舆论引导。在社区普遍建立“一站、一堂、两
校、一榜、一牌”（即学雷锋志愿服务站、道德讲堂，设家长和市民学校，善
行义举榜、尊德守礼提示牌），通过打造文化广场、书香楼道，设置宣传栏、
文化墙、主题宣传小景等，强化社区文化阵地建设，将社会主义核心价值观近
距离、全方位融入社区。社区广泛开展家风家训发掘传承活动，自编自创《左
邻右舍》《家廉幸福长》等社区之歌，使核心价值观宣传朗朗上口，通俗易
懂，形成社区良好文化氛围，让社区居民在潜移默化中接受舆论引导、文化熏
陶。
二是以邻里节为载体，评选推荐最美居民。社区普遍开展了以“培育新乡
贤、融合新关系”为宗旨的邻里节，通过开展喜闻乐见的群众性趣味性文体活
动，拉近居民距离，增强居民对社区的认同感；通过大力宣传全国道德模范、
各类先进人物，增加社区居民尊德守法认同；通过采取个人自荐、居民推荐、
才艺展示等方式发现社区“最美居民”，树立道德高尚、才能突出、秉公办事
等各类新乡贤；通过设立善行义举榜、事迹报告会、鼓励支持新乡贤组建社区
社会组织和文艺团体、发展社区自组织、参加志愿者队伍、开展社区公益活动
等形式，引导社区居民向道德模范和身边好人学习，不断弘扬道德主旋律，增
强社区正能量。
三是开展专项整治活动，不断强化居民道德行为规范。随着居民生活水平不
断提高，居民需求多元性越来越突出，社区居民的行为方式也需要规范引导。
近年来，我市社区按照党委政府部署安排和居民需求，普遍开展了卫生环境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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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治污减霾、四改两拆、节能节水、文明停车、文明养宠物等专项整治活动。
在整治活动中，通过行业部门宣传法规政策、社区居民评议讨论、社区修订居民
公约、楼院门栋规范行为准则，引导居民遵纪守法、相互监督，摒弃落后思想、
改善生活陋习，确立居民个人遵规守法、诚实守信、与邻为善的行为规范。
二、坚持自治为基，民主协商，不断提升社区治理主体能力
一是完善社区网格，通畅社情民意渠道。从2014年起我市在社区普遍推行网
格化管理，社区按照每200—300户设置一个网格，每个网格配备“三员”，即
由社区工作人员任管理员、居民代表任监督员、楼院门栋负责人担任信息员，
全市共设立网格单元5856个，工作人员共计32710人。社区还通过设立意见箱、
意见墙和回音壁、网络微信QQ留言等方式，扩大民意收集。碑林区按照“一院
一图、一户一档、一格三员”模式开展网格化管理，阎良区实行“3+2”网格化
模式（三员：网格专管员、民情联络员、治安管理员；两队：治安巡逻队、信
息服务队），有效地延伸了社区自治管理的触角，畅通了社区与居民的联系。
二是搭建协商平台，民主商议社区事务。建立健全以社区居民代表会议、协
商议事会制度为主要载体的社区协商平台。自2007年起，我市在社区居委会选
举程序上作了较大调整，将社区居民代表选举放在居委会选举前期准备阶段，
通过扩大驻地单位、“两代表一委员”、社会组织和流动人口在社区代表中比
例，促进了社区多元参与、民主协商议事氛围的有效形成。从2015年，在全市
社区普遍建立社区协商议事组织，完善了协商六步法（即“提出议题---确定议
题---组织协商---分工落实---全程监督---结果运用”六个程序步骤），围绕
经费使用及管理、公共事务及公益事业、居民自治以及社区群众关注热点难点
问题进行协商，让居民更广泛、更便捷地参与社区事务，凝聚共同推进社区发
展的共识。近两年来，社区结合自身实际，创新设立居民议事会、社区会客
厅、五老说事团等形式，协商解决社区事务，协调社区内部关系。
三是推动社区“微治理”，引导居民自治管理。近年来，我市通过大力推进
四社联动，特别是社区专项服务经费项目化运作，吸引鼓励社会组织和专业社
工参与社区治理，广泛培育发展社区自组织，有效开展社区“微治理”。碑林
区在全区8个街道30个社区、116个居民小区全面推广“居民小组自管”模式，
按照“我的小区我做主，我的家园我建设”的思路，由社区居委会主持，以居
民小组为基本单元，因地制宜、多形式组合推选产生自管小组，负责组织、引
导本楼栋、本居民小组的居民自己动手、全程参与解决老旧院落管理问题，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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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解决小区环境卫生脏乱、车辆乱停放、治安巡防、天然气户表改造等居民普
遍关注的问题，小区的综合治理环境得到有效改观。莲湖区通过建立“老旧居
民院落会议协商”、雁塔区探索新建居住小区五方（党支部、居委会、司法调
解室、业主委员会、物业企业）协商机制，引导居民有序参与社区自我治理，
取得了明显效果。
三、坚持法治为本，建章立制，大力提升社区依法治理水平
一是完善社区综治体系，促进社区依法治理。近年来，我市由综治部门牵
头，公安、司法、民政配合，通过加强社区警务室建设，实行社区民警兼任社
区副主任，全力打造“家门口”的派出所；通过建立完善“三官一律”进社
区、“两代表一委员”联系社区、社区法律顾问等制度，进一步整合司法力
量，筑牢社区法治载体，通过法治咨询、专题讲座、案例剖析、社区临时法
庭、居民纠纷调解等有效形式实效普法宣传的常态化、制度化和规范化，为社
区依法治理提供有力的法治支撑和保障。
二是改善技防物防条件，推动社区群防群治。结合老旧城区改造、天眼工
程、雪亮工程实施，全市社区普遍加强老旧小区智能门禁系统改造、社区安全
防护网、视频监控等建设，不断提高社区技术防控能力，社区通过配备了电动
摩托车、专用办公电脑、治安防范“电喇叭”等，加强社区法治基础。普遍严
格落实“一队两会三员”（义务巡逻队；治保会、人民调委会；综治维稳信息
员、综治协管员、警务协勤员）人员配备，组建红袖章志愿者队伍，完善社区
矫正、治安巡逻制度化、常态化，积极开展平安社区创建活动，不断深化社区
治安群防群治。
三是注重居民主体作用，推动社区居民公约再造。近年来，我市坚持“依法
建章立规矩、群众参与做主人”的基层治理理念，把《居民民约》再造作为社
区依法治理的重要环节来抓。修订居民公约以群众关注问题为导向，坚持社区
提议、居民商议、街道备案的基本程序，重点把公益事业、关爱弱势群体、敬
老孝亲、男女平等、防邪反黑、老旧小区环境治理、文明养狗等内容作为居民
公约管理内容，提倡制定专项公约。目前，全市社区在居民小区悬挂《社区居
民公约》，成为居民普遍遵守的行为准则。完善奖惩激励机制，社区发动居民
参与守约典型先进评选，举办“社区邻里节”和传统节日活动隆重表彰宣传，
通过挂牌授匾通报宣传，进一步增强社区居民人人定约、人人知约，人人守约
的法治意识，为社区依法治理营造良好氛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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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하이시(上海市) 민정국 발표 자료 (2018년 9월)

<법인 관리코드 부여 사업을 시작으로 주민․촌민위원회의 규범 강화>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도시와 농촌의 자치 조직이고 당과 정부가 주민들과
연락하고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다리와 연결고리이며, 주민민주를 확립하고 사회의 조화 및 안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법률은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법인주체
지위를 명확하지 않았고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를 위하여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社会信用代码)를
부여할 수 없었기에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가 그 직책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는데 영향을 미쳐
도시와 농촌의 사구 자치와 서비스 기능의 발휘를 제약하였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
인민공화국 민법 총칙』은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특별법인 자격을 명문화한 후, 상하시는 민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특별법인 감독관리코드(监管码) 및 인증서 부여[赋码颁证]
업무를 심도있게 추진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표준화 건설작업을 한층더
강화하였다. 이에 관련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코드인증서 수여식을 거행, 등록 절차를 규범화,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특별법인 코드 부여 업무를 적극 추진
민정부의 업무 지시에 따라 상하시는 시 전체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에 대한 명칭과 주소, 유형,
원조직 기관 코드, 구성원 등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2017년 11월까지 전 도시 4,345개 주민
위원회, 1,585개 촌민위원회의 기초정보 기입 및 수집 작업을 완료하고 12월 초 민정부 “주(촌)민
위원회 통일 감독관리코드 부여 관리시스템(赋码管理系统)”에서 주․촌민 위원회 특별법인 통일사회
신용코드를 부여받았다.

첫째는 인증서 수여식을 거행하고 사회적 홍보를 강화하였다. 금년 초 우리국은 주․촌민 위원회
법인증서 수여식을 실시하고 상하이 건국 후 처음으로 설립된 주민자치조직인 황푸구(黄浦区) 와이탄
가도(外滩街道) 바오싱(宝兴) 주민위원회와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촌민위원회인 쟈딩구
(嘉定区) 쉬이싱진(徐兴镇) 허챠오촌(和桥村) 촌민위원회를 선정했다. 주친하오(朱勤皓) 국장은 그들에게
상하이시 최초의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특별법인 통일사회 신용코드 증서를 각각 수여했다. 수여식
에서는 상하이방송국 등 각 언론매체를 초청하여, 『상하이 주․촌민위원회 “특별법인 주민등록증”을
취득』이라는 제목으로 주․촌민위원회 법인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보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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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둘째는 시정부 문안을 작성하고 등록 절차를 규범화 하는 것이다. 주․촌민위원회 법인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 작업은 각 구(區) 민정국에서 책임을 지는데 이런 업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다.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 업무의 규범 및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국은 민정부의 통지 지시에
따라 각 구(區) 민정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7월에 『본 시 주․촌민위원회 특별법인 통일사회
신용코드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 업무에 관한 통지』(호민기발[2018]10호)를 제정 및 하달하였다.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 업무의 직책과 신청, 교환, 취소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업무규범을 명확하게 했다. 그 중, 주․촌민위원회의 명칭시작 행정구역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일부는 상하이시로 시작하고 또 일부는 소재 구(區)에서 시작하고 일부는 소재 가도
(街道)에서 출발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이번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를 계기로 통일적
요구를 제시하였다. 민정부 및 공안부의 주․촌민위원회 직인 제작사용 및 관리 업무의 지침과 민정부의
감독관리코드 부여 정보 시스템 기입 요구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바, 법인 증서를 신청할 때 주․촌민
위원회 명칭은 “××구××가도(향진) ××주민위원회” 또는 “××구××가도(향진)××촌 촌민위원회”
형식으로 규범적으로 기입토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 주․촌민위원회는 위의 양식에 따라 직인도장을
제작하고 표지판의 명칭과 코드증서상 주·촌민위원회 명칭이 일치할 것을 요구했다.

주․촌민위원회에 법인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많은 주․촌민위원회 간부들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무를 전개하는 편리함을 실감하게 하였다. 주․촌민위원회는 위쳇 공식계정7)을 개설할 때 법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식계정의 운영이 더욱 규범화 될 수 있게 되었다. 촌민위원회는 집단
자산을 처리할 때, 관련 소유권 명의 변경 수속이 용이하여, 이 전에 상급 정부 관련 부서에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단계를 줄였다. 동시에 법인 주체의 확인은 주․촌민위원회 간부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였다.

2. 주․촌민위원회의 기능 규범화, 대주민서비스 원활화, 주․촌민위원회의 규범화
강화
주․촌민위원회는 특별법인 코드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인 자격을 가진 것은 업무 수행 편리함과
동시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촌민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민주적 선거에서
선출되어 주민과 촌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만약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활동을 하게 되면,

7) 중국의 위챗은 우리나라의 카톡과 유사한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로서, 각종 지불기능, 신원확인기능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중국인이 사용하고 있다. 각 급 정부는 위챗에 마련된 그 기관의 공식계정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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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민과 촌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 우리는 주·촌민위원회가 법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토록 주·촌민위원회의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고, 주·촌민위원회 간부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상하이시는 적극적인 연구와 실천을 진행했다.

첫째는 관련 법규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7년 2월과 4월, 상하이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상하이시 주민위원회 업무 조례』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거쳐 개정
및 제정 공포하였다. 그중 『상하이시 주민위원회 업무 조례』는 전국 성급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두 개의 지방정부 성격의 법령은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직책임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
하였다. 두개의 법령이 잘 정착되고 주·촌민위원회 구성원들이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 인민대표대회 협조를 받아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상하이시 주·촌민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두 법령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 구, 가도(향진) 등 3단계로 상하이시
모든 주·촌민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을 통해 주․촌민위원회 구성원들이 법령을 파악하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의식과 수준을 높였다. 또한, 올해 우리는 두 법령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를 조직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전개하는 형식으로 두 법령의 유효한 시행을 촉진하였다.

둘째는 주·촌민위원회 기능을 규범화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의 각종 업무
제도가 완비되어야 주·촌민위원회 자치와 서비스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2017년 8월,
상하이시 민정국은 시급 위원회 조직부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주·촌민위원회 기능을 규범화하여
원활하게 인민을 위해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촌민
위원회를 찾는다”라는 업무시스템을 형성하여 여섯 가지 방면으로 기능을 규범화 하였다. 첫째는
업무휴식 제도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주·촌민위원회의 잘못된 근무 제도와 당직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 대중들이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하였다. 둘째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였다. 주민들의 수요가 빈번한 사무의 내용, 규정, 기준, 절차를 정리․정비하여 처음 질문에
책임지는 업무규정을 마련하였고, “전강통(全岗通)서비스8)”를 실시하며 서비스 가부를 명확히 하고
예약 처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 대응토록 하였다. 셋째는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촌민위원회 근무자가 정기적으로 주민을 방문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구역을 나누어 방문
하거나 집을 방문하거나 대면(面对面)으로 직접 교류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인터넷 뉴미디어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방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 내
특수 주민집단에 대한 방문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다. 넷째는 지역사회의 순찰을 전개하는 것이다.
네트워크화 관리 플랫폼 건설을 통해 주․촌 지역사회 순찰제도를 완비하고 지역사회 순찰대를 조직하여,
사구 환경, 공공질서, 안전상의 위험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제때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8) 전강통(全岗通)서비스는 직원들 각자가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즉, 모든 직원이
주․촌민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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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하였다. 다섯째는 협의․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 주·촌민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협의․협상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각종 주·촌민위원회의 협의 플랫폼을 통해
중점적으로 주민들의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갈등 분쟁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서비스 정보
공개제도를 추진하여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사구 협의 성과의 실제 상황, 주촌 업무경비 사용 상황 및
주민들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조사와 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 밖에 주·촌민위원회 서비스 역량 측면에서 전천후 서비스 제공 능력, 수요 분석 능력, 의제 형성
능력, 조직 동원 능력, 자원 취합 능력과 성과 평가 능력 등 6가지 방면의 능력을 명확히 강화하였다.
각 구(區)가 주․촌의 규범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원스톱 서비스와 간부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실천하여 상하이시 주·촌민위원회 간부들의 서비스 의식과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셋째는 촌급의 민주 감독을 심화․혁신한 것이다. 주·촌민위원회가 법령에 의거하여 법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자체 감독 외에도 주민들의 민주적인 감독도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하다. 금년 초,
상하이시 민정국은 시위원회 조직부 등 부서와 함께 촌급 민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촌사무감독위원회 설치, 직무 권한, 업무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촌 사무
공개를 강화하는 “햇빛촌사무프로젝트(阳光村务工程)”를 제안하고, 각 구(區)에서 촌 사무 공개내용을
개선하고 촌 사무 공개 방식을 혁신하며 촌 사무 공개 시한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촌
사무 공개 정보화, 스마트화 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텔레비전, 모바일 단말기 어플 등 현대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촌 사무 공개를 진행하여 촌민들이 집을 나서지 않고도 전면적이고 제때에 간편하게
촌의 중요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촌민위원회의 재무수지 증빙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촌급 권력이
햇빛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상하이 충밍구(崇明区), 칭푸구(青浦区), 진산구(金山区)
등은 이미 유선방송을 통해 촌(주) 사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민정부의 지도하에서 주·촌민위원회가 어떻게 법인 신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인증서의 사용 영역과 규범 절차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또한 주·촌민위원회
특별 법인 통일사회신용코드 감독관리코드 및 인증서 부여 사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주민민주체제의
정비에 힘쓰고 주·촌민위원회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주·촌민위원회의 규범화,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상하이 도시와 농촌의 사구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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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法人赋码颁证工作为抓手
进一步加强居村委会规范化建设
上海市民政局
（2018 年 9 月）

居民委员会和村民委员会是宪法明确规定的城乡基层群众性自治组织，是党
和政府联系和服务群众的桥梁与纽带，承担着推进我国基层民主建设，维护基
层社会和谐稳定的重要职责。但是长期以来，由于法律没有明确居村委会的法
人主体地位，无法为居村委会赋予统一社会信用代码，影响了居村委会开展与
其职责相关的民事活动，制约了城乡社区自治和服务功能的发挥。2017 年 10
月 1 日起施行的《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明确了居村委会的特别法人资
格后，我们根据民政部的要求，认真开展了居村委会特别法人赋码颁证工作，
并以此为抓手，进一步加强居村委会规范化建设。现将有关情况介绍如下：
一、举行颁证仪式、规范登记流程，积极开展居村委会特别法人赋码颁证工
作
根据民政部的工作安排，我们及时指导全市各区对居村委会的名称、地址、
类型、原组织机构代码、成员等情况作了细致的调查，于 2017 年 11 月完成全
市 4345 个居民委员会、1585 个村民委员会的基础信息填报收集工作，12 月初
在民政部“村（居）委会统一赋码管理系统”中获得居村委会特别法人统一社
会信用代码。市民政局随后启动全市赋码颁证工作。
一是举行颁证仪式，加强社会宣传。今年初，我局举行了居村委会法人证书
颁证仪式，选择上海建国后首家成立的居民自治组织黄浦区外滩街道宝兴居民
委员会，和改革开放后第一个建立的村民委员会嘉定区徐行镇和桥村村民委员
会，由朱勤皓局长分别向他们颁发了上海市首张居民委员会和村民委员会特别
法人统一社会信用代码证书。颁证仪式上邀请上海电视台等各大新闻媒体，以
《上海居村委会获得“特别法人身份证”》为题，对居村委会法人赋码颁证的
意义作了广泛的报道，扩大了社会知晓度和影响力。
二是制定市级文件，规范登记流程。居村委会法人赋码颁证工作由各区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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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局承担主体责任，这项工作前所未有。为保证赋码颁证工作的规范统一，我
局根据民政部通知要求，经过与各区民政局的充分研究沟通，于今年 7 月制定
下发《关于做好本市居村委员会特别法人统一社会信用代码赋码颁证工作的通
知》（沪民基发〔2018〕10 号），对赋码颁证工作的职责和申领、换证、注销
等所需证明材料作了具体要求，明确了工作规范，其中，针对本市居村委会名
称起始行政区名称不统一，有的以上海市起始，有的以所在区起始，有的以所
在街镇起始的问题，我们以这次赋码颁证契机，作出了统一要求。根据民政
部、公安部关于规范村民委员会印章制发使用和管理工作意见精神和民政部赋
码信息系统填报要求，在通知里明确，申领法人证书时填报居村委会名称按照
“××区××街道（乡镇）××居民委员会”或者“××区××街道（乡镇）
××村村民委员会”的格式规范填写，同时要求各居村委会按照上述格式规范
刻制印章，确保居村委会印章、标识标牌上的名称与代码证上居村委会名称一
致。
通过向居村委会颁发法人证书，广大居村委会干部深刻体会到依法独立开
展民事活动的便捷，比如居村委会在开设微信公众号时，可以法人的名义提出
申请，公众号的运维更加规范；村委会在处置集体资产时，相关过户手续更加
规范完备，减少了以前需要上级政府相关部门开具证明的环节，等等。同时法
人主体的确认，也增强了居村干部的责任感和使命感。
二、规范居村功能、畅通为民服务，加强居村委会规范化建设
居村委会取得特别法人代码证书，具有法人主体资格后，在带来工作方便的
同时，也意味着要承担相应法律的责任，而居村委会是由社区居民民主选举产
生、代表的是居村民的利益，如果违法违规从事民事活动，损害的将是全体居
村民的合法权益。我们感到，要更好地发挥居村委会的法人作用，关键在于加
强居村委会的规范化建设，努力提升居村委会干部的素质和能力。为此，我们
进行了积极的实践和探索。
一是加强相关法规培训力度。2017 年 2 月和 4 月，《上海市实施<中华人民
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办法》和《上海市居委会工作条例》先后经市人大常
委会修订和制定出台，其中《上海市居委会工作条例》为全国省级层面首创。
两部地方性法规对居委会和村委会的职责任务作了明确的规定。为推进两部法
规的落实落地，保证居村委会成员依法履职尽责，我们配合市人大开展了全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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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的宣传工作，并结合全市居村委会成员每年的培训，重点进行了两部法规的
解读。通过市、区、街道乡镇三级覆盖全市所有居村委会成员的培训工作，使
居村委会成员了解掌握了相关法律法规，提升了依法履职的意识和水平。此
外，今年我们还组织了对两部法规的督导检查工作，通过开展问卷调查和访谈
的形式，促进两部法规的有效施行。
二是规范居村功能，畅通为民服务。通过健全完善社区各项工作制度，才能
有效发挥居村委会自治和服务功能。2017 年 8 月我局会同市委组织部等相关部
门联合制定印发了《关于规范居村功能畅通为民服务的指导意见》，推动形成
“有困难、找居村”的工作机制，从六个方面对居村功能加以规范：一是规范
作息制度。建立健全了居村委会错时工作制度和值守制度，方便居民群众“找
得到人、办得了事”。二是优化服务流程。梳理完善居民常见事项办理内容、
依据、标准、流程，建立健全首问负责的办事规程，推行“全岗通”服务，明
确服务承诺，探索预约办事，及时回应居民诉求。三是加强联系群众。推动建
立了居村工作人员定期走访居民群众的制度，采取分片包块、上门走访、面对
面交流等方式，依托网络新媒体等技术，普遍开展线下线上联系走访，全面记
录社情民意，切实做好社区特殊人群的定期必访工作。四是开展社区巡查。通
过网格化管理平台建设，完善居村社区巡查制度，组成社区巡查队伍，对社区
环境、公共秩序、安全隐患等进行定期巡查，及时发现问题，第一时间处置。
五是推进议事协商。推动各居村把为民服务作为城乡社区协商的重要内容，通
过各类居村议事平台，重点对居民反映强烈、迫切要求解决的实际困难和矛盾
纠纷，广泛开展城乡社区协商，切实增强服务供给的精准化。六是完善信息公
开。推动居村建立健全为民服务信息公开制度，通过各种方式，向居民及时、
真实公布城乡社区协商成果的落实情况、居村工作经费使用情况及居民普遍关
心的其他事项，接受居民查询和监督。此外，在居村委会服务能力建设上，明
确着力加强提升六个方面的能力，即提升全岗服务能力、需求分析能力、议题
形成能力、组织动员能力、资源整合能力和效果评估能力。各区在推进居村规
范化建设过程中，还积极开展了“一站式”服务、村干部下楼办公等服务实
践，全市居村委会干部的服务意识和能力得到了整体提升。
三是深化创新村级民主监督。居村委员会能否依法履行法人职责，除了自身
的约束，居民群众的有效民主监督也非常重要。今年初，我局会同市委组织部
等部门，制定了深化完善本市村级民主监督的意见，对村务监督委员会的队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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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设、职能权限、工作方式进行了明确，同时提出深化创新村务公开工作的
“阳光村务工程”，要求各区进一步完善村务公开内容，创新村务公开形式，
严格村务公开时限，特别是要推进村务公开信息化、智能化发展，充分运用数
字电视、移动端 APP 等现代化手段进行村务公开，让村民足不出户，全面、及
时、便捷了解村级重大事项，看到村委会财务收支凭证，保证村级权力在阳光
下运行。目前上海崇明区、青浦区、金山区等区已开展了通过有线电视进行村
（居）务公开的试点工作。
下一步，我们将在民政部的指导下，积极探索居村委会如何更好地运用法人
主体身份，以及法人证书的使用领域和规范程序，并继续以居村委会特别法人
统一社会信用代码赋码颁证工作为抓手，着力健全完善基层民主体制机制，不
断提升居村委会服务能力，持续加强居村委会规范化、法治化建设，进一步促
进上海城乡社区治理体系和治理能力的现代化。
谢谢大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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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都 미나토区 국제화추진계획
사례 보고

<요 약>
미나토구는 일본내 주일대사관의 50%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특색으로 인해 2010년부터
“국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도 참고
가 될 것으로 사료됨

1. 도쿄도(東京都) 미나토구(港区) 국제적 특성
❍ 주일 대사관 154개 중 82개(약53%)가 미나토구에 위치함
❍ 구 외국인 수는 19,522명(구 인구의 7.7%, ’18.1.1), 135개국 출신
* (1위) 중국인 3,746명, (2위) 한국인 3,425명, (3위) 미국인 3,119명

❍ 외국계 기업 본사가 815社로 일본 전체 3,175社의 25.7%를 차지
❍ 미나토구 소재 국제학교 수도 41개, 외국인 학생 수 증가

2.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체계
❍ ‘성숙한 국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2010년부터 미나토구 국제화추진계획을 시행 중이며
2015년부터 ‘국제력 강화추진위원회’ 설치
❍ 국제력 강화추진위원회는 PDCA1) 방법으로 국제화 추진자문회의, 국제력 강화추진회의,
타운포럼, 여론조사 등으로부터 의견 수집

3. 미나토구 국제화 주요 시책
❍ 외국인의 안전·안심 확보(재해․방재 대책, 보건․복지, 정보제공 등)
❍ 외국인의 쾌적한 일상생활(행정정보 다언어화, 언어교육, 직원교육 등)
❍ 외국인과 일본인 교류(국제교류협회 활동, 자원봉사 육성 등)
❍ 국제도시 매력향상․홍보(대사관 연계행사, 국제력강화추진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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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외국인의 구성내역, 대사관 소재 등 외국인, 국제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참여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 미나토구의 국제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전개

1)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ion(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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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구는 대사관, 외국인 등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서 그 특성을 살려 국제화 추진계획, 국제력
강화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으로 우리나라 유사 자치단체에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됨

1

도쿄도(東京都) 미나토구(港区) 국제적 특성

❍ 주일 대사관 154개 중 82개(약53%)가 미나토구에 소재함
* 유럽(27), 중남미(17), 아프리카(12), 아시아(9), 중동(9), 대양주(6), 북미(2)
➜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대사관이 소재함

❍ 구 외국인 수는 19,522명(구 인구의 7.7%, ’18.1.1), 135개국 출신
* (1위) 중국인 3,746명, (2위) 한국인 3,425명, (3위) 미국인 3,119명
➜ 2009년 22,354명 이었으나 경기 침체와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2014년 18,104명으로 감소한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

❍ 외국인 재류자격별로 보면 경영자, 관리자, 기술자, 영주자 등이 증가하고 가족 체재자도
증가하여 체재기간이 장기화 추세
➜ 경영․기술등(23.6%), 영주자(22.6%), 가족체재(18.3%) 등

❍ 일본에서 가장 많은 외국계 기업의 본사가 입지
* 외국계 기업 본사가 815社로 일본 전체 3,175社의 25.7%를 차지
➜ ’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감소한 후 ’14년까지 증가하여 ’15년 이후 안정적인 추이

❍ 미나토구 소재 국제학교 41개, 외국인 학생 수 증가
➜ 구립 초등학교 외국인 학생수는 168명(’12년)에서 294명(’17년)으로 증가
➜ 구립 중학교의 외국인 학생수는 59명(’12년)에서 92명(’17년)으로 증가

❍ 그 외에도 하네다 공항과 인접해 있고 도쿄항과 신칸센 등 교통의 중심지이며 많은 호텔(료칸)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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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체계

❍ 국제화・문화예술담당이 중심이 되어 각 부서와 긴밀하게 연계 추진
* 미나토구 지역진흥과 국제화추진팀에서 총괄 업무를 맡고 있음

❍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 및 정보공유 도모, 국제화에 관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나토구 국제력 강화 추진 위원회」를 설치 운영
* 좌장(부구청장), 부좌장(산업·지역진흥부장), 위원 등 총22명으로 구성

❍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계획의 수립 및 국제화 추진 노력의 검증을 위해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자문회의」를 설치 운영
* 학식 경험자, 구민(외국인 포함) 등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 11명으로 구성

❍ 또한 미나토구 국제력 강화추진회의, 미나토 타운포럼, 외국인 의식 조사, 구민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집, 국제화 시책에 반영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체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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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계획 주요 시책

① 외국인의 안전·안심 확보(재해․방재 대책, 보건․복지, 정보제공 등)

미나토구 홈페이지, 방재앱, SNS, 방재정보 메일 등의 다언어화 추진

외국인의 방재 의식 향상을 위한 방재 이벤트 개최, 종합 방재 훈련에서의 외국인 대응 체제
강화

재해 시에 통역해 줄 미나토구 국제 방재 자원봉사자 육성

미나토구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할랄 푸드를 판매하는 점포 등의 생활정보 제공

외국인 상담원 증원, 「화상 통역 시스템(태블릿 단말의 화면에 실시간 통역사가 모습을 보이며
원활한 통역을 하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외국인 상담체제 강화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언어로 진찰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미나토구 홈페이지에 공개

② 외국인의 쾌적한 일상생활(행정정보 다언어화, 언어교육, 직원교육 등)

「미나토구 행정정보 다언어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다언어화 추진, 구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번역 체크 실시
- 다언어화(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를 추진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다언어화 추진의 일환으로 「쉬운 일본어」*로 정보를 전달
* 외국인도 알기 쉽게 표현한 일본어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준의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사용


종이 매체 외에도 웹사이트나 SNS, 메일 등의 전자매체, 라디오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책자의 작성, 구청에 설치된 다언어 정보 코너와 전입자에게
배포하는 웰컴 패키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충실화

미나토구 국제 교류협회를 통한 일본어 교실, 일본인과 외국인의 국제 교류회 추진

미나토구 국제교류협회의 일본어 교실을 수강하는 외국인에게 수강료 지원

구 직원을 대상으로 영어 연수, 국제화에 관한 강의 확충

구립초등학교 학생 중 일본의 언어와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과
일본 문화 체험 수업 실시

통상적인 학급에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어 서포트 코스를 설치하고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는 국제학급을 초등학교 2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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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과 일본인 교류(국제교류협회 활동, 자원봉사 육성 등)

미나토구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 활동과 축제 등의 정보 제공

구 및 미나토구 국제교류협회의 다양한 국제교류 이벤트 실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 실시, 구민 참가회의의 외국인 위원 모집, 외국인 인턴 수용

구내에 입지하는 상점 등의 영어 대응력 향상 지원, 미나토구 관광 자원봉사 육성과 증원

관광 및 거리 안내표지와 안내소의 정비, 관광정보 책자의 충실화, 미나토구를 PR 하는 영상
제작과 홍보

외국인의 국적, 연령층, 재류자격 등의 성향에 맞는 사업 발굴

일본의 전통 악기(샤미센 등), 무용 등을 외국인에게 쉽게 소개하는 이벤트 개최

대사관과 교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대사관과 연계 관계를 맺어 지역 활동 참여 촉진

④ 국제도시 매력향상․홍보(대사관 연계행사, 국제력강화추진회의 등)

대사관과 연계한 이벤트 개최, 대사관이 주최하는 이벤트 개최 지원

대사관 등 실무자 연계회의 개최(연2회), 정기적인 행정정보의 발송(월2회)과 적극적인
방문・의견교환 등으로 대사관과의 관계 구축

구립 학교와 대사관, 인터내셔널 스쿨 등과의 교류, 국제이해교육 추진

‘미나토구 국제력 강화 추진 회의’ 개최(연2회)
* 대사관, 국제관계기관, 기업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시책·사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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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구성 내역, 특색, 추이 등과 외국기업, 국제학교, 대사관 등 국제관련
기관 등에 대해 매년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중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

❍ 국제도시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대사관 등을 포함한 외국 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전개

❍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공생 정책을 지금까지의 외국인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해결하는 「다문화 공생 사회」를 목표로 시책을 추진
❍ 또한 주요 대사관(공사)*이 참여하는 ‘국제력 강화추진회의’라는 조직을 운영하여 자문을 구하고
대사관과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
- 연간 1~2회 회의 개최. 2018년부터 주일한국대사관(공사)도 참여
* 한국, 중국, 프랑스, 호주 등 4개 대사관이 참여

❍ 특히 미나토구는 매년 신년회 개최 시 미나토구내 대사관을 초청하고 주요 대사들이 참석하며,
2017년 포항지진 시 미나토구 구장 및 의장이 의연금을 대사관을 방문하여 기부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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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자문회의 설치 요강】

2010년 6월 10일
(설치)
제1조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계획에 근거한 국제화 추진 노력에 관해 관계자, 구민 등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함)를
설치한다.

(관장 사항)
제2조 자문회의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검증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1)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계획의 책정에 관한 것.
(2)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계획에 근거한 국제화 추진 노력의 검증에 관한 것.
(3) 기타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계획에 관한 것.

(조직)
제3조 자문회의는 다음에 게재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 11 명 이내의 인원으로 조직한다.
(1) 학식경험자 1 명
(2) 구민 등(구내에 거주, 근무, 또는 재학하는 자(외국인 포함)를 말한다.) 10명 이내

(선임)
제4조 구민 등의 위원은 일반공모에 의한 응모자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이
의뢰한다.
2 선정 기준은 산업・지역진흥지원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격 요건)
제5조 위원은 응모 시에 20 세 이상이며,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미나토구 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
(2) 미나토구 내의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
(3) 미나토구 내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
제6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익익년 3 월 31 일 이내까지로 하며, 결원의 보충 등으로 인해
도중에 위촉하는 자의 임기는 해당 위촉일로부터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단, 재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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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및 부좌장)
제7조 자문회의에 좌장 및 부좌장을 둔다.
2 좌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좌장은 회의의 여러 사무를 통괄한다.
4 부좌장은 위원 중에서 좌장이 지명한다.
5 부좌장은 좌장을 보좌하고, 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
제8조 자문회의는 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자문회의는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3 자문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간사)
제9조 관장 사항을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간사를 두며, 구청장이 미나토구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 간사는 자문회의의 여러 사무를 보좌한다.

(의견 청취)
제10조 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이외의 자에 대해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무)
제11조 자문회의의 서무는 산업・지역진흥지원부 지역진흥과에서 처리한다.

(위임)
제12조 본 요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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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미나토구 국제력 강화 추진 위원회 설치 요강】

2015년 7월 1일
(설치)
제1조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함)을 토대로 하여 미나토구청 내 관계부서의
긴밀한 연계 및 정보공유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화에 관한 여러 과제에 조직횡단적으로 노력하고,
그로 인하여 미나토구의 국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나토구 국제력 강화 추진 위원회(이하, 「추진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관장 사항)
제2조 추진 위원회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1) 계획의 개정에 관한 것.
(2) 계획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연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것.
(3) 계획에 관한 사업의 진행관리에 관한 것.
(4) 미나토구의 국제화 추진 시책의 과제에 관한 것.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조직)
제3조 추진 위원회는 좌장, 부좌장 및 위원으로 조직한다.
2 좌장은 산업・지역진흥지원부를 담당하는 부구청장이 맡으며, 회의의 여러 사무를 통괄한다.
3 부좌장은 산업・지역진흥지원부장이 맡으며, 좌장을 보좌하고, 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위원은 별표에 기재된 자가 맡는다. 단, 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임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회의)
제4조 추진 위원회는 좌장이 소집한다.
2 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자에 대해 추진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추진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단,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로 할 수가 있다.

(부회)
제5조 추진 위원회는 관장 사항을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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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를 둘 수 있다.
2 부회는 부(部)회장, 부(副)부회장 및 부회원으로 구성한다.
3 부(部)회장, 부(副)부회장 및 부회원은 좌장이 지명한다.
4 부(部)회장은 부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사무를 통괄한다.
5 부(副)부회장은 부(部)회장을 보좌하고, 부(部)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부회의 서무는 좌장이 지명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서무)
제6조 추진 위원회의 서무는 산업・지역진흥지원부 지역진흥과에서 처리한다.

(위임)
제7조 본 요강에 정한 것 외에 추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좌장이 별도로 정한다.

【참고 3 :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 계획(한글판)】

https://www.city.minato.tokyo.jp/kokusaika/sangyo/kokusaika/documents/planhung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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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
부이사관 황 명 석

3-2

일본의 “통계로 본 고령자”
통계 발표와 시사점

1. 통계국 발표 주요 내용
2. 언론, 전문가 등의 관련 분석내용
3. 일본 정부의 고령자 근로정책 등 개선 동향
4. 시사점

일본의 “통계로 본 고령자” 통계 발표와
시사점

<요 약>
일본(총무성 통계국)이 발표한 “통계로 본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의 모습”을 토대로, 일본 고
령자 증가 등과 관련한 언론, 전문가 등 분석 내용과 일본 정부의 정책동향 및 시사점을 보고

1. 통계국 발표 주요 내용

총인구는 27만명 감소하였으나 고령자는 44만명 증가하여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역대 최고(28.1%)이고 세계 최고

고령자 취업자 수는 14년 연속 증가, 역대 최대(807만명)이며 주요국 중 최고이고, 고령자
세대의 지출은 보건의료 비율이 가장 큼

2. 언론, 전문가 등의 관련 분석내용

(인생100년 시대) 100세 이상 6만9785명으로 48년 연속 과거최다 갱신. 2017년 평균수명
남성 81.09세, 여성 87.26세, 세계적 장수국가로 됨.

(건강수명 연장) 건강수명과 평균수명간 차이는 남성 8.95세, 여성 12.47세로 사망 전까지
약10년 사회복지비 증가. 건강수명 연장 노력 필요
 (사회보장제도 재구축) ‘인생 50년 시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의 전면 재구축 필요.
고령자 고용, 중도채용, 연금연령 등 제도개선 필요
 (고령자 취업) 2017년 65세이상 노동자 비율은 12.2%로 2011년 8.9%에서 상승하고,
고령자 비정규노동비율이 높아지고, 노동재해도 증가

3. 일본 정부의 고령자 근로정책 등 개선 동향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중에 일하는 고령자를 늘려서 인력부족을 완화하고 사회보장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3-2. 일본의 “통계로 본 고령자” 통계 발표와 시사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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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100년 시대의 도래는 큰 기회”라며 65세 이상 고용확대 등 검토

4. 시사점

일본은 고령자 증가를 새로운 기회, 경제성장의 계기로 만들고 건강수명 연장과 고령자
취업을 통해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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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무성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의 모습”을 토대로, 일본 고령자
증가 등과 관련한 언론, 전문가 등 분석 내용과 일본 정부의 정책동향 및 시사점을 보고

1

통계국 발표 주요 내용


(고령자 인구) 총인구는 27만명 감소하였으나 고령자는 44만명 증가

(고령자 비율)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 역대 최고(28.1%)

(고령자 취업) 고령자 취업자 수는 14년 연속 증가, 역대 최대(807만명)

(고령자 가계) 고령자 세대 지출비율은 보건의료 등이 높음

(국제 비교) 고령자 인구비율은 세계 최고, 취업비율도 주요국 중 최고

2

언론, 전문가 등의 관련 분석내용

<세계적인 장수국가, 인생 100년 시대 도래>
 100세 이상이 6만9785명으로 48년 연속 과거최다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는 전후 일본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의료기술의 진보 등에 기인
- 100세 이상 중 여성이 6만여명으로 88.1% 차지
* 1963년 153명, 1998년 1만명 돌파, 2012년 5만명 돌파


2017년에 평균수명이 남성 81.09세, 여성 87.26세로 남녀 함께 80세 초과하여 확실히 세계적인
장수국가로 됨.
- 1947년에는 남성 50.06세, 여성 53.96세로 1947년 이전은 ‘인생 50년’이었고, 전후 급속히
장수화가 진행되어 이제 ‘인생 100년’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세계전체 비슷한 경향이지만
특히 일본은 굉장한 속도로 늘어남
- 1950~1955년 남 29위, 여 34위 → 1990~1995년 남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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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인생 100년’ 시대로, 반세기에 평균수명이 배로 늘어난 변화는 인류역사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해 다양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50년 전에는 60세 정년퇴직하면 10년 이내 사망하는 것이 평균상이었으나 지금은 퇴직 후 20년
이상 더 살게 됨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발생, 비용 증가>

장수화가 급속히 진행되지만 문제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가’임
- 건강수명이 남성 72.14세, 여성 74.79세로서 평균수명과의 차이는 남성 8.95세, 여성 12.47세임


결국 사망하기 전까지 약 10년은 치료 또는 개호2)가 필요한 몸으로 되어 버리고 당연히 의료비,
개호비도 증가
- 사회보장비3)가 2018년 33조엔에서 2040년 190조엔으로 팽창 예측
-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칙적 식사, 적절한 운동, 취미․일 등으로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교류 유지, 생활습관병의 예방 등이 중요

<인생 100년 시대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필요>

‘인생 100년 시대’에는 연금, 의료, 개호 등 ‘인생 50년 시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로는 대응
할 수 없게 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재구축이 요구되어짐
- 일본은 ‘저경제성장 하의 고도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이 긴급한 과제임.


아베 수상은 “65세 이상의 고용이 지속되도록 하겠다. 중도채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생애현역으로 일하면 70세를 넘겨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선택가능 하도록 하고 싶다”고 하면서
3년간 실행을 언급
-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첫째 일하는 방식, 둘째 연금제도임


(근로 연령) 지금도 농림수산업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건강이 있는 한 계속 일하고 있고, 회사원도
건강하다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
2) 개호(介護)는 “곁에서 돌보아 줌”이라는 뜻으로 일본에서 복지 분야에서 사용
3) 사회보장비는 의료, 연금, 개호, 복지,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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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감액) 정년 퇴직후 일하면서 일정 수입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이 고령자의
일하는 동기를 죽이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연금수급개시연령) 현재 원칙이 65세이고 60세부터 70세 사이에 선택가능하며, 재정제도등심
의회에서 개시연령을 68세로 인상 검토 중
- 아베수상은 선택가능시기를 70세를 넘겨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임

<고령자 취업의 증가>

현재 일본은 노인을 존경하고 장수를 축하할 상황이 아님. ‘1억 총 활약 사회’라는 정책 등을 통해
고령자가 쉽게 쉴 수 없음


2017년 65세이상 노동자 비율은 12.2%로 2011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 의한 ‘정년후 재고용’이
제도화되면서 2011년 8.9%에서 상승
- 65~69세 남성의 54.8%, 여성 34.4%가 취업자
- 70~74세 남성의 34.2%, 여성 20.9%가 취업자

<고령자 비정규노동 증가>

고령자 취업 비정규노동비율은 남성의 경우 60~64세 52.3%, 65~69세 70.5%이고 여성의 경우
60~64세 76.7%, 65~69세 80.8%임


단순히 ‘삶의 보람’을 위해 일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고령자 노동재해 증가>

노동재해 전체 건수는 감소하였는데,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증가4)
- 고령자는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질병도 있어서, 고령자의 노동재해 사고가
증가하고, 특히 사망 재해가 많이 발생

4) 전체 노동재해건수에서 60세 이상 노동재해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 1989년 12% → 2015년 23%(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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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정부의 고령자 근로정책 등 개선 동향


(목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중에 일하는 고령자를 늘려서 인력부족을 완화하고 사회보장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 일본 인구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 계속 감소, 65세 이상 고령자 계속 증가


(근로 연령) 고용 계속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다른 회사로 이전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고령자를 포함한 중도채용시장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현재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의하여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


(근로 환경) 고령자가 근로하기 쉬운 환경 조성을 추진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70세 이후로도 선택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아베 수상) 10.22일 미래투자회의5)에서 “고령자의 희망,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발언
- 또한 10.24일 국회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인생100년 시대의 도래는 큰 기회”라며 “건강하고
의욕있는 고령자들로 일본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65세 이상 계속 고용, 중도 채용
등 확대 검토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 자민당 후생노동부 회장은 10.23일, 15~64세 생산연령인구를 18세~
74세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추진일정) 연내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서 중간보고 후 2019년 여름에 3년간 실행계획을
완료하고, 노동정책심의회(후생노동성 장관 자문기관) 심의를 거쳐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5) 2016.9 설치. 의장은 수상, 부의장은 경제재생담당대신(내각부 대신), 내각관방장관, 경제산업대신. 관민 연대조직으로 운영.
‘미래에의 투자’ 확대 성장전략, 구조개혁 가속화를 담당. 회의 서무는 경제산업성 등. “전(全)세대형 사회보장개혁”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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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역대 최고 고령화’라는 통계 발표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고령자 근로, 연금 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정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본은 고령자 증가를 새로운 기회, 경제성장의 계기로 만들고 건강수명 연장과 고령자 취업을
통해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본 국민들도 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크고 아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여론조사6)에 의하면 아베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정책으로서 사회보장분야가 30% 내외로 가장 높게 나옴


이에 아베 정부도 3기 내각 출범 후 ‘미래투자회의’와 수상의 국회연설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적극 표명


다만,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근로 등 정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지속 관심 필요
* 아사히신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아베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치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옴7)


고령이 되면 건강, 근무의욕 등의 개인차가 커서 일률적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노사
모두 유연한 제도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음
- 고령자 근로 등과 관련한 선택지가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기업의 노무관리가 복잡,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


특히 관련 통계를 보더라도 고령자의 고용연령을 늘릴 경우 발생하는 노동재해 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고령자의 시력, 청력 등 약화에 따른 노재사고 다발이 우려되므로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정비 불가결” 전문가 의견

6) 아사히신문 9.8~9.9 조사(10.16. 지면 발표) 사회보장분야 30%로 1위, NHK 10.6~10.9 조사 사회보장분야 28%로 1위
7) 아베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개혁에 대하여 기대한다가 32%, 기대하지 않는다가 57%(아사히신문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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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계청 발표자료 원문 번역본

붙임

<총무성 보도자료(’18.9.16)>

통계토픽 No.113 “통계로 본 일본의 고령자”
1. 고령자 인구
❍ 총인구가 전년 대비 27만 명이 감소한 한편, 고령자는 44만 명 증가
❍ 여성 고령자 인구가 처음으로 2,000만 명 돌파
❍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인구 비율은 28.1%로 역대 최고
❍ 7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20% 초과

표 1. 연령 구분별 인구 및 비율 (2017년 2018년) - 9월 15일 현재

자료 : ‘인구 추계’. ※)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주) 표 안의 수치는 단위 미만을 사사오입하므로 합계 수치와 내역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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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령자 인구 및 비율 추이 (1950년~2040년)

자료 : 1950년~2015년은 ‘국세조사(國勢調査)’, 2017년 및 2018년은 ‘인구 추계’
2020년 이후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 (2017년 추계)’ 출생 (중간) 사망 (중간) 추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 작성
주 1) 2017년 및 2018년은 9월 15일 현재, 기타 연도는 10월 1일 현재
2) 국세조사(國勢調査)에 따른 인구 및 비율은 연령 미상을 안분(按分)한 결과
3) 1970년까지는 오키나와가 제외됨

2. 고령자의 인구이동
❍ 고령자 전출 초과수는 도쿄도가 가장 많고 전입 초과수는 사이타마현이 가장 많음
그림 2. 고령자의 도도부현별 전입 초과수 (2016년, 2017년)

자료 : ‘주민 기본 대장 인구 이동 보고’
주) 전입 초과수는 전입자 수부터 전출 자수를 공제한 수. 전입 초과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전출 초과를 나타낸다. 또한
전입 초과 0인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전입 초과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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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의 취업
❍ 고령자의 취업자 수는 14년 연속 증가해 807만 명으로 역대 최다
❍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2017년에 70세를 맞이함에 따라 70세 이상에서 주로 증가

그림 3. 고령 취업자 수 추이 (1989년~2017년)

자료 : ‘노동력 조사’(기본 집계)
주)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보완 추정치

그림 4. 고령 취업자 수 대비 전년 증감 추이 (1989년~2017년)

자료 : ‘노동력 조사’(기본 집계)
주) 2011년 및 2012년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보완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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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자의 가계
❍ 고령자 세대의 지출 비율은 교제비 (기타 소비지출), 보건의료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5. 소비 지출 구성비(비고령자 세대에 대한 배율) (2017년: 2인 이상의 세대)

자료 : ‘가계 조사’ (가계 지출편)

❍ 고령자 세대 인터넷 쇼핑 이용 비율은 10년간 2.6배 상승
그림 6. 고령자 세대의 인터넷 쇼핑 이용 비율 추이

자료 : ‘가계 소비 상황 조사’
주) 본문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인터넷 쇼핑’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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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비교로 본 고령자
❍ 일본 고령자 인구 비율(28.1%)은 세계 최고
표 2. 고령자 인구 비율(상위 10개국) (2018년)
총인구
(만 명)

65세 이상 인구
(만 명)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순 위

국가명

1

일본

12,642

3,557

28.1

2

이탈리아

5,929

1,382

23.3

3

포르투갈

1,029

225

21.9

4

독일

8,229

1,783

21.7

5

핀란드

554

120

21.6

6

불가리아

704

148

21.1

7

그리스

1,114

229

20.6

8

크로아티아

416

84

20.1

9

스웨덴

998

201

20.1

10

프랑스

6,523

1,308

20.1

자료 : 일본 값은 ‘인구 추계’, 그 외는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7 Revision(UN)
주) 일본은 9월 15일 현재, 다른 나라는 7월 1일 현재

그림 7. 주요국의 고령자 인구 비율 추이 (1950년~2065년)

자료 : 일본 값은 2015년까지는 ‘국세조사(國勢調査)’, 2020년 이후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 장래 추계
인구’, 그 외는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7 Revision (UN)
주) 일본은 매년 10월 1일 현재, 다른 나라는 매년 7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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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령자 취업률(23.0%)은 주요국 중 최고
그림 8. 주요국의 고령자 취업률 비교 (2007년, 2017년)

자료 : 일본 값은 ‘노동력 조사’ (기본집계), 그 외는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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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
부이사관 황 명 석

3-3

일본 돗토리현 민간주도
한일간 교류 사례

1. 보고 배경
2. 주요 경과 및 교류의 특징
3. 시사점

일본 돗토리현 민간주도 한일간 교류 사례

<요 약>
일본 돗토리현 출신, 도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들(70대) 주도로 한국(강원도)과 일본
(돗토리현)의 고등학생 축구교류 행사를 2013년부터 매년 돗토리현에서 추진 중이며 민간 주도
국제 교류로서 참고할 의미가 있음

□ 보고 배경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돗토리현1)에서 돗토리현 출향민 단체 주도로 한일 청소년
교류를 적극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 제6회 “한일고교생 축구교류-IN 大山”와 제2회
“아시아국제유스축구-IN 鳥取 ”를 개최

□ 주요 경과 및 교류의 특징
 (교류 발상) 2010년 돗토리현 출향민(그룹 세븐티)*가 일·한·러 고등학생 축구교류 아이디어를
착상하고, 우선 한국과 교류하기로 함
* (그룹 세븐티) 수도권 거주 돗토리현 서부 출신자들 단체, 대부분 70세 이상


(1회 개최) 2011년 돗토리현의 교류 지자체인 ‘강원도’의 축구협회에 제안하고, 양 지역
축구협회간 “2013년 제1회 개최”를 합의, 개최
 (행사 비용) 돗토리현 출향 개인․기업 등 중심으로 기부*를 통해 조달하고, 한국 축구팀 교통,
숙박 등 주요 소요비용을 지원
* 2018년의 경우 개인 135명, 법인 24사가 기부하였음


(행사 발전) 강원도-돗토리현 한일 고교축구 교류를 추진해오다 5주년 기념으로 2017년
부터는 홍콩도 참여하는 U18 축구대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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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우리도 출향민 단체, 향우회 등 주도로 인연이 있는 다른 나라 학생들을 초청하여 국제
교류를 한다면 민간외교로서 상당한 효과 기대


출향민 단체가 주도적으로 행사 기획, 예산마련, 행사 진행 등을 도맡아서 함으로써 민간
주도 국제교류의 모델로서의 장점이 있음

1) 돗토리현은 인구 56만3천명(’18.3)이고, 관광객 수는 연간 1,891만명(’17년)이 찾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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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돗토리현 출신, 도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들(70대) 주도로 한국(강원도)과 일본(돗토리
현)의 고등학생 축구교류 행사를 2013년부터 매년 돗토리현에서 추진 중이며 민간 주도 국제 교류로서
참고할 의미가 있음

 보고 배경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돗토리현2)에서 돗토리현 출향민 단체 주도로 한일 청소년 교류를
적극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 제6회 “한일고교생 축구교류-IN 大山”와 제2회 “아시아국제
유스축구-IN 鳥取”를 개최
* 제6회 한일고교생축구(8.17~18), 제2회 아시아국제유스축구(11.16~18)

 주요 경과 및 교류의 특징
<교류의 아이디어 : 돗토리현의 출향민 단체 “그룹 세븐티”>
 2010년에 돗토리현 출향민 “그룹 세븐티”*가 고향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일․한․러 고등학생
축구교류 아이디어를 착상하고, 돗토리현 서부사무소, 돗토리현 축구협회 등과 협의 후 우선
한국과 교류하기로 합의
* (그룹 세븐티) 수도권에 살고 있는 돗토리현 서부 출신자들이 만든 임의단체로서 30명 정도가 회원이여
대부분 70세 이상으로 회원 상호간 친목과 고향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됨.

<첫 교류를 위해 : 한일 교류 자치단체 간 축구협회를 중심으로>
 2011년 돗토리현의 한국 교류 지자체인 ‘강원도’의 축구협회에 이를 제안*하고, 2012년 돗토리현
축구협회와 강원도 축구협회간에 “2013년 제1회 개최”를 합의한 후, 드디어 2013년 8월에
첫 교류 개최
* 2011년 12월 돗토리현 고교 축구부가 강원도 원정시 기획서를 강원도 고교 감독에게 부탁하여 강원도
축구협회로 전달함.

<교류행사 예산 : 매년 실행위원회 회원 모집(개인, 법인)을 통해서>

교류 행사 비용은 돗토리현 출향 개인․기업 등을 중심으로 개인은 5천엔 이상, 법인은 3만엔
이상 기부를 통해 조달하며, 한국 강원도 축구팀 교통, 숙박 등 주요 소요비용을 지원
* 2013년 실행위원회는 회원모집 착수하여 개인 70명, 기업․단체 7사로부터 기부를 받았으며, 2018년의
경우 개인 135명, 법인 24사가 기부하였음

2) 돗토리현은 인구 56만3천명(’18.3)이고, 관광객 수는 연간 1,891만명(’17년)이 찾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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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발전 : 홍콩도 참여하는 아시아 유스 축구행사도 개최>

강원도-돗토리현 한일 고교축구 교류를 추진해오다 5주년 기념으로 2017년부터는 홍콩도 참여하는
U18 축구대회를 개최

 시사점

우리도 출향민 단체, 향우회 등 주도로 인연이 있는 다른 나라 학생들을 초청하여 국제교류를
한다면 민간외교로서 상당한 효과 기대
- 각 지자체별 교류(우호, 자매도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축구협회 등과 협력하여 추진
가능
-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할 때 교류 모델 참고


출향민 단체가 주도적으로 행사 기획, 예산마련, 행사 진행 등을 도맡아서 함으로써 민간주도
국제교류의 모델로서의 장점이 있음
- 민간 주도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
- 다만 행사 확대 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정부 일부 지원도 필요


돗토리현은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가장 인구규모가 작은 지자체임에도 다양한 국제교류 추진을
통해 지역활성화 제고

※ 제6회(2018년) 행사 개최 개요

행사명 : “일한 고교생축구교류 IN 大山 2018”

기간/장소 : 2018.8.17.~18 / 돗토리현 米子市

학생참석 : 고등학생 76명(일본 58명, 한국 18명)

행사후원 : 개인 135명, 기업․단체 2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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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표부
부이사관 황 기 연

4

한국의 정부기관 신뢰제고
요인 이해

Ⅰ. 개 요
Ⅱ. 주요 연구결과
Ⅲ. 주요 정책적 제언
Ⅳ.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정부기관 신뢰제고 요인 이해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요 약>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정부 자료의 이용․접근․재활용 가능성, 공직자 재산등록 등과
같은 공공부문 성과지표는 OECD 상위권이나 국민들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한국의 이러한 성과역설에 대한 이해 및 정부기관 신뢰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
OECD와 KDI가 공동으로 20세 이상 한국시민 3,000명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실시
※ 2018.11.30. OECD와 KDI가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정부신뢰 제고’ 세미나에서 발표

 주요 연구결과
 정부 기관, 정치적 기관, 사회 조직 등 각 기관에 따라 신뢰수준이 다르며, 공공보건기관,
학교, 시민단체 등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정부기관의 역량(대응성, 신뢰성)과 가치(청렴성, 개방성, 공정성) 요인 모두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나, 국민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최근 접촉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개인간 신뢰수준도 낮음 :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귀중품이 들어있는
지갑 분실시 약 60%는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

 주요 정책적 제언
대통령의 임기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 우선과제 정립
역량
관점

업무스킬과 연계된 유연한 환경조성 및 공공부문 혁신적 조직문화 육성
위험관리 정책 실행력 강화와 지방정부의 위험 대비성 및 자율성 제고
안정적, 상호 협력적이며 투명한 정책결정 환경 촉진
정부기관의 신뢰성․합법성 제고를 위한 청렴 프레임워크 개선

가치
관점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사회집단 및 지역간 부담․기회․보상 배분과정에서의 공정성 우려 해소
정부 효과성 및 책임성 극대화를 위한 정부 소통전략 재정비

※ 출처 : OECD & KDI(2018.11.30.),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4. 한국의 정부기관 신뢰제고 요인 이해 _

75

Ⅰ

개요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정부자료 공개 및 공직자 재산등록 등과 같은 공공
부문 지표*는 OECD 상위권이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 2회(2015, 2107년) 연속 1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적용범위 및 공개
대상도 최상위권임

 2016년 기준, OECD 국가 내 국민들의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42%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 24%임(32위)

<OECD 국가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 2016년도 및 2006년 이후 변화율>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성과 역설(performance paradox)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부기관
신뢰 요인을 분석하고 신뢰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위해 OECD와 KDI가 지난 3년간
공동 연구
※ 2018.11.30. OECD와 KDI가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정부신뢰 제고’ 세미나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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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론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측정
 (조사대상) 20세 이상 우리 국민 3,000명(성별․연령별․지역별 표본 추출)
 (조사기간) 2016. 1.20 ~ 2016. 2.22 (약 1개월)
 (자료수집)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한 인터뷰 방식
 (측정기법) 예/아니오 의 단순 답변이 아닌 0~10점 척도 활용
- 정부의 역량(대응성, 신뢰성)과 가치(청렴성, 개방성, 공정성)를 기본 변수로 설정하고, 소통과
갈등관리를 추가 변수로 설정

 신뢰에 관한 OECD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결과 분석
 역량과 가치 요인 모두 정부기관 신뢰제고에 영향을 미침
- 역량은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을
의미하며 대응성과 신뢰성으로 세분화
- 가치는 정부 행동에 지침이 되는 원칙이나 핵심 동인을 의미하며 청렴성, 개방성 및 공정성으로
세분화

<정부 신뢰에 관한 OECD 프레임워크>
신뢰구성요소

역량(Competence)
국민이 원하고 기대
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정부
능력

가치(Value) : 정부
활동에 지침이 되는
동인과 원칙

정부의 책무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책 관점

공공서비스 제공

▪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평등한 공공서
비스 접근
▪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적시성
▪ 시민 피드백에 대한 반응, 공공서비스 제공시
사용자 존중

대응성
(Responsive
ness)

변화 예측,
국민보호

▪ 예측과 변화하는 국민 욕구 및 도전과제에
대한 적정한 평가
▪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동
▪ 사회․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의 효율적 관리

신뢰성
(Reliability)

권한 및 공공
자원의 윤리적 사용

▪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
▪ 반부패에 대한 약속
▪ 책임성

청렴성
(Integrity)

국민 의견청취,
협의 및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보 제공,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참여 기회 제공

개방성
(Openness)

모두를 위한 사회경
제적 조건 개선

▪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 추구
▪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우

공정성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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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결과

1.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요인 분석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은 기관별로 다양
 공공보건기관, 학교, 시민단체 등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반면, 국회, 국회의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 수준 >

※ 척도 0-전혀 신뢰 안함, 10-완전 신뢰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
 다양한 요인 중 정부기관과의 최근 접촉경험이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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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신뢰 결정요인>

 개인간 신뢰수준도 낮은 편
 값비싼 물건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했을 때, 만약 낯선 사람이 그 지갑을 발견하였다면, 이를
돌려줄 것이라 생각하는 지에 대해
- 응답자 중 약 60%는 “아니오”, 40%는 “예”라고 답변
 가족 등 제한적인 관계간 신뢰가 높고, 처음만나는 사람 등 일반적인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음
<다양한 집단에 대한 개인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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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공공부문 성과는 OECD 평균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
 디지털서비스, 정부 정보의 이용․접근․재사용 가능성, 공직자 재산공개 등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정부의 청렴성이나 개방성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대한민국-OECD간 정부기관 성과비교 : 재산공개, 인터넷활용>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 (문헌조사 요약)
 (정치 문화 및 민주화) 1980년대 이후 민주화로 국민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운영 방식
및 정책에 대해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
-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정부신뢰가 낮을 것이라고 쉽게 가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신뢰가 낮아질 가능성 존재
 (공무원 역량 및 청렴성)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 등 공무원 역량 부족에 따른 정부정책 실패,
공무원 부정부패 등이 국민 신뢰 저해
 또한 매스 미디어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정당들 간의 이념적 갈등,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을 위한 경쟁 등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침

2. 정부 신뢰 제고 요인 : 역량(Competence)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역량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며, 대응성과 신뢰성의 두 가지 관점 포함
(1) 대응성(Responsiveness)
 “정부가 업무수행에 있어 유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40%가 6점 이상을, “좋은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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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위한 정부기관의 역량에 대해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48%가 6점 이상 부여
<정부가 유능하다거나 정부기관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 0-10점 척도, 낮음(Below) : 0-4, 보통(Neutral) : 5, 높음(Above) : 6-10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이는 결국 정부의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신뢰 제고에 기여

 신뢰성(Reliability)
 “공공기관이 시민을 보호하거나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약
50% 이상이 5점 이하 점수 부여
<정부가 시민을 보호하거나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인구비율>

 신뢰성 향상은 사회의 불확실성 감소 및 신뢰 생성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정부 신뢰성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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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신뢰 제고 요인 : 가치(Value)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인 가치는 청렴성, 개방성, 공정성의
세 가지 관점을 포함
(1) 청렴성(Integrity)
 청렴성은 단순히 부패 및 권력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공유된 윤리적 가치, 원칙과 규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에 관한 것임
 OECD 6개국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 한국의 경우, 거의 60%의 응답자들이 평균(5점)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청렴성 부족하다고 인식
<OECD 6개 회원국에서의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청렴 인식>

 정부의 신뢰성 및 합법성 강화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과 연계된 견고한 청렴 프레임
워크 구축이 필수적
(2) 개방성(Openness)
 “공공기관이 투명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64%가 평균(5점)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국민 인식이 높다는 점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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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6개 회원국에서의 공공기관 투명성에 대한 인식>

 높은 수준의 투명성은 국민이 정부정책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정부 신뢰
제고가 가능하므로
- 정책결정과정 개방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정보접근성 보장 등 다양한 매커니즘을 통한
투명성 강화 필요
(3) 공정성(Fairness)
 “공공기관이 성별․인종․연령․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 한국의 경우, 64% 이상이 평균(5점)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대우에
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
<OECD 6개 회원국에서의 공공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25세 미만의 50% 이상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최고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젊은 세대의 정부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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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 최고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별 인구비율>

 OECD 국가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평균은 32% 이나 한국의 경우 여성중간관리자 및 고위
공무원 비율이 각각 18%와 6%로서 공공분야내 양성 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적극적
관심 필요

4. 정부 소통 및 공공 갈등과 신뢰간의 관계
 소통과 신뢰간 상관관계 분석
 정보의 효용성이나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국민 간 상호작용적 관계가
배양되는 쌍방향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선정된 우리나라 정부 신뢰에 기여하는 주요 정부 커뮤니케이션
성공 사례
- 광화문 1번가, 국민디자인단, 국민신문고, 공익광고제도, 공공데이터포털, D-Brain, 금융소비자보호
조기경보체제 등

 60대 이상은 정부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부여

 공공갈등과 신뢰간 상관관계 분석
 ‘정부는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문항에 대해 최근 3년간 공공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4.22)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5.21)에 비해 부정적으로 답변
- 이는 갈등해결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음을 시사
 공공갈등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여론조사인 숙의투표
(deliberate polling)에 참여할 의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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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정책적 제언

 역량 관점에서의 신뢰 제고 방안
 대통령의 임기를 초월하는 장기적 국가 우선과제 정립
-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실행을 위해 수용가능한
장기적 우선과제 정립
 유연한 환경조성 및 공공부문 혁신적 조직문화 육성
- 적절한 업무스킬과 연계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혁신문화
육성 및 조직 역량 향상
- 공공서비스 공동생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등 조직문화 개선
 위험관리 정책 실행력 강화와 지방정부의 위험 대비성 및 자율성 제고
- 복잡․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회복력 강화 및 국민 보호를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
실행력 강화
- 지방정부 위험업무담당부서의 대비성 및 자율성 제고
- 장기적 미래 예측능력 향상 및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한 대응․복구 등에 있어 신축성 보장
 안정적, 상호협력적이며 투명한 정책결정 환경 촉진
-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정책 개발 및 형성과정에 있어 안정적이고 상호 협력적이며 투명한
정책 결정 환경 촉진 필요
- 국민 욕구 대응 및 공공정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정부기관 및 민관간 협력 촉진 필요

 가치 관점에서의 신뢰 제고 방안
 정부기관의 신뢰성․합법성 제고를 위한 청렴 프레임 워크 강화
- 내부고발 활성화 등 청렴제도 강화, 민간 및 공공분야 청렴문화 확산 등
- 강력한 가치지향적 문화와 함께 정책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청렴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 및 평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 정책개발 초기단계부처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사이클에 있어서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 구축 및 정책선택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
- 시민,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수단 및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사회집단 및 지역간 부담․기회․보상 배분과정에서 공정성 우려 해소

4. 한국의 정부기관 신뢰제고 요인 이해 _

85

- 사회구성원들 간 부담과 보상의 분배, 기회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므로 사회
규범의 기본요소로서 공정성 및 연대성 등 사회적 가치 강화
 정부 효과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부 소통전략 재정비
- 정보공개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필요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사전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 공유와 정부와 국민간의 쌍방향적․상호
작용적 소통 전략 확립

Ⅳ

정책적 시사점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발표(18.3.19)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운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구현 등
3대 전략 제시
 2016년 기준, OECD 국가내 하위권인 정부신뢰 수준(32위)을 2022년까지 10위권 진입이라는
구체적 목표 수립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OECD 신뢰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대응성,
신뢰성)과 가치(청렴성, 개방성, 공정성) 측면의 5개 중요관점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신뢰제고 방안 검토 필요
 정부신뢰는 일반국민의 최근 정부기관 접촉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및 지방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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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서기관 우 희 창

5

우즈베키스탄 하반기 주요
개혁조치 분석

1. 전자비자 발급시스템 도입(UP-3836)
2. 투자환경 개선방안(UP-5495)
3. 기업권익 개선 추가방안(UP-5490)

우즈베키스탄 하반기 주요 개혁조치 분석

1

전자비자 발급시스템 도입(UP-3836)


주재국은 지난 7.15일부터 2018.7.4.일자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따라 전자비자발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현재 국가별로는 중국 100명, 미국 82명, 영국 54명, 폴란드 43명, 인도 39명 순으로, 이중
265명의 신청자들은 이미 비자 발급을 완료한 상태며 269명은 현재 비자 발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집계됨.
- 비자 발급 수수료는 20달러이며 접수 후 2일 정도 소요되는 전자비자의 유효 기간은 90일로
이 기간 동안 30일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를 수 있음. 한편 발급된 전자비자는 신청자
본인의 이메일로 발송되며 이를 출력해 입국 심사 시 보여주면 됨

2

투자환경 개선방안(UP-5495)


주재국은 지난 8.1일 대통령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종전 6억숨
(약 7.5만불)에서 4억숨(약 5만불)로 조정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금을 전격적으로 인하
하였음.
- 최소 외국투자 비중도 30%→15%로 인하하고 외국인 개인의 법인주주 참여를 허용하였음.


또한 ’18.9.1일부터 토지 수용절차를 개선하여 정부의 토지 수용 시 소유권을 행사하는 개인 및
업체와 공개 논의하고 부동산 평가를 한 후 수용
- 해당 자산의 시장 가격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철거를 할 수 있음


금년 10.1일부터는 비농업용 부지의 경우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기존의 경우
5년 임대 계약 후 연장 가능)
- 호텔, 상가, 위락시설, 생활센터, 교육시설, 병원, 도로 등 관련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의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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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은 경매를 통해 제공
- 구청장, 시장 등 지역 단체장(Khoim)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비농업용 토지 임대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


또한 농산물 수출 자유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 시 국영농산물수출공사의 지정가격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폐지

3

기업권익 개선 추가방안(UP-5490)


주재국은 지난 2018.8.27.일 대통령령을 통해 토지 수용 보상기금을 설립하고 공익 목적으로
건물 철거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중앙기금을 설립 추진


또한 ’18.9.1일부터 정기 비세무 및 회계조사를 중단하여 기업의 재무 및 회계와 관련 없는
정기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90 _

제4분기 주재관 보고서

붙임

대통령령 원안

1. 투자환경 개선 방안 대통령령 발표(norma,

8.2)


8.1(수) 정부는 「투자환경 종합 개선 방안」 대통령령(UP-5495)를 채택하고 외국인투자 및 토지
수용 개선 방안을 발표

8.1부터 개인 및 기업의 재산 활용 및 거래 관련 채택된 국가기관 행정법 준수한 개인 및 기업이
정부기관의 행정법 개정 또는 취소로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며,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문제 관련 소송 진행시 사법절차에서 고려됨

(토지 수용 절차 개선) 9.1부터 정부의 토지 수용시 해당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개인/업체와
공개적인 논의 및 부동산 평가 시행 후에만 수용 가능 예정
- 이와 관련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상업 건물 및 기타 건물 철거시 해당 자산에 대한
시장 가격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철거가 가능
- 국가 기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개인 및 법인이 입은 손해는 정부가 보상하며, 우선 관련
기관의 예산외 자금으로 충당 후 가해자로부터 지불된 보상금 회수
- 공익 목적의 토지 수용의 경우를 △국방/안보/자유경제지구 조성,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 △자원광산 발견/개발, △공공 인프라(도로/철도/공항/전력 등) 건설, △정부 예산에
따른 시설 공사 등 도시 계획 공사 및 대통령령에 따른 공사로만 한정

(토지 제공 절차 개선) 10.1부터 비농업용 부지의 경우 최장 50년까지 임대 제공되며, 단 투자
사업별 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지 제공 필요
※ 우즈벡 토지는 국가 소유 원칙으로서, 종전에는 농업용 토지의 경우 49년 임대, 비농업용 부지의 경우
5년 임대 계약 후 연장 가능

- 호텔, 상가, 위락시설, 생활센터, 교육시설, 병원, 도로 인프라 등 관련 부동산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의 영구적 사용권은 경매를 통해 제공
- 구청장 및 시장 등 지역 단체장(Khokim)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농업용 토지 임대 계약(최장
50년)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주지사/타슈켄트시장/카라칼팍스탄공화국 의장 등이
1천만불 이하 규모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며 2017년 6월 16일자
대통령령 No.3607 첨부 No.1, No.2를 제외하고 2,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이하
미사용토지에 대한 계약 체결 권한 부여
※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계약을 중앙부처인 국가투자위원회가 담당하여 왔으며, 향후에는 1천
만불 초과되는 투자 계약 담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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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기업 자본금 인하)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관련 최소 자본금이 종전 6억숨(≒
77,000불1))에서 4억숨(≒ 51,000불)으로 인하
- 또한 자본금에서 최소 외국 투자 비중이 종전 30%에서 15%로 인하되었으며, 종전의 외국 법인
형태의 참여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법인 주주로 참여 가능(해당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3년간 멀티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농산물 수출 자유화 방안) 국영농산물수출공사(Uzagroexport)가 발표한 농산물 수출 가격보다
높게 해당 농산물 수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농산물 수출 절차
개선
※ 국영농산물수출공사(Uzagroexport)는 2016.4월 설립되어 우즈벡산 신선 과채류 수출 독점 기관이었으나
2017.7월부터 수출 자유화 방안에 따라 민간 기업/개인도 수출하도록 허가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출 가격
제한


기업 주식·배당금 취득 및 외국기업 설립 형태로 투자 당시 우즈벡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의
8,500배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우즈벡 출국 없이 연장 가능한 복수
비자(3년 기한) 발급

2. 기업 권익 개선 추가 방안(norma,

7.30)


7.27(금) 정부는 「기업 권익 개선 추가 방안」 대통령령(UP-5490)을 채택하여 토지 수용 보상
및 세무조사 부문 개선 방안을 발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채무 탕감)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된 세금, 연체료, 벌금, 법정소송 비용
등에 대해 탕감한다고 발표
- 이에 따라 △2018.3.31.까지 개인사업자 형태를 상실한 개인, △ 2018.4.1.부터 영업활동을
중단한 개인사업자, △국가등록 없이 영위한 활동에 대한 연간 고정세가 부과된 개인은 관련
채무를 변제받게 될 예정(단, 2018.12.31.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 활동 재개 및 국가등록
이행 필요)
- 국가조세위원회는 금년 10월말까지 채무 납부 불능 업체를 조사하여 채무 변제 대상 업체
목록을 작성/제출하며,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활동 중단 절차, △기업 청산 절차 간소화,
△회생 불능 업체의 채무 변제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8월말까지 내각에 제출토록 지시

1) 8.1 현재 환율 1미불당 7,791.88숨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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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비세무/회계 조사 중단) 9.1부터 기업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정기 조사를 전면 중단
하기로 하였으며, 동 조사 대신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검찰이 기업 조사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리스크 관리 제도 결과에 따라 기업
조사가 착수될 예정
- 여러 관리 기관들이 시행하는 모든 조사는 「통합조사전자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되며,
동 시스템 등록 없이 이행된 조사는 위법 사항으로 처리
- 정보통신개발부가 9.1까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게 되며, 2019.1.1.부터 전면
시행될 방침
※ 금년 초 발표된 기업 활동 개선 조치에 따라 현재 2년간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2020년 정기 세무조사
재개 예정)

◦ (검찰의 한시적 특별 기업 조사 재개) 8월 한달간 검찰이 한시적 특별 세무조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조사 기간은 1일에서 최대 10일간(필요시 조사 2회 연장)으로, 개인/법인 신고 및 리스크 분석에
따라 조사 시행 방침
- 해당 조사 시행 배경으로는 2018.4.1.부터 ‘중앙감독기관활동조정위원회’가 폐쇄되었고 동 업무
관련 검찰이 인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조사가 현재까지 미시행
- 또한 2018. 6월 국가조세위원회내 ‘소매/서비스업 위반 예방 전담국’이 폐쇄되어(1,245명 근무
직원 해고), 가격 왜곡, 현금기계/터미널 사용, 영수증 등 성실 신고에 대한 검사가 중단되어
온 상황으로, 특별 조사 시행 결정(이에 따라 탈세, 영업시간 위반, 미등록 영업 활동 등을
단속할 예정)
※ 또한 검찰에 조세 및 관세 기관을 감독하는 전담반(검찰 차장)이 조직되며, 해당 기관들의 위법 및 뇌물
수수 문제를 감독할 예정

◦ (토지 수용 보상 기금 설립) 공익 목적으로 수용 대상 건물 철거시 보상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으로 내각 산하 수용 대상 부지 보상 중앙기금이 설립될 예정
- 이에 따라 2개월 기간 동안 내각 산하 기금이 신설되며 , 동 기금은 지방정부로부터 일정 재원을
충당 받을 예정이며, 향후 동 기금으로부터도 토지 수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철거 불가 방침
※ 기존에는 토지 수용시 보상은 철거된 부지를 사용할 기관 및 회사 재원 또는 지방 정부의 예산 및 국가
자산 민영화 수입으로 지원됨에 따라 단일화된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 재원이 없어 다수 민원 발생

- 이외에도 현재 토지 수용 및 보상 부문 신규 절차를 수립 중으로, 2018.9.1.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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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기관 전 한 성

6

디지털 생산성의 역설과
정책방향

1. 배경
2. 노동생산성 추이 및 감소 원인
3. 기술 활용 및 확산의 한계
4. 향후 정책방향

디지털 생산성의 역설과 정책방향

<요 약>

1. 배경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증가속도 또한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기대

그러나, 오늘날 기술변화와 혁신이 생산성 데이터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노동생산성 추이 및 감소 원인

OECD 회원국의 2000년~2015년 사이 노동생산성은 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노동생산성 감소세는 2000년~2017년 사이 APEC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농업과 제조업중심의 GDP 측정방식의 한계, 신기술 파급 지체현상 등이 노동생산성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3. 향후 정책방향

디지털 중심, 서비스 중심 경제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GDP 측정모델 개발 등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의 개선

신기술 채택과 확산을 위해 데이터 공유 촉진이 필요
-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데이터 공유 제한은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는 등 노동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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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컴퓨팅 역량의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은 IT기술 혁신을 촉발, 기업과 근로자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사회 각 영역에서 많은 일들이 더욱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함

<집적 회로당 트랜지스터 수(1,000개) 변화 추이, 1972~2017>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증가속도 또한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기대


그러나, 오늘날 기술변화와 혁신이 생산성 데이터에는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98 _

제4분기 주재관 보고서

2

노동생산성 추이 및 감소 원인


기술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거 20년간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2000년~2015년 사이 노동생산성은 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노동생산성 감소세는 2000년~2017년 사이 APEC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APEC 회원국 노동생산성 추이, 2000~2017>


노동생산성 감소 원인의 하나로 GDP 측정방식의 한계가 지적
- 현 측정방식은 1947년 최초 개발된 것으로 2008년 현재 7번째로 업데이트된 측정방식
- 동 측정방식이 농업과 제조업과 같은 경제활동은 측정하는데 편향되어 있어, 디지털 경제
산출물을 측정하는데 한계
* 검색 서비스, 이메일, 소셜 미디어 등 무료 디지털서비스의 실제 가치가 전통적 GDP 측정방식에서 간과


아울러, 신기술 파급 지체현상도 노동생산성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1796년 특허받은 증기엔진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까지 거의 100년이 소요되었고, 전화, 전기
또한 상당기간 소요
- 신기술을 대량 생산 및 응용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에 기인

6. 디지털 생산성의 역설과 정책방향 _

99

3

기술 활용 및 확산의 한계


신기술은 실제 생산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기존 근로자는 더 생산적인 분야로 재배치될 때,
생산성 향상에 기여


기술혁신의 복잡성, 기술과 데이터공유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가 기술 이용을 저해

열악한 투자 환경, 정책 불확실성 등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기업의 기술 확산과 생산성
제고를 저해


신기술의 등장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고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함
- 저숙련 노동자는 실직 위험에 처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은 이러한 노동력의 재배치를 제약
- OECD 회원국 노동력 중 30%가 해당 직종에 기술적 측면에서 자격미달 이거나, 오히려 과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


노동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노동
인구에 대한 적절한 기술 보수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4

향후 정책방향

 디지털 경제 측정방식의 개선
 미래 디지털 중심, 서비스 중심 경제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GDP 측정모델이 필요함
- 스마트폰 앱, 검색엔진 서비스, 클라우드기반 데이터 서비스 등 서비스를 측정하는 것은 물리적
상품을 측정하는 것에 비해 용이하지 않음
- 공유경제에서 생산과 소비간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 온라인기반 중고상품의 거래 증가 등도
정확한 GDP 측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향후 디지털관련 무료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 등 디지털 성과와 서비스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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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확산 촉진
 신기술 채택과 확산을 위해 데이터 공유 촉진이 필요
- 데이터 공유를 통해 기업은 맞춤형 광고, 소비자 취향 예측,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기회를 창출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데이터 공유 제한은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

 인프라 투자 확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IT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필요
-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

 인적자원 개발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여 업무와 요구되는 기술간 불일치를
최소할 필요
-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신기술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으로 양성
- 이를 위해 국가적 교육시스템 정비와 평생교육체계 확립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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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B
서기관

7

신승렬

미주지역(America)의 지역적
구분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1. 한국에서 부르는 “북미”와 “중남미”라는 지역명이 갖는 문제점
2. ‘언어-문화적 권역’에 기반한 미주(America)의 지역 구분
3. ‘정치-경제적 입지’에 기반한 미주(America)의 지역 구분

미주지역(America)의 지역적 구분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요 약>
◦ 미주대륙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북미/중남미로 구분하여 지칭하나 현지에서는 중남
미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음

◦ 중남미라는 표현은 지리적 위치에 의거한 명칭으로, 현지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보다는
언어/문화적 권역에 따라 영어를 사용하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로만어(스페인어, 포르투칼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

◦ 언어/문화적 권역이 다른 이유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에 기반하고 있으며, 양 지역은 오랜
시간동안 해당 문화의 강력한 영향하에 전혀 다른 특색을 갖고 있음

◦ 다만, 언어/문화적 권역과 별개로 실제적인 경제나 정치적 협력관계 차원에서 지역을 구분
하기도 함
-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국인 미국.캐나다를 한 축으로 하며
- 다른 모든 미주대륙 내 수혜국가들을 통칭하여 LAC(Latin America and Caribbean)이라고
지칭

◦ 이 LAC라는 표현이 각종 정치.경제 관련 문헌등에서 일반화된 표현이므로 기존의 ‘중남미’를
LAC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함

◦ 향후 LAC 지역에 대한 접근시
- 동일 언어/문화권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재개발국가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경험전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원조 제공국가인 미국의 영향력이 큰 바, 미국의 주도하에 설립된 경제지원기구 IDB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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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 작성 배경>
4개월간 미주개발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이른바 ‘중남미’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매주 낮으며, 그 낮은 이해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지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중남미’라는 지역명칭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임.
이에 미주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적 구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더 크게는
한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 진출할 때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고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음

1

한국에서 부르는 “북미”와 “중남미”라는 지역명이 갖는 문제점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이남에 위치한 모든 미주지역의 국가들을 “중남미”로 지칭

실제 현지인 아메리카 대륙(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을 “중남미”와
“북미”로 구분하여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음

특히 이러한 명칭으로 지칭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멕시코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보여지듯이 현지에서는 북미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항상 “중남미”에 속하는 국가로 통칭하고 있음

<북미 3국의 국기로 만들어진NAFTA 로고>
* UN의 통계를 위한 공식적 분류에서는 북미(North America)를 다시 북부 아메리카(Northern America), 중부
아메리카(Central America), 캐러비안(The Caribbean)로 나누고 멕시코를 중부 아메리카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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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 해당하는 South America 라는 표현도 거의 쓰지 않음. 그나마 ‘중미’(Central
America)의 경우 일부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많이 쓰이지는 않음
* 중미개발은행(CABEI, Central America Bank of Economic Integration),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중미
공동시장(CACM), 중미의회(PARLACEN) 등


한국에서 사용하는 ‘북미’와 ‘중남미’라는 구분은 지리적 위치(geographical location)에 따라
이뤄진 구분방식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타 대륙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에 기반한
구분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 북유럽-서유럽-동유럽/극동-동남아-서남아-중동/북아프리카-남아프리카 등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대륙(New world)으로 지리적 발견 이후 유럽 국가들에
의해 중세-근대에 걸쳐 식민지화 되고, 현대에 독립, 정부가 뒤늦게 수립된 온 톡특한 역사적
배경에 기반하여
- 타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지역구분과는 다른 식민지 당시 지배국을 근원으로 하는 언어문화권(cultural location)에 의거한 구분 방식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2

‘언어-문화적 권역’에 기반한 미주(America)의 지역 구분


이러한 언어와 문화권에 기반한 구분을 할 경우 아메리카 대륙은 크게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두 구역으로 구분됨.


두 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상호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커다란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영미권 Anglo-Saxon 이민자들이 식민지로 개척하고 이후 건국하여 영미 문화의 영향권하에
있는 영어권 국가를 “앵글로 아메리카”(Anglo-America)로 지칭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지칭하는 “북미”와 유사한 개념이나, 캐러비안 군도의 다수의 영어사용 국가 및
미국/영국령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7. 미주지역(America)의 지역적 구분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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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로 아메리카에 속하는 국가 및 미국/영국령>
국가명

인구

면적

인구밀도

Anguilla (영국령)

14,764

91 ㎢

162.2/㎢

Antigua and Barbuda

86,754

442.6 ㎢

196.0/㎢

Bahamas

310,426

10,010 ㎢

31.0/㎢

Barbados

285,653

430 ㎢

664.3/㎢

Belize

314,522

22,806 ㎢

13.9/㎢

Bermuda (영국령)

68,268

54 ㎢

1,264.2/㎢

British Virgin Islands (영국령)

24,939

151 ㎢

165.2/㎢

34,255,000

9,984,670 ㎢

3.7/㎢

Cayman Islands (영국령)

50,209

264 ㎢

198.2/㎢

Dominica

72,813

751 ㎢

97.0/㎢

3,140

12,173 ㎢

0.3/㎢

Grenada

107,818

344 ㎢

313.4/㎢

Guyana

748,486

196,849 ㎢

3.8/㎢

Jamaica

2,847,232

10,831 ㎢

262.9/㎢

5,118

102 ㎢

50.2/㎢

3,725,789

9,104 ㎢

409.2/㎢

49,898

261 ㎢

191.2/㎢

Saint Lucia

160,922

606 ㎢

265.5/㎢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04,217

389 ㎢

267.9/㎢

1,228,691

5,128 ㎢

239.6/㎢

23,528

430 ㎢

104/㎢

310,232,863

9,161,966 ㎢

33.9/㎢

109,775

346 ㎢

317.3/㎢

Canada

Cayman Islands (영국령)

Montserrat (영국령)
Puerto Rico (미국령)
Saint Kitts and Nevis

Trinidad and Tobago
Turks and Caicos Islands (영국령)
United States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미국령)
통계 : 2010년 기준 (출처: 영문 위키피디아)


반면, 로만어(Roman Language)에 속하는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불어를 쓰는 국가들을 묶어서
“라틴 아메리카”(Latin-America)로 지칭함.
- 해당 지역은 모두 라틴 인종-문화에 속한 남유럽국가 스페인, 포르투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경험을 갖고 있으며
- 오랜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원주민인 인디오보다, 이주자인 남유럽인이나 그들이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주시킨 아프리카인들과의 혼혈이 다수를 차지함
- 북미와 마찬가지로 원주민은 소수가 겨우 명맥을 잇고 있으며, 대부분이 혼혈인 이 지역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식민지배 당시 지배국가 문화에 동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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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 내 인종과 문화적 갈등>

원주민 비율이 높은 국가(멕시코, 페루), 아프리카 이주자 비율이 높은 국가(아이티, 브라질) 등
개별적 차이는 있으나, 역내 대부분의 국가는 유럽인들과 현지인의 혼혈이 다수를 차지함. 이러한
식민지 지배와 현지인의 동화가 매우 긴 시대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인종적 갈등요소는 크지 않음. 다만 흑인이나 인디오의 자손들이 백인계열의
자손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육체노동에 가까운 직업에 종사하는 현실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음.
(2018년 베니스 영화제 최우수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 ‘로마’는 멕시코 중상류층 백인가문
출신의 감독 Alfonso Cuaron이 어릴 때 자신의 집에 거주하던 원주민 출신의 가정부를 주인공으로
그려낸 자전적 영화로, 이러한 인종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신분적 차별을 극명하게
그려내고 있음)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민족간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중남미 지역 내부가 아닌 ‘미국’으로 미국은 앵글로 아메리카에 속하는 지역이나, 최근들어 라틴
아메리카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전통적인 지배층인 앵글로색슨계 미국인들이 히스패닉(Hispanic)이라 불리는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기존 문화를 오염시키고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혐오정서가 소득이 낮은 쇠락한
공업지역(이른바 rust belt)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들 백인들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미-멕시코 국경 장벽, 이민자
행렬(캐러반) 저지 등 계속해서 라틴아메리카 계열 이민자들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음

앵글로 아메리카가 우리나라에서 지칭하는 “북미”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면,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나라의 “중남미”와 유사한 개념이나, 몇 가지 예외가 있음
- 남미에 위치한 과거 네덜란드령이었던 수리남(Suriname)은 네덜란드어를 쓰므로 라틴
아메리카로 보지 않음
* 따라서 수리남의 경우 앵글로 아메리카-라틴 아메리카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국가임

- 또한 영어를 쓰는 캐러비안 제도 내 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에 속하지 않음. 즉 캐러비안
제도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혼재되어 있음
* 파견자가 근무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의 경우, 미주 내 가장 많이 쓰이는 4개 언어인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불어를 4개의 공식언어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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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에 속하는 국가 및 프랑스령>
국가명

면적
(km²)

인구

인구밀도
(km²당)

사용언어
(공식언어는 굵게표시)

Argentina

2,766,890

42,669,500

Bolivia

1,098,580

10,027,254

Brazil

8,514,877

203,106,000

23.6 포르투칼어

Chile

756,950

17,773,000

22 스페인어

1,138,910

47,757,000

40 스페인어

51,100

4,667,096

89.6 스페인어

109,886

11,167,325

102.0 스페인어

48,671

10,378,267

207.3 스페인어

283,560

15,819,400

El Salvador

21,041

6,401,240

293.0 스페인어

French Guiana
(프랑스령)

91,000

237,549

2.7 프랑스어

1,628

405,739

246.7 프랑스어

108,889

15,806,675

128.8 스페인어, 24개 도착어

27,750

10,745,665

361.5 크레올, 프랑스어

112,492

8,555,072

1,128

392,291

1,964,375

119,713,203

130,373

6,071,045

44.1 스페인어

75,417

3,405,813

45.8 스페인어

406,750

6,783,374

15.6 Guaraní, 스페인어

1,285,220

30,814,175

21

8,938

354.7 프랑스어

54

36,979

552.2 프랑스어

242

6,081

24.8 프랑스어

Uruguay

176,220

3,286,314

19.4 스페인어

Venezuela

916,445

30,206,307

Colombia
Costa Rica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Guadeloupe(프랑스령)
Guatemala
Haiti
Honduras
Martinique(프랑스령)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Saint Barthélemy
(프랑스령)
Saint Martin (프랑스령)
Saint Pierre and
Miquelon (프랑스령)

통계 : 2010년 기준 (출처: 영문 위키피디아)

110 _

제4분기 주재관 보고서

14.3 스페인어
8.4

스페인어 외 36 개
지역어

53.8 스페인어, Quechua

66.4 스페인어
352.6 Patois, 프랑스어
57.1

22

30.2

스페인어, 68 개
토착어

스페인어, Quechua,
Aymara

스페인어 외40 개
토착어

3

‘정치-경제적 입지’에 기반한 미주(America)의 지역 구분


이러한 공통적인 언어-문화권에 기반한 구분의 경우 비록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간 정치-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는 상황이 될 경우,
문화적 동질성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일례로, 앵글로 아메리카의 캐리비언 지역 내 소국들은 같은 캐리비언 지역 내 라틴아메리카
계열 국가(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와 공동 경제권을 이루고 있어 미국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에 더 의존적인 상황임
- 수리남의 경우 문화적 구분으로는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으나, 남미 대륙이라는 지정학적
(geopolitical) 위치상 당연히 정치-경제적으로 인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아메리카 대륙 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반미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경제-산업적 연계구조하에 경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도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개발도상국에 속함
<미국 의존 경제의 극단적 사례 : 엘살바도르 등의 이민자 경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미 지역의 다수 국가들은 미국에
공식/불법으로 이민간 자국민들이 국내에 남은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이 해당국가 경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최근 트럼프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이 강화되어 불법이민자들이 추방될 경우, 가장 이민자 비율이
높은 엘살바도르(자국 인구가 600만인 반면, 미국에 200만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치-경제적 입지에 의한 지역명칭이 실제 경제협력 등에서 널리 활용
되고 있음
- 미-소 냉전 당시 제1세계에 속하는 미국-캐나다
- 과거 공산권 블록인 제2세계에 속하는 쿠바*
* 차베스 정권 이후 반미노선을 강화한 베네수엘라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 외 모든 역내 개발도상국*
* 과거 제3세계로 불리던 비동맹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상호간 격차가 커지면서 결속력이 약해져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명칭으로 통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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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용어는 바로 LAC(Latin America and
Caribbean, 라틴 아메리카와 캐러비안) 으로, 미주는 경제적 공여국인 미국-캐나다와 수혜국인
LAC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 미주지역 내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의 경우, 이사국인 미국캐나다, 회원국이 아닌 쿠바를 제외한 모든 미주 내 국가를 “라틴아메리카와 캐러비안”(LAC:
Latin America and Caribbean)으로 지칭하며 미주개발은행 추진 사업의 수혜국으로 명시


따라서, LAC(라틴아메리카와 캐러비안) 라는 명칭 하에 포함되는 지역은
- 문화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속하는 모든 국가(지역적으로는 북미에 속하는 멕시코 포함)
- 캐러비안 지역의 앵글로 아메리칸 국가
-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수리남
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는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용어이며, 향후 문서상에
‘중남미’ 보다는 LAC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LAC에 속하는 국가 일람>
지역명
캐러비안
(29)

중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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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arbados
Bonaire, Sint Eustatius and Saba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uba
Curaçao
Dominica
Dominican Republic
Grenada
Guadeloupe
Haiti
Jamaica
Martinique

Montserrat
Navassa Island
Puerto Rico
Saint-Barthélemy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Martin (French part)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int Maarten (Dutch part)
Trinidad and Tobago
Turks and Caicos Islands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Belize
Costa Rica
Clipperton Island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Mexico
Nicaragua
Panama

제4분기 주재관 보고서

지역명
남미
(16)

4

국가명
Argentina
Bolivia
Bouvet Island
Brazil
Chile
Colombia
Ecuador
Falkland Islands (Malvinas)
French Guiana

Guyana
Paraguay
Peru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Suriname
Uruguay
Venezuela

결론 : 정책적 시사점


미주지역에 대한 전자정부나 정책 수출, 원조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고전적인 북미- 중남미
구분을 지양하고 보다 섬세한 접근을 할 필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남유럽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역공동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접근할 필요
- 대부분의 국가가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언어(스페인어,
포르투칼어)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언어를 우선시하는 접근방식 필요
- 일례로 현지인 접촉시 영어통역보다 스페인어 통역을 활용하고, 준비문건도 영어보다는
스페인어로 통역해 사용
- 한국에도 스페인어 전공자, 현지 거주경험자들이 다수 있는 바, 해당 인력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


동일 문화권에 속한 만큼 상당수의 행정, 시스템, 제도 등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국에 선도적
진출시 LAC 지역 내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 선도국가를 선정해 집중 접근할 필요
- 전자정부 시스템을 1개국에 수출할 경우, 타 국에 큰 변환 없이 바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메리트임


LAC 국가들의 공통적 문제점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진행정 경험전수를 적극 희망하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발굴, 적극 추진할 필요
- 공통적인 역사적 발전과정(식민지- 독립- 대외의존적 발전- 20세기 중반의 정치적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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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 21세기 민주정부 수립), 유사한 국민성(낙천적이고 열정적이나 다소 낮은 성실성)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유사한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대표적 문제로 도시 집중, 빈부격차, 정부의 불안정과 관료제화, 정보화 인프라 부족, 만성적
부패구조 등임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국이 이를 지혜롭게 극복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며 해당 국가들을 모아 공동으로 경험전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최할 필요.
- 언어가 동일하며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공동연수에 매우 큰 장점임


역내 국제기구인 IDB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전술한 바와 같이 미주대륙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는 북미의 두 선진국에 있으며 특히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음 (이른바 “미국의 뒷마당” backyard론)
- 그러나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LAC 전체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바, 서구 선진국들을 모아 출자
형식으로 미주개발은행(IDB)를 설립(1959년), LAC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최대 지주로
영향력을 유지해 왔음
- 한 때 다수 국가에서 좌익정부가 집권하면서 반 미국, 반 서구 흐름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및 서방 선진국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하는 중
- 따라서 직접적 진출보다는 미국의 주도하에 설립되어 해당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미주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진출을 모색할 필요
- 특히 한국이 지분을 갖고 있으며 다수 부처와 공공기관이 직원을 파견,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어느정도 IDB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2019년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 미주개발은행의 협력양해각서(MOU)가 갱신되므로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담고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중남미 지역 행정한류와 전자정부 진출,
안전 및 재난대응 경험 공유, 지역개발경험 전수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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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대통령령
주요내용

Ⅰ. 추진 배경
Ⅱ.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대통령령 주요내용

<요 약>

□ 추진배경

전자거래 등 개별법이 있으나, 국가적인 전자정부 관련법이 없는 상황
-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 추진(15년)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거버넌스,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전자정부를
실현해나가는 전자정부 대통령령 제정(18년)
* ’18.10.2., 조코위 대통령이 전자정부 대통령령(2018년 95호)에 서명

□ 전자정부 대통령령 주요내용

(총칙) 전자정부의 정의, 원칙, 적용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
- 전자정부란 전자정부 사용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를
이행하는 것
 (거버넌스) 마스터플랜, 아키텍처, 로드맵, 계획과 예산, 업무프로세스, 데이터와 정보,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보안, 서비스 등으로 구성
 (관리) 위험관리, 정보보안 관리, 데이터 관리, ICT자산 관리, 인적자원관리, 지식관리,
변화관리 및 서비스관리로 구성
 (조직) 국가전자정부 조정팀*에서 국가적인 전자정부 거버넌스를 관리하며,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별로 조정자를 선임하여 추진
* 행정개혁부장관이 팀장을 맡고, 팀원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통신정보부장관, 국가개발기획부장관,
사이버보안담당기관장, 기술평가 및 적용담당 기관장으로 구성

 (촉진)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 어플리케이션 및 국가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행
 (점검 및 평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전자정부의 품질개선을 위해 국가전자정부 조정팀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정자가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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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전자거래나 정보공개 등 전자정부와 관련한 개별법이 있으나, 국가적인 전자정부 관련법이 없는
상황


2003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① 신뢰있는 시스템 구축, ② 정부업무 프로세스와 관리시스템
마련, ③ IT 기술 최적 활용 등 전략과 부처 역할을 제시하였으나, 국가적인 전자정부 거버넌스와
추진전략은 부재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통상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정부와 관련된
대통령령부터 제정하여 전자정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범 부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정부 정책수립 및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정 추진(2015년~)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통합된 거버넌스,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전자정부를
실현해나가는 전자정부 대통령령 제정
* ’18.10.2., 조코위 대통령이 전자정부 대통령령(2018년 95호)에 서명

〈 인도네시아 법령체계 〉
▸헌법(인도네시아 1945 헌법 : Undang-Undang Dasar 1945)
▸법률(UU : Undang-Undang)
▸법률대체 정부규정(PERPUU :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정부규정(PP : Peranturan Pemerintah)
▸대통령령(PERPRES : Peranturan Presiden) : 전자정부 대통령령의 법적 지위
▸대통령명령(KEPPRES : Keputusan Presiden)
▸대통령지시(INPRES : Intruksi Pres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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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1. 총칙 : 전자정부의 정의, 원칙, 범위 등을 규정
(1) 전자정부(Electronic Based Government System,
SPBE : Sistem Permirintahan Berbasis Elektronik)의 정의, 원칙 등
- 전자정부란 전자정부 사용자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를
이행하는 것
* SPBE is the implementation of governance which utiliz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provide service towards SPBE users

(2) 전자정부 추진의 원칙
- 효과성(Effectiveness)
- 통합성(Intergration)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효율성(Efficiency)
- 책임성(Accountability)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보안(Security)

(3) 전자정부 대통령령의 적용범위
- 전자정부 거버넌스, 전자정부 관리, ICT 감사, 전자정부 구현조직, 전자정부 촉진, 전자정부
모니터링과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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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 거버넌스
(1) 전자정부의 요소(Elements)
a. 국가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b. 전자정부 아키텍처, c. 전자정부 로드맵,
d. 전자정부 계획과 예산, e. 업무프로세스, f. 데이터와 정보,
g. 전자정부 인프라, h. 전자정부 어플리케이션, i. 전자정부 보안,
j. 전자정부 서비스

(2) 전자정부 마스터플랜(Master Plan)
- 국가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은 수립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국가개발기획부에서 담당하며, 전자
정부 비전과 미션, 전자정부 정책방향, 전자정부 전략과 전략계획 맵이 포함

(3) 전자정부 아키텍처(Architecture)
- 국가(National) 전자정부 아키텍처,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전자정부 아키텍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전자정부 아키텍처로 구성
- 국가 전자정부 아키텍처 : 5년 단위로 국가 전자정부 마스터플랜과 국가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되며, 행정개혁부가 이를 조정
․ 역할분담 : (행정개혁부)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아키텍처 영역
(국가개발기획부) 데이터 및 정보 아키텍처 영역
(통신정보부) 전자정부 어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아키텍처 영역
(사이버보안 담당기관) 전자정부 보안 아키텍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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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전자정부 아키텍처 : 각 중앙정부의 장은 5년 기간으로 국가 전자정부 아키텍처와
중앙정부 전략계획을 참조하여 수립
- 지방정부 전자정부 아키텍처 : 각 지방정부의 장은 5년 기간으로 국가 전자정부 아키텍처와
지역 중기개발계획을 참조하여 수립
(4) 전자정부 로드맵(Plan Map)
- 5년 단위로 국가 전자정부 로드맵, 중앙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지방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이
수립되며, 행정개혁부가 국가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면 이를 참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장이 각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
(5) 전자정부 계획 및 예산(Plan and Budget)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자정부 아키텍처와 로드맵을 참조
하여 전자정부 계획 및 예산을 수립
(6) 업무 프로세스(Business Process)
- 업무 프로세스는 전자정부 어플리케이션, 보안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및 정보를 활용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수립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전자정부 아키텍처를 참조해 업무프로세스를 수립
(7) 데이터 및 정보(Data and Information)
- 데이터 및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공유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데이터와 정보의 상호운용 표준은 통신정보부에서 정의
(8) 전자정부 인프라(Infrastructure)
- 국가 전자정부 인프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전자정부 인프라로 구성
- 국가 전자정부 인프라 : 국가데이터 센터, 국가 정부 인트라 네트워크, 정부 서비스 버스로
구성되며, 반드시 국가 전자정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
* 정부 서비스 버스(Government Service Bus) : 중앙 및 지방정부내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교환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장치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전자정부 인프라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인트라 네트워크 및 서비스
버스로 구성되며 반드시 중앙 및 지방정부 전자정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
- 국가 데이터 센터 :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드시 국가데이터 센터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국가데이터 센터 구축 전에 이미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국가데이터
센터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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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인트라 네트워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드시 각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인트라 네트워크 보안을 관리
- 국가 인트라 네트워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데이터와 정보 전달시 보안을 위해 사용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드시 중앙 및 지방정부 인트라 네트워크를 국가 인프라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용
- 정부 서비스 버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드시 정부 서비스 버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정부 서비스 구축 전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서비스 버스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서비스를 정부 서비스 버스와 연결

(9) 전자정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 공통 어플리케이션과 특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며, 공통 어플리케이션은 공통 어플리케이션
기술표준과 절차에 따라 도입‧개발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드시 공통 어플리
케이션을 사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특수 어플리케이션 도입‧개발 전 행정개혁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수 어플리케이션 기술표준과 절차에 따라 도입‧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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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정부 보안(Security)
- 전자정부 보안은 데이터 및 정보와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 신뢰성(Authenticity) 및 부인방지(Non-repudiation)를
보장해야 하며,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자정부 보안 기술표준과 절차에 따라 전자정부
보안정책을 적용
- 부인방지를 위해 전자서명 및 신뢰받는 제3자의 전자인증 도입

(11) 전자정부 서비스(Service)
- 행정서비스와 공공서비스로 구성
- 행정서비스는 정부 행정 내부 필요에 의한 기획, 예산, 재정, 조달, 인사, 기록, 자산관리,
점검, 성과책임 등을 포함
- 공공서비스는 교육, 직업, 사업, 주거, 의료, 공공안전, 에너지, 은행, 교통, 천연자원, 관광
부분 등을 포함

3. 전자정부 관리
(1) 전자정부 관리 범위
- 전자정부 관리는 위험관리, 정보보안 관리, 데이터 관리, 정보통신기술자산 관리, 인적자원
관리, 지식관리, 변화관리 및 서비스관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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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위험관리는 전자정부의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 제어, 점검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구성

(3) 정보보안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정보보안관리는 보안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계획, 운영지원, 성과평가
및 지속가능한 향상을 이루어내는 프로세스로 구성

(4)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 아키텍처, 상위 데이터, 참조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로 구성

(5) 정보통신기술 자산 관리(ICT Asset Management)
- 정보통신기술 자산관리는 전자정부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계획, 조달, 관리 및
처분하는 프로세스로 구성

(6) 인적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 인적자원 관리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및 품질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계획, 개발, 지원 및 권한부여의 프로세스로 구성

(7)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
- 지식관리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전자정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을 수집, 처리, 저장, 사용 및 이전하는 프로세스로 구성

(8) 변화 관리(Change Management)
- 변화관리는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전자정부의 변화를 계획, 분석, 개발, 구현,
점검 및 성과평가하는 프로세스로 구성

(9)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Service Management)
-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서비스 운영, 전자정부 어플리케이션 관리 등
일련의 프로세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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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기술 감사(Audit)
(1) 감사의 범위
- 정보통신기술 감사는 전자정부 인프라 감사, 어플리케이션 감사, 보안감사로 구성

(2) 전자정부 인프라 감사(Infrastructure Audit)
- 국가 전자정부 인프라는 1년에 한번 이상 기술평가 및 적용담당 기관장이 수행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인프라 감사는 통신정보부의 조정하에 2년에 한번 이상 감사

(3) 전자정부 어플리케이션 감사(Application Audit)
- 공통 어플리케이션은 1년에 한번 이상, 특수 어플리케이션은 2년에 한번 이상 감사를 수행

(4) 전자정부 보안 감사(Security Audit)
- 보안감사는 인프라 보안감사와 어플리케이션 보안감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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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정부 구현 조직(Implementers)

(1) 국가 전자정부 조정팀(Coordination Team)
- 전자정부 거버넌스 집행, 관리, ICT 감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전자정부 조정팀을 구성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자정부 정책 집행 및 조정업무를 수행
- (구성) 행정개혁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팀원은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통신정보부 장관,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사이버보안담당 기관장, 기술평가 및 적용담당 기관장 등으로 구성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정자(Coordinator)
-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장은 전자정부 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전자정부 조정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을 조정하거나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

6. 전자정부 촉진(Acceleration)
(1) 일반
- 전자정부 촉진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 어플리케이션 및 국가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수행

(2) 공통 어플리케이션
- 계획, 예산, 조달, 성과책임, 점검과 평가, 기록관리, 인사, 공공서비스 민원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 어플리케이션을 2년 이내에 개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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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예산, 조달의 최적화, 투명성, 책임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계획, 예산,
조달, 성과책임, 점검과 평가 업무 프로세스 통합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이
조정
- 정부 행정과 기록의 통합적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전자적 기록관리를 도입하며,
이는 행정개혁부 장관이 조정
- 공공인력관리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전자 기반 공공인력 관리를
구현하며 이는 행정개혁부장관이 조정
- 공공서비스의 속도, 투명성, 책임성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통합적 민원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행정개혁부 장관이 조정

(3) 국가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과 개발
- 공통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및 개발을 수행하며,
통신정보부가 주도하여 3년 내에 구축하며, 국가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후 1년 이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국가 전자정부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통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4) 예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촉진을 위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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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정부 점검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 점검 및 평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전자정부의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국가 전자정부
조정팀이 국가 전자정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를 수행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조정자가 행정개혁부 주관아래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자정부를 점검 및 평가

8. 기타 : 경과규정 등
- 기존 전자정부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은 국가 전자정부 인프라 및 공통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전까지 그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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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관련 법령 현황

참고

□개관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추진의 토대는 2003년 대통령 지시사항 제3호인 ‘전자정부 국가정책 및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대통령 지시사항은 법령의 형태가 아니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침으로서 법률이나
규정과 같은 구속력은 없음

◦ 전자정부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기관의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에 대한 통신정보부 장관령
(2003), ICT 거버넌스에 대한 통신정보부 장관령(2007) 등과 같은 규정이 제정

◦ 이후, 제정된 여러 법률에서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8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대통령령이 전자정부 시행을 위한 법적인 기반 역할을 함

□ 전자정부 관련 주요 법률
◦ 전자정보 및 거래법(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 Law,
Law No. 11 of 2008 jo. Law No. 19 of 2016)
- 동 법은 디지털 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전자정보,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인증 및 전자시스템 구현, 전자거래, 금지행위(특히 사이버 및 컴퓨터 범죄) 및
정보기술의 촉진에서 정부의 역할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규제
- 관련 시행령으로는
가. 전자시스템 및 거래에 관한 정부규제(Government Regulation
(82/2012) on Electronic System and Transaction Implementation)
나.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에 관한 통신정보부 장관령(Kominfo
Regulation(4/2016) on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다. 전자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신정보부 장관령
(Kominfo Regulation(20/2016) on Personal Data Protection on
Electr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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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 공개법(Public Information openness Law, Law No. 14 of 2008)
-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개정보
게시의무 발생)
- 국가공공서비스 불만관리 시스템인 국민 온라인청원 시스템(People 's online Aspiration
and Complaint Service(LAPOR) 구축 및 정보 관리의 법적 기반을 제공

◦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Law, Law No. 25 of 2009)
- 동법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서비스의 전자적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이행에 있어 문서, 증거 및 기타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형태로 된 내용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
다만,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진 않음
- 공공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법률인 보건법에서 건강정보시스템, 관광법에서 국가관광
정보시스템, 산업법에서 국가산업정보시스템의 활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공공서비스법의 하위법령으로는
가. 공공서비스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96/2012)
on Public Service Law Implementation)
나. 공공서비스 불만관리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Regulation(76/2013)
on Management of Public Service Complaints)
다. 행정담당 장관의 전국 공공서비스 불만관리 지침에 관한 규정
(Minister in charge of government affairs in the field of state apparatus
Regulation(24/2014))
라. 행정담당 장관의 공공서비스 불만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플랜맵에 관한 규제(Minister
in charge of government affairs in the field of state apparatus Regulation
(3/2015) on Roadmap for National Public Service Complaint Management
System (SP4N) Development)

◦ 공공기록물법(Archive Law, Law No 43 of 2009)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이기반에서 다른 형태 및 매체에 이르기까지 기록물의 저장과
전자문서 사용을 장려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음
- 관련된 하위규정으로는
가. 공공기록물법 시행을 위한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 No. 28 of 2012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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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Law No. 43 of 2009 on Archive)
나. 국가기록원장의 공식 필사본 가이드라인(Head of ANRI Regulation No. 2 of 2014 on
the Guidelines for official Manuscripts)

◦ 국가예산법(State Financial Law, Law No. 17 of 2003)
- 국가 예산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State Treasury Law, Law No. 1 of 2004)
- 조달 및 국가재정 입출 체계(세금, 보조금 및 수당 포함)의 법적근거
- 전자조달 : 공공재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한 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16/2018) on Government Goods/Services Procurement),
전자국세시스템 : 재무부 장관령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32/2014) on
Electronic State Revenue System), 전자지급에 대한 국세청장령 (Director General of
Taxes Regulation (5/2017) on Electronic Payment of Taxes)

◦ 국가개발계획시스템법(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Law, Law No. 25 of
2004) 및 국가 2005-2025 장기개발계획법 (National Long-Term Development Plan
2005-2025 Law, Law No. 17 of 2007)
- 전자정부의 계획 또한 국가 개발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행

◦ 국가 각료 법 (State Ministerial Law, Law No. 39 of 2008)
- 정부 부처간 역할 분배의 근거. 예를 들어,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행정개혁부에 대한 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47 of 2015 on Ministry of Administrative and
Bureaucratic Reform)은 기관 및 거버넌스 국장이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시

◦ 정부행정법 (Government Administration Law, Law No. 30 of 2014)
- 제38조에서 정부 행정의 여러 측면에서 전자정부 의사결정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행정법은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정부 행정 절차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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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세계기록유산 현황 및 시사점

<요 약>

□ 추진배경
 유네스코가 ’95년 인류의 유산 보존·보호를 위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출범하였으나,
현재까지 등재된 세계기록유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미흡함
 이에 ’20년 설립될 세계기록유산센터(청주)가 세계기록유산 보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기본자료인 세계기록유산 현황 및 관련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현황

(세계기록유산 현황) 현재까지 등재된 세계기록유산 수는 총 432건임
-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메인 기록 429건, 첨부기록* 3건임
* 이미 등재된 메인 기록을 보완하는 형태의 세계기록유산


(지역별 등재현황) 유럽 및 북아메리카 274건(52%), 아시아 및 태평양 116건(22%),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93건(18%), 아프리카 24건(5%), 아랍 13건(2%), 기타(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7건(1%)임
⇒ 세계기록유산이 유럽 및 북아메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심하게 편중되어있음
※ 지역별 등재현황과 국가별 등재현황의 수량이 세계기록유산 수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2개 이상
의 국가가 1건의 세계기록유산에 공동등재하였기 때문임

 (국가별 등재현황과 경제력) 세계기록유산 등재 상위국은 독일·영국(23건), 폴란드(17건),
네덜란드·대한민국(16건), 오스트리아(15건), 러시아(14건), 중국·프랑스·멕시코(13건)
등이며, 하위국은 알바니아·알제리·앙골라·방글라데시·벨리즈·베닌·크리아티아·
도미니카·에쿠아도르(1건) 등임
- 이들 국가의 경제력을 보면, 상위국의 평균 GDP는 2조6천억이며, 하위국 평균 GDP는
6백억임
⇒ 세계기록유산 등재수량은 국가경제력과 상관성이 있음. 이에 국가경제력과 관계없이
인류 중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함
 (연도별 등재현황) ’97년 세계기록유산 첫 등재(38건)부터 최근 ’17년 등재(83건)까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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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산 등재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과거와 달리 2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음
* 공동등재 수량 : (’03) 1건, (’05) 3건, (’07~’08) 4건, (’11)6건, (’13~’15) 7건, (’17) 16건


(디지털 유산 등재현황) 유네스코가 디지털 유산을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등재 사례(본 디지털 기록 0건) 및 관심이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시사점

세계기록유산 관리 시스템(온·오프라인) 구축으로 인류 유산의 체계적 관리 추진 필요
 세계기록유산의 지역별/국가별 등재수량의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개도국 등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세계기록유산을 발굴 및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아울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 유산 보존·보호를 위한 지원체계(교육, 세미나 등)
마련 필요
 세계기록유산센터를 통해 디지털 유산 발굴 및 보호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 기록
유산(아날로그→디지털 유산) 사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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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유네스코는 전 세계에 분포한 인류의 기록유산을 전쟁, 약탈, 기록유산 밀수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2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프로그램을 설립하였음
- 이후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1993년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ee)개최 및 실행계획 수립 → 1994년 기술홍보위원회(Technical and
Marketing Sub-Committee) 설립 → 1995년 기록유산 이행 관련 가이드라인(’95) 구축 등을
추진함

 이러한 유네스코의 노력으로 1997년 38건의 세계기록유산이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17년 기준
432건의 세계기록유산이 등재되었음
- 이처럼 유네스코는 20여 년이 넘게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 세계에 분포한
세계기록유산을 발굴 및 보존·보호를 위해 앞장서왔음
※ ’17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 개선을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잠시 중단된 상태임.
이에 ’19년도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의 수량 등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등 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임
- 특히 세계기록유산을 정리한 등록부(목록) 부재, 회원국별 등재수량 문의에 일관적 대응 미흡 등
사례를 보면 세계기록유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세계기록유산의 체계적·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을 정리(목록화)
하여 세계기록유산의 정확한 수량 등 현황파악 추진 필요
- 이를 통해 향후 세계기록유산 보호를 위해 2020년 청주시에 설립될 세계기록유산센터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시사점 마련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MoW)

(설립연도) 1992년 ※ 1995년 세계기록유산 이행 가이드라인 구축 및 실제 사업 시작

(관련조직) IAC(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14명) 및 IAC 산하 기구로 구성
- IAC 산하기구로는 사무국(Bureau), 기술위원회(Sub-Committee on Technology),
등재위원회(Register Sub-Committee), 교육연구위원회(Education and Research
Sub-Committee)가 있음

(등재현황) 432건 ※ 3건은 메인 기록유산을 보완하는 유산으로, 현재 유네스코는 공식수량에 이를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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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료수집 방법

 외부인인 파견자에게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등 원본 문서 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세계기록유산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현황 등 통계를 추출하였음
※ 세계기록유산명, 등재연도, 국가 등 관련 자료


아울러 세계기록유산 정리자료인 등록부(목록) 및 통계 등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담당자의 검토* 및 관련 오류 사항 점검 등을 추진하였음
* 2018년 11월 1차 검토를 하였으며,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통계 확정 및 홈페이지 공개 등 추진 예정
※ 세계기록유산 목록 관련 자료 별도 송부

Ⅲ

세계기록유산 주요 현황

1. 세계기록유산 현황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은 총 432건임
- 이를 구분해보면 메인 기록 429건, 메인 기록을 보완하는 형태인 첨부기록이 3건임
- 참고로 유네스코는 첨부 형태의 기록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지만, 메인 기록의 수량을 공식
수량으로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등재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하나의 국가가 단독으로 등재한 건수는 432건 중 383건(89%)이며,
2개 이상의 국가가 협업하여 등재한 공동등재 건수는 49건(11%)임
- 아울러 432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527개국*이 참여하였고, 참여율을 보면 단독 등재가
약 73%(383/527)이며, 공동등재율은 약 27%(144/527)임
* 세계기록유산 건당 등재국가를 산출하여 합한 수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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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
첨부기록
(Attached to MAIN NOMINATIONS)

메인 기록물
단독 등재

공동 등재

단독 등재

공동 등재

381

48

2

1

세계기록유산
수량

429

3
432

381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가*

142

2

523

2
4

527

2. 지역별* 등재현황
* 유네스코는 아프리카, 아랍, 유럽 및 북미,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등 5개로 기록유산 등재지를 구분


세계기록유산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유럽 및 북아메리카 274건, 아시아 및 태평양 116건,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93건, 아프리카 24건, 아랍 13건, 기타(국제기구**) 7건임
- 참고로 프로그램담당자는 관련 통계를 보고받고, 국제기구에 의해 신청 및 등재된 세계기록
유산을 향후 별도 관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함
** Association for Recorded Sound Collections,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Tracing Service(IT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ICRC), UNESCO Archiv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7개


아울러 세계기록유산이 유럽 및 북아메리카(274건), 아시아 및 태평양(116건)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17%, 93건), 아랍(2%, 13건), 아프리카(5%, 24건) 등 3개
지역의 세계기록유산 합계는 130건(23%)으로 유럽 및 북아메리카 1개 지역의 수량인 274건
(52%)에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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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지역별 수량≫

지역 구분

등재 국가

백분율(%)

유럽 및 북미

274

52%

아시아 및 태평양

116

22%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93

18%

아프리카

24

5%

아랍 국가

13

2%

기타

7

1%

합계

527

100%

3. 국가별 세계기록유산 등재현황과 국가경제력

국가경제력과 세계기록유산수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위 20개국과 하위 20개국의 GDP
및 세계기록유산 수량을 비교하였음
- 상위 20개국은 독일 23건, 영국 23건(첨부기록 1건), 폴란드 17건, 네덜란드 16건, 한국 16건,
오스트리아 15건, 러시아 14건, 중국 13건, 멕시코 13건, 스페인 11건, 미국 11건, 브라질
10건, 이란 10건, 포루투갈 10건, 인도 9건, 체코 8건, 덴마크 8건, 인도네시아 8건, 이탈리아
8건 등임
- 하위 20개국은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벨리즈, 베닌,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룩셈브루크, 마다가스카, 말타 등으로 모두 세계기록유산 등재 건수가 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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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20개국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수량은 256개로 전체 기록유산의 절반(4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20개국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수량은 20건(3%)임

 아울러 상위 20개국의 평균 GDP는 2조 6,973억 달러로 하위 20개국 평균 GDP 677억 달러의
약 40배에 이를 정도로 큰 격차가 있음
⇒ 국가경제력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수량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향후 경제적 문제로 인해 세계기록
유산 보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지원정책이 후속 조치로 추진되어야 함

≪세계기록유산 등재 상위권 국가와 GDP≫
순위

국가명

수량

2017 GDP
(단위: 달러)

순위

국가명

수량

2017 GDP
(단위: 달러)

1

Germany

23

3조6,774억

84

Albania

1

130

1

United Kingdom

23

2조6,224억

84

Algeria

1

1,703

3

Poland

17

5,245억

84

Angola

1

1,242

4

Netherlands

16

8,262억

84

Bangladesh

1

2,497

4

Republic of Korea

16

1조5,302억

84

Belize

1

18

6

Austria

15

4,165억

84

Benin

1

92

7

Russian Federation

14

1조5,775억

84

Croatia

1

548

8

China

13

12조2,377억

84

Dominica

1

759

8

France

13

2조5,825억

84

Ecuador

1

1,030

8

Mexico

13

1조1,499억

84

El Salvador

1

248

11

Spain

11

1조3,113억

84

Estonia

1

259

11

United States of America

11

19조3,906억

84

Ethiopia

1

805

13

Brazil

10

2조555억

84

Fiji

1

50

13

Iran

10

4,395억

84

Ghana

1

473

13

Portugal

10

2,175억

84

Greece

1

2,002

16

India

9

2조5,974억

84

Guatemala

1

756

17

Czech Republic

8

2,157억

84

Haiti

1

84

17

Denmark

8

3,248억

84

Luxembourg

1

624

17

Indonesia

8

1조155억

84

Madagascar

1

114

17

Italy

8

1조9,347억

84

Malta

1

125

256

53조9,473억
(평균2조6,973억)

20

13,559억
(평균 677억)

합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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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등재현황
 연도별 등재현황을 보면 세계기록유산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2개 이상 국가가
공동으로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는 형태인 공동등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황) 세계기록유산 432건(메인 429건, 첨부 3건), 공동등재 49건(메인 48건, 첨부 1건),
공동 등재 국가 : 144개국

 즉 과거와 달리 2개 이상의 국가가 세계기록유산의 공동 발굴 및 등재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있음

≪세계기록유산 연도별 등재 현황≫
구분

등재 수량

1997년

공동 등재
수량

국가

38

-

-

1999년

9

-

-

2001년

21

-

-

2003년

23

1

5

2005년

29

3

10

2007년

38

4

11

2009년

35

4

18

2011년

51

6

25

2013년

56

7

14

2015년

48

7

16

2016년

1

1

5

2017년

83

16

40

합계

432

49

144

* 세계기록유산은 매 2년마다 등재가 됨(국제자문위원회 개최 : 매 2년).. 2016년 1건 기록물의 등재는 ’15년 누락기록물
또는 웹사이트 등 정보 오류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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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유산
 유네스코는 「기록유산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Memory of the World, General Guideline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 2002)」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가능한 기록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기록유산 요건) 이동이 가능하며, 신호/코드/소리/이미지 등으로 구성. 또한 보존이 가능
(무생물)해야 하며, 재생산 및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복본 재작이 가능해야 함. 아울러 기록
생산과정을 통한 산출물이어야 함
- 이에 대한 구체적 예는 아래와 같음
구분
문자
(Textual)

기록 매체

기록 재료(방법)

예
매뉴스크립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종이,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잎, 껍질,
직물, 돌 등

잉크, 연필, 페인트 등으로
기록

영상
(Audiovisual)

물리적 형태가 있는 모든
매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기록

필름, 디스크, 테이프,
사진 등

가상기록
(Virtual documents)

하드디스크, 테이프 등

전자형태의 데이터

웹사이트 등

비문자
(Non-textual)

그림, 프린트물, 도서,
음악 등

 위의 세계기록유산 요건과 예시에서 보듯 전자적 방법으로 생산된 디지털 기록(영상, 가상기록)도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대상임. 이는 기록을 생산하는 도구의 변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디지털 기록은
극히 일부(비핵화 운동 관련 영상 자료 등)임
※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매체 구분(종이, 사진, 박물, 전자기록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음.
이에 본 보고서는 전체 기록유산을 매체별 통계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다만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디지털 기록물 유무만 파악함

- 특히 본디지털로 생산된 가상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례는 없으며, 관련
노력(프로젝트 등)도 부족한 상황*임
* 유네스코가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PERSIST(Platform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Information
Society Transglobally, PERSIST)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내부 관심 부족 등으로 기대할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임

⇒ 기록물 생산 방법 및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여 디지털 유산 발굴 및 보존·보호 등을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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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1. 세계기록유산 관리 시스템 구축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설립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의
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상황임

 향후 2020년 청주시에 설립될 세계기록유산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 하나는 세계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판단됨
- 특히 시스템 구축 시 세계기록유산의 단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세계기록유산 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관련 사진, 동영상 업데이트 및 가능한 많은 맥락정보를 확보·게재해야 함
- 또한 시스템 에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세계기록유산을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세계기록유산의 지역별/국가별 균등화 지원
 세계기록유산 본래의 취지는 인류의 중요 유산을 발굴·본존·지속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 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 등 지역의 국가는 유산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향후 세계기록유산센터 설립 시 세계기록유산의 지역별/국가별 균등화 추진을 위해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고민해야 함

3. 세계기록유산 지원 체계 마련
 현재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실제 많은 국가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제도 유무를 유네스코에
문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네스코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음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인류 유산을 제대로 보호·보존하기 위해서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144 _

제4분기 주재관 보고서

 향후 세계기록유산센터 운영 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을 보존,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해야 함
- 특히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 세계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에 대한 고민 필요
※ 최근 일본은 세계기록유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컨퍼런스(위험 요소
감소 및 관리를 위한 기록유산 보존 관련 세계 정책 포럼)를 개최했으며, 향후 추가적 지원도 약속함

4. 디지털 유산 발굴 및 보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은 디지털 기록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등재 현황 및
디지털 유산 관리를 위한 유네스코의 자원 및 노력이 부족함

 세계기록유산센터를 통해 디지털 유산 발굴 및 보호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 기록유산
(아날로그→디지털 유산) 사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 및 디지털 기술 강국으로서 이미지 홍보 추진

9. 통계로 본 세계기록유산 현황 및 시사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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