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도청이전의 발자취를 여기에 담아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가리켜서 거울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난날의 발자취를 적나라하게 통관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역사 이상의 값진 거울은 없습니다.
도청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이해되고 있지만 도는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도 자치단체를 일컬어 지방정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 위기극복을 위한 버팀목의 구실을 하는 것이 도이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토발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능을 분담하는 것도
도입니다.
따라서 도청은 언제나 도 단위로서의 기능을 능란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적 심장기능을
자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의 필요성은 바로 그와 같은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도청이전이라는 바램 속에는 당시 200만 도민의 70%를 상회
하는 염원이 담겨있었고 민선 시장 및 군수와 의회의장의 공동결의를 다짐하는 협정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선대표로 구성된
도의회에서는 충청남도와 연고가 없는 타도출신의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도청이전추진위원
으로 위촉하는 초자아적 대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기종인(捨己從人)한다는 강렬한
율기의지(律己意志)의 표현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 입지선정의 작업이 타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제할 줄
아는 의지와 겸허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생활미덕과 그리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신뢰의
지역풍토가 어우러져서 이룩된 결정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으로 이 백서의 발간은 더욱
뜻이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16개 시군의 주민 모두가 도라고 하는 대단위 반경위에 서서 시계고도(視界高度)를
유지했기 때문에 공동합의의 도출을 가능케 했습니다.

둘째는 도 단위의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공동관심사로 여기며 역지사지
(易地思之)하는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셋째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벗어나 충남지역권내에 도청을 자리하게 함으로써 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아울러 경쟁력 있는 도세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군
단위에서 불거져 나오기 쉬웠던 아전인수(我田引水)의 충동을 자제하는 노력을 보여주었
습니다.
넷째는 한반도 허리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충남도의 위상을 통관하는 안목을 가지고
강국성도(强國盛道:强盛自治團體)의 길을 택한다는 의지를, 시군민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그 자세를 명확히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 같은 사례가 도청이전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
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바, 본 사례는 사회적 관점에서도 표준사례(標準事例)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충청남도 특유의“조용한 전진”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전진의 내면과 일련의
과정을 9개장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선정된 터전 위에 내일의 모습을 펴가기 위한 도청신도시의 영상은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그 발자취를 일별(一瞥)할 수 있도록 속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일독을
기대하는 한편 굽은 나무 바로잡는 승목지심(繩木之心)으로 많은 조언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펴내는 뜻을 여기에 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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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발간축사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청이전 백서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유혁 도청이전추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9년 우리 道에서 대전광역시가 분리된 이후
대다수의 도민들은 도청이전을 한결같이 염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외환 위기와 신 행정수도 이전 등
국내외적인 이유로 인해 도청이전은 유보와 중단 등 수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7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 2월 13일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축복
속에 도청이전 예정지역을 홍성.예산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간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도민의 화합을 해치고 자칫 더 큰 후유증을 불러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지역갈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하와 격려로
서로를 위로했고 앞으로 추진될 도청이전을 위해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더욱
승화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그간 힘들고 험난했던 예정지역 선정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백서야말로 앞으로 우리 도는 물론이고 다른 기관에서 대단위 현안사업을 추진
하는데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 백서가 많은 이들에게 널리
소개되어 우리 충남이‘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백서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유관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도
청
이
전
백
서

현) 충남도청

전경

도청이전백서
화 보

▲ 1930년대 도청 모습(공주)

▲ 대전으로 이전한 도청의 초기 모습

▲ 대전으로 도청을 이전하지 말고 공주에 신축해 달라는 당시 공주군 우성면민
진정서(1931. 2. 7)

▲ 충남역사문화원에는「1932년」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이전 과정을 담은
문서가 보존되어 있다.

도청이전백서
화 보

▲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05. 10. 19)
[ 위원장 오찬규 의원(보령), 부위원장 강동복 의원(천안)을 각각 선임 ]

▲ 도 . 시 . 군의회 및 자치단체장 동의협정식(
‘05. 9. 20)

▲ 도청이전추진위 현판식(
‘05. 9. 20)

▲ 도청이전추진위 최초 회의(
‘05. 9. 20)

도청이전백서
화 보

▲ 도청이전 자문위 회의(
‘05. 10. 25)

▲ 도청이전 반대 프랑카드(2006. 1월)

▲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유관기관장 회의(′06. 1. 25)
좌로부터 조선호 충남지방경찰청장, 심대평지사, 강흥식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석우 대전지방국세청장

▲ 평가대상지 확정 발표(
‘06. 1. 26)

도청이전백서
화 보

▲ 입지기준 1차 주민공청회
‘05.11.15
(
/ 아신시청회의실)

▲ 입지기준 2차주민공청회
‘05.11.16
(
/ 당진군 문예의전당)

▲ 입지기준 3차주민공청회

▲ 입지기준 4차주민공청회

‘05.11.17
(
/ 보령시 문예회관)

‘05.11.22
(
/ 논산시 복지회관)

▲ 입지기준 5차주민공청회
‘05.11.25
(
/ 공주시 종합문예회관)

▲ 평가기준 공청회
‘06.
(
1. 16 / 한밭대 대강당)

▲ 도지사와 시장 군수와 간담회(
‘06. 2. 6)

▲ 도지사와 시. 군의회의장 간담회(
‘06. 2. 6)

▲ 도지사와 지역원로와의 간담회(
‘06. 2. 7)

▲ 도지사와 도의회의장단과 간담회(‘06. 2. 3)

도청이전백서
화 보

▲ 도청이전지 현지답사
‘06.
(
2.10 / 아산 신창면)

▲ 도청이전지 현지답사

‘06.
(
2. 10 / 홍성 홍북 . 예산 삽교)

▲ 도청이전지 현지답사

‘06.
(
2.10 / 당진 면천 . 순성)

▲ 도청이전지 현지답사
‘06.
(
2. 11 / 보령 명천지구)

▲ 도청이전지 현지답사

▲ 도청이전지 현지답사

‘06.
(
2. 11 / 청양 청남면)

‘06.
(
2. 11 / 논산 상월면)

▲ 충청남도 도청이전평가단(
‘06. 2. 12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

▲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관계자(예정지역 확정후)

도청이전백서
화 보

▲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 발표(
‘06. 2. 12)

▲ 도청이전 예정지역 확정에 따른 특별담화문 발표‘06.
(
2. 13)

▲ 2006. 2.12 도청이전 예정지역으로 확정된 홍성군민들이 군청앞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 도청이전 예정지역(홍성군 홍북면 . 예산군 삽교읍)

목 차

목

ⅰ

차

[ 발간사 ]
[축

사]

[화

보]

제1장 도청이전의 역사
제1절 충청남도 도청의 변천사

1
3

1. 공주시대 이전

3

2. 또 하나의 도청이전 (공주 → 대전)

4

3. 대전시대
제2절 도청이전의 필요성 대두

15
17

1. 도청이전 필요성

17

2. 도청이전의 당위성

18

3. 도민 설문조사

21

제2장 도청이전 제1차 추진
제1절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27
29

1. 제1기(제4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29

2. 제2기(제7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30

제2절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설치

32

제3절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 착수

33

1. 용역의 개요

33

2. 보고서 내용

34

3. 토론회

39

ⅱ

도청이전백서

제3장 도청이전 추진 유보
제1절 IMF 외환위기로 인한 추진유보

43
45

1. IMF 외환위기 시작

45

2. IMF 외환위기로 제1차 추진유보

46

제2절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따른 유보

49

1.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설치

49

2. 도청이전 추진재개 (후보지 입지기준 2차용역)

50

3. 3개 후보지의 도출

61

4.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공약과 도청이전 추진유보

68

제4장 도청이전 제2차 추진

77

제1절 도청이전 추진 촉구와 시ㆍ도 통합

79

제2절 제2차 용역결과 발표유보

80

제3절 행정수도 입지 확정

81

제4절 도청이전 제3차 보완용역 실시

82

1. 연구의 추진경위

82

2. 연구의 성격

82

3. 연구의 내용

83

제5장 도청이전 제3차 추진(예정지역 확정)
제1절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정

85
87

1. 조례시안 작성

87

2. 조례(안) 마련

95

3. 조례제정 및 개정

95

제2절 도청이전을 위한 추진체제 마련
1.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출범
2. 동의협정식 체결

96
96
97

목 차

ⅲ

3.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구성

98

4. 도청이전추진자문위원회 구성

99

5. 도청이전평가단 구성

100

제3절 도청이전 입지기준 마련

104

1. 입지기준(안) 마련

104

2. 입지기준 결정과정

120

3. 입지기준 확정

140

제4절 도청이전 평가기준 마련

144

1. 평가기준(안) 마련

144

2. 평가기준(안) 공개

153

3. 평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63

4. 천안·아산시 추진중단 공동성명 발표

166

5. 평가기준 확정

173

6. 평가대상지 선정

177

제5절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실시

186

1. 예정지역 선정 평가작업 일자 확정과정

186

2. 지역화합을 위한 간담회 및 특별담화문 발표

187

3. 평가실시

197

4. 평가결과 및 발표

208

제6절 도청이전 예정지역 최종확정을 위한 후속조치

215

1.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 지정 공고

215

2.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17

3. 도청이전 예정지역 개발행위 제한고시

218

4. 도의회 평가결과 보고

219

5.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

223

제7절 도청이전 주민설명회 개최

228

1. 주민설명회 개최개요

228

2. 주요 설명내용

228

ⅳ

도청이전백서

제6장 도청이전을 위한 추진기구의 활동
제1절 도청이전특위 활동

231
233

1. 도의회 차원의 도청이전 추진 움직임

233

2. 제1차 도청이전특위(제4대 의회)

234

3. 제2차 도청이전특위(제7대 의회 )

238

제2절 추진위원회 활동

245

1. 추진위원회

245

2. 공청회 개최

260

제3절 도청이전자문위원회 활동

267

제4절 도청이전평가단 활동

273

1. 도청이전 평가단 구성

273

2. 평가실시

274

제5절 추진지원단 활동

279

1. 추진지원단의 구성

279

2. 추진지원단의 주요 추진업무

280

제7장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287

제1절 각 시ㆍ군의 유치활동

289

제2절 유치경쟁활동 제재

315

1. 감점부과 방안 추진

315

2. 과열유치행위 감점 방안

317

3. 과열유치행위 점검

319

제3절 입지기준안 미동의 시ㆍ군에 대한 설득

321

1. 입지기준 동의 시ㆍ군 현황

321

2. 시ㆍ군 방문 설득

321

제4절 각계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

326

1. 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326

2. 시장·군수와의 간담회

326

목 차

ⅴ

3. 시·군 의장단과의 간담회

326

4. 각계 원로와의 간담회

327

5. 계기행사를 활용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328

제8장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337

제1절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 신문ㆍ방송 인터뷰
2. 신문기고
3. 도정신문 활용홍보

339
339
346
358

제2절 자체 홍보
1. 도청 홈페이지 활용 홍보
2. 홍보물 제작 홍보
3. 기타 홍보

435
435
440
448

제3절 신문 헤드라인

459

제9장 향후과제와 로드-맵

483

제1절 앞으로의 추진과제
1. 도청이전 재원대책
2. 도청이전의 기대효과
3.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4.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 기본방향(안)

485
485
487
488
490

제2절 향후 로드-맵

492

[부

록]

- 충남연표
- 도청이전 세부추진일지
-「도청이전추진위원회」명단
-「도청이전자문위원회」명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 현황
-「도청이전 평가단」현황

497
499
500
506
507
508
510

ⅵ

도청이전백서

표

목

차

<표 1> 1995년 1차 도청이전 기초연구에서 제시된 도청이전사업비

37

<표 2> 2002년 2차 도청이전 입지기준 선정 및 후보지 평가 용역 연구내용

53

<표 3>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의 입지기준

54

<표 4>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의 입지기준 가중치

55

<표 5>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의 사회ㆍ경제적 입지기준 및 측정방법

57

<표 6>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의 물리ㆍ환경적 입지기준 및 측정방법

58

<표 7>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의 자문위원

60

<표 8>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에 시ㆍ군에서 제안한 지역의 면적지수

61

<표 9>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에서 사회ㆍ경제적 입지기준의
면적지수, 가중치

62

<표 10>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에서 물리ㆍ환경적 입지기준의
면적지수, 가중치
63
<표 11>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

69

<표 12>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도청이전 입지기준의 변경 검토(안)

72

<표 13>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97

<표 14>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구성

99

<표 15> 도청이전추진자문위원회 구성

100

<표 16> 도청이전평가단 구성

101

<표 17>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문조사 대상

105

<표 18> 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한 입지기준 항목별 중요도 조사결과

106

<표 19> 입지기준(안) 항목 및 세부지표

107

<표 20> 입지기준(안) 작성을 위한 항목 제시

115

<표 21> 제1안 : 개발형태별 입지기준(안) 선정결과

117

<표 22> 제2안 : 입지기준(안) 선정결과

118

목 차

ⅶ

<표 23> 입지기준 공청회(안) - 32개 지표

120

<표 24> 공청회 및 자문회의 결과와 조치의견 종합

131

<표 25> 시ㆍ군의 제시의견 종합 정리

133

<표 26> 확정된 입지기준(19개 지표)

135

<표 27> 천안시 의견

136

<표 28> 아산시 의견

137

<표 29> 서산시 의견

138

<표 30> 논산시 의견

138

<표 31> 당진군 의견

139

<표 32> 확정된 입지기준 항목

141

<표 33> 입지기준 항목 및 지표별 가중치

142

<표 34> 평가기본항목과 세부평가항목의 구성 및 내용

147

<표 35>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

153

<표 36> 역사문화성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54

<표 37> 전통적 입지관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54

<표 38> 환경ㆍ경관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55

<표 39> 행정효율성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

155

<표 40> 지리중심성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56

<표 41> 도로접근성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56

<표 42> 철도접근성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57

<표 43> 공항ㆍ항만접근성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57

<표 44> 지역발전성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

158

<표 45> 경제ㆍ산업파급효과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58

<표 46> 주변도시 연계발전효과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58

<표 47> 충남도 대외경쟁력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59

<표 48> 지역균형성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

159

ⅷ

도청이전백서

<표 49> 지역낙후도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60

<표 50> 인구불균형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60

<표 51> 산업불균형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61

<표 52> 실현가능성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

161

<표 53> 토지보상비용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62

<표 54> 부지조성비용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62

<표 55> 기반조성비용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162

<표 56> 평가기준의 기본평가항목

173

<표 57> 평가기준 평가를 위한 제공자료

174

<표 58> 평가일정 및 상세내용

201

<표 59> 답사지원팀 구성

204

<표 60> 답사지원팀별 인력 배치

204

<표 61> 평가결과

208

<표 62> 주민설명회 진행내용

228

<표 63>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내역

239

<표 64> 입지기준 공청회 일정 및 장소

261

<표 65> 평가단 분과의 구성

273

<표 66> 평가단의 평가일정

274

<표 67> 평가표(예시, 지역정체성의 역사문화성)

277

<표 68> 도청이전추진지원단 팀별 분장사무

282

<표 69>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사무분장

283

<표 70> 총괄지원팀 사무분장

284

<표 71> 기획ㆍ홍보팀 사무분장

284

<표 72> 감점방안에 대한 시·군 의견 및 검토 의견

316

<표 73> 과열유치행위 유형 및 감점기준

318

<표 74> 간담회 개최 내역

330

그 림 목 차
<그림 1> 입지기준 결정과정

120

<그림 2> 평가기준 작성과정

145

<그림 3> 평가대상지

177

<그림 4> 아산시 신창면 일원

178

<그림 5> 당진군 면천면·순성면 일원

179

<그림 6>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180

<그림 7> 보령시 명천지구 일원

181

<그림 8> 청양군 청남면 일원

182

<그림 9> 논산시 상월면 일원

183

<그림 10> 현장답사 일정표

205

<그림 11> 평가단의 답사일정

276

<그림 12>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구성

279

사 진 목 차
<사진 1> 천안ㆍ아산시 도청유치추진위원회의 공동성명 발표

168

<사진 2> 보안을 위한 평가장소의 경계근무

209

<사진 3> 평가단장의 최종 평가결과 발표

212

<사진 4> 도청이전 예정지역 확정에 따른 특별담화문 발표

215

<사진 5> 천안시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심대평 도지사

225

<사진 6>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04.10.19),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242

<사진 7>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 방문(’05.1.14),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42

<사진 8> 도청이전 조례안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05.8.18, 샬레호텔)

243

<사진 9> 제9차 특별위원회(’06.2.13), 평가결과 보고

243

<사진10> 제10차 특별위원회(’06.2.24), 소재지 변경 조례안 의결

244

도청이전백서

제❶장

도청이전의 역사

제1절 충청남도 도청의 변천사
제2절 도청이전의 필요성 대두

제1장 도청이전의 역사 3

제1장 도청이전의 역사
제1절

충청남도 도청의 변천사

1. 공주시대 이전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연혁조에는 고려시대 성종 14년(995)에 10도를

제정한 것에서 비롯하고 있었으며, 이때, 충청남도와 관련된 지역은 하남도
(河南道)로 공주와 운주 등 11주를 관할하였다.
조선시대 충청도의 도명은 8도 가운데 가장 많은 개호가 이루어졌으며,
도명의 개호는 계수관 고을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공주는 태조 2년에
이미 계수관에 포함되었으며, 홍주는 그 시기가 불분명하다.
충청도는 충주나 청주에서 강상사건이나 역적관련사건이 발생하면, 도명에
서 ‘忠’자와 ‘淸‘자를 삭제하고 ‘公’자와 ‘洪’자를 포함한 도명을 사용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공주에 충청도 관찰사영인 감영이 설치되어 공주를 충주
다음으로 예우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도청과 비견되는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행정중심지는 백제의 왕
도였던 공주에 있었던 충청감영이었으며, 이 같은 위상은 구한말 13도제가
실시되는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공주목은 일종의 직할시와 같은 성격을 지
니면서 충청도 전역을 관할하는 감영에 관찰사(감사)가 주재하는 행정의
중심지였다. 물론 행정제도나 행정기능상으로 보면 현재의 도청과는 큰 차
이가 있었다.
즉, 엄밀하게 말하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가진 도청의 성격을 지닌 것은 한말의 관찰부였다. 한말의 관찰부
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정책의 일부로써 과거와 같은 국왕이나 중앙정부와
의 연결을 기능중심으로 분산시킨 것이었다.

4 도청이전백서

110년 전인 1896년(고종 33년) 칙령 제36호로 13도제(道制)로 개편되면서
충청남도가 충청북도와 분리되어, 1833년(추정) 충청관찰사 조병헌이 지금
의 공주사대부고 자리에 지은 감영(監營)건물 선화당(宣化堂)에서 개청(開
廳)하였다.
13도제의 실시와 더불어 공주에 소재한 충청감영시설은 곧바로 37개의
군을 관할하는 충남관찰부(도청)시설로 전환되었으며, 공주목 시설은 공주
군(부)시설로 전환되었다.
17세기부터 제민천을 경계로 주산이 봉황산 밑(공주사대부고 자리)에는
충청감영시설, 주앙(앵산)공원 밑(의료원 및 중동초등학교 부근)에는 공주목
시설이 자리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공주는 조선왕조시기에 감영 소재지였을 뿐 아니라 호서와 호
남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구한말까지는 금강수계(군산, 강경,
공주, 부강)의 번성함에 힘입어 다른 지역보다 도시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었다. 그러나 X자형의 종관철도망(1904년 경부선, 1914년 호남선 개
통)이 대전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1932년 10월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지
게 되었다.

2. 또 하나의 도청이전(公州→大田)1)
(1) 이전배경
‘합방’ 전후부터 충남도청을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대전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심심치 않게 대두되었다. 하지만 당시 대전은 공주에 비해
인구규모도 적었을 뿐 아니라 각종 도시기반 시설도 불충분했다. 1923년
현재 공주시가지 인구는 8,153명(조선인 6,548명, 일본인 1,605명)이였던데
반해, 대전 시가지 인구는 6,912명(조선인 2,114명, 일본인 4,798명)에 불과
1) 감영과 근현대 역사(지수걸, 공주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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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전기,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도 공주에 비해 별로 나은 것은
없었다.
충남도청 이전문제가 자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1924년 진주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청이 부산으로 이
전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개발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충남도청 이전을

토지투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가령 공주 갑
부 김갑순은 일찍부터 대전역 부근의 토지를 매점하여 막대한 개발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도청 이전 훨씬 전부터 대전 시가지 땅의 대부분은 이미
김갑순과 같은 몇몇 대지주(일본인 토지회사)들에 의해 분점된 상태였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공주지역에서 도청이전 반대운동이 본격화한 것은 1930년 11월경 부터였

돌 때마다 공주지역 유지집단은
도청이전 반대의 뜻을 총독부 당국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24, 25년경 경남도청 이전문제와 더불어 총독부 일각에서 충남ㆍ북을 합
병한 뒤 조치원에 ‘충청도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소문이 신문을 통해 유포
되었을 때, 또는 1929년 12월 산리(山梨)총독의 독직사건(瀆職事件)이 여론
화되는 과정에서 대전유지들의 도청유치 로비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공주
지역 유지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청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
만 이때의 반대운동은 총독부측이 도청이전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충남도청 이전 관련 독직사건은 산리총독의 심복인
비전(肥田吉) 등이 ‘부산 취인소 설치’, ‘충남도청이전’, ‘만경강 국유미간지
불하’ 등이 미끼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었는바, 비전(肥田) 등이 체포되자
산리총독은 8월 20일 조선총독직을 자진 사퇴하였다.
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도청이전 소문이

공주지역에서 도청이전 반대운동이 본격화한 것은 1930년 11월 초 도청

신축

안

식이

예산 이 편성되었다는 소

전해지면서 부터였다. 이때부터 공주

특히 공주, 대전, 천안, 조치원, 논산)에서는 도청이전
을 반대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운동의 방법은
를 비롯한 충남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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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으로 이어졌다. 당시 언론들은 충남 각 군의 이전
투구를, “어여쁜 기생첩 하나를 두고 다섯 사내가 다투는 꼴”이라 논평하기
주로 ‘로비와 진정’ 청
도 했다.

유지들은, “대전은 일본인 신흥 도시, 공주는 전통 있는 조선인
도시”라는 명분을 대전 유지들은 “대전은 교통이 편리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신흥도시임에 반해 공주는 몰락하는 황성옛터”라는 명분을, 천안 유지들
은 “천안은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충남 서북 지역의 9개 군(장항선이
통과하는 군)의 중심 도시”라는 명분을, 조치원 유지들은 “충남북을 합병하
여 그 중심지인 조치원에 충청도청을 세워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당시 공주

(2) 도청이전 반대운동의 전개
공주지역에서 도청이전 반대운동이 본격화한 것은 1930년 11월 10일

총

독부가 정식으로 ‘충남도청 신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부터였다. 이로써 도
청이전 문제가 가시화되자 공주 유지들은 ‘공주시민회’를 개회(회장, 丸山
虎之助, 부회장 吳慶達)한 뒤, 3천여원의 운동자금을 마련하는 등 반대운동
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도청이전 반대와 관련한 최초의 활동은
1931년 1월 3일 도지사 관저(현재 사대부고 옆쪽) 앞에서 군중시위(김영배,
노원하, 지헌정, 서겸순 주도 500명 참여)를 전개함과 동시에 30여명 규모
의 진정위원단을 총독부에 파견하는 활동이었다.
다른 한편, 도청이전을 은근히 기대하던 조치원과 천안 유지들도 충남
도청의 대전 이전 계획에 반발하여 도청과 총독부에 진정단을 파견하는 등
도청 유치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처럼 사태가 복잡해지자 총독부는 분
란을 일소하고 도청이전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명목하에서 1931년 1
월 13일 총독부 내무국장 명의로 도청의 대전 이전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였
는데, 이때 총독부가 강조한 도청 이전 사유는, 공주는 교통이 불편하여 행
정 중심지로서 적당치 않다는 것,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민중의 편익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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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것 등이었다.

모하기가 어

처럼 사태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공주유지들은 곧이어 동경 제국의회로
까지 로비 및 진정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동시에 진정투쟁에 힘을 실
어준다는 취지에서 대규모의 군중집회와 시위를 연이어 강행하였다. 1931
년 1월 16일의 시민대회(구시장내 금강관)와 결의문 채택, 시장 상인들의
철시투쟁, 주변 면민(장기면 신관리 등)들의 전정투쟁 등은 이때에 전개된
대표적인 대중적 항의투쟁이었다. 1월 16일의 시민대회에서 공주시민회는,
“공주는 천사백년의 역사를 유(有)한 도정치의 중심지로서, 더구나 일선인
(日鮮人)일만 삼천을 포옹한 본도 唯一의 조선인 도시이나 대전과 같은 일
본인이 주로 사는 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함과 같은 것은, 총독정치의 본령
에 반(反)”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뒤, 대규모 상경투쟁단을
조직함과 함께 격렬한 도청 앞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충남도 당국은 시민회 대표와 각 구장을 도청으로 초치하여, 이
미 결정된 일이니 ‘보상물 문제’등 ‘사후책이나 강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이라는 내용의 협박을 계획처럼 사태가 반전되자 하는 한편, 경찰을 동원
하여 시민회 사무실을 수색하고 간부(田淵, 小禁, 심재욱, 오경달 등)를 구
금하는 등 강경한 탄압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러던 중 2월 4일 동경
에서 날아든 ‘희소식’, 즉 “충남 도청은 공주에 신축키로(중의원-필자) 청원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으니 시민 일동은 일층 분투 바란다”는 내
용의 전보가 전해지면서 공주 시민회가 주도하는 집단적인 시위는 더욱 격
렬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東京에서의 로비활동을 통해 사태가 잠시 반전되기는 했으나 당시 정세
는 기대처럼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1931년 2월 5일 일본의 집권
민정당은 중의원에서 충남도청 이전반대를 공식적으로 결의하였는데, 그
명분은, ‘의회는 일시동인(一時同仁)의 정신으로 진정을 청취’해야 ‘2천만
(조선)동포의 신뢰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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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설’일 뿐이었다. 도청신축예산안은 곧이어 황족, 화족 등으로
구성된 귀족원으로 넘겨졌는바, 귀족원은 1931년 3월 13일 중의원의 결의
를 무시하고 총독부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처럼 사태가 반전되자 공주 시민들은 3월11일 밤부터 13일 오전까지
산성에서의 횃불시위, 시장통에서의 투석전 등을 감행하였으며(수십명, 수
백명 단위의 산발시위, 경찰 300명 동원),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50명의 시
민을 구금하는 강경 진압조처를 취하였다. 그러자 대세가 이미 판가름 났
음을 감지한 공주 유지들은 재빠르게 도 내무부장을 방문하여 ‘향토애 때
문에 그리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죄인사를 전달하면서,
도청이전을 전제로 한 보상물 협상을 진전시키는 민첩함을 보였다. 물론
일부 공주지역 유지들은 1931년 4월에 치러진 읍회의원 선거에 불참을 선
언하는 등 그 나름의 저항을 계속하였으나 사태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의 ‘정치적

<반대운동의 논리>

평남이나 경남도청처럼 교통상의 이유로 불편이 적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청을 점차 적당한 곳으로 옮겨왔다는 지적에 대한 판단
의주에서 신의주, 진주에서 부산으로 도청을 옮긴 것은 이들 도시가 일
본을 연결하는 교통상의 요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불합리하지는 않다. 그러
나 대전은 국책상 중요 요지도 아니며 또 충남의 한 귀퉁이일 뿐이다. 충
남 도청의 대전 이전은 국가백년대계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


이다.

요지였으나 철도교통의 발달로 장차 교통
상의 요충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
공주는 1천4백60년전부터 충청도의 중심도시였다. 총독부 내무국장은
역사같은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서 존중해야 할 것이 없다고 호언하였으나
 과거에는 남선 각지로 통하는

제1장 도청이전의 역사 9

언

이는 망 에 불과하다.

ㆍ

래

자연 인문지리적 환경 때문에 오 전부터 교통과

온 공주를 철도교통 하나만을 들어 요충임을 부
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신을 무시하는 폭거로서 조선통치상 크게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상의 문제는 시대의 진보, 즉 공주를 경유하는 철
도가 놓인다거나 기타 변수에 의해 시대가 바뀌면 또 변할 가능성이 있다.
제등(齊藤)총독은 공주를 방문하여 공주시민에게, 도청을 이전하려면 적어
도 2백만원은 필요한데, 2백만원이 있다면 공주의 희망인 철도를 조치원부
터 공주까지 부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 군등(君等)은 안심하라고 말
했다. 게다가 작년 산리(山梨)총독도 여러 차례 도청이전 사실을 부인하곤
했다. 공주-조치원간에 철도가 생기고, 또 자동차 교통을 잘 활용하면 공주
는 조선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철도교통보다는 도로교통이 더 발달할 것이다.
행정의 중심지로서 기능해

토사가 퇴적되어 수운의 편이함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
현재는 그러하나 당국의 치산ㆍ치수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금강에 퇴적
된 토사가 쓸려나가서 다시 1, 2백톤급의 선박(군산-강경-공주-부강)은 충
분히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금강수계를 통해 값싸게 물
자를 유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비나 물류비용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금강에

평의회에서 공주 선출 의원을 제외한 전체 도평의회원이 도
청의 대전 이전을 찬성했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
이는 ‘국가의 선량(選良)조차 기만’하는 언설이다. 1929년 도평의회에서
도립병원 신축안이 제안 되었을 때, 충남도평의회는, 경남도청을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길 즈음 임시 청사를 부산도립병원으로 위장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결시킨 적이 있다. 충남도청 이전안은 도 당국이 대전 선출
 1929년 도

10 도청이전백서

께

의원들과 함

득

반대의원들을 설 하여

임시 도평의회에서

조건부(충남북

안)로 통과시킨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때도
공주는 절대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여 도내 各面協議員(內地의 町村會議員)
788명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총독부가 대전으로의 도청이전을 내정 발
표한 뒤, 공주, 부여, 논산, 강경, 연기군뿐만 아니라 조치원, 서천, 보령, 홍
성, 아산, 천안 등도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통합후 충청도청의 대전 이전

낡았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
1929년 3월 산리 총독은 공주 진정위원들에게 충남도청 청사의 개축은
금후 10년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 1930년 10월 내무국장은 조
선에서 가장 낡은 청사는 함남과 강원 도청이라고 언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제3위인 충남도청의 신축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다.
 도청건물이

무 률 증진하기 위해서는 도청을 대전으로
옮기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
총독부 당국은 5, 6개월전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미 대전 유지들과 협의
하여 부지(敷地)의 기부 등을 결정하였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은 130만 도
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청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 평의회’에 한마디 ‘자문’도 없이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공주시민에게는
발표 15일전까지. “이전(移轉)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충남 도청사를 건
축한다면 공주에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총독부 회계과장도, “명료하게
공주에 유리하다. 소란을 피우면 대장성 대신(代藏省 大臣)이 곧바로 예산
을 삭제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공주시민을 기만하였다. 수십년
간에 걸쳐 쌓아온 총독부의 정치적 地盤이 총독부령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하루아침에 밑동부터 뒤흔들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민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 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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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
대전까지의 거리는 그러하나 조치원까지의 거리는 6里 9丁에 불과하다.
공주와 대전 사이에는 마티고개, 박정자 고개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나 공
주와 조치원 사이에는 승합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등 교통상에 아무런
 공주가 철도로부터 8, 9리나

불편이 없다.

신

절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
공주의 교통 불편은 가까운 장래에 모두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째서 거액의 국고금과 다수 조선인의 희생을 무릅
쓰면서까지 4통 8달의 도로망(공주-예산, 공주-부여, 공주-논산, 공주-조치
원, 공주-대전)을 구축했는가(하고자 하는가)? 또 현재 하루 수십회나 자동
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금강에 다리 하나만 놓으면 이런 불편이 말끔히 해
소될 것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가교 설치를 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더니 이제야 도청이전에 대한 보상물로
서 가교 설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홍수시에 교통통 의 두 로 관민이 불편을

판

 대전에 비해 인구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한 비

공주는 ‘한일합방’ 당시 7천여명, 현재 1만2천여명(일본인 1,983명, 조선
인 10,269명)이다. 이에 반해 대전은 합병 당시 4천여명이었으나 현재는 2

괄
였다. 대전 인구가 급속히 팽창한 것은 도시 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공주는 병합 당시부터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변하지 않았으나 대전은 외남
면을 병합하였기 때문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 현재 공주의 인구밀도는
1인당 33평이나 대전은 62평이다. 공주도 주외면을 포함하면 대전에 비해
인구규모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만 1천명(일본인 6,702명, 조선인 14,745명)의 인구를 포 한 도시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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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도청소재지라
는 이유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
그렇게 보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도내 군민 다수가 반대할 뿐만 아
니라 공주지방 10여만 시민이 수소애원(愁訴哀願)에도 불구하고 일편(一片)
의 ‘온정(溫情)’도 베풀지 않고 더욱이 시민들을 기만하면서 졸속하게 이전
을 감행하는 것은 폭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주는 이미 상공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향은 일부 지주나 상인들에게만 피해를 미칠 것이라는 지적
에 대한 비판
물론 관공리나 도청 관계자들이 퇴거하여 호구수가 줄어들면 토지나 가
옥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 경기가 부진해지는 등 특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도청이 이전되면, 가옥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럭저럭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공주를 중심으로 사회를 형성한 10여만의 세궁민들은 커다란 경제적 타격
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위의 견해는 5일장(1일, 6일)마다 공주를 중심으
로 물물교환의 상해위를 통해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세궁민들의
피해를 무시한 대단히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도청이전 영

(3) 반대운동의 주체와 방법

걸린 ‘민감한 사안’이었던 까닭에 주
체측이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양상이나 성격이 크게 달
라질 가능성이 많았다. 하지만 앞서 살폈듯이 공주시민회(公州市民會)는 주
민들의 조직적 저항이 아니라, ‘로비’나 ‘진정’과 같은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므로 주민들의 참여(參與)와 연대(連帶)를 이끌어내는 일에
는 처음부터 별로 관심이 없었다. 공주유지들은 지역주민들을 그저 동원
도청이전은 주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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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員)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주변 면민(面民)들은 농업공황(農業恐慌)의 여파로 아귀(餓鬼)
와 채귀(債鬼)에 시달리느라 도청이전 반대운동에 나설 만한 물질적, 정신
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 1930년 9월 공주시장의 묵은 쌀 소두 한되 가격은
1원 40전이었으나 10월 들어서는 햅쌀조차도 69전 내지 70전에 거래되었으
며, 인근의 정안면과 의당면(당시 인구 17,442명)에서는 연초부터 1931년 4
월까지 무려 1천 5백여명의 농민들이 야반도주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군민대회(君民大會)를 개최할 때도 한 사람당 15전씩 여비
(旅費)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주변 면민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그 결과 도
청이전 반대운동은 조선인(朝鮮人) 유지(有志)들보다는‘로비’와 ‘진정’에 유
리한 조건을 가진 일본인 유지들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었다.
공주시민회(公州市民會)는 운동 과정에서 조선인ㆍ일본인 동수로 40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한 뒤, 이들은 ‘국적(國籍)’, 유지집단 내의 ‘서열(序列)’, ‘사
회활동(社會-특히 로비-活動)역량’ 등을 감안하여, 예를 들면 진정과 로비
는 일본인 유지들이 맡고 대중 집회나 시위는 조선인 유지들이 전담한다는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공주시민회가 구성원의 지위와 역량을
감안하여 운동조직을 복선화, 분업화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공주지역의 조
일인 유지들은 도청 이전이라는 민원을 놓고 함께 단결하여 다른 지역의
조일인 유지들에 대항하였던 것이었다. 이런 ‘朝日人 公同의 民願運動’ 과
정에서 양자의 정치사회적 관계는 점차 긴밀함에 더해갔다.
당시 공주시민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권익채(權益采, 도평의회원)이외에
조선인 실행위원(20명)으로서 도청이전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은 , 심재
욱(沈載昱, 사업가, 도의원), 오경달(吳慶達, 정미소 경영, 면협의원), 서덕순
(徐悳淳, 대지주, 금융조합장, 신간회 부회장), 김낙현(金洛鉉, 광창당 약방,
충남 의업조합 부조합장), 김영배(金英培, 청년상회 경영, 공주수양청년회
및 신간회 임원), 성보영(成普永, 대지주, 금융조합장), 이범규(李範珪,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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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 소매업, 노동협성회 발기인), 윤종혁(尹宗赫, 포목상점 운영, 공주
상번회 부이사장), 김기태(金基泰, 시장 상인 상번회 이사), 심헌정(沈憲正,
동아일보 지국장, 읍회의원), 서범순(徐範淳, 대지주, 면협의원), 양천손(梁
天孫, 양조업, 읍회의원), 이태영(李泰暎, 양화 및 고무신 상점 운영), 이원
태(李源台, 시장 상인?, 수양청년회 임원), 민영용(閔泳龍, 수양청년회 임
원), 양명호(梁命浩, 수양청년회 임원), 백창진(白昶鎭, 조선주 양조 소매),
류갑수(柳甲秀, 변호사), 백종성(白宗聖, 신원불명, 상인?), 곽상남(廓相男,
교사?)등이었다.
주

(4) 도청이전에 따른 균형발전 요구

패 끝나자 공주 유지들은 ‘도청이전 대가의 지
불’등 후속조처를 기대하면서 잠시 관망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총독부가
1년여동안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자 공주유지들은 1932년 7월 ‘시민대회’
를 새롭게 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보상물 요구운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7
월 10일 읍사무소 앞뜰에서 개최된 공주시민회는 그동안 공주지역 유지집
단이 요구한 ‘보상물’이 대체로 어떤 종류의 것들이었는가를 정리된 형태로
보여준다. 시민회 대표들은 그간 총독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도 및 총독
부 예산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보상 요구 13가지」, 「일본(본국)정부의 국
비로 시설해 주워야 할 보상요구 7가지」를 제시하였으나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고한 후, ①중선철도(中鮮鐵道, 영월～조치원～공주～장항
간 철도)의 건설 ②관립 사범학교 설치 ③궁민구제자금의 융통 등「당장
해결해야 할 보상요구 3가지」를 결의하고 위 대회를 폐회하였다.
당시 공주지역 유지들이 「도 및 총독부 예산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
구한 사항은 ①5년제 농업학교 설치 ②공주-신상(유구)-온천(온양) 사이의
도로 개수 ③공주-예산간 도로 중 웅진 도강장(나루터)을 폐지하고 연미산
을 돌아 신관리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 ④공주-예산간 도로 중 동천진(통천
도청이전 반대운동이 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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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가설 ⑤공주시장을 읍 경영으로 해결해 줄 것(연수익 약 1,000
원) ⑥산성공원 내 도로 개설(경비 6,000원) ⑦공주 신사(神社) 직통 참배
도로 개설(경비 1,000원) ⑧백제박물관 지방비로 설치 ⑨읍채(邑債) 8만원,
학교조합비 1,000원을 국비로 부담 ⑩시내 하수구 및 교량 신축(경비 10만
원) ⑪공주～조치원간 승합차 경영을 철도국 직영으로 할 것 ⑫우편국 옆
에 도로 신설 ⑬기공식만 가진 금강대교 건설촉진 등이었으며, 「국비로서
시설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은 ①철도의 부설 ②의학전문학교 신설 ③고
등농림학교 또는 고등상업학교 설치 ④관립사범학교 설치 ⑤공병대(工兵
隊)의 주둔 ⑥전매지국의 설치 ⑦국립공원 설치 등이었다.
포)에 교

3. 대전시대

량식(上梁式)이 거행되어 1932년 5

1931년 12월 12일 충청남도 도청사 상

준공되었다. 이리하여 6월 17일 충청남도 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
로 이전하는 문제는 부령 제48호에 의하여 정식으로 결정 공포되었다. 이
리하여 충남도청은 9월 3일에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10월 1일 대전에서는 충남도청 대전축하회를 성대히 개최하고 이어서 대
전신사 제전을 겸한 축하행사가 10월 3일까지 3일 동안 대전시가에서 치러
월 30일

졌다.

축

요되었다고 한다. 대전에 정착한 일본
인들은 정착 초기부터 각종 유지단체(거류민단체)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이
익을 지키기 위해 로비를 전개하였다. 대전으로의 도청이전은 대전지역 일
도청사 건 비는 35만 9천원이 소

본인들의 로비의 결실이었다.

법
전매국 출장소,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지면서 대전군청, 공주지방 원 대전지청,

무

출장소,
우편
국, 각종 학교, 식산은행 지점, 조선금융조합연합회지부, 군시제사대전공장,
보병80연대 제3대대, 경찰서, 형 소, 헌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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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회사가 설립되었다.
도청이전 이전에 이미 도시면모를 갖추었던 대전은 도청까지 이전함에
이르렀고, 또 도청의 이전 이후로는 더욱 확장 육성하여 큰 도시면모를 형
대전 혁 등의 각종 관공서와

성하였다. 즉,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된 후로는 충청남도의 행정 산업 경제

신 문화 등 모든 기능이 대전에 집중되고 그 중심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대전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는 일제에 의해 행정적 편의
와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재편되는 과정의 산물이며, 특히 전통적으로 충청
도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이전은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한 행정구역 재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한촌이었던 대전은 경부선개통에 따라 일본인 거류지로 출발하여 지
정면이 되었고, 읍제를 거쳐 일본인의 식민지 착취의 거점으로 발전해 왔다.
1940년 11월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32개동 35,712㎢의 면적에 인구 69,712
인에 달하는 한국내 24개부 중 17번째 가는 도시로 발전하였다.
이후 충남도청은 1989년 1월 대전직할시 승격이전까지 충청남도의 행정
중심지로 존재해왔다.
교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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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청이전의 필요성 대두
1. 도청이전 필요성

승격
된 이후 현재까지도 지역행정의 상징이며 중추기관인 충청남도청이 대전광
역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왔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청은 접근성이 불량하고 충청남
도의 관할 행정구역 밖에 소재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화, 행정비용의 증가,
행정업무의 지연 등을 초래하여 충청남도 행정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
용해 왔다.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지역행정 서비스에 대
한 도민의 기대와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2)으로 직할시로

지고 있으나 도청이 대전에 소재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중추관리기능 수행의

움 력약화를 초래하여 충남지역경제의 낙후, 지역의 불균형개발,
개발잠재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지역내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1991년 8월 7일
제4대 도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1년 11월 15일, 제4대 충청남도의회 제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중철
의원(홍성군) 은 도정질의에서 ①도청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소요비용
에 대한 검토, ②도청이전의 규모(유관기관 이전 범위 등), ③도청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문제점, 기대효과) 및 추진기구 구성, ④도청이전이 아닌 대
전소재 충청남도 유관기관의 이전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어려 , 재정

3)

2) 1981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가, 1986년도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가, 1989년 충청남도에서 대
전광역시가 분리되었다.
3)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최초로 공식적인 질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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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배 부지사는 대전직할시 분리로 인해 약화된 도세를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도청이전에 따른

이에 대해 당시

회복하기 위한
도민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92년 6월 8일, 충남도의회 제63회 본회의에서 김용호 의원(논산군)은
도세가 확충되고 있어 도청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도청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의 도내지역으로 조기이전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
다.
이에 대해 이종국 도지사는 도청이전의

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전에

따른 주민 등과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회 제66회

회의에서 이원창 의원(아
산군)은 도정질의에서 집행부의 추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별위원회
의 구성을 건의하면서 도청이전을 위한 기초연구의 의사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홍선기 도지사는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도민갈등 등을 우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
변하였다.
도청이전에 관한 도정질의를 보면, 1992년 12월 24일 도의회에 『충청남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도청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
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정질의를 통해 도의회 의원들은 도청이전
의 당위성과 도청이전의 의향을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으나, 1999년까지 집
행부에서는 도청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1992년 10월 6일, 충남도의

제2차 본

2. 도청이전의 당위성

회경제적, 행정적, 공간구조 및 지역개발 측

충남도청이전의 당위성을 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당위성은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함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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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청이 타자치단
체의 관할구역에 소재함으로써 도정의 지역적 구심력 결집을 불가능하게
하고 도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도청이 관할구역 밖에 위치함으로 인해
도민의 긍지 및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도 단위 행사를 타자치단체나 도내 여러 시 군을 순회하며 개최
하는 관계로 행사에 대한 참여의식이 저하되고 행사준비에도 많은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지방기관 중 많은 수가 대전시와 충청남도를 병합관리 하
고 있어 이들 기관의 대부분은 지방행정에 대한 업무협조면에서 대전시 중
으로 인해 도민의 구심

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위 각종 유관기관이 대전 및 도내 여러 지역에 산재함으로써 도와
유관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일관성 있는 도정수행이 어려
도

운 실정이다.

광

간 사회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도청
이전의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대전시 인구(직할시 승격 이전)
는 전국대비 2.2%에 불과했으나 1995년 현재 2.9%로 증가한 반면, 충남은
동기간중 7.1%에서 4.0%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동기간중 대전은 연평균
4.0% 증가하였으나, 충남은 10.6% 감소하였다. 1995년 현재 대전 충남인구
의 38%가 대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대전 역시와 충청남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92년 현재 충남인구 25,881명이 대전지역으로 전출한 반면, 대전
인구는 17,668명이 충남지역으로 전출하여 8,213명의 충남인구가 대전지역
으로 초과 전출하였다.
도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합해 약
20,000명 정도가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충남의 지역경제를 약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도청을 비롯해 대부분의 도 단위 유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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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도청간의 공간적 거리가 커 기관이
용시 도민 및 공무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타도에 비해 과도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도청이 대전에 소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민의 시간적 낭비, 정
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소외의식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행정서비스 및
도민의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초래해 왔다.
둘째,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서비스 수요주체와 공급주체간의 행정
구역 불일치로 도민의 이용편의가 크게 제한되어 왔다. 도공무원과 도민의
직접적인 접촉기회가 적어 도민여론을 신속하게 수렴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전광역시의 도심에 위치한 현 충남도청의 협소와 확장의 어려움 때문
에 행정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웠고, 도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도민
의 참여기회가 적어 자치행정을 통한 도정발전에도 어려움이 상존했다.
또한, 도청사의 노후화와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인해 공무원 및 방문도민에
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사무자동화 등 도정의 근대화에 장애가 되어왔다.
셋째, 공간구조 개편 및 지역개발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
청소재지가 해당 도의 성장을 주도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새로운 도청소재
지로 지정이 되어 도청과 관련기관이 이전하면 그 도시의 개발효과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주변지역에도 개발에 필요한 유용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확보한 인구기반 및 이
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도정부의 재정활동에 의해 도시성장의 결정적 호
기를 맡기 때문이다.
대전시에 소재함으로써 시군자치

따라서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개발은 도청소재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체 균형개발효과를 이룩할

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 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넷째, 문화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충남은 역사적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으나, 문화수준의 척도인 문화시설수와 이용실태

제1장 도청이전의 역사 21

알아보면 공공도서관수가 대전 충남의 30.5%, 장서 수 22.9%, 입관자
수 20.0%에 불과한 수준이다. 영화관 수와 좌석 수, 예술단 수와 단원 수
는 대전과 비슷하나 인구대비로 보면 대전보다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를

수 있다.

3. 도민 설문조사

회

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에 대
한 도민여론조사 보고서”는 1994년 1월 20일 제80회 충청남도의회 제4차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었다.
도민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이 1993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26일간
충청남도 거주 20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개별
면접 방식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무작위표본추출과 면접원의 가
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
준에 ±2.2%였다.
충청남도의 가 한국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충남도민들을 대상으로 도청이전에 관한 태도와 의견을 조사

참하는

하여 도민이 공감, 동

집

립,

보다 나은 시책을 수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의 의의

립 평가의 기본과정 역시 경영관리와 마찬가지로 Plan-Do-See
(계획수립-실행과정-효과평가)의 연속적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
서 각 단계마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보가 필수
의정시책 수 ,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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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충청남도의 에서 추진한 이 조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견을 광범위하고 객관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노
력이 조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② 도민의 도청이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할 수 있게 한다.

③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행하여 실시할 경우 “도민여
론을 반영”한 의정으로 인식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④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훌륭한 뉴스이며, 도 의정홍보 팸플릿 및 언론기
관에 발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도정참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의
정”이란 이미지를 부각시켜 쌍방 의사소통도 원활히 하는 “충남의회”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

3) 주요 조사내용

요

설문조사의 주 내용으로는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도청이

전여부에 대한 견해로서, 충남도의 당면과제, 도청이전 문제 인지도, 도청

찬반, 도청이전 필요이유, 도청이전 불필요 이유, ‘충남세수입 대전유
입’ 의견 공감정도, 도청이전에 따른 긍정효과와 부정효과 및 충남도 발전
에 도움 여부, 도청이전 지연 이유 등이다.
둘째, 도청이전지 선정에 대한 견해로서, 도청이전지 선정시 우선 고려사
항, 도청이전지 개발방식, 도청이전지의 수용거리, 도청이전지의 적정 인구
규모, 행정도시외 발전희망 도시유형, 발전예상 지역 등이다.
셋째, 도청이전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견해로서, 도청이전 시기, 도청산하
기관 이전 여부, 도청산하기관 이전 방법, 도단위 관련기관 이전여부, 도단
위 관련기관 이전방법, 주체별 이전노력 정도, 이전주체 관련기관 이전방법
이전

등이다.

넷째,

담 체,

이전비용 충당에 대한 견해로서, 이전비용 부 주

족비

이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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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납 향 타지역으로 도청이
전시 성금납부 의향 등이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도청이용 빈도, 도청이용시 불편사항, 이전특위 인
지여부, 생활형편 평가, 1년 후 생활형편 예상 등이다.
용 충당방 , 거주지역으로 도청이전시 성금 부 의 ,

4) 조사결과 요약
(1) 도청이전여부에 대한 견해

① 도청이전 찬반 : 찬성(71.0%), 반대(24.7%)
충남도민의 10명중 7명가량의 도민이 도청이전을 찬성하였으며, 여자
보다 남자, 대재이상 고학력층의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금산군을 제
외한 전 지역에서 이전 찬성이 반대보다 많게 나타났다.
② 이전문제 인지도 : 인지(49.0%), 비인지(51.0%)
절반가량의 도민들이 도청이전 문제 논의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남자,
대재 이상층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도의 당면과제로
‘도청이전’지적이 많았던 공주시와 공주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③ 도청이전 필요 또는 불필요 이유
필요한 이유로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이익, 개인적인 편익, 그리고 당
위론 등이 높게 지적되었다. 불필요한 이유로 대전소재가 충남발전에
도움, 과다한 이전비용, 이전전후 다른 것 없다 등으로 나타났다.
④ 도청이전시 긍정 또는 부정효과
긍정효과는 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균형발전 등 거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용용이, 서비스개선 등 미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
정효과는 이전비용에 대한 부담과 과열 유치경쟁 후유증을 염려하는
지적이 있었으나, 충남도청 이전시 예상되는 나쁜 점이 없다와 모름,
무응답이 38%로 높게 나타났다.
⑤ 도청이전시 충남도 발전 도움여부 : 도움됨(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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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약간 도움
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반면, 전혀 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은 14.6%에 불과하다. 도청이전 반대자의 54.7%도 도청
이전이 충청남도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⑥ 도청이전 지연이유
물리적인 요인(이전비용, 이전지역 부재 : 47.1%) 뿐만 아니라 도민,
중앙정부, 도청, 공무원의 이전의지 부족을 지적한 도민도 45.3%로
높게 나타났다.
⑦ 충남도의 당면 과제
충남도의 당면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충남도청
이전을 최초로 지적한 도민은 8.0%로 도로확충ㆍ보수, 환경오염ㆍ공
해문제, 주택문제, 서해안 개발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도청이전 적지
로는 공주시와 공주군에서 특히 높게 응답하였다.
81.5 의 많은 도민들이 도청이전시 충남발전에 매우

(2) 도청이전지 선정에 대한 견해

① 이전지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이 되는 곳(46.60%)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이 되는 곳에 대한 고려를 희망한 도민이 많
았으며, 이 응답은 계층 구분 없이 전계층에서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발가능성이 많은 지역과 현재 발달한 곳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이전지 개발방식 : 기존도시로 이전(49.6%), 신도시개발이전(47.8%)
천 안 시, 공주시 등 기 존 도시지역과 교 육수 준 이 높 은 계 층 에서는
기존도시로 이전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③ 행정도시의 발전 희망도시 유형
교육도시 > 문화도시 > 순수한 행정도시 > 경제ㆍ금융도시 > 전원
ㆍ주거도시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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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전지의 수용거리 및 적정 인구규모
수용거리는 왕복 1시간 이내 66.3%, 2시간 이내 25.8%로 10명중 9명
이상의 도민이 왕복 2시간이내 거리로 도청이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도청소재지의 적정인구규모는 15만 8천명으로 응답하였다.
(3) 도청이전시기/방법에 대한 견해

① 도청이전 시기 : 빠른 시기내에 66.2%
도청이전 찬성자들의 2/3가량은 빠른 시기내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대학재학 이상 고학력층의 경우 이전찬성률은 높았으나, 빠른 시기내
이전은 타학력층보다 적어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② 이전주체 : 도의회 38.6% > 중앙정부 34.6% > 도청 22.7%
도의회 응답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앙정부 응답은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높다.
③ 주체별 이전 노력 정도
4개 주체 모두에 대해 소극적 평가가 우세하다. 적극적 평가는 충남
도민, 도의회, 도청, 중앙정부 순이다.
④ 도청산하기관 및 도단위 관련기관 이전
도청산하기관은 모두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8.7%, 부서에 따라
연차적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4.0%이다. 도단위 관련기관
은 모두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8.2%, 부서에 따라 연차적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1.6%이다.
(4) 이전비용 충당에 대한 견해

① 이전비용 부담주체
중앙정부의 부담을 전제로
부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나

유치지역에서도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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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회

극

체
획 립
할 것을 원하고 있다. 도청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청이전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것이며, 도청이전의
필요성 홍보방안으로 충청남도의 발전이라는 전체의 이익과 이용편리라는
개인적 편익 그리고 도관내의 도청이전이라는 당위론 등이 적절할 것으로
도청이전에 대해 도의 가 보다 적 적인 자세로 구 적인 계 을 수

보고 있다.

획 립

단

도청이전 계 수 시 도청 산하기관과 도 위 관련기관의 도내 이전 역

께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 이전이 아닌 부서별, 연차적 이전이 필요하
고, 신도청 이전지는 지리적 위치를 우선 고려하여, 충남의 중심에 위치해
도내 어느 곳에서든 2시간 이내 왕래가 가능한 지역에 교육과 문화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도청이전에 따른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은 이전 재원 확보문제이며,
도민들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재원확보 방안제시가 없는 도청
이전 계획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이전계획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의 강구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족한 비용을 충당키 위한 방법으로는 성금ㆍ기부금이 고려될 수 있다.
조사결과 도민들은 거주지역으로 이전시 80.0%, 거주지 외지역으로 이전시
34.%가 성금납부 의향을 표시했다. 그러나 성금ㆍ기부금의 예산 충당분은
중앙정부나 도 또는 이전지역의 기본적인 부담 외 극히 적은 부분에 그쳐
시 함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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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청이전 제1차 추진
제1절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1. 제1기(제4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회

1992년 제4대 충남도의

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1992년 12월 24
조길연 의원은 ‘충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제69

회 간사인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었으나,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과
농수축협 도지부 등 지방 행 재정의 중추기관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못 클 뿐만 아니라, 구심점이 대전으로 모아짐
으로써 약화된 도세 회복을 위한 지역균형 개발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일)에서 운영위원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충청인의 자긍심 앙양
과 구심점을 설정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켜 약화된 도세의 회복을
조속히 실현시키고 도청의 이전문제는 신중하면서도 시급하게 검토․추진
되어야 할 200만 도민의 최대 숙원인 동시에 당면 주요 현안사업임에도 소
극적이고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하여 도청이전 추진을 촉구하면서 의회차원
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결의
하게 되었다.

특별위원회의 임기를 1992년 12월 24일부터 1995년 6월 30일(임기만료기
간)까지로 하였으며, 특위위원 수의 결정은 시ㆍ군별 1명씩 안배하여 20명
으로 하였다. 위원선임은 시ㆍ군별 의원 협의를 통해 1명씩 추천하여 의장
에게 선임권을 일임하였으며, 1992년 12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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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어 12월 24일 제6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리고 위
원선정이 이루어졌는데,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용일, 나영
진, 박종무, 김재봉, 이갑준, 최원식, 이기봉, 유재원, 박원래, 유재갑, 송선
규, 오찬규, 우지명, 김영창, 한도원, 김진경, 김세호, 김종성, 김남호, 장기
일 위원 등이 선출되었다.
충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1. 활동개요
○ 활동기간 : 1992. 11. 24 - 95. 6. 30
○ 주요활동실적
∙ 도청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간담회 : 6회
∙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조례 제정
∙ 도민여론조사 : 1회
∙ 타시도 도청이전 사례수집: 1회

2. 위원회 구성
가.
○
○
○

경위
‘92. 12. 24 도청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92. 12. 24 도청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92. 12. 24 도청이전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선임(도의원 20인)

나. 위원 선임
○ 인원 : 20명(각 시ㆍ군당 1명씩)
○ 위원장, 간사 선임

3. 기본방향
○
○
○
○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 극대화로 공감대 형성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한 도청이전 촉구 및 추진상황 평가
국회 및 중앙정부 등 도청이전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의사전달과 건의
제반행정 절차를 통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

2. 제2기(제7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회 제182회 제2차 의회운영위윈회에서는
2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지원코자 「충청남도
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을 결의하였으며, 9월 15일 제182차회 제2
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4년 9월 14일 제7대 충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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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활동기간을 2004년 9월 15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직무는 도청이전의 당위성 홍보 및 후보지 선정지원과 중앙정
부 등을 대상으로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의사전달과 건의 등을
비롯해 제반행정절차(조례재정 등)를 통한 이전지원까지로 하고 있다.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은 강동복(천안시), 송민구(공주시), 오
찬규(보령시), 김광만(아산시), 차성남(서산시), 박태진(논산시), 심정수(금산
군), 유환준(연기군), 유병기(부여군), 박영조(서천군), 유영호(청양군), 이종
건(홍성군), 김기영(예산군), 명귀진(태안군), 성기문(당진군) 등 총15명으로
위원장은 오찬규 의원, 부위원장은 강동복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제2기 충
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회의 11회, 간담회 3회, 전남도청
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다.
위원 의

도청이전 - 시·군‘빨리’道‘기다려’(충청투데이 - 04.08.01)
충남도청 이전에 대해 도와 시·군이 동상이몽((同牀異夢)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이
를 지켜보면서 행정구역 개편 등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도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시·군은 당장 도청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배후지인 충남을 중심으로 대전시, 충북도를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등 행정체계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
됨에 따라 도청 이전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신행정수도 이전 상황에 맞추어
도청 이전을 추진해야 재정적인 부담과 여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우선 올해 말까지 도청 이전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이전 일정과 시기를 구체적으
로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해안권 일부 시·군들은 도청 유치를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본
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가 하면 또 다른 시·군은 독자적인 활동을 모색하는 등 도의 구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령과 서산시, 당진, 홍성, 예산군 등 서해안권 시·군들은 도청 유치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도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이유로 도청 이전을 미룰 경우 강력히 대응할 태세까
지 보이고 있다. 이들 시·군은 공주, 연기를 중심으로 천안, 아산, 청양, 부여 등은 신행정수도 배후지
에 포함되고, 논산과 금산은 대전시와 인접해 있는 반면 서해안권은 상대적으로 개발로부터 소외를 받
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서해안권 시·군간 도청 유치를 위해 연대 또는 담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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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설치

특

회
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별도 전담기구설치인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먼저 도청이전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남도청 소속 실국장과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하부기구로 실무작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관련국장과
과장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였다.
기획단의 주요 업무는 도청이전 자료 및 사례수집, 도의회 및 중앙부서
와 업무협조 및 협의, 입지 선정 기준 및 원칙 설정, 입지 여건 타당성 조
사, 도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설문 등 여론
조사, 이전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강구, 이전 기본계획과 종합 계획 수립,
직속 및 관련기관 단체 이전 추진, 그 밖에 도청이전의 필요한 사항 등으
1992년 12월 24일 도청이전추진 별위원 가 구성되었고, 충남도청이전

로 되어있다.

획단의 업무 분담

총괄기획, 행정, 건설, 재정반 등 4개
반을 조직, 운영하되 반별구성과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획
단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들에게 조
사, 연구,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하거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산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획단은 의회와 적
극 협조하여 도청이전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3년 6월에 제정한 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는 그동안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2차례(1998년 9월, 1999년 8월)에 걸쳐 개정한 바 있으나, 기존
조례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시키고 기획
기

추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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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실무작업반의 구성을 현실에 맞
게 개편과 함께 명칭도 변경하기 위해 2000년 4월 28일 제137회 충남도의
회 본회의에서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개정내용은 기획단 단장을 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하고, 기획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둔다는 내용이다. 또한 실문작업반
의 명칭중 총괄기획반은 총괄기획팀으로, 행정반은 홍보팀으로, 건설반은
건설팀으로, 재정반은 재정팀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제3절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 착수
1. 용역의 개요

회

특 회
집행부에도 충청남
도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이 설치됨으로써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타도의 도
청이전추진동향을 파악하고, 도청이전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1994년 당초예산에 도청이전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
고, 1994년 9월 1일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제2차회의에서 도청이전 연구용역
집행계획을 검토 확정하였다. 9월 9일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 집행부의
용역집행계획을 보고하고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하여 용역집행을 유보
충청남도의 에 도청이전추진 별위원 가 구성되고

하기로 하였다.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13일 국토개발연구원에 도
청이전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나, 하반기 용역수행을 검토하겠다고 통
보하였다. 이에 국토개발연구원을 방문하고 건설교통부관계관 등을 통해
1995년 2월 10일, 도청이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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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용역수주협의를 통해 6월중 용역계약체결 검토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수행을 기피함에 따라 도출연연구원인 충
남발전연구원이 “충청남도 도청이전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차에

2. 보고서 내용
1) 과업의 목적

타도의 추진동향 및 행정환경의 급변에 능동적 대응
을 위해 충분한 검토 및 시행착오 방지와 이전 소요재원 대책, 주민공감대
형성 등 도청이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시ㆍ군의 갈등을 최소화하
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과업의 목적으로는

2) 연구의 주요내용

달성하기 위해 후보지 입지선정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
료 조사연구, 후보지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갈등 최소화방안 연구 및 최적방
안 제시, 후보지 입지기준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연구, 도청이전 입지결정방
법 대안분석 및 최적방안 연구, 도청후보지의 기능, 규모, 유형별 분석과 절
차, 시기, 개발방법 등의 대안분석 및 최적방안 연구, 도청소재지 유형별 소
요재원 및 재원조달대책 연구, 선정후보지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 관리대책
연구, 유치 제외지역에 대한 소외감 해소대책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에는 이강선(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송두범(충남발전연구원 연
구원), 이성근(영남대학교 교수), 김익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실
장), 박양호(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건철(광주전남발전연구원 지
역개발실장),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개발실장) 등 7명이 참여하
고, 자문위원으로는 강병기(한양대학교 교수), 권원용(서울시립대학교 교
과업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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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문창수(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박찬석(경북대학교 총장), 신극범(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유종탁(대구경북개
발연구원장), 이건영(국토개발연구원장), 이낭호(충북대학교 총장), 최한성
(전남대학교 총장), 임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장명호(전북대학교 총
장), 정세욱(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정영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황용주
수),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3) 주요연구 결과
(1) 도시기능
도시기능과 도시발전과의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볼

신도청 소재지의 기능은 “특화형 복합기능도시”로 제안하였다. 그 내용
은 일정산업에 특화된 기능(행정부문외에 일정 제조업부문, 특히 첨단산업
부문의 특화가 바람직함), 도의 행정중추기능, 도시민의 일상적 삶의 수요
를 충족시키는 복합기능(주거+상업+교육+문화+위락...)이 모두 충족되는
때,

도시로 하였다.

(2) 인구규모

ㆍ외 신도시의 인구규모, 도

우리나라의 일반도시, 도청소재지 도시, 국내

특화형 복합도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인구 20만명의 도시인구규모가 적정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청소재지가 추구하는 도시기능인

(3) 적정인구밀도

징

쾌적한 도시환경, 특화형 복합도시 기
능, 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인구밀도는 100～120인/㏊ 수준
이 적정할 것으로 제안되었는데, 이는 일본 쯔쿠바(37인/㏊)와 다마(96인/
㏊) 보다는 높으나 우리나라 현재의 인구 10～50만명 도시의 평균인구밀도
도청소재지로서의 상 적 이미지,

36 도청이전백서

/㏊) 및 수도권 신도시의 인구밀도보다는 낮은 100～120인/㏊ 수준

(165인

을 적정인구밀도로 설정한 것이다.

(4) 적정면적

특화형 복합기능을 갖는 인
구 20만명 도청소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면적규모가 1,700～2,000㏊
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적정 인구규모와 적정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5) 도시유형

독립적 신도시유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가, 개발비용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도청입지

유형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시하였다.

(6) 소요재원(독립적 신도시 유형기준)

평 준
총투자규모는 2조 5,820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직접사업비는 충남도청 및
유관기관 건축비로 6,000억원, 간접사업비는 택지조성비 1조 5,000억원, 도
로개설비 1,000억원 등 1조 9,82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도청소재지의 인구규모를 20만명, 개발면적 500만 을 기 으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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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95년 1차 도청이전 기초연구에서 제시된 도청이전사업비
구

직
접
비

분

사 업 량

단

가

사업비

고

계

40만㎡

1.5백만원/㎡

6,000억

도청순수이전

20만㎡

1.5백만원/㎡

3,000억

도청건축비

유관기관이전

20만㎡

1.5백만원/㎡

3,000억

유관기관 건축비

-

-

19,820억원

택지조성비

5,000천평

300천원/평

도 로 개 설

5.0㎢

20억/㎢

조 경 공 사

1㎢

200억/㎢

상하수도공사

500㎞

하수
종말 처리장

1만ton

정 배 수 장

10만ton

쓰레기처리장

200톤

100백만원/톤

계

∙ 평당순조성비 : 200천원
15,000억원 ∙ 보 상 비 : 100천원
∙ 공영개발
1,000억원 ∙ 국비지원
200억원
∙
∙
∙
800억원 ∙
∙
∙
700억원
∙
∙
200억원
∙
750억원

간
접

비

비

㎞당 150천원
20만인×400L/일×1.4
톤당시설비 : 800천원
20만인×350L/일×1.4
지방양여금
톤당시설비 : 700천원
20만인×400L/일×1.4
20만인×1kg/일
지방양여금

전

력

10MWH

12백만원/mwh

120억원 ∙ 한국전력공사 부담

통

신

10만회선

36백만원/회선

360억원 ∙ 한국전기통신공사 부담

도 시 가 스

200톤/일

120백만원/ton

240억원 ∙ 도시가스공급자 부담

부 대 시 설

1식

-

450억원

(7) 기타

필요한데
다단계 전략적 입지결정모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도청이전의 기본목표는
지역편의성, 지역발전성, 지역균형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도청이전을 위해서는 적합한 도청입지 의사결정모형의 선정이

하였다.

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각 단계별 평가기준이 필요한
데, 제1단계에서는 도전체의 광역차원에서 4-5개 지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선정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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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해당지역 가운데 최종 2～3개 지역의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제3단계에서 도의회가 최종결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청이전을 위한 연구는 진행과정에서 중요단계마다 도의회에 보고를 통
해 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부 및 외부연구진간의 내부적
검토, 도의회의 자문 등의 외부적 검토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의 객
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가중치결정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전문가 집단을 통한 델파
이(Delphi)방법과 계층분석과정(AHP)을 병행ㆍ실시하고 최종결정은 두 방
법의 결과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도청이전은 공공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민간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전재원은 국비 및 도비지
원, 이전대상기관의 보유재산 매각, 복권발행,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
제2

하도록 하였다.

탈락한 유치경쟁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발전촉진계획을 수
립하여 도청후보지 못지않게 지역발전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
지선정지역에 비선호시설 입지, 도청관련 유관기관의 분산배치 등의 대책
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입지선정과정을 설명회나 언론, 학
술행사 등을 통해 공표하고 경쟁지역과 관련 없는 연구진을 편성하여 객관
성을 유지하며, 자문위원회의 상설화, 연구진행과정의 단계별 보고회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후보지선정에서

제2장 도청이전 제1차 추진 39

3. 토 론 회
1) 개요

토론회를 1996년 12월 4일(수) 14～17시까지 도청대강
당에서 도의원, 시 군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
전 기초조사 연구결과 발표와 이후 3명의 지정토론자의 토론 및 방청객들
연구내용에 대한

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2) 지정토론 내용

김양수(혜전전문대 교수)는 도청이전시 현재 충남의 인
구 면적으로 볼 때,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서해안지역의 균형발전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지여건으로 해양분야의 추
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역사 문화적 특성, 수도권의 근
접성, 서해안 지역의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포지역이 도청이전 최적
의 후보지이며, 도청소재지는 연구결과대로 독립적 신도시가 바람직하다고
연구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께 미래의 잠재력도 입지기준으
로 고려하여야 하며, 가중치 부여를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시 지역과 전공
을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입지기준으로 해양자원,
도서, 항만여건, 대외지향성 등 ‘해양요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중심성의 개념은 지리적 중심적이 아닌 道 전체의 무게 중심이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도민화합 방안으로는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역간 개
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원희(공주대 교수)는 도청소재지 기능에 첨단산업이라도 제조업 유치
는 불합리하고 정치ㆍ행정ㆍ중심기능에 주거ㆍ교육ㆍ연구ㆍ보건기능을 부
나종성(호서대 교수)은 현재의 상황과 함

여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도청소재지 적정인구 규모는 10만명 이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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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도시의 외곽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입지기준이 너무 세분화되어 축소가 바람직하
다고 설명하였다. 현실적으로 대전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대전과의 연계성
상적이고, 도청 소재지는 기

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난 89년 정치적 이유로 분리된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최선
이라는 개인적 생각도 피력하였다.
지

3) 방청객 의견

회의에 참석한 오철수(공주시)는 도청이전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수자원
편의성”임을 주장하고, 도청소재지는 반드시 강을 끼고 있어야 하다고 주
장했다.

키

이은우(서산시)는 도청은 충남의 성장속도를 가속화시 는 지역으로 이

륙도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도시가 바람직하다
고 이야기 하면서, 서산은 육ㆍ해ㆍ공의 모든 교통수단을 갖추고 있고, 특
히 항만접근성이 양호하며 미래의 발전 잠재력이 높아 도청이전의 최적지
라고 주장하면서, 제조업이 없는 도시는 발전 잠재력이 떨어져 도청이전
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후보지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하였다.

희
준 설정시 도민들이 도청까지 도달하
는 시간이 최소화 되는 지역, 역사적 배경이 있는 지역, 지역균형발전을 도
모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21C 충남장기발전 비전 방향과 합치되는 지역
조병 (예산군)는 도청이전 입지기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한준(연기군)은 도청이전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와 막대한 재원소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실적으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도청이전에 앞서 유관기관의 분산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종남(청양군)은 전 도민에게 고른 행정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지리적 중
심성이 중요하고, 도청이전 입지유형은 “독립적 신도시”가 바람직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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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

복합기능 도시방안에 찬성하고 관광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성환(부여군)은 도청이전 후보지는 충남의 중ㆍ장기 발전비전에 기초
하여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입지 요인으로 “관광”이 추가될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궁
금하다고 반문하였다.

박해상(계룡출장소)은 도청소재지는 물류기지나 관광지가 아닌 행정의
중심지, 민원서비스 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전ㆍ충남 통합
이 바람직하다는 최원희 교수님 견해에 동감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오중(공주시)은 도청소재지는 개발중심지가 아닌 道행정을 총괄하는
도시성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대전과의 연계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와 방청객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공감하
면서, 앞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입지 기준으로 발전 잠재력 설정시
객관성 결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발표자가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자인 김동훈(충남대 교수)는 도청이전 후보지는 금년 말 제정되
는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최종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
의 진전에 따라 많은 기능이 시ㆍ군으로 이전되면서 道의 기능은 상대적으
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도청이 유치되어야 지역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버
려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민화합과 관련 유관기관의 분산
배치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하고, 도청소재지는 정치ㆍ행정의 중심도시가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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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청이전 추진 유보
제1절 IMF외환위기로 인한 추진 유보
1. IMF외환위기 시작

회의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와 집행부의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충남도청 이전사업은 1997년 11월 21일 한국사회
전반을 흔드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초래한 IMF 관리체제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의 한국은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을 통해 지속적인 고도성장 속
에서 세계 11위의 무역대국, OECD 가입국,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
입하는 등 아시아의 용으로 각광받으면서 제3세계의 발전 모델로 연구되기
충남도의

까지 했다.

외신인도 추락을 시작으로 대
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부도유예협약, 화의, 법정관리, 계속되는 주가 하
락과 환율 상승, 한은 외환보유고의 고갈 등 일련의 사태 이후 1997년 11
월 21일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하기에 이르고,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총체적
그러나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 대

인 국가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급격한 하락과 변동성의 급등 및 외환보유고의 급감 형태로
표출된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대하여 그 원인을 관치금융, 감독 소홀, 도덕
적 해이, 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 등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됨에 따른
금융위기(박대근, 1998)로, 또는 교역조건의 악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경
제정책의 실종, 동남아외환위기의 전염효과(contagion of crises)(박원암,
원화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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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평
율과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단기외채의존과 같이 금융부문의 위험관리
(risk management)의 실패로 인한 단기적 유동성 부족 현상일 뿐이며 한
국경제의 fundamental과는 무관하다는 견해(Feldstein) 등 여러 가지 분석
이 있었으나, 국내외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종합적인
1998)로 보거나, 한국 환위기가 과대 가된 환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 상승은 우리의 경제수준을 10여 년 전 수준
으로 퇴보시켰고 또 다시 지난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에 이어 막대한 자본
을 가진 선진국들에 경제적 종속이 되는 국가적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IMF사태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
공동체 전반적인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IMF외환위기로 제1차 추진 유보

회 제125회 제3차 본회의에서(1998년 12월 2일) 김중한
의원은 4, 5대때 도청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도청이전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심대평 도지사는 1996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도
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전비용으로 2조 6,000억 정도
가 소요 되고, 인구 20만명 정도의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
으나, IMF사태 이후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투자를 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지금은 경제난 극복에 전력을 다할 때이지 도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시 군간 경쟁을 하거나 또는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
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도청이전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고 제
안하였다.
제6대 충청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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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차 본회의(1999년 9월 2일)에서 전용설 의원은 우리 경
제가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청이
전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도지사의 의지표명을 촉구
하였다. 또한, 도의회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심대평 충남지사는 경제상황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도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도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실무적으
로도 도청이전에 대한 자료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제132회 제1차 본회의(1999년 10월 20일)에서 박찬중의원(금산군)은 대
전과 충남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지역공동체임을 강조하고, 현재의 도재정
상황하에서는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
하면서, 각 시ㆍ군의 도청이전 유치경쟁 과열로 지역민 간의 첨예한 갈등
이 서서히 증폭되어 화합을 해칠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청이전이 도지
사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도청이전을 중단하고 대전과 충남의 재통합을 주
이후, 제131

장하였다.

회 제2차 본회의(1999년 12월 2일)에서 김중한 의원은 도청이
전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하며, 도청을 내포지역으로 이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도청이전은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번
국정감사시 특위구성 및 기획단 운영의 의지를 밝힌바 이제는 도민에게 도
의회에서 확실히 밝혀 줄 것, 둘째, 1996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도
청이전 비용 2조6,000억원은 현재 전남도청이전 비용 1조7,000억원에 비해
서 충남의 이전규모가 대단히 큰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 셋째, 도
청이전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기타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
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는가, 넷째, 도청이
전을 기본으로 할 때 대전시에 있는 각 도 산하 기관별·단체별 제반 자산
평가 및 타지역 지가를 연구 평가한 내용이 있는가, 다섯째, 도청이 대전에
위치함으로써 현재 대전에 기여하는 금액이 도 공무원의 자동차세, 공무원
한편, 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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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비,

억원, 도민들이 도청에
업무를 수행하러 왔다 갔다 하는 교통, 숙박, 각종 회의 참석자들의 숙박비
로 대전시에 기여한 금액은 연간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대하여 파
악된 사항이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해 심대평 도지사는 시·도 통합 등 개편 논의와 재원조달 가능성
차원에서 도청이전을 논의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
다. 따라서 2000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기획단 운영이 필요하다면
재가동할 계획이며, 내포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답변하였다.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00년 2월 24일)에서 전용설 의원은 도청이전기
획단 운영과 설치시기 등을 밝혀주기를 요청함에 따라, 심대평 도지사는
도청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앞으로의 논의에 대비해서 보다 심도있
는 관리를 위해서는 도청이전기획단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국정감사
에서도 도청이전기획단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재가동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도청이전기획단을 최소인원으로
다시 구성해서 가동할 생각이라고 답변하였다.
의 생

간 20억원,

주민세 등 연

가계비

약

320

沈도지사“도청이전논의 여건안돼”(대전매일 - ’99. 12. 2)
沈大平충남지사는 2일 도정 질문 답변을 통해『도청 이전 문제는 정부차원의 시ㆍ도 통합 개편 논의
가 있다는 점과 막대한 재원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전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
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沈지사는 도청이전 기획단 구성과 관련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이전 논의가 재개되면 재가동을 할 계획이나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 편성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한 분격적인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님을 강조했
다. 沈지사는 아울러 朴泳祚 의원이 시ㆍ도 통합론에 대한 소신을 듣는 답변에서 대도시 제도(광역시제
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공감을 갖고 있다고 말해 도청이전의 본격 논의는 사실상 원점
에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沈지사의 이날 답변은 그동안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도
청 이전논의를 2000년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소 주장이 거듭 확인된 것이며 특히 시
ㆍ도 통합론 대두로 도청이전 기획단 재가동 등 실무 작업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내포지역과 예산, 계룡출장소 등 일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청 유치경쟁
역시 한동안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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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따른 유보
1.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설치

안 IMF 등으로 잠정유보되었던 도청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획 등
의 업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1993년 6월에 제정하여 그동안 직제개편과
관련 2차례(1998년 9월, 1999년 8월)에 걸쳐 개정한 바 있는 기존조례의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일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고, 기획단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는 한편, 기획단의 실무를 분담․추진하는 실
무작업반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일부를 개편하고 명칭도 변경키 위해 제
137회 제2차 본회의(2000년 4월 28일)에서는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설치조례
의 개정조례를 확정하였다.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2001년 2월 22일)에서 전용설 의원(홍성
군)은 도정질문에서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조직을 재편성하여 도청이전을 국
비지원이 가능한 시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심대평 도지사는 2002년까지 입지기준설정과 후보
지평가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도청이전기획단에서 관련자료 수집과 용역
발주 준비 등 실무작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시·도통합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
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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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후보지 임기내 선정 가능 (중도일보 - 2000. 3. 29)
沈지사 “다수 의견 수렴 ㆍ ㆍ ㆍ 신중 결정” ‘이전단’, 자료수집 등 추진기반 조성 담당
심대평 충남지사는 임기말인 오는 2002년 6월까지 도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청이
전 후보지 물색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도청이전 후보지선정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28일 심지사는 3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재가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이 말하고 “청내에서 가동될 기획단은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구체적인 논의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청이전과 관련한 자료 수립, 여론수렴, 입지 선전기준 등 추진기
반을 조성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청 후보지 선정시기와 관련해 “다수 도민
의 의견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상 후보지가 수렴될 것”이라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 임기내 후보지 선정도 가능하겠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沈지사는 또 안면
도 골프장,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조성 등 도가 최근 추진하는 일부 사업이 개발과 자연의 보존 측면에
서 개발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은 이미 수년전부
터 심도있게 검토한 사인”이라면서 “자연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만이 자연의 보존은 아닌 만큼 앞으로도
단위 사업 속에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오는 2002년
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부근의 방포항 매립과 관련한 자연환경 훼손과 해
양오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해안매립은 반대하나 중요 국제행사와 연관돼 있는 만큼 방포항 개발에
따른 해양 환경성 용역결과를 살펴보고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오전 청내
에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실ㆍ국장 8명을 단원으로하며 4개 실무작업반 20여명으로 구성된 ‘도청이
전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가졌다.

2. 도청이전 추진재개(후보지 입지기준 2차용역)
1) 용역개요

간

도청이전 2차 연구는 용역기 이 2001년 8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로

안

1996년 기초조사 연구용역의 정책제 에 의거하여 인구 20만명 정도의
화형

복합기능적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특

용역의 추진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01. 7. 30 : 충남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연구용역 수주
○ ’02. 7. 26 : 도청이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국내외 선행 연구사례(경북, 전남, 달성군)

제3장 도청이전 추진 유보 51

- 국가와 충남도의 발전방향, 각종 입지이론, 시ㆍ군의견 수렴을 통해 5가지
주요항목(①후보지 선정방법, ②입지기준 설정, ③가중치 부여, ④후보
지 평가방법, ⑤세부항목별 측정지표 설정)에 대한 연구원 案 제시
- 제시된 각 대안에 대해 8월 10일까지 시ㆍ군별 의견 제출요구
○ ’02. 9. 9 : 제1차 시ㆍ군 자문ㆍ실무위원 토론회 개최
- 후보지 선정 : 시ㆍ군에서 후보지 추천
- 가중치 결정 : 연구진 제시방법 수용(계층과정분석법)
- 후보지 평가 : 시ㆍ군 추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
- 입지기준 및 측정지표 :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함
※ 후보지 선정방법에 대해 시ㆍ군 추천과 연구원 자체 후보지 선정방법
병행을 연구진이 제시하였으나 대다수 시ㆍ군이 반대(2개 시ㆍ군만
찬성)
○ ’02. 10. 4 : 제2차 시ㆍ군 자문ㆍ실무위원 토론회 개최
- 입지기준은 연구진 제시안에 동의
- 세부항목별 지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국제도시 가능성(외국인
수, 외국인 관광객수), 역사성(지정문화재수), 자연환경성(쾌적성)에 대
해 이의 제기

- 이견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기로 결정
○ ’02. 10. 31 : 제3차 시ㆍ군 자문ㆍ실무위원 토론회 개최
- 국제도시 가능성 항목의 외국인 관광객 수를 측정지표에서 제외키로
결정(9개 시ㆍ군 찬성)
- 지정문화재수 및 쾌적성은 연구진案 수용
※ 당초 10, 24 도청이전관련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입지기
준 미 합의로 인한 갈등 우려 및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 이전 개최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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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내용
(1) 연구배경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
게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구심점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지구촌
단일경제체제, 환황해권 시대의 개막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1세기형 신도청 후보지 건설이 요구되었다.
이에 1996년 7월「충청남도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에서 제시한 제2단계
연구를 통해 도청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2000년 3월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재가동 및 향후 도청이전 추진일정
발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 이행을 통해 신뢰행정 기반을 구
축하고자 과학적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정치 행정적 의사결정
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21세기 충청남도 발전을 주도할 수 있고,

(2) 연구목적

준 설정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합리적 입지기
및 후보지

평가를 통해 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었다.

(3) 주요 연구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①후보지 선정방법에 대한 선행사례 검토,
②입지기준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 및 선행사례 검토, ③도청 입지기준에
대한 가중치(중요도)결정, ④입지기준별 세부항목 측정지표 측정방법 설
정, ⑤도청이전 예상후보지 3개 선정 등이다.
이를

(4) 연구과정

단계(1996년) 및 제2단계(2001～2002년)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연구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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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단

법
측정지표

로 나 어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2 계 연구로 후보지 선정방 , 입지

준

법
법
평가방법, 세부항목별
선정방법을 확정한 다음, 후보지를 평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

설정방 , 가중치 결정방 , 후보지

<표 2> 2002년 2차 도청이전 입지기준 선정 및 후보지 평가 용역 연구내용
단

계

제1단계
기초 및
예비연구
(1996년)

제2단계
본 연구
(2001~
2002년)

주

제

연구목표 설정
도청이전의 기초연구
도청이전의 접근방법
도청이전 사전준비

세
∙
∙
∙
∙
∙
∙
∙

부

내 용

도청이전 필요성 및 당위성
도청이전파급효과
국내외 사례연구
신도청소재지 기능 및 적정규모
입지기준설정원칙 예시
가중치 부여방법 검토
주민화합방안 모색

후보지선정방법

∙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후보지 선정방법 확정

입지기준 설정

∙ 입지기준 및 세부항목 설정

가중치 부여 및 측정지표
결정

∙ 입지기준 및 세부항목간 가중치부여 방안 검토
∙ 측정지표ㆍ측정자료ㆍ측정방법 결정

후보지 평가방법

∙ 후보지선정방법에 따른 후보지 평가방법 결정

평 가

∙ 3개 후보지 선정

(5) 후보지 선정방법

안을 제시하였는데, 1안은 충청남도 전체 시 군을
대상으로 도청소재지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능후보지를 도출하는
것, 2안은 충청남도 전체 시 군중 도청소재지가 입지하기에 가장 유리한
5～6개 시 군을 1차로 선정하고, 선정된 시 군에서 입지가능 후보지를 선
정하는 것, 3안은 충청남도 전체 시 군을 대상으로 도청소재지의 전제조건
을 충족하는 모든 가능후보지를 신청받아 선정(시 군별 1개소를 원칙으로
연구진에서는 3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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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시 군이 연합하여 1개 후보지 추천도 가능)하는 것이었다.
연구원의 대안에 대해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개 시 군이 3안에
응답하여, 제1차 시 군 토론회에서 3안으로 결정하였다. 연구원에서는 3안
의 단점(후보지에 대한 사전정보공개로 지가상승 및 갈등유발)을 들어 1안
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시 군이 반대하였다.
하지만, 인

(6) 입지기준 설정

①21세기 국가발전 및 충남발전의 방향 ②입지이론 검토
③국내외 선행사례 검토 ④충청남도 각 시 군에서 제출한 입지기준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2차 시ㆍ군 토론회에서 연구진이 제
시한 입지기준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연구진에서는

<표 3>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의 입지기준
구

분

사회‧경제적
입지기준

물리‧환경적
입지기준

입지기준

세 부 항 목

지역개방성

①국제교류중추성 ②국제도시가능성

지역편의성

①중심성

지역발전성

①조건불리성 ②파급효과성

지역상징성

①역사성

지역환경성

①지형‧지세 ②수자원성

토지확보성

①개발가능성 ②개발제약성

개발비용성

①토지보상비 ②부지조성비 ③기반조성비

②접근성

②문화성
③쾌적성

(7) 가중치(중요도) 결정

안

안

연구진에서는 3개의 대 을 제시하였는데, 1 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층 석법(AHP)을 통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 2안은 평가항목별
로 순위(예, A B C D)를 부여하고 순위에 점수(예, 5 4 3 2)를 부여하여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 3안은 평가항목별로 똑같
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한 계 과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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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렴

안에

연구원의 대 에 대해 시 군의 의견을 수 한 결과 12개 시 군이 1

응답하여, 제1차 시 군 토론회에서 1안으로 결정하였다. 일부 시 군에서 충
청남도 내 지역의 전문가들도 포함시켜 조사해 줄 것과, 전문가들을 선정
하는 방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 군
에서는 연구진이 제시한 가중치부여방법과 결과에 대해 수용하였다.
연구진에서 조사하여 제시한 가중치는 사회 경제적 입지기준이 76.2%,
물리 환경적 입지기준이 23.8%였다.
<표 4>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의 입지기준 가중치
구

분

지역개방성(0.145)
사

회

ㆍ
경제적

지역편의성(0.400)

요

지역발전성(0.337)

인

(0.762)
지역상징성(0.118)

물

리
ㆍ
환경적
요

자연환경성(0.294)
토지확보성(0.322)

인

(0.238)

주) 일관성비

세 부 항 목

입지 기준

개발비용성(0.384)

율(CR)=0.0

국제교류중추성
국제도시가능성
중
심
성
접
근
성
조 건 불 리 성
파 급 효 과 성
역
사
성
문
화
성
지 형 ㆍ 지 세
수
자
원
쾌
적
성
개 발 가 능 성
개 발 제 약 성
토 지 보 상 비
부 지 조 성 비
기 반 조 성 비

항목간비율
0.737
0.263
0.370
0.630
0.370
0.630
0.417
0.583
0.359
0.199
0.442
0.737
0.263
0.336
0.257
0.407

가중치
0.107
0.038
0.148
0.252
0.125
0.212
0.049
0.069
0.106
0.058
0.130
0.237
0.085
0.129
0.099
0.156

(8) 후보지 평가방법

평가방법으로 연구진에서는 3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1안은
G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예, 표고 100m이상, 경사도
30%이상 등)을 제외(소거)함으로써 가능후보지를 도출(후보지가 도출되면
물리 환경적, 사회 경제적 입지기준을 적용 평가하여 3개 후보지 선정)하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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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안은 1단계로 사회 경제적 입지기준을 적용하여 5～6개 시 군을
선정하고, 2단계로 물리 환경적 입지기준을 적용하여 3개 후보지를 선정하
는 방법, 3안은 시 군에서 제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 후보지
를 선정하는 방법 이었으며, 후보지 선정방법이 시 군에서 선정하여 제출
하기로 함에 따라 1차 시 군 토론회에서 후보지 평가방법도 시 군에서 제
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 입지기준과 물리 환경적 입지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3개 후보지를 선정하는 3안으로 결정하였다.
는 방

(9) 세부항목별 측정지표 선정방법

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연구진이 제시한 안을 수
정 없이 수용하는 방법, 2안은 연구진에서 제시한 안을 일부 수정하여 수
용하는 방법, 3안은 새로운 안을 제안하는 방법이었다.
7개 시 군이 1안에 동의하였으나, 2안을 선호하는 시 군도 5개에 달함에
따라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1 2차 시 군 토론회를 거쳐 대부
분의 지표는 결정되었으나, 지역상징성의 역사성중 ‘지정문화재수’, 지역개
방성의 국제도시가능성중 ‘시 군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수’의 중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3차 시 군 토론회에서 투표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수”를
제외하기로 하고, 세부항목별 측정지표를 최종결정하였다.
연구원에서는 3가지 대

3) 입지기준 확정

준의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평가항목을 설명하는 지
표와 이용자료 및 지표의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측정지표 선정과 측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를 위해 수집할 수 있
는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측정이 가능한지, 중복측정은 되고 있지
않은지, 자료수집 및 분석이 용이한지 등 여러측면에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원에서의 합리적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에서는 자
연구결과 입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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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지표를 반영하고, 타 지역에 유리한 지표를 제외하기 위
하여 각자의 논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표가 제외되었다.
기지역에

(1) 사회ㆍ경제적 평가기준
<표 5>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의 사회ㆍ경제적 입지기준 및 측정방법
입지
기준

지 역
개방성

세부항목

측 정 지 표

∙후보지와 무역항까지
국제교류 거리
중 추 성 ∙후보지와 국제공항까지
거리

국제도시 ∙외국인수
가 능 성 ∙외국과의 교역규모

중 심 성

지 역
편의성

지 역
상징성

해양항만정보
1:25,000
수치지형도

측 정 방 법

분석
단위

∙후보지와 도내 서해안 5개
무역항까지의 거리합 평균(선
적규모)
후보지
∙후보지와 인천공항, 청주공항
까지의 거리합 평균(이착륙
수)

∙해당 시ㆍ군에 거주하는 외
인구주택총조사 국인수
시ㆍ군
충남통계연보 ∙해당 시ㆍ군에 대한 수출입
금액
∙시군 중심지를 기준으로 한
충남의 중심점으로부터 후보
인구주택총조사
지까지의 거리
1:25,000
후보지
∙지리중심성에 인구수를 가중
수치지형도
치로 한 충남의 중심점으로
부터 후보지까지의 거리

∙실제‧계획도로를 대상으
로 한 도달거리(고ㆍ국
ㆍ지방도)
접 근 성 ∙실제‧계획도로를 대상으
로 한 도달시간(고ㆍ국
ㆍ지방도)
∙철도역과의 거리

도로정비계획
1:25,000
수치지형도

∙후보지에서 시군 중심지까지
의 도달거리합을 시군수로
나눈 값
∙후보지에서 시군중심지 까지
후보지
의 도달시간합을 시군수로
나눈 값
∙후보지에서 가장 가까운 철
도역과의 직선거리

∙각 시ㆍ군의 조건불리
정도
∙대전광역시의 영향권

충남통계연보
총사업체조사
1:25,000
수치지형도

∙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시ㆍ군
5개 지표를 사용
-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1990-2000), 대지의 평균
지가, 제조업종사인구비율,
도로율
후보지
∙대전시와의 직선거리

파
급 ∙시ㆍ군별 투자의 파급
효 과 성 효과

사업체총조사
인구이동자료
1:25,000
수치지형도

∙Bövernter의 도시간 집적이
익 확산모형을 이용 주변지
시ㆍ군
역 및 도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역 사 성 ∙지정문화재

충남통계연보

∙국가지정 및 지방지정 문화
재수, 문화재자료수의 표준화 시ㆍ군
값을 가중평균

문 화 성 ∙문화관련시설

충남통계연보

∙도단위 문화시설수의 표준화
시ㆍ군
값을 평균

조
건
불 리 성
지 역
발전성

∙후보지의 지리중심성
∙후보지의 인구중심성

측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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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ㆍ환경적 평가기준
<표 6>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의 물리ㆍ환경적 입지기준 및 측정방법
입지
기준

세부항목

지형‧
지세

자 연
환경성

토 지
확보성

개 발
비용성

수자원

측 정 지 표

측 정 방 법

분석
단위

표고차, 경사도

1:25,000
수치지형도

∙표고차는 해당 지역의 시가
화지역의 표고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평가
후보지
∙경사도는 해당 격자망을 기
준으로 분석하여 평가

용수원과의 거리

1:25,000
수치지형도

∙하천취수원 등 용수공급원으
후보지
로부터의 직선거리

산림지리정보
1:25,000
수치지형도

∙산림평가 = 경급×영급×소밀
도(후보지역 내)
∙경관성은 가시권내의 자연적
요소의 포함면적을 평가(후보 후보지
지역 밖)
∙친수성평가는 하천면적 및 연
장조사(후보지역 내)

쾌적성

산림평가, 경관성, 친수성
이용 평가

개 발
가능성

토지확보여부와 확장가능
및 용이성

개 발
제약성

측정자료

1:25,000
∙표고차가 적고, 경사도가 낮
후보지
수치지형도
은 추가개발가능면적
토지이용현황도
농업진흥지역, 공익임지, 보
농업진흥지역도 ∙개발제약용지면적
후보지
전임지 및 기개발지면적
산림이용기본도

토 지
보상비

토지보상비용

부 지
조성비

부지조성비용

기 반
조성비

사회간접자본비용

공시지가자료

∙후보지의 공시지가를 평가

후보지

경사도 및
∙수치지형도에 의한 경사도와
후보지
토지이용현황도 토지이용 현황도 이용평가

기반시설
요구량

∙후보지까지의 접근을 위한
도로폭원, 상수도, 전력 등 기
후보지
반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수요
량을 기준으로 평가

4) 연구의 주요쟁점
(1) AHP를 통한 가중치 부여의 문제점

준별 가중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조사대상인 전문

일부지역에서는 입지기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충청남도내 전문가를 포함하
여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 선정의 객관성은 전문가의 특
성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만약 모든 시 군이 합의하
가 선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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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충청남도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조사를

요구한다면 재추진할 수도 있

다고 연구진은 설명하였다.

토론결과 대다수의 시 군에서는 연구진의 AHP를 통한 가중치 부여결과

에 대해 동의하였다.

(2)“외국인 관광객 수”와 “지정문화재 수”의 중복

“외국인 관광객 수”와 “지정문화재 수”의 결과가 중복되
특정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주장하였는데, 연구진은 두 지표간에

일부지역에서는
며, 이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자료형태로 시 군에 제시하였다.

석내용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연구진에서는 제3차 토론회시 두 지표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제차 강조하
였고, 토론회에서 시 군 관계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표
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지역에서 연구진의 분

(3) 공동으로 제출한 후보지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

출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공동으로 제 한 후보지에 대해 2개 군의 데이터를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토론회 결과 대부분의 시 군에서
는 그러한 방법에 반대함에 따라 시 군단위 지표는 2개 군의 데이터를 합
하여 2로 나누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합하여

(4) 연구기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
일부지역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도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도청이전 용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구조적 취약성을 가
지고 있어, 차후 도청이전 후보지 확정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결과에
대한 불신 및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모
든 과정을 시ㆍ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간의 공정하게 추진
역을 수행하는데

된 추진과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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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개별지표의 반영여부

토론회를 거치는 동안 각 시ㆍ군에서 산발적으로 몇몇 지표를 포
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시ㆍ군 관계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된 지표(외국과의 교역규모, 대전광역시의 영향권, 철도역과의 거리
3차의

등)를 반영하였다.

(6)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회

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도민설명회가 선
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시 군에서 제출한 후보
지 11곳에 대해 사회 경제적 입지기준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물리 환경적 입지기준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중에 있고 향후 평가할 예정이었다. 즉, 연말까지 3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당초의 일정대로 평가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3개 후보지를 제출할 계
획이라는 것을 연구진에서 설명하였다.
당초 도민설명 를 개 한 다음

<표 7>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의 자문위원
성 명
박 성 호
정 영 일
이 건 영
이 창 식
최 관 수
김 갑 생
김 용 호
배 동 휘
이 영 만
유 병 기
김 중 원
안 상 철
황 규 철
윤 준 상
이 재 필
고 영 주

시ㆍ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출장소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소속 / 직위
천안YMCA 사무국장
충남도청 공주환청 추진위원회 위원장
아산포럼 대표
한서대 청소년학과 교수
한국전례원 충청남도지원장
논산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장
계룡출장소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장
금산군정 평가단장
충무건설 대표이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새마을서천군지부 지회장
전 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 홍성문화원장
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태안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장
신성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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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 후보지의 도출
1) 평가면적 및 면적지수 산정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에서
제시한 도청이전 후보지의 면적인 1,700～2,000ha(510만평～600만평)를 각
시 군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 군에서 제출한 후보지의 면적은 532만평에서 1,348만평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시 군이 제출 한 후보지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면
적을 적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제출한 후보지 면적의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는 면적지수
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즉, 면적지수는 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한정하였으며, 개별지표가 얻은 총득점을 후보지 면적지수로
나누어 최종점수를 산출하였다.
면적이 아닌 지표인 후보지와의 거리 등은 후보지 중심점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개발가능성 중 확보성은 20만명 규모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면적인 1,700ha(510만평), 확장가능성은 제출후
보지 전체면적에서 510만평을 제외한 면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1996년에 수행한

<표 8>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에 시ㆍ군에서 제안한 지역의 면적지수
면적(㎢/만평)

면적지수

천안 청룡

구

분

19.7 / 596

1.120704

공주 우성

44.6 / 1,348

2.534139

보령 명천

18.1 / 548

1.029734

아산 배방

32.0 / 968

1.820191

서산 운산

17.6 / 532

1.000000

논산‧계룡

33.6 / 1,016

1.910520

부여 규암

28.6 / 866

1.628443

서천 마서

19.6 / 592

1.113053

청양 청남

24.6 / 746

1.401890

홍성‧예산

21.5 / 652

1.224926

당진 면천

19.2 / 580

1.08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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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단위ㆍ면적지수ㆍ지표내 가중치
(1) 사회ㆍ경제적 평가기준
<표 9>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에서 사회ㆍ경제적 입지기준의 면적지수, 가중치
입지
기준

분석
단위

면적지수
적용여부

지표내 가중치

∙무역항까지 거리

후보지

×

∙서해안 5개 무역항의 하역능
력 중에서 개별무역항이 차
지하는 비중

∙국제공항까지 거리

후보지

×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의 전체
이착륙수에서 개별 공항이
차지하는 비중

∙외국인수
국제도시
가능성(국제화
진전성)
∙외국과의 교역규모

시ㆍ군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시ㆍ군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지리중심성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인구중심성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실제ㆍ계획도로를 대상으로 한
후보지
도달거리(고ㆍ국ㆍ지방도)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실제ㆍ계획도로를 대상으로 한
후보지
도달시간(고ㆍ국ㆍ지방도)

×

∙고속 100㎞/h, 국도 80㎞/h,
지방도 60㎞/h

∙철도역과 거리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시ㆍ군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시ㆍ군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세부항목

측 정 지 표

국제교류
중추성
(대외접근성)
지 역
개방성

중 심 성

지 역
편의성
접 근 성

조건불리성 ∙조건불리정도
(지역내개발
촉진성)
∙대전광역시 영향권
지 역
발전성
파급효과성
(대외성장 ∙투자의 파급효과
가능성)
역사성

∙지정문화재

시ㆍ군

×

∙국가 3점, 지방 2점, 문화재
자료 1점 적용

문화성

∙문화관련시설

시ㆍ군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지 역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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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ㆍ환경적 평가기준
<표 10> 2002년 2차 도청이전 용역에서 물리ㆍ환경적 입지기준의 면적지수, 가중치
입지
기준

분석
단위

면적지수
적용여부

지표내 가중치

∙표고차

후보지

○

∙표고차 10m단위로 가중치부
여(46단계)

∙경사도

후보지

○

∙경사 5°단위로 가중치
부여(15단계)

∙용수원과 거리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산림평가

후보지

○

∙경급 4단계, 영급 6단계,
밀도 3단계 가중치부여

∙경관성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친수성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토지확보성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토지확장성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농업진흥지역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보전임지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기개발지역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용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부지조성비

∙부지조성비용

후보지

○

∙일반주택‧공장시설 1점,
상업업무시설 2점, 고층주택
3점 가중치 부여

기반조성비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비용

후보지

○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세부항목

측 정 지 표

지형‧지세

자 연
환경성

수자원

쾌적성

개발가능성
토 지
확보성
개발제약성

개 발
비용성

3) 평가과정 및 방법
(1) 평가과정

룡출장소

충청남도 16개 시 군(계

출

포함)중 13개 시 군에서 제 한 11개

회 경제적 및 물리 환경적 입지기준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개별측정지표를 평가하고, 개별측정지표의 득점을 평균하여 세부항
목의 득점을 산출한다. 여기에 앞에서 도출한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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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별 득점을 구한다. 입지기준별 득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사회 경제
및 물리 환경적 입지기준의 종합득점을 구한 다음, 앞에서 산출한 가중치
(사회 경제 76.2%, 물리 환경 23.8%)를 곱하여 후보지별 최종득점을 구한다.
입지기

(2) 평가방법

준의

항
측정지표(예, 후보지와 무
역항까지 거리, 외국인 수 등)는 측정단위가 km, 개수, 명 등으로 서로 다
르게 표현되어 있다. 서로 다른 측정단위를 가진 개별지표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우선 지표의 단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으로 표준화치분석(standardized
value analysis)방법을 들 수 있다. 즉, 개별측정지표가 갖는 原資料(raw
data)를 가지고 평균이 0이며 표준편차의 크기가 같은 성질을 갖는
Z-Score의 분포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개별지표들의 Z-Score를 산술평균하
여 세부항목별 지수, 입지기준별 종합지수를 산출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입지기

세부 목별 개별

M
Z = ΧSi .D

(X

i : i번째 지표값, M : 개별지표의 평균치, S.D : 표준편차)

표는 값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 지표(예, 외국인 수, 대
전시와의 영향권 등)와 값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 지표(예, 철도역
과의 거리 등)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正(+)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와
負(-)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지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했으므로 負
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해서는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Z-Score
를 "+"인 경우는 “-”로 “-”인 경우는 “+”로 환산한다. 이상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출한 11개 후보지별로 개별측정지표의 원재료를 구한다.(예, 후보지와
무역항까지의 거리값)
한편, 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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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지별 개별측정지표의 Z-Score값을 구한다.
③ 개별지표중 負(-)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Z-Score값은 “+”인 경우
“-”로, “-”인 경우 “+”로 변환한다.
④ 개별지표가 다수인 세부항목의 경우 개별지표의 Z-Score를 산술평균
하여 세부항목점수를 산출한다.
⑤ 세부항목점수에 AHP방법을 통해 산출한 가중치를 곱하여 가중점수를
산출한다.
⑥ 세부항목별 가중점수를 합하면 입지기준별 종합점수가 산출되고, 입
지기준별 종합점수에 가중치(사회 경제적입기기준 76.2%, 물리 환경
적입지기준 23.8%)를 곱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다음, 각 후보지별
점수와 순위를 제시한다.
4) 최종평가결과
충청남도 16개 시 군

출장소

출

중 13개 시 군에서 제 한 11개 후보지를

회 경제적 입지기준에 의한 평가와 물리 환경적 입지기준에
의한 평가된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고, 그 결과치에 사회ㆍ경제적 입지기준은
76.2%, 물리ㆍ환경적 입지기준은 23.8%의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였다.
대상으로하여 사

5) 후보지 선정

힌 바와 같이 각 시 군에서 제출한 11개 후보지에
대해 사회 경제적 및 물리 환경적 입지기준에 의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충
청남도 도청이전 후보지로 최상위 득점을 한 3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

6) 유보 결정

최상위 득점지역 3개 후보지를 집행부에서 선정하고, 도의회로 이송하는
단계에서 도의회에 보고하고 유보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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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충청남도 도청이전 기초조사연구」에서 제안한 인구
20만명 규모의 독립적 신도시(510～600만평)를 건설하여 이전하는 것을 전
본 연구는 1996년

제로 수행하였다.

준 설정을 위해 ①21세기 국가발전 및 충남발
전 방향 ②전통적인 입지이론 검토 ③국내외 선행사례 검토 ④충청남도 각
시 군에서 제출한 입지기준 등을 검토하여 입지기준 및 세부항목(안)을 설
충청남도 도청이전 입지기

정하였다.

준간 가중치(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2002년 5월 22
일～6월 10일(20일간) 입지기준 및 세부항목에 대해 계층과정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210명의 전문가 집단(대학교수,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엔지니어링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연구진과 시 군 실무위원 및 시 군 연구자문
위원이 3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①후보지 선정방법 ②입지기준 설정 ③
가중치 결정 ④후보지평가방법 ⑤세부항목별 측정지표 등을 결정하였다.
이후, 충청남도 16개 시 군(계룡출장소 포함)중 13개 시 군에서 제출한
11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회 경제 및 물리 환경적 입지기준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3개 지역이 가장 높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입지기

8) 정책제언

출

충남도내 시 군에서 제 한 11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후보지

간 최종득점의 표준편차는 0.298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상위 3개
후보지간 최종득점의 표준편차는 0.039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11개 후보지들간의 최종득점간에는 어느 정도 격차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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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3개 후보지간에는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3개 후보
지 중 어떤 후보지가 최종후보지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량적인 평가결과는 과학적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정
치 행정적 후보지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입지기준이 사회 경
제 및 물리 환경적 측면에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지만,

아니기 때문이다.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전제한 바와 같이 지역통합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치 행정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반드시 후
속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정부 출범에 따라 행정수도 건설논의
가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청이전에 대한 논의도 행정수도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행정수도이전은 대규모 국
가사업으로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수
이러한

도의 입지가 결정되기 이전에 도청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판단된다.

논의되는 지역이 충청권(충남, 충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충남도청의 입지는 유동
적일 수가 있다. 만약 행정수도이전이 충청남도로 확정될 경우 도청은 행정
현재 행정수도이전이

수도 내에 입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행정
수도이전의 추진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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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공약과 도청이전 추진유보
1)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

토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이
담겨있는 「2000년대의 국토구상」에 의하면, 서울의 과밀화를 신속히 둔
화시키고 자율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부터 선
도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5대 거점 도시권중에서
대전권은 국토의 중앙부로서 절약적인 자원공급이 가능하고 지역균형개발
을 유도할 수 있는 거점중의 거점으로 판단되지만, 자율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국토중앙부에 구상중인 행정수도의 건설은 대덕연구단지의
개발과 함께 중부권 성장의 촉진제로서 국토개발 성장축을 조화시켜 국토
의 균형개발을 이룩해나가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정수도의 건설은 개발효과면에서 서울의 방위전략상의 위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이외에도 서울의 비대화를 예방하며, 국토의 균
형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행정
수도 건설은 국토개발의 측면에서 서울의 인구분산 촉진, 도시간 접근도의
제고, 성장과실의 확산, 서울시 도시서비스 비용의 절감 등을 들고 있다.
행정수도건설은 백지계획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지만, 계획초기부터
행정수도의 건설을 계기로 국 를

4)

5)

6)

4) 기획단, 2000년대의 국토구상, 1979, pp.15～16.
5) 기획단, 위의 책, pp.78.
6) 백지계획은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으나 행정수도 건설에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도 컸다. 즉 입지선정에 따르는 일반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은폐하는 효과도 있었다. 또 입
지노출에 따른 땅값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었다.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채 가장 이상적인 도
시를 구상하는 것으로 위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정재령, “박정희는 한반도를 거대한 유통산업기지로
만들려 했다”, 월간중앙, 1999,12, p.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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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
구

분

1971년
1977-78년
1982-1986년

내

용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대전으로 행정수도 옮기겠다” 공약
박정희 대통령, 임시 행정수도 건설계획
정부 제2종합청사 과천 신도시로 이전

1987년

전두환 대통령 “대전 행정중심도시 육성”의지 표현

1990년

청단위 기관 대전이전 확정

1992년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 “중앙정부 기관 대폭 지방이전”공약

1993.9

대전 정부종합청사 공사 시작

1998년

대전 정부종합청사 입주시작

2002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공약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이후 역대정
권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또는 세계화라는 이름
으로 수도권집중 억제시책들을 폐지함에 따라 행정수도건설논의도 중단되
‘장기지구’7)를

었다.

권

다만, 1975년 수도

획

인구소산계 에 의거하여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정부 제2청사가 과천으로 이전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정부 제3

국

청사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등 중앙정부의 부분적 기능이전은 추진되었다.

균
획단을 발족하여 국가중추기능을 수도권 밖으
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2000년에는 지역 형발전기

7) 장기지구는 당시 충청남도 공주군 의당면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약 10km권의 지역이다. 동으로는 연기
군, 남으로는 논산ㆍ부여군, 서로는 예산군, 북으로는 천원ㆍ아산군과 접하고 있으며, 서울로부터는 남쪽
으로 직선거리 약 115km지점, 대전으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27km지점, 조치원으로부터는 남서쪽으로
약 15km지점, 청주로부터는 남서쪽으로 약 29km지점에 위치해 있다.(기획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
지계획, 도시기본구조계획, 1978,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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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노무현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행정수도를 남한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
으로 이전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행정수도건설 논의가
2002년 11월 제16대 대통령 선거기

시작되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은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국가적 핵심사업으로 추진됨에 따
라, 심대평 도지사는 제7대 의회 16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청이전도
이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는 답변을 하였다. 즉, 대통령이 약
속한 행정수도 이전후보지가 확정될 때까지 도청이전 논의를 1년 동안 중
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도청이전 문제는 행정수도 결
정이후로 넘겨지게 되었다.
이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 신행정수도 건설 구상과 충남도청 이전
(1) 노무현 대통령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에 따른 여건 변화

新정부의 12대 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조기에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집중사회에서 지방분권ㆍ균형사회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국토의 중심이 충청지역으로 전환되는 계
기와 新행정수도 중심으로 국토이용계획의 전면적 재편이 예상되었다.
21세기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획기적
으로 발전을 앞당길 유사이래 최대ㆍ절호의 기회이며, 도로, 철도 등 하드
웨어적인 인프라 및 교육, 의료 등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
충이 예상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首都民이라는 자긍심 고취될 것
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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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공약>
○ 규

모 : 인구 50～100만명 수용, 면적 1,500만평

○ 소요경비 : 7조원 이내(청사매각대금, 토지개발이익금 충당)
○ 사업추진계획 : 10개년계획, 단계적 추진
- ’03년 : 추진조직정비, 특별법제정(필요시), 현지조사실시
- ’04년 상반기 : 행정수도 부지 예정지 지정
- ’05년～’06년 :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 ’05년～ : 편입용지 보상
- ’07년 상반기 : 선도 이전부처에 대한 공사 착수
- 2010년 : 선도부처 입주시작

(2)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도청이전문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도청이전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① 신행정수도의 지위 및 성격과 도청이전
신행정수도의 지위와의 관계에서 우선 법률상 ‘특정시’ 성격의 신행정수
도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신행정수도가 시ㆍ도 지역에 걸쳐 입지하거나, 신
행정수도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거나 또는 신행정수도 인접지역으로 도청
을 이전할 경우는 도청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행정수도에 흡수되는 결과
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근거에 의해 신행정수도 영향권
밖에 도청이전 후보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두 번째로 기존 행정구역내로 행정수도를 건설하거나 기능을 분산배치하
게 된다면, 광역자치단체화하기보다 현재의 지자체에 소속될 것으로 예상
하고, 도청이전 후보지도 행정수도 입지지역에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
는데, 이는 도청이전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함께 상호 보완기능으로 파
급효과의 상승작용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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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측정지표ㆍ평가방법 재검토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측정지표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부분을
검토하였는데, 인구 50～100만명의 유입이 예상되고, 고속철도ㆍ도로, 국도
등 SOC분야의 대폭적 확충이 예측되어, 결국 28개 측정지표중 11개 지표
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전면적인 지표의 재검토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2>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도청이전 입지기준의 변경 검토(안)
입지
기준
지 역
개방성

지 역
편의성

세부항목

측 정 지 표

국제교류
중 추 성

공항까지 거리

국제도시
가 능 성

외국인수

중 심 성

인구중심성
도달거리

접 근 성

지 역
상징성
개 발
비용성

변 경 (예 상)

인천 청주 공항중 청주공항 이용율 증가로 상대적 비중 증가
행정수도 이전지역 외국인수 증가
행정수도 이전지역 인구 증가로 인구중심점 자체가 변동 →
측정거리 변동(종합평가 필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라 대규모 교통계획
변경 예상 → 고속도로, 국도 등 대폭 확포장

도달시간
철도역과 거리

지 역
발전성

평 가 방 법

″
고속철도 등 철도노선 대폭 확충

조건불리성

조건불리성

행정수도 관련 5개지표(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지가, 제조
업종사자비율, 도로율) 재평가

파급효과성

파급효과성

행정수도 관련 직접이익 모형 재평가

문 화 성

문화관련시설

행정수도 이전지역 문화시설 대폭 확충 전망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행정수도 지역으로 도청이전시 보상비 불요
청사신축비 등 최소비용 소요

기반조성비

기반조성비

행정수도 지역으로 도청이전시 기반조성비 불요

③ 도청이전 소요비용
신행정수도의 인프라 구축은

담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지위
결정 여하에 따라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재원투자비용도 많
국가에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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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동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액

평

총 소요액 25,820억원(국
비 2,000 도비 20,100 기타 3,720)로 직접사업비가 6,000억원(도청ㆍ의회ㆍ
사업소 이전 3,000억원, 유관기관 : 3,000억원)이며, 간접사업비는 19,820억
원(택지(공영개발) 15,000억원, 인프라시설(10종) 4,820억원)이었다.
도청이전비용 연구용역(’96) 추정 (500만 )은

<이전비용 현재가 환산>
○ 총 소요액 32,714억원(직접비 7,602

간접비 25,112, 소비자물가상승분 감안)

○ 도비 투자소요액 6,876억원에 대한 재원대책
- 도청ㆍ의회ㆍ사업소 신축 비용 : 3,801억원(도유 재산매각 1,000 순도비 2,801)
- 기반시설비 : 25,112억원(국비 2,120 도비 3,075 기타 19,917)
⇨ 도비(5,876억원)는 연간 도세재원(年 4,000억원)에서 매년 1,175억원(29%)씩 5년간 투입

<정

책

판

단>

○ 新행정수도 형태, 국가 기반시설(SOC) 변경 등 중대한 국가계획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청이전 先 추진은 불이익과 오류를 범할 우려성이 있음
○ 현재상황은 우리 충남이 한반도 중심은 물론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발돋음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임
○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만큼 충청권 협력을 제1의 우선으로 하고 행정
수도 유치에 도민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함께 결집할 시기임
○ 제반여건과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도청이전 추진은 新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될 때까지 상황
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잠시 보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임
○ 新행정수도 결정시 즉시 도청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 新행정수도 위치ㆍ지위ㆍ영향을 고려한 도청이전 용역보완(재발주)
- 도청이전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조례제정 등 제도 정비
- 新행정수도 관련하여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토론회ㆍ 포럼 등 의견수렴

안
신행정수도 유치기획단 설치, 신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행범련) 활
동 강화, 신행정수도 이전 정보의 수집 등 행정수도 입지 결정시까지 사전
준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청이전입지 평가지표, 가중치 등 도청이전 최적
(3) 도청이전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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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후보지 결정방 에 대한

단계적 사전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

진하게 되었다.
※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일 :
○
○
○
○
○
○
○
○

D＋3개월
D＋4개월
D＋5개월
D＋6개월
D＋7개월
D＋8개월
D＋9개월
D＋1년

이내 : 도청이전 용역보완 완료
: 용역결과 도의회 통보
: 도의회와 협의(후보지 결정)
: 도청이전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정비
: 부동산투기대책, 도민화합 및 갈등 해소대책 마련
: 도청이전본부(기구) 설치
: 도청이전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
: 도청이전기본계획 수립

◦ 이전시기, 절차, 방법, 재원대책 수립
◦ 신도시기본설계 및 건설방법 등 검토
◦ 유관기관ㆍ단체 및 도민의견 수렴
�
년차별 계획은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종합 검토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시를 대비한 보완용역의 추진을 검
토하였는데, 시행시기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후 3개월 이내 용역완료를
목표로 기존후보지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상하였다. 여기에는 신행정수도
와 도청이전과의 상관관계, 입지여건 변화에 따른 측정지표 평가 분석, 신
행정수도 결정시 도청후보지의 적정위치 선정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의회
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도청이전 추진을 재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이창기 교수(대전대 행정학 교수)는 도청이전문제는 반드시 신행정수도
이전과 연계처리되어야 하는 바 도청이전추진을 유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첫째, 신행정수도가 가능한 한 충남지역으로 이전해 올수록 충남도민이나
정치인, 공무원의 에너지를 결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청이전 논의는 자칫
충남도민의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가져와 신행정수도이전의 무산이 우려되
고 그 책임은 충남이 다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으며, 둘째, 도청이전대상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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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이전입지와 맞물려 있으므로 신행정수도입지가 결정된 이
후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표환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실장)는 충남도청이전은 신행정수
도 입지가 결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로 신행정수
도가 신도시형태의 도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도청이전
후보지와 인접하여 입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도청후보지는 상대적으
로 선택의 폭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석희 박사(대구경북개발연구원 재정금융실장)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이전재원 확보로 도청이전이 실현가능하기 전까지는 신행정수도이전이
지는

결정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사(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는 국가사업이 확정된 다
음에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와는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도청후보지가 결정
이건철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청이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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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청이전 제2차 추진
제1절 도청이전 추진 촉구와 시ㆍ도 통합

회 제17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은태 의원(홍성
군)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청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발언의 요지는 불확실한 신행정수도 이전을 빌미로 도청이전 추진을 않
겠다는 명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과 신행정수도 이전지역에 도청을 이전
하여 건설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하
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로 신행정수도 확정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어 불
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전남도청의 이전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비용의 절감에 대한 내용에 도민은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이며,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이라면 특정지역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 아닌
가하는 의구심을 피력하였다.
반면, 박영조 의원(서천군)은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03년 7월 2일)에
서 충남도와 대전시간의 통합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
면서 그 이유로 도청이전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및 한 지역으로 선정되면 유치에 실패
한 지역들은 시ㆍ도 통합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전남도청이전 및 경북도청이전 사례를 들었다. 따라서, 먼저 도청이
전을 추진한 이 두지역이 후보지 선정과 재원조달, 효율성 문제 등으로 인
하여 난항을 겪으며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 추진보다는 시ㆍ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
2003년 5월 1일 충남도의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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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도지사는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간 대립과 갈
등, 이전비용 재원조달, 행정수행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논의로 도청이전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도청이전 문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에 동감하면서 도청
이전과 시ㆍ도통합을 별개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현재는 신행정수도 이
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답변하였다.
박영조 의원은 2004년 충남도의회 제177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청이전
의 장기표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연에 따라 도민의 갈등이 증폭되
고 사업비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도청이전과 시ㆍ도통합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심대평 도지사는 도청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
변여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하고 있으
며, 시ㆍ도통합이 바람직하지만, 도청이전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
명하였다. 도청이전을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
이에 대해 심대

명하였다.

제2절 제2차 용역결과 발표 유보
2002년 12월말 제2차 도청이전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충남도청에서는 정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 발표에 따라 이와 연계추진을 이유로 용역결
과 발표를 유보하였다.
유병기 의원(부여군)은 174회 제1차 본회의(2003년 11월 18일)에서 도청
이전을 촉구하면서 국가정책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진의지를 다시 물었다. 이에 심대평 도지사는
신행정수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도청이전 추진에 반영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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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만 의원(아산시)도 제182회 제1차 본회의(2004년 9월 1일) 5분 발언
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된 이상 도청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산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과의 경쟁 및 도시기반조성 등에 있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은태 의원(홍성군)도 5분 발언을 통해 신행정수도에서 보여준 도민의
협력을 도청이전에 다시 한번 보여줄 것과 신속한 도청이전 추진을 주장하
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심대평 도지사는 신행정수도 최종입지
확정에 대한 도민 및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신행정수도 보상문제
등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청이전도 신행정수도
와 같이 도민의 화합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제3절 행정수도 입지 확정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위해 2003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입지선정기
준 연구와 입지가능 대상권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입지선정기
준 연구는 국토연구원 등 8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연구단이 수행하여 기
준안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4월 출범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2004년 6월 3일)되었다.
입지가능 대상권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한국토지공사 등으로 조사단을 구
성하여 실시하고, 대상권역은 입지선정기준 연구과정에서 신행정수도가 입
지할 권역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충청권이 선정되었으며, 82개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충청권 시ㆍ도의 검증을 거쳐 2004년 3월 최종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4년에는 입지선정 기준안을 기초로 하여 신행정수도 입지후보지 도출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관계기관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입지선정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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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및 후보지 선정 평가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역
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국
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복수의 후보지를 도출하고 후보지별 평가자료 DB
를 구축하였다. 평가지원단이 마련한 후보지(안)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
여 진천-음성지역, 천안지역, 연기-공주지역, 공주-논산지역 등 평가대상
후보지 4곳을 선정 발표하였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객관적이고 투
명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즉,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시도
와 관련학회가 추천한 전문가 8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연기-공주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
를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는 추진위원회 보고를 거쳐 2004년 7월 5일 공개
이 구성되어 입지선정기

되었다.

제4절 도청이전 제3차 보완용역 실시
1. 연구의 추진경위

ㆍ

2004년 8월 11일 정부가 연기 공주지역으로

ㆍ 표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를
여건변화를 반영한 ‘충남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청이전 후보지선정 및 향후추진계획 연구용역’을 2004년 11월 30일 충남발
전연구원에 의뢰함에 따라 도청이전 제3차 보완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선정 발 함에 따라

었다.

2. 연구의 성격

완

첫째,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
는 연구이다. 신행정수도 연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공정한 의사결정
제3차 보 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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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도청이전을 추진하고자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5인의

회

간인 전문가 10인)에서 도청이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2005. 7. 20)에
제정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30
인)를 통해 자문을 받고, 법률적 측면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충남도의회
의 「충남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수행체제 구축을 통한 투명한 연구로 진
행 되었다. 외부전문가, 외부기관과 충남발전연구원(기존 신행정수도 연구
방식 준용)으로 구성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되, 충남발전연구원
은 후보지 의사결정 과정에 중립적인 연구진행 및 관리, 연구종합, 보고회,
공청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추진위원 (당연직 5인, 민

3. 연구의 내용

완용역은 도청이전

도청이전 3차 보

당위성 및 개발구상, 도청이전의 기

검토, 도청소재도시의 기본구상, 도청이전 입지선정 기준 및 평
가, 후보지 및 예정지역 선정,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 개발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 갈등관리 방안, 도청이전 향후 추진과정 등의 내용으로
기존에 추진된 연구를 수정ㆍ보완하면서 새로운 접근방식인 추진위원회를
초연구의 재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 조정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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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급물살’연말 후보지 윤곽(중도일보-04.9.1)
道 이달중 입지선정 보완용역 도의회 특위 구성 등 지원나서 충남도의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이 수면
위로 급부상한 가운데 이달 중 입지 선정을 위한 보완용역이 착수되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 등 관
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도는 시·군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시·군의 유치 과열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가 공주·연기 지역
으로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도의 현안 사업인 도청이전과 관련, 후보지선정 기준과 평가절차 등에 대한
보완용역을 이달 중 착수키로 하는 등 도청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완 용역은 100여일의 기
간을 거쳐 완료될 예정이어서 올 연말께는 도청이전 후보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용역기관은 투
기방지를 위한 보안유지와 그동안 선행 용역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다.
도청 이전 후보지 입지선정 기준과 평가절차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기준과 평가절차에 준용, 특별조
례를 제정하고 추진기획단,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각 시·군간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지역분열과 갈등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행
정수도의 사례와 같이 시·군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전문적 평가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우선 협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도는 보완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행정수도 사례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1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
정,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전특위를 통해 도청이전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은 지역이 도청이 입지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유치 당위성 논리를 만드는 등 유치전
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이날 열린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도청이전 후보지는
각 시군에서 나서 유치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입지후보지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
쳐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도청이전에 대한 시군의 과다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후 이로 인한 시·군간 다툼이나 갈등 등이 증폭된
다면 화합, 승복의 분위기를 이끌 때까지 도청이전을 유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도청 유
치를 통한 충남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도청이전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사전 협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이전, 沈지사 임기내 결정을(충청투데이04-12-04)
충남도의회는 3일 도정 질문에서 심대평 충남지사는 충남의 사활을 걸고 행정수도 관철을 위해 직접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1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권 최대 사안인
행정수도 원안 추진과 도청 이전 및 민생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은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울부짖는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울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을 바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또 "도의회는 일치단결해 기필코 행정수도의 연
기·공주 이전을 쟁취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며 "심 지사가 충남의 사활을 걸고 앞장서서 투쟁해 달라"
고 강조했다. 행정수도건설특위 위원장 임상전 의원(연기2)은 "참여정부는 '명운과 진퇴를 걸고라도 행
정수도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장담했는데도 소신 없는 발언으로 위헌 결정까지 몰고 온 책임은 피
할 수 없다"며 "심 지사는 500만 도민과 함께 노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영조 의원(서천2)은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과연 행정수도 건설을 진정으로 원했는지 의심된다"며
"또다시 충청지역이 선거정략지로 이용당한 것에 자성해 봐야 한다"고 자조했다. 유영호 의원(청양2)은
"많은 도민들이 '행정수도로 인해 도청 이전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도청 이전
은 심 지사의 공약인 만큼 임기 내에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청 이전지 후보지와 관련 "
행정수도 문제로 500만 충청민이 단결되는 이 마당에 도청 이전지 후보지를 공표하면 지역감정이 발생
한다"며 "도는 입지조건이 좋고 도민들의 호응이 좋은 1개 지역만 선정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
다. 답변에 나선 심 지사는 "행정수도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당초 원안대로 재추진돼야 한다"고 밝
힌 뒤 "이제는 특정 정파나 특정 언론을 규탄하기보다 정책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지사는 또 "도청 이전은 보완용역 추진과정과 최
종후보지 발표시기와 방법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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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정
1. 조례 시안 작성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결정 이후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추진 요구와 시ㆍ
도통합론 등의 엇갈리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청이전에 대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고민은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 의사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의회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검
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전 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론에서는 충남도청 이전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반면, 시ㆍ도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개편 논의 및 대전도심의 공동화 악화 등을 거론하면
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찬ㆍ반 여론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도민들은 확실
한 의지의 표명과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으며, 무엇보다 도민
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신행정수
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충청남도에 적합한 방안을 찾는 노력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도민의 대표이자 충남도청이전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는
도의회, 특히 도청이전특위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의 이전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으며, 신뢰를 회복하
는 계기가 되었다. 충남도청이전을위한조례 는 이러한 과정의 열매로서
얻어진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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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 시안 작성을 위한 주요 사항 검토

례를 만들기로 결정한 이후 추진되었던 것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
가’였다. 이를 위해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을 검토하였으
나, 특별법과 같은 법률적 힘을 조례에 담기에는 역부족이였다. 강제조항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살펴야 하였고, 이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
치시대에서 앞으로 있을 도청과 같은 공공시설의 이전에서 항상 부딪치는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공시설 이전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면서, 이후 이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부족하
나마 현시점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례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나갔다. 도청이전과정에서 사
용할 용어에 대한 논의,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
이 되었다. 왜냐면, 어떤 형태로 도청이 이전되는가가 도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추진체계이기 때문이다.
많은 논의 끝에 이전의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도청이전의 모습을 그
리기로 하였다. 바로 도청만이 아닌 도청이전과 더불어 계획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진체계는 민간중심으로 그리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민간중심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전문가중심이라면 추진과정의 합리적 논리 전개에 따른
추진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안되었기
조

때문이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도민
의 갈등과 부동산투기였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도청이전 추진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더불어 도청이전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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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검토하였으나, 역시 조례의 한
계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상위법에 의존하는 형태 이외는 다룰 수가 없었
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계속되었으
며, 그 지역이 충청권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집행부의 큰 짐이 되었다.
당장 토지매입비 등 초기비용의 마련에 있어 부동산가격 앙등은 충남의
재정여건을 볼 때, 매우 큰 사안이었으며, 추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 영
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타결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도
민으로 하여금 신뢰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도의회 의원, 특히 도청이전특위 위원들과의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다. 추진의 고민과 초안을 모두 열어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한 결과 조례의 골격이 잡혀갔다.
이를 위해 조 로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을

2) 조례의 구성

례는 우선 충남도청이 이전할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작성하기로 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내용은 모두 제외하였다. 이러
한 결정은 이 모든 것을 추진위원회라는 추진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기 위
해서였다. 추진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조례에 담도록 함으로써 예정지역 선정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으로 구성하였다.
초기 조례 시안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이전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의 지정ㆍ관리, 제3장 추진기구, 제4장 여론수렴 등 총 4장, 19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조

(1) 조례시안

례시안은 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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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여 도의회 및 관계부서와 협의할 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총
4장 19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전남도청 조례
및 충청남도의 기존 조례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이 조례시안은 향후 도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ㆍ보완하게 된다. 그 내용과 취지는 다음과
행부와

같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청의 이전과 도청소재도시를 건설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취지] 도청이전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충청남도의 중요한 사업으로
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지”라 함은 시ㆍ군으로부터 이미 제안된 지역과 지형 등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이 가
능한 지역 중 도청입지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평가대상지”라 함은 충청남도의 도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하 “충남도청등”이라 한다)이 이
전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후보지 중 평가단의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지를 말한다.
3. “예정지역”이라 함은 충남도청등의 이전 및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도청소재도시”라 함은 예정지역에 건설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정취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둠
- 후보지 : 지형 등 물리적 여건을 검토하여 ‘개발가능지’를 도출하고, 개발가능지중 도청입지 원리 및
도청이전의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 ‘입지가능지’를 선정하며, 2002년도 기존연구에서 시군으로부터
제안받은 11개 지역을 포함하여 “후보지”가 됨
- 평가대상지 : 후보지 중 인문사회적 측면, 각종 규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몇 개의 후보지로 압축하는데, 이렇게 최종 선정된 지역이 평가대상지임(이때 선정기준과 방
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예정지역 : 평가대상지를 대상으로 평가단에서 평가를 통해 최고득점을 얻은 후보지를 도지사가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게 됨
- 도청소재도시는 예정지역에 충남도청을 비롯하여 산하기관(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종합건설사업
소 등 사업소)과 유관기관(교육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등)이 이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
업 등이 입지하여 조성되는 도시를 말하며, 이 도시는 신도시일 수도 있고, 기존도시의 시가지에 인
접하여 신시가지로 조성될 수도 있으며, 기존 도심의 재개발을 통해 조성될 수도 있는데, 이를 총체
적으로 일컫는 용어
□ 제2장 이전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의 지정ㆍ관리
제3조(충남도청등의 이전계획) ①도청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충남도청등을 도청소
재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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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대상기관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4. 도청소재도시의 개발방향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충남도청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정취지] 도청이전에 필요한 토지규모ㆍ용도 및 재원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전희망기관을 조사
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와 배분 및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 또한 충남도청등의 이전대
상기관을 지원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업무ㆍ상업ㆍ주거공간과 산업의 입지 등을 위한 도청
소재도시의 개발방향을 제시
제4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지형ㆍ지세와 자연환경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경계를 설정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예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취지] 예정지역의 지정은 도청이전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정지역의 지정은 도청이전의 출
발이라는 상징적ㆍ실체적 의미를 가짐. 또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핵심지역이 됨
제5조(부동산 투기 방지) 추진위원회는 예정지역의 지정 이전에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정취지] 도청이전에 따른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을 수립하도록 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시가화조정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현행 제도를 검토하
고, 단계별, 시기별, 대상별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이와 더불어 도, 시군, 도민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주체별 대책도 강구
제6조(난개발 방지) 추진위원회는 예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정취지] 예정지역에서의 난개발은 보상비의 상승과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지역, 건축허가제한지역, 개발부담등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도와 시군 및 도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체별 참여방안을
마련
□ 제3장 추진기구
제7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충남도청등의 이전 및 도청소재도시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정취지] 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도청이전이 도민의 신뢰하에 추
진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두루 갖춘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제8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문위원회, 평가단 및 추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역의 선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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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정취지] 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 예정지역을 결정하는 단계까지를 총괄하는 기구. 도청이전 예정지역
결정까지는 도청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평가를 통해
예정지역을 선정. 이러한 과정속에서 사안별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심의
제9조(조직)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2. 민간인 위원은 도청이전 및 도청소재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추진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정취지]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둠으로써 보다
투명한 추진을 담보. 그 외 행정측면에서 주요부서의 장인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실현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함. 추진위원회의 간사는 추진지원단장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추진위원회에 대한 실무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제10조(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취지] 추진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직무대행, 회의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제1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3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④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정취지] 자문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
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기구. 또한, 연구단에 대한 각종 검토 및 자
문을 통해 양질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단에서 합의 도출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전문분야별(6개 분과 각 5인 예상)로 심도있는 검토 또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제12조(평가단의 구성) ①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둔다.
②평가단은 충청남도의회가 4인, 시장ㆍ군수가 각1인씩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
고, 자격에 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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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단장은 평가단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정취지] 평가단의 구성은 충남도의회, 시ㆍ군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각각 4인, 16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추천방식은 2배수로 우선순위와 함께 추천받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구단에서 추천한 후
보자중 20인을 선정하여 총 40인으로 구성(전문가 20 : 지역 20). 평가의 종합 및 보고 등을 위해 평
가단의 단장을 선출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
제13조(평가단의 기능 및 운영) ①평가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에 의해 평가
를 수행한다
②평가단은 평가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평가단장은 평가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도의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최
고득점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확정한다.
[제정취지]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단장이 이를 보고 및 발표하도록 함. 추진위원회는 도지사 및 도의
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도지사가 예정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충남도
청소재지변경에관한조례｣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
제14조(추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도청이
전추진지원단(이하 “추진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지원단장 및 단원은 도지사가 충청남도 공무원 중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한다.
③추진지원단장은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정취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해야 할 사항, 즉 회의 개최, 자료조사, 보고자료
작성, 업무연락 등에 대한 지원기구가 필요. 추진지원단장이 추진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함으로써, 추진위
원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추진지원단의 구성은 도지사가 추진위
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제반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구가 되
도록 함
제15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정취지] 민간인 추진위원의 추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제4장 여론수렴 등
제16조(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정취지] 충남지역의 여론 및 도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
해 수렴. 여론수렴의 절차와 방법은 설문조사의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7일 이전에 개최내용을 알려 참여를 촉구
제1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추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과 소속의 공무원, 임직
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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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추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정취지] 도청이전계획 수립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원활한 계획의 수립
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임직원 파견 등이 필요. 예정지역 결정과정에서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및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①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진지원단과 평가단의 단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추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일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처벌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민간인일 경우는 그 직을 즉시 해촉하고,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추진위원회 위원일 경우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촉토록 하고,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
를 하도록 요청한다.
[제정취지] 추진기구에서의 논의사항 및 세부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누설될 경우,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이 우려되고,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며, 도청이전 추진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비밀누설 금지와 그에 따라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도록 함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정취지] 이 조례에서 제시되었지만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규
칙으로 정하도록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에 따라 추진기획단장이 이미 시행한 사항에 대해
서는 제9조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정취지] 기존 조례에 의해 시행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기존의 조사, 연구 등의 효력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도청이전 업무의 연속성을 갖추도록 함
제3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에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를 폐지한다.
[제정취지]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에서 수정하여 담고 있고, 기존 조례
에서 부족한 부분인 예정지역등의 지정, 관리 및 계획 수립 등, 추진기구 중 자문위원회와 평가단, 여
론수렴 등의 내용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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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안) 마련

「충청남도청이전을위한조례」는 유사 사례 검토와 연구기관 및 집행부
의 협의를 통해 시안이 마련되었다. 이 시안은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통
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들이였기 때문
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는데 가장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이러한 시안은 입법절차 수행을 위해 실무적인 검토과정이 추진되었으
며, 이와 병행하여 도청이전특위 위원들과 최종적인 합의과정이 남았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은 도청이전의 주체에 관한 사항이었으
며, 집행부에서는 추진은 하되, 그 집행의 권한은 도민에게 있기 때문에 도
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도민
의 도청이전 의지를 담기 위해서라도 의원입법발의가 명분이 있었다.
이에 도청이전특위에서 위원회 입법발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한 최종적인 조례(안)이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법무관련 기관의 검
토 및 실무차원에서 보완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도청이전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
항
완
총칙,
제2장 이전계획 수립 등, 제3장 추진기구, 제4장 평가단 구성과 운영, 제5장
의견청취 등 으로 총 5장 24개의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선 시 보다 많은 조 으로 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1장

3. 조례제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으로써 도청이전 추진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추진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전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 필요
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7
충청남도청 이전과 도청소재도시를 건설하는

월 5일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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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에 대해 10월 31
일 개정되었다. 충남도의회는 10월 12일 제1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
고 충남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개정내용에서는 도내 16개 시·군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지가급등 지역에 대해 100점 만점에서 2점을 감점하
고, 유치집회 및 토론회 개최, 전단지 배포 등 21개 금지항목을 제시하여
적발시 1건당 2～3점을 감점 하도록 하였다.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
례안은 추진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의결사항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출장 갈 때는 도 위원
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급토록 했다. 그 밖에도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에 대한 대책과 특별회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청이전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2절 도청이전을 위한 추진체제 마련
1.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출범

례 제7조에는 충남도청이전 및 도청소재도
시 개발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회, 추진지원단 및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역의 선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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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김유혁(민간)ㆍ유덕준(집행부) 공동위원장을 비롯
하여 총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집행부에서 3인(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
장, 자치행정국장)과 도의회 2인(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
사) 그리고 전문분야 교수 10인(국토도시계획, 교통계획, 건축, 경관 및 조
경, 환경복지, 행정기획, 경제통상, 문화관광)이 참여하였다.
도청이전추진위원 는

<표 13>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
성 명

분

야

현 근

무 처

김유혁(위원장)

일반행정

금강대학교 총장

온 영 태

국토도시분야

경희대 토목건축학부 교수

이 길 영

국토도시분야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 명 수

교통계획분야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 찬 규

건축분야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 진 우

경관조경분야

호서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신 항 식

환경복지

한국과학기술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김 경 숙

행정기획

공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 연 상

경제통상

목원대 디지털 경제학과 교수

김 용 관

문화관광분야

건양대 공연미디어학부 교수

유 덕 준

행정부지사

김 동 완

기획관리실장

곽 유 신

자치행정국장

오 찬 규

충남도의회의원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강 동 복

충남도의회의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간사

2. 동의협정식 체결

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청이
전예정지역 선정과정의 출발을 알리고 동시에 충청남도 도․시․군의회장
과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예정지역 선정절차에 동의함으로써 도민
의 화합과 축복속에서 도청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5년 9월 20일 충청남도 도청 대 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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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난

동의 정서의 내용은 지

광

1989년 대전 역시 분리 이후 200만 도민의

염원인 도청이전 사업이 이제 IMF 극복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결정으로 본
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와 시ㆍ군의 대표자
들이 함께 모여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경쟁
적인 유치활동을 서로 자제하여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
지하고, 200만 도민의 축복속에 도청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간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성실히 준행
할 것을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 충청남도 16개 시장ㆍ군수, 충
청남도 16개 시ㆍ군의회 의장이 확약하는 것이었다.
3.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구성

례

도청이전을 위한 조 가 2005년 7월 20일 공포되고 9월 20일 도청이전추

회가 발족되면서 관련조례 제16조에 의거 추진위원회 업무를 체계적
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전담 조직인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을 설
진위원

치하게 되었다.

안 정책기획관실 산하 일반정책담당관실에서 맡아 오던 도청이전관
련 실무업무는 추진지원단으로 이관되고 담당공무원들도 지원단 소속으로
근무지 발령이 이루어졌다. 2005년 9월 1일 박기청단장, 백낙흥사무관, 강
성기사무관, 이영민주사를 배치하여 당면 업무를 추진하였다. 추진지원단은
조례상 추진위원회 소속이면서 기획관리실장하에 설치하였으며, 2005년 9
월 20일 심대평 도지사, 박동윤 도의회의장, 김유혁 추진윈원회 위원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후생관 6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
인 업무가 시작되었다. 단장과 총괄지원팀, 기획홍보팀 등 총 9명으로 발족
하였으나, 예정지역의 확정 및 평가작업 등을 앞두고 인력부족으로 2006년
그동

1월 26일 5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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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구성

단장(4급)
총괄지원팀(5급)

기획홍보팀(5급)

팀원(7명)

팀원(4명)

정원
합계
9(14)

4급
1

5급
2

6급
2(6)

7급
3(4)

기능
1

주: ( )의 인원은 현원임.(過 정원: 행정6급 3인, 토목6급 1인, 행정7급 1인)

4. 도청이전추진자문위원회 구성

례 제15조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청이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
간인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16개 시장 군수 추천위원 16명, 추진위원회 추천 14인 등 총 30명의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토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경관

위원의 전공별로 구분하여 보면, 국
조경, 경제 등 6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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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도청이전추진자문위원회 구성
구

분

위

원

국토ㆍ도시
계획(5)

정순오 한남대 교수, 최봉문 목원대 부교수, 박천보 한밭대 부교수,
황용주 前 중앙대 대학원 교수, 정병한 株)동명기술공단(기술사)

교

문정식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수,
도영준 호남대 부교수, 김동령 단국대 교수, 차일남 서울산업대 교수

통
(5)

조경ㆍ경관
(5)

이정수 충남대 교수, 이진숙 충남대 교수, 김남춘 단국대 교수,
홍형순 중부대 부교수, 이경진 공주대 부교수

환

경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부장,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원 팀장,
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헌 공주대 교수, 임경수 株)이장(대표)

축

김상겸 대전대 교수, 한필원 한남대 교수, 임양빈 건양대 부교수,
장동민 샘건축사(건축사), 장세춘 서림건축사(건축사)

제

김갑성 연세대 부교수, 박종찬 고려대 교수, 김학민 순천향대 부교수,
김성순 단국대 교수, 정용화 가천길대 교수

(5)
건
(5)
경
(5)

5. 도청이전평가단 구성

례 제18조에서는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가 16인, 시장ㆍ군수가 각 1인씩 16인
을 추천하고, 민간 전문가 38인을 포함하여 7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충남도청이전을 위한 조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각각 2인의 추

술단체에 의뢰하여 덕망있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
추천받아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5개 분과 총70인의 위원을

천과 국내의 관련학
부한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평가위원은 지역을 고려하고, 전공영역을 고려한 5개분과(지역정체성, 행
정효율성, 성장잠재력, 지역균형성, 실현가능성)별로 위촉하였으며, 그 명단
은 다음과 같다. 평가단장은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가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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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도청이전평가단 구성
【제1분과】- 지역정체성 분과
구분

소속 및 직위

계

13명

지 역
전문가
(6명)

전문가
(7명)

성 명(추천)

전공분야

공주대 교수

정환영(공주)

지 리 학

중부대 교수

김태복(금산)

행 정 학

혜전대 교수

김진욱(홍성)

행 정 학

신성대 교수

신기원(도의회)

행 정 학

청양대 교수

양재경(도의회)

생물자원

조화정치 연구원장

김강녕(도의회)

정 치 학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

송태갑(광주)

조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문경원(대전)

지역개발

경

진주산업대 교수

강호철(경남)

조

국립익산대 교수

박율진(전북)

조 경 학

상지영서대 교수

이창환(강원)

경관및입지학

경희대 교수

김동찬(경기)

조

서원대 교수

신용철(충북)

지역개발

성명(추천)

전공분야

경

경

【제2분과】- 행정 효율성 분과
구분

소속 및 직위

계

14명

지 역
전문가
(6명)

전문가
(8명)

충청대 교수

이시우(보령)

건

홍익대 교수

주상용(연기)

경 영 학

축

공주대 교수

이종상(예산)

지역분석

한솔건축사 사무소 소장

한만중(도의회)

건축공학

건양대 교수

이규환(도의회)

토목

공주대 교수

서만철(도의회)

경원대 교수

이우종(서울)

도시계획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박준필(광주)

도시계획

울산 발전연구원

권창기(울산)

도시계획

동신대학교 교수

이진우(전남)

도시ㆍ교통계획

경상대 교수

김 영 (경남)

도시계획

교통개발연구원 도로실장

권영인(경기)

교통계획

대구과학대 교수

윤종섭(대구)

도시개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영태(경기)

교통경제

이

학

101

102 도청이전백서

【제3분과 위원】- 성장 잠재력 분과
구분

소속 및 직위

계

14명

지 역
전문가
(6명)

전문가
(8명)

성명(추천)

전공분야

한서대 교수

이상엽(서산)

행 정 학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이도학(부여)

문화유적학

아람건축사사무소장

윤계환(태안)

공주대 교수

윤준상(예산)

지역사회개발

고려대 행정대학원원장

윤성채(연기)

경 제 학

중부대 교수

김진원(금산)

국제통상학

울산대 교수

김재홍(울산)

사 회 학

영남대 교수

이성근(대구)

지역개발

대진대 교수

김동선(경기)

교통공학

영산대 교수

최양원(경남)

교통공학

청주대 교수

장태현(충북)

도시계획

전남도립대 교수

안종헌(전남)

도시계획

단국대 교수

조명래(서울)

지역개발

경상대 교수

안정근(경남)

도시계획

성명(추천)

전공분야

건양대 교수

이철성(논산)

한 국 사

협성대 교수

이상문(서천)

환경설계

공주대 교수

구한모(도의회)

농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회장

김준석(도의회)

토목공학

우인건축사사무소 소장

홍순백(도의회)

건축설계

경일대 교수

문인수(대구)

행 정 학

경남발전연구원

김영규(경남)

도시계획

동아기술공사 전문이사

장순천(서울)

환경ㆍ과학

제주대 교수

김문홍(제주)

생 태 학

부산대 교수

이희열(부산)

지역개발

이화여대 교수

김헌민(서울)

행 정 학

대구대 교수

박기묵(대구)

행 정 학

서울시립대 교수

안승구(서울)

환경공학

건

축

【제4분과 위원】- 지역 균형성 분과
구분

소속 및 직위

계

13명

지 역
전문가
(5명)

전문가
(8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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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분과 위원】- 실현 가능성 분과
구분

소속 및 직위

계

12명

지 역
전문가
(5명)

전문가
(7명)

성명(추천)

전공분야

목원대 교수

김혜천(계룡)

도시계획

청양대 교수

이재철(청양)

토

부여청소년수련원교육관장

이용주(도의회)

경 영 학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이재우(도의회)

교 육 학

대천여고 교감

황의호(도의회)

지 리 학

대구카톨릭대 교수

전영권(대구)

지 리 학

울산발전연구원

김석택(울산)

도시환경

목

제주대 교수

정대연(제주)

사 회 학

아태환경경영연구원

김임순(서울)

환경보건

목포대 교수

이동신(광주)

도시및지역개발

부산대 교수

이성호(부산)

도시계획

전북대 교수

윤석완(전북)

경 제 학

충남도청이전 닻 올렸다.(대전일보05-9-21)
17년 충남도민의 숙원인 충남도청 이전이 본궤도에 올랐다. 충남도는 20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청 이전 추진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과 시·군 동의 협정식을 갖고 지난 89년 대전시 분리 이후
17년을 끌어 온 도청이전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대평 충남지사와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16개 시·군 단체장·의회의장 등이 모두 참석, 도청이전 예정지역 연내 선정을 재차 확인하고 화합과
상생의 바탕 위에 도청이전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는 이날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등
당연직 5명을 비롯해 김유혁 금강대 총장과 경희대 온영태 교수 등 민간인 10명을 추진위원회 위원으
로 위촉했다. 2인의 공동위원장중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외에 민간인 위원장에는 김유혁 총장이
선출됐다. 추진위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와 평가단 구성,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마련, 후보지 입지기준과
예정지 평가기준의 결정, 이전계획 수립 등 도청이전을 총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충남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16개 시·군 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장 등은 과열 도청 유치전을 지양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시·군 동의 협정서에 서명했다. 도는 참석 대상 34명중 협정식에 참
석하지 못한 예산군수 등 4명의 서명을 추후 받아 각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정서에는 ‘시·군
유치활동을 도청이전 조례에 의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만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추진위가 제재한
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도청 후생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추진
위 출범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평가단 구성, 입지 기준 및 평가 기준 마련,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
청회 개최, 후보지 및 평가대상지 선정, 예정지역 확정 및 공고, 평가 결과에 대한 2차 시·군 동의
협정식 개최 등에 이르는 추진 일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심대평 지사는 “도청이전 예정지역을 신행
정수도 방식에 의해 공정, 투명하게 연내 선정을 완료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과열 유치활동
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시·군의 화합과 협력이 절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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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추진위 지원단 직제 확정(중도일보05-09-13)
2개팀 10명으로… 단장에 박기청씨 유력 충남도청 이전작업을 전담할 도청이전추진위원회지원단이 2
개 팀 10명의 직제로 확정돼 곧 출범할 전망이다. 12일 도청이전추진위에 따르면 도청이전추진위 지
원단의 직제를 단장, 2팀 체제로 구성키로 하고, 행정자치부의 기구 설치 승인을 받는대로 공식 출범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에 이어 실무 기구인 추진 지원단 출
범도 곧 이뤄질 예정이어서 도청 이전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사무실 개
소식을 갖는 추진위 지원단은 서기관급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정책 및 홍보기획팀 등 사무관급 2개 팀
장, 6급 이하 실무자 등으로 조직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장으로는 박기청 일반정책담당관이 유
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총괄정책팀장엔 백낙흥 사무관, 홍보기획팀장은 강성기 사무관(전 국가균형발
전위)의 임명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오는 20일 후생관 6층에서 추진위 현판
식 및 개소식,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유덕준 행정부지사와 전문위원 1명을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충남도청이전 자문위원 확정(연합신문05-10-07)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7일 도청이전과 관련해 전문적인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 30명을 발표했다.
16명의 자문위원은 시ㆍ군별로 1명이 추천됐고 나머지 14명은 도청이전추진위가 자체적으로 심의ㆍ결
정했다. 자문위원은 ▲국토ㆍ도시계획분야 황용주 전(前)중앙대교수, 정병한 도시계획기술사, 최봉문 목
원대교수, 박천보 한밭대교수, 정순오 한남대교수 ▲건축분야 임양빈 건양대교수, 장동민 청운대교수,
장세춘 건축사, 김상겸 대전대교수, 한필원 한남대교수 등이다. 또 ▲환경분야 이진헌 공주대교수, 임
경수 ㈜이장 대표,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송영일 부장과 정회성 팀장 ▲교통분야 도영준 호남대교수,
김동영 단국대교수, 차일남 서울산업대교수, 문정식 교통안전공단, 박동주 서울시립대교수 등이다. 아울
러 ▲경관.조경분야에는 김남춘 단국대교수, 홍형순 중부대교수, 이경진 공주대교수, 충남대학교 이정
수.이진숙 교수 ▲경제분야에는 김학민 순천향대교수, 정용화 가천길대교수, 김성순 단국대교수, 김갑성
연세대교수, 박종찬 고려대교수 등이 임명됐다.

제3절 도청이전 입지기준 마련
1. 입지기준(안) 마련

평가대상지 선정은 많은 후보지 중 평가단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그
수를 압축하는 것으로써, 전문가 설문에 의해 입지기준 점수를 표준화하고
후보지간 비교를 통하여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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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기준 조사
(1) 전문가 설문조사

신행정수도 사례 및 과거 연구 검토를 통해 입지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
는 36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2005년 6월에 관련 학회(교수․과장․연구원
급 이상)를 대상으로 입지기준별 중요도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는 6
월 13일부터 6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대한지
리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지방자치학회, 충청남도 전문가 인명록, 전국시
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간 중 회수된 설문은 총 131부로 모두 유효한 표본으로 분석되었
으며, 회수율은 5.87%이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보면 직업은
교수(45%), 연구원(39.5%), 엔지니어링(5.4%), 공무원(3.1%), 기타(7%)
등이며, 거주지역은 서울(19.1%), 경기(13.7%), 강원(3.1%), 충북(9.2%),
전북(4.6%), 전남(9.2%), 경북(9.2%), 경남(10.7%), 충남(6.9%), 대전
(14.5%) 등이다.
조사기

<표 17>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문조사 대상
구

분

조사대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

한국도시행정학회

250

한국지역개발학회

350

대한지리학회

800

한국지역경제학회

60

지방자치학회

50

충남도 전문가 인명록

185

전국시도연구원

336

합

계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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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기준 항목조사 결과

항목이 중요도와 선택빈도에서 과반수를 넘었는데, 접근
성과 관련된 항목이 중요도가 높았으며, 물리적 환경이 가장 낮게 선정되
조사 결과, 12개

었다.
<표 18> 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한 입지기준 항목별 중요도 조사결과
항
보
기
재
기
항
풍
대
공
해
북
국
이
인
기
인
토
환
지
자
수
배
산
산
교
지
풍
인
교
지
상
규
주
고
접
확
고

목
존 녹
복
정 자
개 발
수 지
도
안
사
공 유
주 용
문 사
프
지 이
경 오
연 경
공
수 여
업 경
업 분
류 활
수
구 분
통 수
형 지
수
제 지
변 도
속 철
근
장 가
속 도

지
량
립
지
만
리
시
항
선
면
지
이
회
후
라
용
염
가
관
간
건
제
포
동
진
해
포
단
세
원
역
시
도
성
능
로

빈

도
29
33
36
37
39
41
43
45
46
47
48
48
50
52
52
53
53
55
56
58
58
58
59
63
65
76
76
76
77
82
92
95
96
96
98
116

선택비율

중요도평균

22.14
25.19
27.48
28.24
29.77
31.30
32.82
34.35
35.11
35.88
36.64
36.64
38.17
39.69
39.69
40.46
40.46
41.98
42.75
44.27
44.27
44.27
45.04
48.09
49.62
58.02
58.02
58.02
58.78
62.60
70.23
72.52
73.28
73.28
74.81
88.55

3.14
3.48
3.92
3.35
2.95
3.17
3.53
3.51
3.22
3.21
3.88
4.08
4.16
3.77
4.12
3.91
4.15
4.35
3.63
3.81
3.93
4.29
4.20
4.35
3.89
4.14
4.30
4.57
4.05
4.32
4.08
4.60
4.28
4.64
4.44
4.78

제5장 도청이전 제3차 추진(예정지역

확정)

107

(3) 입지기준(안)

택빈도가 전체 전문가 중 50%이상 중, 중요도의 평균이 3점 이상인 12
개 항목을 대상으로 그 성격에 점수화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제시하였다.
선

<표 19> 입지기준(안) 항목 및 세부지표
항

목

중요도 선택빈도
(평균)
(%)

세부지표

주변도시와의 관계

4.43

98(74.8)

Bövernter의 지역간 집적이익 확산모형, 대도시와거리

지역간 거리

4.51

98(74.8)

시ㆍ군간 도로ㆍ시간거리 및 인구가중거리의 합, 표준편차

인구의 균형분포

3.96

77(58.8)

인구중심점과 지리중심점간의 거리

지형지세

3.75

78(59.5)

표고차의 등급별 면적, 경사도의 등급별 면적

확장가능성

4.26

98(74.8)

대상지역 주변의 개발가능지 면적

상수원

4.09

83(63.4)

상수원의 용량, 상수원과의 거리

규제지역

3.92

94(71.8)

규제지역의 면적, 비율

재해

3.87

77(58.8)

재해지역의 면적, 재해 빈도

지진

3.49

66(50.4)

지진발생지점으로부터의 거리, 지진발생 빈도 및 강도

고속도로이용

4.74

116(88.5)

고속도로 IC까지의 거리

고속철도이용

4.08

96(73.3)

고속철도 역사까지의 거리

교통수단선택

4.33

78(58.5)

IC, 역, 터미널, 항만, 공항 등과의 거리, 분담률

(4) 평가대상지 도출과정

① 개별항목별 점수화
개별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세부지표를 계산하
는 산식을 선정하여 후보지별 점수를 산정하였다.
② 항목별 점수의 표준화
개별항목별 산정된 점수를 후보지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점수
를 표준화(Normdist; normal distribution)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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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목별 점수의 합산 및 서열화
항목별 산정된 표준화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후보지별 서열을 확정하
고, 평가대상지 선정 수 및 선정 방법에 따라 최종 평가대상지를 선
정하였다.

(5) 입지기준의 점수화 방법

① 주변도시와의 관계
도청입지에 따라 주변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곳이며, 그 파급효
과의 정도를 판단하고, 도청소재도시의 특화기능과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지표이다. 분석을 위해 파급효과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점수화 하고, 자립적 성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와 근접해서 입지
시 성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값을 적용한다.
n

A i = [ ∑ c ij/n ]
j= 1

i

타

j

여기서 는 후보지를 나 내며, 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를,

타낸다.

cij는 거리를

나

② 지역간 거리
주변지역(시ㆍ군)과의 거리로서 국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거리를 산출
한 다음 평균 및 표준편차값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이동거리에 인구
수를 곱하였으며, 거리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의 거리를 합한
값을 적용하며, 인구수를 가중치로 곱한 값의 합을 사용한다.
n

n

A i = [ ∑ c ijP j/ ∑ P j ]
j= 1
j= 1

i

타 j 변지역을, cij는 후보지에서 특정지
역까지 거리 및 시간을, Pj는 특정지역의 가중되는 변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후보지를 나 내며, 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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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구의 균형분포
개발규모별 유발인구가 유입되면,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얼마나 균
형이 잡히는가를 인구중심점을 산출하여 평가(인구수가 적은 지역으로 중
심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가로 결정)를 실시한다.
거리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간거리를 합한 값을 적용하며, 인구중심
점 등과 같이 가중치가 필요한 경우는 각각의 구간거리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을 사용한다.
n

n

A i = [ ∑ c ijP j/ ∑ P j ]
j= 1
j= 1

i

타내며, j는 해당지역(시ㆍ군청소재지 등)을, cij는
후보지에서 특정지역까지 거리 및 시간을, Pj는 특정지역의 가중되는 변수
를 나타낸다.
지리중심점과 비교하여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거리값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는 후보지를 나

④ 지형지세
표고 150m 이상, 경사도 15° 이상을 제외한 지역 중 하천 및 호수로부터
양안 500m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표고는 지역의 기준표고(시
가지기준)를 중심으로 표고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산출한다.
n

A i = ∑ a jP j
j= 1

i

타

j 표고등급을, aj는 등급별 면적을, Pj는

여기서 는 후보지를 나 내며, 는

급

타낸다.

등 가중치를 나

⑤ 확장가능성
필요한 개발가능지(개발규모에 따라 산정) 이상의 개발가능지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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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면적을 비교ㆍ분석하였
다. 인접한 개발가능지의 면적을 값으로 이용한다.
있는가를 후보지 주

⑥ 상수원

급

급

개발규모에 적합한 용수 공 이 가능한가 그리고 상수원을 공 하기 위

필요한 관로의 길이는 얼마나 필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상수원
까지의 거리값에 상수원의 용수공급능력을 가중치로 곱한 값의 합을 사용
해 설치가
한다.
n

n

A i = [ ∑ c ijP j/ ∑ P j ]
j= 1
j= 1

i

타

j
cij는 후보지에서 상수원까
지 거리를, Pj는 상수원의 용수공급능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후보지를 나 내며, 는 상수원을,

⑦ 규제지역

임

급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 지, 생태자연도 1등 , 군사시설,

값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면적 을 비교하는 지

값

표로서

면적 을 그대로 사용한다.

⑧ 재해
재해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면적값을 사용한다.
⑨ 지진

점

험

산사태위 지역 등 재해에

회수,

지진 발생지 과의 거리 및 발생
사용한다.

취약한

지역의

값

진도규모 등을 가중한 거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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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고속도로이용
고속도로 IC 중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거리를 산출하고, 고속도로의 계
획을 반영하되 현재 개통된 고속도로와 계획노선과는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며, 거리값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을 사용한다.
n

n

A i = [ ∑ c ijP j/ ∑ P j ]
j= 1
j= 1

i

타

j

IC를, cij는 후보지에서 IC까
지의 거리를, Pj는 현재와 계획노선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후보지를 나 내며, 는 고속도로

⑪ 고속철도이용

곳까지의 거리를 산출하고, 고속철도의 계
획을 반영하되 현재 개통된 고속철도와 계획노선과는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거리값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을 사용한다.
고속철도 역 중 가장 가까운

n

n

A i = [ ∑ c ijP j/ ∑ P j ]
j= 1
j= 1

i

타

j

cij는 후보지에서 역까
지의 거리를, Pj는 현재와 계획노선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후보지를 나 내며, 는 고속철도 역을,

⑫ 교통수단 선택의 용이성
교통분담 비율은 적지만,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이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는 측면에서 공항과의 거
리, 항만과의 거리, 버스터미널과의 거리에 운송분담비율을 가중치로 곱한
값의 합을 사용한다.
n

n

A i = [ ∑ c ijP j/ ∑ P j ]
j= 1
j= 1

i

타

j

단
cij는 후보지
에서 교통수단이용지역까지 거리 및 시간을, Pj는 운송분담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후보지를 나 내며, 는 교통수 이 있는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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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지기준을 통한 평가대상지 선정방법(평가대상지 수)

석 평가대상지 선정기준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청회를 통

종합분 은

최종 결정된 이후 적용하여 제시한다.
평가대상지 수의 선정은 수많은 후보지 중 평가단이 원활한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압축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에 대상이 되는 후보지의 수를 정
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지 수의 선정 방법은 입지기준 점수화를 통해 가장
고득점 지역으로부터 일정순위만큼 선택하는 방법, 시ㆍ군별 1개 지역씩
선정하는 방법, 권역별 1개 지역씩 선정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검토하였다.
해

① 고득점 지역으로부터 일정순위만큼 선택
입지기준 점수화에 따라 단순하게 선정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 시ㆍ군에 여러 평가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예
상된다.

순위간 점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이 곤란하다. 즉 4
개 지역을 선정시 3위와 4위가 10점 차이, 4위와 5위가 4점 차이일 때, 5위
지역도 평가대상지로서의 자격이 될 수 있지만,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두어 4지역을 선정하되, 5위지역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5개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시ㆍ군별 1개 지역씩 선정
시ㆍ군별 공정한 평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각 시ㆍ군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시ㆍ군별 1개 지역을 선정시, 평가단에서
16개 지역을 전부 평가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점수가 시ㆍ군간 현격
히 차이를 보일 때, 상위지역 외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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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역별 1개 지역씩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위해 적합한 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권역별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다. 그러나,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각 시ㆍ군간 의견
차이 발생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 권역에 입지여건이
우수한 후보지가 여러 지역이 있을 경우, 1위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반발
이 우려된다.

2) 입지기준(안)에 대한 자문
(1) 1차 자문 결과

준 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 결과, 입지기준의 항목간 중복성, 분
류체계의 문제, 개발형태별 입지기준의 항목 선택 및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입지기준의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 후에 자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하였다. 그에
대해 연구단에서는 4개 대분류, 12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32개 세부지표를
입지기 (

제시하게 되었다.

① 입지기준 항목에 대한 체계 정립 및 적합성 문제
입지기준의 36개 항목간 중복성이 있는 것과 대분류ㆍ소분류로 구분되어
야 하는 항목이 혼재되어 있어, 항목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
지기준 항목을 중복성 제거 및 분류체계를 정리한 후 전체항목에 대한 추
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31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설문의 타당성 제시
가 부족하고, 개발형태(기관이전형, 신시가지형, 신도시형)에 따라 기준선
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항목에 대한 검토 후 추가 설문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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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지 선정시 접근방법

석하여 후보지선정기준을 적용하였
는데,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가능지와 보전필요지를
중첩한 후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그 후보지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개발가능지를 분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상자료를 이용하여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보전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500m～1km)하여 후보지 선정하는 방안도 제안하
였다.

(2) 1차 자문 결과 조치 사항

단 집행부는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실

이러한 자문결과에 대해서 연구 과
시하였다.

① 입지기준 항목을 재정비한 안 제시
1차회의시 지적된 항목간 중복성 및 위계문제를 다시 정리하여 4개 대분류
(보전성, 개발성, 접근성, 경제성)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각각 3개 소분류로
총 12개 항목으로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각 소분류 항목은 2～4개의 세부지표로 구분하고 지표별 점수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② 입지기준(안) 작성을 위한 항목의 내용
입지기준의 항목을 4개의 대분류와 각각 3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여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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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입지기준(안) 작성을 위한 항목 제시
대분류

보전성

소 분 류

세 부 지 표

산림환경

ㆍ생태자연도
ㆍ임상(영급,경급,밀도)
ㆍ보전임지

ㆍ2등급면적
ㆍ영급(1-6)×면적, 경급(3)×면적, 밀도(3)×면적
ㆍ보전임지면적

수 환 경

ㆍ수변지역
ㆍ해안선
ㆍ호소주변지역

ㆍ하천주변 300m이내 면적, 하천까지 거리
ㆍ해안선 500m이내 면적, 해안선까지 거리
ㆍ호소주변 300m이내 면적, 호소까지 거리

ㆍ조수보호
ㆍ수산자원보호
환경관련규제
ㆍ생태계보전
ㆍ환경오염부하량

지형지세

개발성

ㆍ표고차
ㆍ경사도
ㆍ북사면

재해및
ㆍ지진
토지이용규제 ㆍ토지이용규제지역

개발인프라

중 심 성

접근성

지 표 측 정 방 법

지역간거리

ㆍ조수보호를 위한 지역까지 거리
ㆍ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지역까지 거리
ㆍ생태자연도 1등급 및 보전지역까지 거리
ㆍ해당하천유역에 대한 하천수질변화 정도
ㆍ평균표고(10m간격)와의 차×해당표고면적
ㆍ경사도(5도간격)×해당경사면적
ㆍ북사면면적
ㆍ지진발생지점으로부터의 거리×진도
ㆍ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ㆍ개발가능규모
ㆍ상수원
ㆍSOC

ㆍ개발가능지면적, 확장가능지역면적
ㆍ상수원까지 거리×공급량규모
ㆍSOC까지 거리

ㆍ인구중심점
ㆍ지리중심점

ㆍ인구를 가중한 평균거리
ㆍ지리적 측면의 평균거리

ㆍ주요도시(30만명↑)
ㆍ시군간거리

ㆍ30만명이상 도시까지의 거리
ㆍ시군간 통행 최소거리

ㆍ공항, 항만
ㆍ공항, 항만까지 거리
교통수단선택 ㆍ도로(IC, 국도)
ㆍ고속도로 IC까지 거리, 국도까지 거리
ㆍ철도(고속역, 일반역) ㆍ고속철도 역까지 거리, 일반역까지 거리

경제성

개발비용

ㆍ지가
ㆍ기개발지

ㆍ해당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ㆍ기개발지 면적

추진여건

ㆍ거주인구
ㆍ국공유지

ㆍ거주인구수, 가구수, 부재지주수
ㆍ국공유지면적(해당지역 읍면동내)

파급효과

ㆍ집적이익 확산
ㆍ인구유입효과
ㆍ재정자립도

ㆍ도시간 집적이익의 확산모형(Bövernter)
ㆍ대전시와의 거리, 유입추계인구수
ㆍ재정자립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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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서면자문 결과

① 입지기준 항목의 선정 결과
기관이전형은 주로 접근성과 경제성의 항목 및 지표가 선정되었는데,
보전성 및 개발성의 세부지표는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개발가능지 및 규제
지역 제외 등을 통해 이미 고려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신도시형은 보전성, 접근성의 항목 및 세부지표가 많이 선정되었는데, 이
는 신도시의 조건이 기존도시로부터 5km이상 이격한 지역으로 자연환경과
밀접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다.
신시가지형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항목 및 세부지표가 선정되었는데, 이
는 신도시형과 기관이전형의 중간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② 입지기준 항목 및 세부지표의 점수화방법
면적을 중심으로 점수화하는 항목 및 세부지표는 주로 등급법을 선택하
였는데, 이는 면적의 규모뿐만 아니라 분포형태(선형, 장방형, 아메바형 등)
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규모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
여 점수화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거리를 중심으로 점수화하는 항목 및 세부지표는 주로 상대평가를 선택
하였는데, 이는 면적과는 달리,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등급법, 상대평가법, 서열법 등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한 항목 및 세부지
표는 주로 상관성이 적은 것으로 전 후보지에 적용되지 못하거나, 점수화
를 위한 산식을 작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4)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

① 입지기준에 대한 복수(안) 검토
입지기준에 대한 안으로 제1안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개발형태별
로 선택빈도가 많은 항목으로 입지기준(안)을 선정하였다.
제1안의 특징은 개발형태에 따라 적정한 입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개발형태에 대한 결정 여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개발형태가 다른 후보지는 우선적으로 제외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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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제1안 : 개발형태별 입지기준(안) 선정결과
항목 구분

개발형태별 선택빈도
세부지표

대분류

소분류

산림환경

보전성

수환경

환경관련규제

기관이전

신시가지

신도시

ㆍ생태자연도

4

9(선정)

10(선정)

ㆍ임상(영급,경급,밀도)

3

9(선정)

10(선정)

ㆍ보전임지

2

6

10(선정)

ㆍ수변지역

5

7

8

ㆍ해안선

2

4

9

ㆍ호소주변지역

4

7

8

ㆍ조수보호

0

3

10(선정)

ㆍ수산자원보호

1

3

10(선정)

ㆍ생태계보전

4

5

10(선정)

7(선정)

6

7

ㆍ표고차

4

9(선정)

8

ㆍ경사도

3

8

7

ㆍ북사면

5

8

7

8(선정)

8

10(선정)

4

7

7

ㆍ개발가능규모

6(선정)

8

8

ㆍ상수원

6(선정)

8

10(선정)

ㆍSOC(통신,에너지)

6(선정)

7

9

ㆍ인구중심점

6(선정)

7

11(선정)

ㆍ지리중심점

8(선정)

9(선정)

11(선정)

ㆍ주요도시(30만명이상)

7(선정)

10(선정)

8

ㆍ시군간거리

8(선정)

9(선정)

11(선정)

ㆍ공항, 항만

6(선정)

6

8

ㆍ도로(IC, 국도)

8(선정)

9(선정)

11(선정)

ㆍ철도(고속역, 일반역)

8(선정)

9(선정)

11(선정)

ㆍ지가

9(선정)

8

8

ㆍ기개발지

7(선정)

9(선정)

6

ㆍ거주인구

8(선정)

9(선정)

8

ㆍ국공유지

9(선정)

10(선정)

10(선정)

ㆍ집적이익 확산

7(선정)

9(선정)

7

ㆍ인구유입효과

7(선정)

8

8

ㆍ재정자립도

7(선정)

10(선정)

9

19

13

14

ㆍ환경오염부하량
지형지세

개발성

재해 및
토지이용규제

개발인프라

중심성

접근성

지역간거리

교통수단선택

개발비용
추진여건
경제성
파급효과

ㆍ지진
ㆍ토지이용규제지역

선정 지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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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자문위원회의 개발형태별 의견을 종합하여 두형태 이상에서
선택된 항목으로 입지기준(안)을 선정한 것으로서(7개항목, 15개지표) 어떠
한 개발형태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모든 개발형태의 후보지를 동시에 고려
할 수 있어 향후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형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는 반면, 개발형태가 다양한 만큼 지표에 있어서 면적의 경우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분석를 수행해야 하고, 모든 후보지를 여러 개발형태로 다양하게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가 혼합되어 도출될 뿐만 아니라 일부 개발형태에
집중하는 경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비교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제2

<표 22> 제2안 : 입지기준(안) 선정결과
개발형태별 선택빈도
항목

세부지표
기관이전

신시가지

신도시

ㆍ생태자연도

4

9(선정)

10(선정)

ㆍ임상(영급,경급,밀도)

3

9(선정)

10(선정)

ㆍ지진

8(선정)

8

10(선정)

ㆍ상수원

6(선정)

8

10(선정)

ㆍ인구중심점

6(선정)

7

11(선정)

ㆍ지리중심점

8(선정)

9(선정)

11(선정)

ㆍ주요도시(30만명이상)

7(선정)

10(선정)

8

ㆍ시군간거리

8(선정)

9(선정)

11(선정)

ㆍ도로(IC, 국도)

8(선정)

9(선정)

11(선정)

ㆍ철도(고속역, 일반역)

8(선정)

9(선정)

11(선정)

ㆍ기개발지

7(선정)

9(선정)

6

개발여건 ㆍ거주인구

8(선정)

9(선정)

8

ㆍ국공유지

9(선정)

10(선정)

10(선정)

ㆍ집적이익 확산

7(선정)

9(선정)

7

ㆍ재정자립도

7(선정)

10(선정)

9

보 전 성

개 발 성

중 심 성

접 근 성

교통수단
선

택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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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지기준(안) 세부지표별 가중치 부여
입지기준 세부지표별 가중치 부여방법에서 그 대안으로 제1안은 입지기
준(안)의 세부지표 결정 후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
안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이
있으나, 설문조사시 회수율의 문제, 전문가 그룹선정의 문제 등으로 일정기
간 소요가 되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2안으로 자문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가중치
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처리로 추진이 용이하고, 도청이전에 참여하
는 전문가로서 도청이전의 정책목표을 고려한 지표선정과정을 거쳤으며,
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지표별 충분한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는 반면, 공정성의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
제3안으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인데,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지
만 지표별 중요도가 다르다는 인식으로 문제가 많은 방법이다.
③ 점수화 방법
입지기준의 세부지표별 점수화 방법이 상이할 경우 종합점수 산정이 곤
란하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제1안은 평가
값을 Z-score값으로 변환하여 상대평가하는 방법인데, 이는 평가값을 그대
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용이하나, 평가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
어 평가대상지의 점수차이가 공개될 경우, 최종 예정지역 선정 결과와 비
교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안으로는 평가값을 Z-score값으로 변환 후 이를 일정기준에 따라 등
급화하여 점수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값이 드러나지 않아 평가대상지 선
정시 상대적인 우열에 관계없이 평가단계로 추진될 수 있는 반면, 평가값
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가능하고, 등급화시 등급간격,
등급의 단계 등을 추가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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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기준 결정과정

회에서는 당초 先 개발형태 결정, 後 입지기준 결정방식을 바꾸
어 도시형태의 先결정으로 특정지역이 배제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
논의되었던 32개 지표를 모두 공청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추진위원

공청회
(5개권역,5회)

⇨

자문위원회
(2회)

⇨

시ㆍ군의견 수렴

⇨

확정
(19개)

<그림 1> 입지기준 결정과정

1) 입지기준(공청회안)

항목간 특성 및 위계를 고려하여 4개 대분류(보전성, 개발성, 접근성, 경
제성)로 구분하였으며, 대분류당 각각 3개 소분류로 총 12개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각 소분류 항목은 2～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23> 입지기준 공청회(안) - 32개 지표
대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 생태자연도

산
환

림
경

∙ 임상(영급,
경급, 밀도)
∙ 보전임지
∙ 수변지역

보
전
성

수환경

∙ 해안지역
∙ 호
소
주변지역
∙ 조수보호

환
관
규

경
련
제

∙ 수산자원
보
호
∙ 생태계보전
∙ 환경오염
부 하 량

지

표

설

명

∙ 후보지내에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개발
이 용이하지 못함
∙ 후보지내에 임상의 상태가 좋은 지역은 보전하여야 하고, 개발이
용이하지 못함
- 영급 : 수령(6단계), - 경급 : 수경(3단계) - 밀도 : 단위면적당
수목수(3단계)
∙ 보전임지는 산림이용기본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익임지(자연공
원, 유전자보호림 등)를 대상으로 함
∙ 하천주변 300m 이내지역 포함면적.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1, 2
급하천을 말함. 수해위험 등을 감안
∙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지역 포함면적. 해안오염 및 해일 등
의 재해 등을 감안
∙ 호소주변 300m이내 포함면적. 호소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개발에 제약이 있음
∙ 조수보호구역과 멀수록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줄일 수 있음
∙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멀수록 개발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생태자연도 1등급 및 보전지역과 멀수록 자연환경의 훼손을 줄일
수 있음
∙ 개발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해당지역의 하천에 부과하였을 때 하
천수질악화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오염처리시설 등을 확충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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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지
지

개
발
성

형
세

세부지표

근
성

경
제

설

명

∙ 후보지내에서 표고차가 발생하면 개발에 제약을 받아 일정표고차
이내의 평지가 필요

∙ 경 사 도

∙ 경사도가 급할수록 도시개발이 곤란

∙ 북 사 면

∙ 양호한 일조가 곤란하여 개발에 제약을 받음
∙ 지진발생지점으로부터 멀고, 지진강조가 낮을수록 안전한 지역으
로 개발이 용이
∙ 개발시 규제가 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면
적이 적을수록 개발이 용이

∙ 개발가능
규
모

∙ 후보지내 개발가능한 토지가 많으면 개발이 용이하고, 추가 확장
에 필요에 대비해 개발가능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

∙ 상 수 원

∙ 용수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근접한 지역
에 필요한 용수량을 가까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이 유리

∙ S O C

∙ 도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전기, 통신, 에너지 공급)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시설과 근접한 지역이 유리

∙ 인구중심점

∙ 인구를 가중한 중심점으로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유리

∙ 지리중심점

∙ 도청은 여러 여건을 배제하면, 충남의 지리적 중심점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심성

접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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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고 차

진
재해 및 ∙ 지
토지이용
규 제 ∙ 토지이용
규제지역

개 발
인프라

지

확정)

지역간

∙ 주요도시와의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정규모(30만명 이상-행정복합 도
거
리
시고려))의 도시와 멀수록 바람직

거

리

∙ 시군간거리

∙ 시군간 통행거리가 가장 짧은 지역이 충남도의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유리

교

통

∙ 공항, 항만
과의 거리

∙ 국제적인 접근 측면에서 공항, 항만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

수

단

선

택

개

발

∙ 지

가

∙ 개발을 위해서 가장 많은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저렴하여야 개발
이 용이

비

용

∙ 기개발지

∙ 기개발지가 많으면 건축물 보상, 철거시 폐기물 발생 등 추가비
용이 소요됨

추

진

∙ 거주인구

∙ 거주인구 및 가구수가 많으며, 보상 및 이주협의 등 개발 추진이
지연

용이성

성
파
효

∙ 도로(I.C,국도) ∙ 도민(화물 포함)의 접근시 차량접근이 가장 많아 타도시 및 충남
와의 거리
내에서 접근을 위해 도로와 근접하는 것이 유리
∙ 철도(고속역, ∙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물류포함)을 위해서 대량수송이 가능한
일반역)와 거리
철도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

∙ 국공유지면적 ∙ 국공유지가 많으면 보상 및 개발 사업추진이 용이
∙ 집적이익확산

∙ 해당지역의 개발로 인해 주변도시로의 개발효과를 확산시키는데
그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이 유리

∙ 인구유입효과

∙ 도청이 현재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대전시와의 거리가 멀수록
이주율이 높아 이전효과가 큼

∙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촉진, 균
형발전의 효과 발생

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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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확정된 입지기준(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자세히 듣기 위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가졌다.
(1)

권역별 공청회 경향

:

안100, 아산200, 예산200)
수부도시로서 많은 인구와 행정서비스 유리, 파급효과 최고, 도시의 역사
성, 상징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가, 개발면적 등 경제성 산정과 피상적, 지
리적 중심점은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개념이고, 시ㆍ군의 재원분담지표
(전남사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도시형은 새로운 인프라구축비 추가소요 재원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을
판단해야 하고, 수도권과 인접성은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니며 입지기준은
현실성에만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년안에 서둘러 예정지를 결
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행정체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1권역(천안, 아산, 예산)】 11. 15. 500명(천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형태가 미설정되어 입지기준 설정에 혼선이 우려되며, 풍수해지
표는 수정, 지진항목은 제외하여야 하고, 대전 및 행정도시로부터 격리되고,
16개 시ㆍ군으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안50, 당진500)
가중치부여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도 참여하는 방안과 지역적으
로 불균형정도를 측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해양물류가 유리한
서부권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입지기준을 고려할 것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
차로 추진한다면 도민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양관련 및 계획된 철도를 입지기준에 미반영한 점과 문화재 보존지표
반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불리한 지표선정에
【2권역(서산, 태안, 당진)】 11. 16. 600명(서산50,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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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요구하였고,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부지제공 등 지자체의 노력
과 관련된 지표를 반영할 것을 강조(도청이전 비용부담 및 부지 60만평 무료
대해 보 을

제공)하였다.
【3권역(홍성, 보령, 서천)】 11. 17. 650명(보령400, 서천50, 홍성200)

유리한 요소이며, 지진지표는 활성단
층대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항만은 예정고시된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부분을 제외하고 예산대비 지
방세비율로 산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물리적 기준이 너무나 강화되어 완화(배산임수형 강조)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면서, 시ㆍ군간 거리지표인 중심성이 중복되어, 지리적으로 충남의 가
운데 위치한 지역에게 유리한 기준은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지역균형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지표(인구중심성, 지역간거리 등)는 배제
가 필요하며, 지진발생지표는 제외하고, 지리중심성에서 도서지역을 포함하
여 측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수환경

확보는 감점기준이

아니라

논산330,계룡10,금산30,부여100)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의 중간형태가 용지확보 용이성과 경제성에서 유

【5권역(논산,계룡,금산,부여】11.22. 470명(

리하며, 행정중추기능과 연관산업이 병행하여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멀수록 인구유입효과를 크게 본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현실
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입지기준에 교육항목 등이 추가 반영되어 현실성을
대전시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대전권+도청(계룡/논산)권이 합쳐 지역거점 성장동력을 창출
할 수 있어 유리하며, 입지선정방식을 시ㆍ군별 1개소씩 추천받아 예정지
역을 확정해야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도청은 독립적인 발전의 한계로 대도시의 지원기능을 받는 지역이 유
행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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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결정을 재조정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문화의 시대에 지역의 특성이 발휘될 수 있는 백제의 고도에 입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강을 중심으로 한 부여, 공주, 청양 접경지역이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여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리하며,

(2) 입지기준(안)에 대한 의견분석

① 입지기준(안) 의견
기준(안)의 설정지표가 미시적이고, 정태적임으로 동태적인 미래지향적
인 지표가 부족하다는 점, 기준(안)의 지표 중에는 상반되는 지표와 지표간
에 중복성이 있는 지표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 도청이전 정책적 목표
인 균형발전 측면의 지표가 부족하다는 점과 개발형태가 결정되지 않아 형
태별 부합되지 않는 지표가 내재되어 있으며, 현 입지기준(안)은 신도시형
을 전제로 작성된 것 같으며, 특정지역을 사전에 가상한 지표로 생각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세부지표별 제시의견
【 보 전 성 】

◦ 산림환경(생태자연도면적, 임상, 보전임지)
- 생태자연도 면적,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 삭제
- 임상 ⇨의견없음
◦ 수환경(수변지구, 연안유역, 호소주변지역)
- 수변지구 :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하천정비 완료지역 제외(수정),
하천 유역을 기준으로 설정(수정), 도시환경적 측면에
서 하천 주변 입지가 더 유리(수정)
- 연안유역 ⇨ 간척지는 해양으로 보면 안됨(수정)
- 호소주변지역 ⇨ 호소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설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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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규제(조수보호구,수산자원보호구역,생태계보전,수질오염)
- 조수보호구 ⇨ 이격거리의 임계치 설정(3km이내)(수정)
- 수자원보호구역 ⇨ 이격거리의 임계치 설정(3km이내)(수정)
- 생태계보전 : 이격거리의 임계치 설정(3km이내)(수정), 자연환경보전
지역과 중복(삭제)
- 수질오염 ⇨ 이격거리의 임계치 설정(3km이내)(수정)
【 개 발 성 】

◦ 지형지세(표고차,경사도, 북사면면적)
- 표고차 : 비중을 낮추는 방안 필요(수정)
- 경사도 : 수리적으로 계산이 곤란, 구릉지는 공원 등으로 계획이 가
능(삭제), 비중을 낮추는 방안 필요(수정)
- 북사면 면적 : 경사도가 낮은 지역은 고려사항이 아님(삭제)
◦ 재해 및 토지이용규제 (지진, 토지이용규제 면적)
- 지진 : 지진보다는 풍수해로 전환(우리나라의 경우 풍수해 문제) 필
요(삭제), 학술적 결론(발생지역 재발생과 미발생이론)을 내
리기 어려움(삭제), 활성단층을 포함(수정)및 비중을 낮추는
방안 필요(수정)
- 토지이용규제면적 ⇨ 산림환경 및 환경관련규제와 중복(삭제)
◦ 개발인프라 (개발가능규모, 상수원과 거리, SOC와 거리)
- 개발가능 규모 : 의견없음
- 상수원과 거리 : 중요한 사항으로 지표가 아닌 항목으로 상향 조정
(비중상향), 지하수를 이용한 용수 공급은 곤란하
므로 절대적 기준(비중상향)
- SOC와 거리 : 기본적인 인프라가 마련된 곳(수정), 계획이 확정된
것을 포함(수정), 산업단지를 감안(수정), 쌍대비교법
에 의한 평가 필요(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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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근 성 】

◦ 중심성(인구중심성, 지리중심성)
- 인구중심성 : 지리중심성보다 인구중심성,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고려
(비중상향),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목표와 배치(삭제), 전
자통신이 발달한 현재로서는 중요사항이 아님(비중하
향),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수정)
- 지리중심성 :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리중심(수정), 교통여건을 고려하
여 평가(수정),
◦ 지역간 거리(주요도시와 거리, 시군간거리)
- 주요도시와 거리 :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한 곳, 지방정부와 중
앙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중요(수정), 교
육기관(연구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수정),
기존도시로부터 멀수록 신규인프라 비용 추가로
실현성 저조(수정), 쌍대비교법에 의한 평가 필요
(수정),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거리는 일정거리
이내면 자족적 측면이 문제지만 일정거리 이상에
서는 가까울수록 유리하다고 판단(수정), 행정서
비스만으로 자족적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주변에 지원도시(대도시)가 있어야 함
-

간 거리 :

(수정), 행정도시의 개발과 연계한 입지(수정)

측면의 지표가 아님(삭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시간 차이 발생으로 공간거리로만 측정
(수정), 불필요한 지표(삭제)
◦ 교통수단 선택(공항, 항만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철도(역)거리)
- 공항, 항만과의 거리 : 등급법에 의한 평가 필요(50km, 100km,
200km 등)(수정),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공
시군

균

지역 형발전

제5장 도청이전 제3차 추진(예정지역

확정)

127

항 및 항만의 중요도 강화(비중상향), 충남
지역에는 고속철도 및 공항, 항만을 이용
한 접근이 거의 없음(삭제), 청주공항과 인
천공항을 동일시 곤란, 항만예정지도 포함
(수정), 산업입지 등에 중요한 사항이나 행
정기관에서는 제외가 바람직(삭제)
- 도로와의 거리 : 현재와 미래(계획)을 포함한 거리 산출(수정)
- 철도(역)과 거리 : 계획노선의 포함(수정), 철도교통 중요, 정확성,
안정성 및 대량수송 등의 잇점(비중상향)
【 경 제 성 】

◦ 개발비용(지가, 기개발면적)
- 지 가 : 실현성 측면에서 가중치 상향 조정 필요(비중상향), 도유지
는 비용에서 제외(수정), 지역낙후도, 경지 및 임야의 지가
검토(수정)
- 기개발면적 : 실현성 측면에서 가중치 상향 조정 필요(비중상향)
◦ 추진여건(거주인구, 국공유지 면적) : 의견없음
◦ 파급효과(집적이익확산, 인구유입효과,재정자립도)
- 집적이익확산 : 의견없음
- 인구유입효과 : 대전뿐만 아니라 인구 30만이상 도시도 포함(수정),
인구유입효과는 거리가 아닌 교육, 문화, 환경 등 도
시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수정)

- 재정자립도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비용증가로 실현성 검토 필요(삭제),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복지서비
스 만족과는 별개로 균형발전지표로 볼 수 없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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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제시 지표
◦ 재정적 인센티브( 토지의 무상제공), 시군과 공동추진
◦ 도청후보지간 미래 발전동력 평가
◦ 보전성은 감점의 요인이 아니라 환경측면에서 유리한 지표로 활용이
바람직

◦ 문화재 보전지역 포함(개발가능여부에서 누락)
◦ 충남은 백제문화가 정신적 뿌리로 지표추가
◦ 풍수지리적 입지 추가
④ 입지기준과 평가기준의 개념 정립
◦ 공청회에서 입지기준과 평가기준에 대해 동일분류로 혼동하여 이해
- 입지기준은 도청소재도시가 물리적 및 환경적으로 입지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기준
- 평가기준은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 중 도청이전 정책목표을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가 측정하는 기준(예정지역 선정기준)
◦ 즉, 입지기준(안) 32개 항목 중에는 상당부분 도청이전 정책목표를 설
명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혼선야기
- 따라서,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기준에서 다루고, 그 외의
항목만을 대상으로 입지기준으로 선정 필요
- 결국, 보전성, 개발성 중심의 항목과 접근성에 교통수단선택, 경제성
에 개발비용 및 추진여건 항목이 해당
- 제외되는 접근성은 대부분 도의 행정서비스 효율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항목이고, 경제성의 파급효과도 이에 해당하여 제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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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수적 결정해야할 사항

① 개발형태(도시형태)
◦ 자문위원의 설문조사 및 공청회 의견제시와 같이, 개발형태에 따라
입지기준 항목 및 지표 선정에 대한 차이가 큼
- 특히, 기관이전형의 경우는 기존 시ㆍ군청소재지에 대한 평가만 하
면 되는 사항으로 사실상 입지기준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
◦ 결국, 기관이전형을 제외한 입지기준 타입은 신시가지형과 신도시
형임
② 가중치 결정 방법
◦ 입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에서는 가중치에
대한 언급이 상당부분 제시되고 있음
- 가중치의 크기결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사항으로 시군의 의견을 들
어 결정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그 크기의 결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을 시ㆍ군간 합의가 필요
◦ 따라서, 가중치 결정방법도 시군의 의견 수렴을 거치되
-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또는 이미 선정된 민간전문가로서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결정하는 방안이 있음
③ 평가대상지 수 결정
◦ 입지기준 항목 선정시 평가기준에 적합한 항목을 제외한다면 전지역에
서 고루 후보지가 선정되고 점수 또한 일정범위 내에서 균형있게 분
포할 것으로 예상됨
- 즉, 가중치에 따라 점수차이가 발생, 점수에 의한 선정이 필요
- 평가를 위해서 해당지역 답사 등 일정을 위해서 4, 5개소가 적당
◦ 현재 입지기준(안)에서 보완만 할 경우, 지역적으로 집중현상 발생
- 시군별, 권역별 개소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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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주민공청회 권역별 확정(대전일05-10-29)
추진위, 내달초 5개 지역서 도민 의견청취. <속보>=새 충남도청 예정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 주민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다음달 초부터 도내 5개 권역별로 실시된다. <본보 24일자 5면 보
도> 충남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27, 28일 양일간 보령 한화콘도에서 제6차 본회의를 겸한 워크숍을
갖고 평가 및 입지 기준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권역별로 개최키로 확정했다. 주민공청회
는 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한 입지 기준(안) 마련시 1차로 개최한 뒤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지의
평가 기준 마련시 2차로 여는 등 2단계로 나눠 개최키로 했다. 공청회 개최 방법은 시·군별 및 권역
별 개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빠른 시일내에 5개 권역별로 각 권역의 중간지역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5개 권역은 ▲1권역=천안, 아산, 예산(개최장소 아산) ▲2권역=서산, 태안, 당진(당진) ▲3권
역=홍성, 보령, 서천(보령) ▲4권역=공주, 청양, 연기(공주) ▲5권역=논산, 부여, 금산, 계룡(논산) 등이
다. 1단계 공청회를 개최한 지역은 2단계 공청회시 개최 장소에서 배제된다.

3)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시

회 및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안의 존치여부가 항목 및 지표별 문
제점과 수정요구 사항들을 종합정리하게 되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안
유지 9개 지표, 수정 10개 지표, 그리고 삭제 13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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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공청회 및 자문회의 결과와 조치의견 종합
기본
항목

소항목

지 표
ㆍ생태자연도 면적

조치내용 설명

조치의견
원 수 삭
안 정 제

ㆍ‘생태자연도2등급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되
어 ’생태계보전’’ 지표에 중복

산림환경 ㆍ임상 (영급,경급,소밀도)

●
●

ㆍ보전산지

ㆍ‘보전산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생태계
보전’ 지표에 중복

●

ㆍ수변구역

ㆍ하천의 보전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기능적,
경관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제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삭제 (금강상류지역에만 지정)

●

수환경 ㆍ연안육역

ㆍ해안환경 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연안관리법’에서
정한 500m이내 지역에 포함된 후보지 면적만 적용

보전성

환경관련
규제

ㆍ호소주변지역

ㆍ호소의 보전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호소의 기능적,
경관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제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삭제

ㆍ조수보호구

ㆍ조수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5km이내에 포함되는
후보지 면적만 차등 적용하되, ‘야생동식물 보호구
역’으로 수정

재해및
개발성 토지이용
규제

●

●

ㆍ수산자원보호구역 ㆍ‘연안육역’과 중복(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되어 삭제

●

ㆍ생태계보전

ㆍ‘생태자연도1등급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됨
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수정

●

ㆍ수질오염

ㆍ후보지 해당수계의 수질 및 도시개발로 인한 유달
부하량 :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

●

ㆍ표고차
지형지세

●

●

ㆍ경사도

ㆍ‘개발가능지’ 선정시 경사도 15도 이상은 제외하였
기 때문에 의미상실하여 삭제

●

ㆍ북사면면적

ㆍ대규모의 도시개발시 북사면은 필연적이며, 존재여
부 또한 도시개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함

●

ㆍ지진

ㆍ현재의 지진자료는 과거자료로 미래 지진발생 가능
성을 측정해야 하지만, 지진발생가능성 지표에 대한
측정 및 조사가 불가능하여 삭제

●

ㆍ토지이용규제지역 ㆍ‘자연환경보전지역’은 ‘환경관련규제’ 소항목에 포함
면적
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한정
ㆍ개발가능규모

개발 ㆍ상수원과 거리
인프라
ㆍSOC와 거리

●

ㆍ후보지내 개발불가능지를 제외한 개발가능지 면적 ●
ㆍ광역상수원 댐 및 광역상수도망과의 거리를 적용

●

ㆍ사회간접자본(전력, 통신, 가스)을 용이하게 연결 및
공급할 수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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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청회 및 자문회의 결과와 조치의견 종합(계속)
기본
항목

소항목

지 표

ㆍ인구중심성
중심성
ㆍ지리중심성
접근성
지역간거
리

조치내용 설명

ㆍ도민개개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 포함하였으나, 도청은 도민 개개인보다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상위조직으로서 기능수행을 위
해 존재
ㆍ충남도 지리중심점을 측정하기 위해 도서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해양지역까지 포함하 ●
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

ㆍ시군간 거리

●

ㆍ지리중심점과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지표로 삭제

ㆍ지가

경제성

ㆍ거주인구

파급효과 ㆍ인구유입효과
ㆍ재정자립도
합

계

●
●

●
ㆍ‘거구가주’ 단위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주가
구’로 대체

ㆍ국공유지 면적
ㆍ집적이익 확산

●

ㆍ지가를 대체할 만한 지표가 없을 뿐 아니라 최근
보상비의 상승으로 도시개발에서 지가의 중요성은 ●
증대되고 있음

ㆍ기개발지면적
추진여건

●

ㆍ주요도시와 거리 ㆍ특정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표로 삭제

ㆍ공항‧항만과 거리 ㆍ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표로 삭제
교통수단 ㆍ도로와 거리
선택
ㆍ철도(역)과 거리

개발비용

조치의견
원 수 삭
안 정 제

●
●

ㆍ현재의 인구이동패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
개발이후의 인구이동을 고려하지 못해 삭제
ㆍ거리에 따른 인구유입정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대전으로부터의 영향권으로 수정
ㆍ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만 산정하
여 산출

●
●
●
9

10 13

4) 시ㆍ군 의견제시

회 이전에 공청회(안)을 16개 시ㆍ군에 보내어 그 수용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항목별 및 지표별 의사표시를 수정, 삭제 그리고 존치로 구분하
였다. 그 결과 총 480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중 존치는 77%인 369개이
며, 수정은 14%인 68개, 삭제는 9%인 43개로 종합ㆍ정리되었다.
존치의견이 높은 지표는 임상, 연안구역, 호소주변지역, 수질오염, 지형지
세, 지진, 개발가능규모, 도로와의 거리, 개발비용, 거주인구, 집적이익확산
등으로, 80%이상의 존치의사가 제시되었다.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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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시ㆍ군의 제시의견 종합 정리
기본
항목

소항목

지표

계
생태자연도
면적
임상(영급,경
산림환경
급,소밀도)
보전산지
수변구역
보
수 환 경

연안구역

전
호소주변지역
성
조수보호구

환경관련규제

수산자원보호
구역
생태계보전
수질오염
표고차

지형지세

경사도
북사면 면적

개
지진

발
성

재해 및
토지이용규제토지이용규제
지역면적
개발가능규모
개발 인프라

상수원과
거리
SOC와 거리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제시
비율% 계 천안아산예산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공주청양연기논산부여금산계룡
의견
소계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100%
77%
14%
9%
73%
13%
13%
87%
0%
13%
80%
0%
20%
60%
27%
13%
93%
7%
0%
87%
13%
0%
67%
27%
7%
73%
20%
7%
67%
13%
20%
80%
0%
20%
87%
13%
0%
93%
7%
0%
93%
0%
7%
87%
0%
13%
73%
13%
13%
93%
7%
0%
67%
27%
7%
67%
33%
0%

480 32
369 22
68 9
43 1
11 1
2
2
13 1
0
2
12 1
0
3
9
1
4
2
14 1
1
0
13 1
2
0
10 1
4
1
11 1
3
1
10 1
2
3
12 1
0
3
13
2
1
0
14 1
1
0
14 1
0
1
13 1
0
2
11 1
2
2
14 1
1
0
10
4
1
1
10
5
1
0

32
18
8
6
1

32
23
7
2
1

32
26
3
3
1

32
32
0
0
1

32
31
0
1
1

32
24
7
1
1

32
23
7
2
1

0
0
0
0

32
25
4
3

32
16
6
10

32
32
0
0
1

1

32
21
8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2
28
3
1
1

1
1

1

1

32
32
0
0
1

1
1

1

32
16
6
1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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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시ㆍ군의 제시의견 종합 정리(계속)
기본
항목

소
항목

지표

존치

67%

10

인구중심성 수정

7%

1

삭제

27%

4

존치

73%

11

지리중심성 수정 20%

3

중심성

접
근

삭제

7%

1

존치

53%

8

주요도시와 수정 33%
거리

5

삭제

13%

2

존치

73%

11

시군간 거리 수정 20%

3

지역간 거리

성

공항.항만과
거리
교통수단선택 도로와 거리
철도(역)과
거리
지가
개발비용
기개발지 면적

거주인구
경

1

40%
33%
27%
80%
20%
0%
67%
33%
0%
80%
20%
0%
93%
7%
0%

6
5
4
12
3
0
10
5
0
12
3
0
14
1
0

존치

93%

14

수정

0%

0

7%

1

73%

11

국공유지 면적 수정

7%

1

삭제

20%

3

존치

93%

14

수정

7%

1

집적이익 확산

삭제

0%

0

존치

73%

11

인구유입효과 수정 13%

2

재정자립도

추가요구지표

7%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수정
삭제

존치

성

파급효과

삭제

삭제

추진여건

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제시
의견 비율% 계 천안아산예산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공주청양연기논산부여금산계룡

삭제

13%

2

존치
수정
삭제

73%
13%
13%

1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서산 : 쾌적성, 투자효과및경제적파급효과, 시군별GRDP및1인당공공투자비
보령 : 지역균형발전
공주 : 인구변화율, 인구분포, 소득세할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역사적유적유물, 백제의 정통성
청양 : 인구변화율, 인구분포, 소득세할주민세, 재정력지수, 역사적유적.유물수, 백제의정통성
부여 : 백제왕도의 정통, 역사적 유물유적, 낙후성, 산업및재정여건
금산 : 교육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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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 입지기준(19개지표)

회

회

ㆍ

이러한 공청 와 자문 의 및 시 군별 의사를 반영하여 그

회

표의

추진위원 에서 심사하였으며, 의견의 종합뿐만 아니라 지
대한 심도있는

존치여부를
적정성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19개의 지표가 선정되었다.

<표 26> 확정된 입지기준(19개 지표)
기본
항목

소항목
산림환경

확정지표

임상
∙ 후보지내 임상의 양
(영급, 경급, 소밀도) 호정도 (부 )

수 환 경 연안육역
보전성

표고차

개발가능규모

개발성

개 발
상수원과거리
인프라
SOC와 거리
중 심 성 지리중심성

방 법

∙ 영급‧경급‧소밀도 면적을 합한 면적(㎡)
영급(6등급)×면적+경급(4등급)×면적+소밀도
(3등 급)×면적

∙ 해안선에서 500m이내 ∙ 후보지내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 면적(㎡)
육지지역 (부 )

∙ 기준표고와 기타표고 ∙ 기준표고면적과 기타표고(표고차등급 10m마다
와 차이 (부 )
0.1가중) 면적의 총합(㎡), 기준표고면적+등급×해
당면적+…(n)
∙ 개발가능한 면적( 정+) ∙ 개발가능지 면적(㎡), 표고 150m이하, 경사 15도
이하, 공적규제지역ㆍ기개발지ㆍ하천 등 수계를
제외한 지역
∙ 광역상수원 (부 ) ∙ 대청 및 보령댐, 광역상수도망과의 거리(m)
∙ 에너지, 통신, 가스 등 ∙ 후보지와 간선전력망, 광통신 기지국(국사), G/S
사회간접자본 (부 ) (정압관리소)와의 거리 총합(m)
∙ 도서를 제외한 충남의 ∙ 후보지와 충청남도 지리중심점의 직선거리(m)
지리중심점 (부 )

∙
∙ 고속도로 및 국도와
교통수단
지방도 (부 )
선
택 철도(역)과 거리 ∙ 고속철도 및 일반철
∙
도(부 )
도로와 거리

지가
개발비용 기개발지면적
거주가구
경제성

산 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 야생동식물과 서식환 ∙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내에 포함된
경보호지역 (부 )
후보지면적(㎡)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및 수산자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된 후보지 면적(㎡)
토
지
원 보호지역 (부 )
이용규제
수질오염
∙ 수질 영향정도 (부 ) ∙ 후보지 수계(국가ㆍ지방1급 하천)의 수질(BOD 등),
하천까지의 거리(m)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부 )
∙ 후보지내 농업진흥구역 면적(㎡)
지형지세

접근성

지표설명 및 효과

추진여건
국공유지면적
재정자립도
파급효과

고속도로 IC, 국도 및 지방도와 후보지간 직선거
리(국가계획 및 3차도계획에 포함된 계획도로 포
함)(m)
후보지와 근접한 철도역사(고속철도, 일반철도 상
관없이)와의 직선거리(m)

∙ 표준지 공시지가(부 ) ∙ 최근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원)
∙ 도시적 용도의 토지 ∙ 후보지의 도시적 용도(대지, 공장용지, 주차장 등)
면적(부 )
의 토지 면적(㎡)
∙ 주택지면적 (부 ) ∙ 후보지 내 주택지 특성을 가중한 면적(㎡)
- 일반주택지면적 + 고층주택지면적×5
∙ 국공유지 (정+)
∙ 후보지 내 국공유지면적(㎡)

∙ 지방세와 경상적 세 ∙ 최근년도에 후보지가 속한 시군의 전체세입중 지
외수입 (부 )
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비중(백만원)
대전으로부터영향권 ∙ 대전광역시로부터의 ∙ 대전광역시로부터 후보지까지의 직선거리(m)
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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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지기준 시ㆍ군 이의내용

확정된 입지기준에 대해서 시ㆍ군에 제시한 결과,
(5개 중복)항목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

ㆍ

5개 시 군에서 15개

<표 27> 천안시 의견
구

분
의 견

지

검

토

내

용

•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이전총비용은 당연히 적게 소요되지만 광역시설 건설비용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광역시설 건설비용을 감안한 평가지표로 수정

• 도시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지가(보상비)는 도시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
요하고, 최근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지가의 중요성은 더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
가
• 지가가 낮은 지역은 대체로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광역기반시설 설치정도가 낮은
검 토
수준이라는 점은 동의하나, 이러한 광역시설과 관련된 지표가 “개발성/개발인프라
내 용
/SOC와의 거리“에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도청소재도시가 건설되면 기존도시의 기반시설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 견

旣개발지
면
적

• 기 개발지가 있다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시설(예, 학
교, 공공시설 등)은 오히려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 가능시설에 대
해서는 이를 감안하는 평가지표로 수정

• 기개발지면적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현황도 상의 “일반주택지,
공층주택지, 상업업무지, 도로, 공업시설, 공업나지, 공공용지,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검 토
면적을 산출
내 용
• 따라서, 학교와 같은 시설은 도시개발시 고려하는 요소이며,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거
나, 새로이 조성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과다하게 도비지출시 역차별 논란이 야기, 광역시설건설비
용이 증가되는 모순이 발생, 광역시설 건설비용을 반드시 고려
의 견
•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도-시군간 분담비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과 사업실
현성을 감안한 지표로 수정

재
정
자 립 도

•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성/개발인프라/SOC와의거리”에서 이미 평가됐음
• 도청소재도시가 개발될 때에는 추가적인 광역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는 동일
검 토
한 규모로 개발시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음
내 용
• 따라서 재정자립도 지표의 선정은 실현가능성이나, 건설비용과는 관련이 없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임

의 견

• 도청이전 정책목표인 행정서비스 효율화 측면에서 고품격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 및 수요자 중심 도정수행을 위해서는 인구중심성 지표는
당초원안대로 존치

검 토
내 용

• 인구중심성 지표는 도청이 도민 개개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기초자치
단체 업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의료시설(종합병원), 의료시설, 복지시설과
같이 개별주민이 서비스 대상인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인구중심성)에 입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도청의 입지는 오히려 자치단체와 최단거리가 되는 지점이 더 유용함

인
구
중 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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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아산시 의견
구

분

의 견
인
구
중 심 성

검

토

내

용

• 접근성 향상에서 중심성과 관련된 ‘인구중심성’지표는 도청이전 정책목표 4가지 중 지역발
전 선도와 행정서비스 효율화 측면에서 도청이전 입지기준은 물론이고 평가항목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하므로 도청이전 정책목표에 따라 공청회시 제안된 원안대로 존치

• 인구중심성 지표는 도청이 도민 개개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기초자치단
체 업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검 토
• 다시 말해, 의료시설(종합병원), 의료시설, 복지시설과 같이 개별주민이 서비스 대상인 경
내 용
우는 인구밀집지역(인구중심성)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청의 입지는 오히려 자
치단체와 최단거리가 되는 지점이 더 유용함
• 경제성 항목에서 개발비용에 따른 ‘지가’지표는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 토지보상비는 적
게 소요되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질적 수준은 열악하여 광역시설 건설비
의 견
용은 천문학적인 경제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시
무상조건을 반영해야 할 것임.

지

가

•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일부 광역기반시설 설치정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가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것이라 점은 이해가 되지만, 지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도시
검 토
기반시설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음
내 용
• 도청후보지 조성책임은 원칙적으로 충청남도에 있고 입지기준으로서의 지자체의 후보지 무상
조건은 원래 후보지 입지조건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가 가능하지 않음
의 견 • 기개발지면적과 주거용토지면적은 의미가 비슷하여 중복으로 삭제

旣개발지
면 적 과
주 거 용
토지면적

• 기개발지면적은 개발시 발생하는 지장물에 대한 비용으로 보상뿐만 아니라 처리비용도
발생
• 주거용토지면적은 원래의 취지에 맞는 “거주가구”로 조정하고,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후보지의 위치 형태 등 다양한 변수와 실제조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곤란하여 대체지
검 토
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목적이 상이
내 용 • 주택지는 거주가구를 수용하고 있는 용지로서 이 규모로 거주가구수를 추정할 수 있다
고 판단
• 주택지에서 일반주택지와 고층주택지로 자료가 구분되는데, 택지공급을 살펴보면, 일반주
택지의 5배정도로 고층주택지에 가구수가 많아 이를 반영
(일반주택지면적 + 고층주택지면적×5)
의 견

재
정
자 립 도

도
시
경 쟁 력

• 재정자립도는 입지기준 항목지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평가대상지 선정이후
평가지표에서 반영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삭제

• 재정자립도는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기준으로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존치
검 토
필요
내 용 • 또한, 재정자립도는 정부의 낙후지역개발정책 즉, 개발촉진지구지정(입지선정) 등을 위
해 유용한 지표로 사용
• 도청이전 후보지는 충남의 총체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측면으로 정
체성확보,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발전선도, 행정서비스 효율을 위해 자연환경, 경제성, 도
의 견
시의 기반시설을 포함한 교육, 연구개발, 문화기능 등 도시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입
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교육, R&D, 문화기능은 자치단체 내 다양하게 분포하여 도시경쟁력이 우수한 자치단체라 하
더라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
검 토
• 후보지 단위의 도시경쟁력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자치단체 단위의 도시경쟁력은 시설(기
내 용
능)분포가 불규칙하다는 측면에서 지표로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평가지표로는
“지역발전성”이라는 차원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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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서산시 의견
구

분

의 견
공
항
항만과의
거
리

검

토

내

용

• 입지기준 선정시 평가기준의 지표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
해서는 당초 입지기준(안)의 접근성항목-교통수단선택-공항항만과의 거리지표는 원
안대로 포함되어야 함.

• 당초 언급한 항만은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무역항으로 철도 및 도로와 같이 주
민들이 도청으로 이동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검 토
• 공항 및 항만은 국제교류측면에서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후보지로부터 도청으로
내 용
접근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과는 비율이 적어 평가지표에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표 30> 논산시 의견
구

분

의 견

지
리
중 심 성

토

내

용

•후보지와 충청남도 지리중심점의 직선거리 산출방법은 특정지역을 보고 중심성이
제시된 우려가 있어 삭제
• 예를 들어 전남도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등도 중심지에 있지 않음.

• 지리중심성은 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표로 입지선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필수지표중의 하나이며, 평가대상지가 물리적, 심리적
검 토
중심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유용한 지표라고 판단
내 용
• 타도의 사례에서도 결과적으로 편중된 위치에 결정되었더라 하더라도, 지리중심성
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치되어야 한다고 판단

의 견

파급효과

검

• 대전광역시로부터 후보지까지의 직선거리가 멀수록 유리하는 산출방법은 개발인프
라, SOC 및 거리지표와 상반된 산출방법으로 가까울수록 유리한 산출방법을 제시

• '대전광역시로부터 영향권’은 도청이전으로 도청 및 유관기관 공무원, 가족, 관련종
사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대전으로부터 보다 많이 도청이전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
는 지표로서 유용하다고 판단
• 만약, 대전으로부터 가까운 곳이 유리하게 평가한다면, 대전에서의 이주보다는 출
검 토
퇴근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도청이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내 용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대전으로부터 거리와 이주율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
더라도, 대전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도청이 입지하는 것이 이주율이 많아질 것이
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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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당진군 의견
구

분

검

토

내

용

• 도청이전에 있어 가장 큰 비중 있는 사항중 하나가 재원조달로 시군에서 재원부담
의 견

과 조기개발을 위해 일정규모의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미
반영되었으나 무상양여의 지표설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지

•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일부 광역기반시설 설치정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가정에서

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것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지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검 토
내 용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음
• 도청후보지 조성책임이 충청남도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시군에 부
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입지기준으로서의 지자체의 후보지 무
상조건은 원래 후보지 입지조건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광역상수원, 댐, 광역상수도망과의 거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상수원 확보여부보
의 견

다는 실질적으로 상수도 공급량과 공급계획량이 반영될 수 있는 광역상수원, 댐은
삭제하고 광역상수도망과의 거리로 수정되어야 함.

상수원과
거

리
• 광역상수도에 있어서 “광역상수원 댐”의 존재가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많은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광역상수도망까지 선정하
였기 때문에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광역상수원 댐을 제외하고 광역상수도망만 고려
내 용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검 토

• 세계적 추세로 보아도 해양에 도청이 입지하고 있는데 우리도만 지표에서 제외된
의 견

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지표에서 공항 및 항만을 지표에서 당연히 적용하여
야 함

공

항

항만과의
거

• 당초 언급한 항만은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무역항으로 철도 및 도로와 같이 주

리
검 토
내 용

민들이 도청으로 이동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 공항 및 항만은 국제교류측면에서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후보지로부터 도청으로 접
근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과는 비율이 적어 평가지표에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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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전 입지기준안 확정(충청투데이05-11-05)
4개 분야·32개 세부지표 마련… 내달초 평가대상지 압축. 충남도청 이전 후보군인 평가대상지가 내달
초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4일 권역별 주민공청회(15～25일)에 발제할 입지기
준 초안(4개 분야, 32개 세부지표)을 발표했다. 또 주민공청회 개최 후 입지기준안을 확정, 분석작업을
거쳐 내달 초까지 평가대상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청이전추진위는 특히 이 과정에서
도시형태(기관이전·신시가지·신도시형)를 먼저 결정짓지 않고, 입지기준과 개발비용에 따라 시뮬레이션
을 통해 분석, 평가대상지를 압축한 뒤 도시형태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도시형태를 먼저
정하면 최적의 후보지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시·군별 의견차를 좁히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청이전 연구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할 시뮬레이션 작업은 입지기준에 따른 세
부항목별 점수(가중치 산정 또는 등가 기준치 적용)와 개발비용을 개발가능지 D/B에 도입해 순위별 평
가대상지를 가리게 된다. 도청이전추진위는 내달 초 2차 공청회를 통해 평가기준을 확정한 뒤 70명의
평가단을 구성, 단기간 합숙과정을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이전 예정지를 선정·발표토록 할
예정이다. 다음은 도청이전추진위가 마련한 입지기준안의 주요 내용이다. ◆보전성=△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과 보전임지가 많이 포함되면 불리 △하천·조수보호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부터 멀수록 유리
△환경오염 부하량 적용시 영향을 덜 받아야 함. ◆개발성=△일정 표고차 이내의 평지 유리 △경사도가
급하거나 북사면 면적이 넓을수록 불리 △지진발생지점으로부터 멀고 토지이용 규제면적은 적고 개발가
능지가 클 것 △상수원과 전기·가스 등 인프라시설이 가까울 것. ◆접근성=△도내에서 지리적·인구분
포상 중심이고 시·군간 통행거리가 적을수록 유리 △30만 명 이상 도시와 멀수록 유리 △도로·공항·
항만·철도와 가까울 것. ◆경제성=△토지보상비가 저렴하고 이미 개발된 면적과 인구가 적은 지역이
유리 △국·공유지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고7 대전시와 멀수록 이주율이 높아 유리함.

3. 입지기준 확정

준 항목 및 지표와 이에 대한 가중치로 구분 하였으며, 입지
기준의 기본항목은 보전성, 개발성, 접근성, 경제성 등 4개 항목과 10개 소
항목(산림환경ㆍ수환경ㆍ토지이용규제, 지형지세ㆍ개발인프라, 중심성ㆍ교
통수단선택, 개발비용ㆍ추진여건ㆍ파급효과)으로 구성 하였다.
입지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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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확정된 입지기준 항목
기본
항목

소
항목
산 림
환 경

보

표

토 지
이 용
규 제

개

표 내 용

표고차

발

개발가능규모
개 발 상수원과거리
성 인프라 SOC와 거리

중심성 지리중심성

산

출

방

법

• 가중치를 고려한 영급‧경급‧소밀도 면적을 합
한 면적

• 해안선에서 500m이내 • 후보지내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 면적
육지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
• 야생동식물과
역
서식환경보호지역
• 자연환경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지역
• 수질 및 유달부하량
수질오염
농업진흥지역

지 형
지 세

지

임상 (영급,경급,소 • 후보지내 임상의
밀도)
양호 정도

수환경 연안육역

전
성

지

• 농업진흥지역

•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내에 포
함된 후보지면적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된 후보지 면적
• 후보지 수계수질과 도시개발로 인한 유달부
하량의 합(국가 및 지방1급하천)
• 후보지내 농업진흥구역 면적

• 기준표고와 기타표고와 • 기준표고면적과 기타표고(표고차등급 10m마다
차이
0.1씩 가중) 면적
• 개발가능한 면적
• 개발가능지 면적
• 광역상수원,광역상수도망 • 대청 및 보령댐, 광역상수도망과의 거리
• 에너지, 통신, 가스 등 • 후보지와 간선전력망, 광통신국사(기지국),
사회간접자본
G/S(정압관리소)와의 거리
• 지리중심점(도서제외) • 후보지와 충청남도 지리중심점의 직선거리

접
근
성

교 통
수 단
선 택

개 발
비 용
경
제

추 진
여 건

도로와 거리

• 고속도로, 국도와 지방도 • 고속도로 IC, 국도 및 지방도와 후보지간 직
선거리(계획도로 포함)
철도(역)과 거리 •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 후보지와 근접한 철도역사(고속철도, 일반철
(역)
도 상관없이)와의 직선거리
지가
기개발지면적

•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 토지이용상 수계‧농지‧ • 후보지 전체면적 중 수계, 농지, 임야를
임야 제외지역
제척한 면적

주거용 토지면적 • 주거용 토지면적

• 후보지내 토지이용현황도상 단독 및 고층주
택지의 면적
• 후보지의 국공유지면적

국공유지면적

• 국공유지

재정자립도
대전으로부터
영향권

• 지방세와 경상 세외수입 • 후보지가 속한 시ㆍ군의 전체세입 중 지방세
와 경상적 세외수입 비중
• 대전광역시로부터 거리 • 대전광역시로부터 후보지까지의 직선거리

성
파 급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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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위원을 대상으로 가중치 조사분석(AHP)을 실시한 결과, 경
제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접근성, 보전성, 개발성 순이었
다. 소항목으로는 보전성에서는 수환경이, 개발성에서는 개발인프라가, 접
근성에서는 교통수단선택이, 경제성에서는 파급효과가 가장 높았다. 최종가
중치는 중심성이 가장 높았으며, 도로와 거리, 재정자립도, 철도와 거리, 수
환경, 산림환경이 그 뒤를 이었다.
자문위원

<표 33> 입지기준 항목 및 지표별 가중치
기본항목

보전성

가중치

소항목

가중치

세부지표

산림환경

0.3210

산림환경

0.0738

수환경

0.3445

수환경

0.0792

지형지세

0.2328

0.0179

자연환경보전지역

0.2739

0.0211

수질오염

0.3396

0.0261

농업진흥지역

0.1536

0.0118

0.3346

0.3110

0.6890

중심성

0.3935

교통수단선택

0.6065

0.2870

개발비용

경제성

야생동물보호구역

지형지세

0.0592

개발가능규모

0.4191

0.0549

상수원과 거리

0.2719

0.0356

SOC와 거리

0.3089

0.0405

0.1902
개발인프라

접근성

최종가중치

0.2300
토지이용규제

개발성

가중치

0.2927

추진여건

파급효과

중심성

0.1130

도로와 거리

0.5849

0.1018

철도(역)와 거리

0.4151

0.0723

지가

0.5633

0.0509

기개발지 면적

0.4367

0.0395

거주가구

0.4044

0.0286

국공유지면적

0.5956

0.0422

재정자립도

0.5624

0.0740

대전영향권

0.4376

0.0575

0.3089

0.2419

0.4492

주) 최종가중치는 기본항목가중치 × 소항목가중치 × 세부지표가중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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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기준 반대” 3개시군 완강(중도일보05-12-27)
도청이전추진委 내일 마지막 설득… 후속절차 강행키로 충남도가 도청이전 입지기준을 반대하는 3개
시·군이 설득작업에도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속절차를 강행키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
면 이날 오후 김유혁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이 천안시청을 방문, 시장 및 시의회 의장, 민간추진위원장 등
을 만나 입지기준안 동의를 요청했지만 참석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김 위원장
은 입지기준안이공청회를 통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천안시에서는
‘입지기준안 자체가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천안시를 애초에 배재했다’고 지적하고 예정
지 선정 작업을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에 추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은 이에 대해 입지기준안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수정하기 힘들며, 지방
선거 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주 김
위원장은 시장 면담을 위해 아산시청을 방문했으나 시장이 끝까지 거부했으며, 당진군에서도 입지기준
안에 항만지표를 삽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설득작업이 성사되지 않았다. 추진위는 이에 따
라 오는 28일 회의에 3개 시·군 시장·군수를 초청, 마지막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평가기준 및 평
가방법을 확정하고, 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평가대상지는 시뮬레
이션을 통해 나온 점수 결과에 따라 하되 일부 시·군에 편중될 경우 권역별 점수를 따지는 방안도 검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마
지막까지 설득작업을 벌이겠지만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후속절차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3개 시·군의 완강한 반대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청 이전이라는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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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청이전 평가기준 마련
1. 평가기준(안) 마련
1) 평가기준(안) 작성 기본방향

평가기준은 입지기준에 의해 도출된 복수의 평가대상지를 대상으로 우열
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평가방식에는 단일 평가방식과 단계별 평가방식으로 구분하는데, 단일
평가방식은 전체 평가대상지에 대해 1회 평가를 토대로 예정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단계별평가방식은 첫 번째 평가를 통해 상위 예정지를 선정하고,
다시 두 번째 평가를 통해 최종예정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평가절차가
간단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단일평가방식을 채택하였다.
2)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1)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대한 특성에 기초한 평
가단위 요소로서 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조사가능성, 타당성 및 신뢰도, 항목간 중복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각 평가항목이 지닌 속성 값을 점수화된 평가값으로 전환시
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평가대상지는 각 항목의 실제 값을 가지는데 이 값
은 항목별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하여야 한다. 평가방법으로는 등
급법, 상대점수법, 서열평가법, 쌍대비교법 등이 있으며, 가중치(중요도)부
여는 평가항목 사이의 중요도 차이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
항목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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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의 작성과정

평가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합산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항목 선정, 평가방법결정, 가
일반적으로 후보지

중치부여 등이 결정된다.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과정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평가항목 선정, 평가

법 결정,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을 추진하였다.

방

도청이전의 목표
신행정수도 평가사례

자문위원 의견수렴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의 타당성 검증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검토
자문위원 의견수렴
가중치 설정
(전문가 설문조사)
평가기준 확정

<그림 2> 평가기준 작성과정

4) 평가항목의 구성
(1) 평가항목 구성 개요

평가항목은 평가대상지의 특성을 도청이전의 목표를 기초로 선정하였으
며, 점수산정의 기초단위인 평가항목의 구성은 계층위계가 없는 경우와 있
는 경우로 구분이 가능하다.

층위계가 없는 경우는 평면적으로 여러개 항목을 나열하여 점수를 합

계

146 도청이전백서

평가방법이 간단하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항목이 비교될
수 있다는 점과 지나치게 추상적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계층위계가 있는 경우는 기본평가항목 내에 세부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세부평가항목내에 더욱 하위의 평가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계층만으로 평가했을 경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정량화 및 비교평가가 어
렵기 때문에 조작적으로 정의가능한 수준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2단계 평가항목 즉,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으나 세
부평가항목의 추상성으로 인해 그 자체로는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부평가항목 하에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산하기 때문에

(2) 기본평가항목

평 항목은 도청소재도시 건설목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아울러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실현가능성도 기본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① 지역정체성 : 평가대상지가 충청남도의 도청소재도시로서 다른 지역
과 얼마나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를 평가
② 행정효율성 : 도민과 하위 자치단체들에게 효과적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도청소재 도시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접근성을 평가
③ 지역발전성 : 충남의 발전잠재력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평가
④ 지역균형성 : 충남의 낙후지역의 동반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
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평가
⑤ 실현가능성 : 평가대상지의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을 분석
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시개발 용이성을 평가
기본 가

(3) 세부평가항목

평 항목은

세부 가

평가항목을 대표하는 항목이고,

기본

평가항목에

기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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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준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하였다.

사 와 입지기

<표 34> 평가기본항목과 세부평가항목의 구성 및 내용
기본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내

용

◦ 평가대상지가 충청남도의 도청소재도시로써 다른 지역과 얼마나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지역정체성

역사‧문화적 상징성

충청남도를 대표할만한 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유정도

전통적 입지관

한국인의 전통적 입지관에 대한 부합여부

자연 및 도시경관

평가대상지 및 주변지역 경관의 우수정도

◦ 효과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청소재 도시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도로접근성

충남지역에서 도로를 이용한 접근성

철도접근성

충남지역에서 철로를 이용한 접근성

공항‧항만접근성

항공 및 여객선을 이용한 국외 연계의 편리성

행정효율성

◦ 충남의 발전잠재력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경제‧산업파급효과

충남도 각 시‧군에 미치는 경제산업 파급효과

주변도시 연계발전효과

주변도시와 기능을 분담하며 발전할 가능성

충남도의 대외경쟁력

충남도 대외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지역발전성

◦ 충남의 낙후지역의 동반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지역낙후도

충남도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기여정도

인구불균형

충남도의 인구불균형 시정에 미치는 기여정도

산업불균형

충남도의 산업불균형 시정에 대한 기여정도

지역균형성

◦ 도시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적정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개발이 용이한가
실현가능성

토지보상비용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부지조성비용

도시개발을 위한 폐기물처리비용

기반조성비용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비용

평 항목을 검토할 때 평가대상지간 변별력, 항목간 중복, 자료수집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구성하였으며, 세부평가항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의 도청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항목의
재조정, 배제과정을 거쳤다.
세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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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방법의 결정
(1)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비교

평가방법은 평가항목의 속성을 점수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평가항목의 속
성은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이 있으며, 정량적인 것도 평가항목별 평
가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평가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
정량적 평가방법은 각 항목이 지닌 정량적 속성에 따라 평가대상지의 우
열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속성값이 평가값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
- 해당항목의 정량화가 가능해야 하는 전제조건 필요, 적절히 정량화
되지 못하면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정성적 평가방법은 평가자의 주관에 근거하여 각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
-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평가항목이 정량화되지 못할 경우
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법임
- 평가자가 전문적 지식 보유시 평가자의 전문지식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 있음
정량 정성적 평가방법을 혼용하는 경우,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는 항목
자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가 어렵지만,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이용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평가자는 제시된 정량적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자신의 전문적인 식
견을 활용하여 평가
- 정량적 데이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량적 성격과 함께 평가자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
- 평가방법은 평가항목의 속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량화 가능한 항목은 정량적 평가방법 활용, 정량화 불가능한 항목
은 정성적 방법 활용
- 정량화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
량 정성 혼합방법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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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 평가방법

① 점수평가법
가장 단순하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평가자가 각 평가대상
지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장점으로 평가의 진행 및 관리
가 용이한 반면, 약점으로 평가자에게 너무 큰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의적으로
평가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평가자의 의도가 가장 정확하게 평가
결과에 반영되는 방법이다.
○ 풍수사상
• 평가대상지 A : 90점, 평가대상지 B : 60점, 평가대상지 C : 80점

② 서열평가법
평가항목별 평가속성의 우세 및 열세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고 순위를기
준으로 평가 값을 부여하거나 등급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3등급, 5등급 또
는 평가대상지 전체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등
간격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서열평가 값은 미세한 차이가 왜곡되어 평가 값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
문에 통계적 분석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표항목의 속성상평가
대상지간 우열만으로 판단할 수 있거나, 이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경우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 장래확장 가능성
• 상위 : 30%, 중위 : 40%, 하위 : 30%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점수부여

③ 상대점수법
상대점수법은 후보지마다 정량적인 속성 값이 정해지는 경우, 이를 평가
속성의 우세 및 열세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점수로 환산하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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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방법이다. 평가자의 편의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할 수 있는
반면, 계량적 평가 값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
0～1점 척도로 구성하는 경우 가장 우수한 평가대상지에 1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그 평가속성의 비율로써 점수를 산정한다. 한편 평가내용에 따라
서는 속성 값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를

○ 외국과의 접근성
• 이용공항까지 평균 접근소요 시간을 계산하여 가장 짧은 지역에 5점부여
• 나머지 지역은 가장 짧은 소요시간의 비(比)를 계산하여 평가

④ 등급법
일정기준 또는 목표 등에 의해 설정된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
식으로 일정기준을 만족시키면 다수의 평가대상지가 동일한 등급(점수)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평가항목 속성의 정량화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
도 일정한 임계값 이내에 미세한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경우에 적용이 가
능하다. 평가등급의 수가 많을수록 평가대상지간 차별화는 가능하지만, 평가
항목의 속성상 등급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공항까지 거리
• A : 공항과의 직선거리가 15-30km
• B : 공항과의 직선거리가 30-40km
• C : 공항과의 직선거리가 15km이하이거나 40km이상인 지역

⑤ 쌍대비교법
쌍대비교(雙對比較)법은 평가항목의 속성을 정량화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도화하여 정량적 형태로 결
과를 얻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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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척도는 일반적으로 5～9점 척도로 구성되지만, 평가자가 평가내용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계로 구성한다.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

⑤

a
b

지표(A)

A가

AB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같다

B가
약간
중요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⑤

④

③

②

B가

B가
절대중요

지표(B)

중요

B가
매우
중요

②

③

④

⑤

b

①

②

③

④

⑤

c

①

②

③

④

⑤

c

평가방법 결정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평가방법의 결정은 평가목적과 평가대상지별 구축된 정
보의 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성값의 배열 및 분포를 고려하여
가장 왜곡이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평가항목별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평가방법이 점수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표준화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자료
구축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① 점수평가법
정성적 정량적 구성요소를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세부평가 항
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 정성 정량적 구성요소에 대한 속성자료 및(또는) 도면자료를 제공하
(3)

되 가공하지 않음

- 7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평
-

가하는 목적에 부합

평가자가 평가대상지를 방문한 후의
소견간의 괴리가 있다면, 평가대상지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한 토대위에서 평가 가능
-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신뢰성 확보여부가 검증되지 않음
제시하는 속성 및 도면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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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양한 방법의 혼용
정성적 구성요소는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되, 정량적 구성요소는
객관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동일 구성요소에 대해 모든 평가위원이 동일
한 점수 부여)하는 방법이다.
- 정성 정량적 구성요소에 대한 속성자료 및(또는) 도면자료를 제공하
되, 정량적 구성요소는 등급화 또는 점수화하여 제공
- 평가자의 주관과 함께 정량적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
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관적 평가보다는 객관적일 것이라고 인식
- 정량적 기준의 경우 평가위원의 역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 부여된
등급대로 점수만 부여하기 때문에, 현장방문 이후의 소견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평가단 구성의 근본적 목적에 회의
- 객관적 자료의 경우 평가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공개적인 평가가 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하는 것은 평
가단을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이용했다는 주장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6) 가중치의 결정

요

(1) 가중치 설정개

평가항목은 평가대상지에 모두 동일한 중요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평가하면,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점수가 좌우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중치설정이란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평가점수 산정시 반영하기 위한 것
으로, 가중치는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층적으로 부
여한다.

평 항목은 기본평가항목간 중요도를 비교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세부평가항목은 하나의 기본평가항목 내에 포함되어있는 세부평가항목간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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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가중치 설정방법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2)

시하여 부여한다.

2. 평가기준(안) 공개
1) 지역정체성

항목의 개요
지역정체성은 평가대상지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의 도청소재도시로서 역사문
화, 풍수지리, 환경 및 경관측면에서 고유성이 있는가, 다른 지역과 얼마나 차
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역사문화성, 전통적입지관, 환경 및 경
(1)

관을 선정하였다.
<표 35>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역사문화성
전통적 입지관
환경‧경관

평 가 내 용
충청남도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역사‧문화적 특성
한국인의 전통적 입지관(풍수지리)에 대한 부합여부
평가대상지 및 주변지역 환경‧경관의 우수정도

평 항

(2) 세부 가 목 선정

① 역사문화성

권

권

충청남도는 역사 문화적으로 백제문화 과 내포문화 의 중심지이며,

달

유

타낼 수 있는

가 발 했던 지역으로서 도청소재도시가 역사문화적 고 성을 나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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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역사문화성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평가자료

자 료 내

용

자 료 출 처

- 과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및 역사적 기록
- 각시군, 시군통계연보
역사문화적
- 시군의 역사문화적 사실에 대한 참고자료 제시
(2004), 시ㆍ군지
사실
- 역사적 문화적 사실이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현장방문 확인
- 유무형 문화재의 존재여부
- 충남도, 충남통계연보
- 국보, 보물, 지정문화재의 개수, 위치, 분포도 등에 대한
(2004)
문화재현황
속성자료와 문화재 분포지도 등 도면자료 제시
- 충남도, 문화재분포지도
- 문화재분포가 대상지 주변에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현장방문 확인

역사문화
행사

문화권

- 지역문화제 및 지역축제의 존재여부
- 문화관광부, 시도별축제
-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문화제와 지역축제에 대한 자료 제시
개최현황(2005)
- 역사문화행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유교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던 - 충남도, 내포문화권특정지
역사적 기록 및 자료
구지정및개발계획(2005)
-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에 대한 속성자료와 권역을 - 충남도‧전북도, 백제문화
제시한 도면 자료 제시
권특정지역종합개발(1999)
- 문화권에 개발사업과 많이 연관되어 있을수록
- 문화권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입지타당성이 높음
청취

② 전통적 입지관
과거 천도시 풍수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었으며, 도청소재도시도 풍수사상
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도민정서에 부합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입지선정이 필요하다.
<표 37> 전통적 입지관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평가자료

자 료 내

용

자 료 출 처

-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풍수사상

- 풍수전문가 현장방문의견
- 풍수지리적 요소를 설명하는 현장사진, 관련도면지형도
- 현장방문 확인
등 제공
- 평가대상지 사진, 지형도
- 풍수지리적 요소가 좋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③ 환경 경관

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으며, 도시

도청소재도시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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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지했을 경우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변

대상지 및 주 지역 환경 경관의 우수정도 및

안전성 확보정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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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환경ㆍ경관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평가자료

환경성

지형 및 지세

경관

자

료 내 용

자 료 출 처

- 생태계훼손 및 재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재해피해금액, 수 공간 면적(하천, 호소, 댐)에 대한 속성 자료 및 수 공간 도면자료 제시
- 환경보호지역이 적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경관전문가 현장방문의견
현장방문 확인
충남통계연보(2004)
1:25,000지형도
수치지형도이용 수공간
면적 산출

- 산맥, 국립공원, 도립공원에 대한 속성자료와 도면 제시 - 1:25,000지형도 및 수치지형도
- 지형지세가 완만할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현장방문 확인
- 경관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지형스카이라인, 다양한 경관조망사진 제시
- 우수한 경관이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경관전문가 현장방문의견
- 평가대상지 경관 사진
- 현장방문 확인

2) 행정효율성

항목의 개요
행정효율성은 평가대상지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에게 효과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청소재도시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그 구성은 세부항목으로 지리중심성, 도로접근
성, 철도접근성, 공항 항만접근성을 선정하였다.
(1)

<표 39> 행정효율성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내

지리중심성

충남의 지리중심점과 평가대상지간 시간거리

도로접근성

충남지역에서 도로를 이용한 접근성

철도접근성

충남지역에서 철로를 이용한 접근성

공항 ‧ 항만접근성

용

항공 및 여객선을 이용한 국외 연계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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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항

(2) 세부 가 목 선정

① 지리중심성

간

충남의 지리중심지와 시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0> 지리중심성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제

공 자 료

자 료 출 처

지리중심지 - 충남의 지리중심지와 평가대상지간 시간거리에 대한
- 수치지형도(1:25,000)
까지
속성자료와 도면자료 제시
- 평가대상지와의 거리도면 제시
시간거리 - 지리중심지와 가까울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② 도로접근성
충남지역에서

평가대상지까지 도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 도로접근성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제

공 자 료

주요도로와 - 국도, 고속도로 IC에 대한 속성자료 및 도면자료 제시
거리
- 평가대상지와 가까울수록 입지타당성 높음

도로통행
거리

자 료 출 처

- 수치지형도(1:25,000)
- 충남도로망도(충청남도)

- 시ㆍ군간 도로통행거리, 도로통행량과 같은 속성자료와 함께 도로
망도를 제시
- 수치지형도(1:25,000)
- 평가대상지와 통행거리가 가깝고, 도로통행량이 많을수록 입지타당 - 충남도로망도(충청남도)
성이 높음

③ 철도접근성
충남지역에서

평가대상지까지 철도를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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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철도접근성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철도와의
거리

제 공

자 료

자 료 출 처

- 철도역까지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제시하고, 노선별, 철도역별
- 수치지형도(1:25,000)
운행여건(횟수, 이용객) 에 대한 속성자료 제시
- 철도청, 철도통계연보 (2005)
- 평가대상지와 거리가 가깝고, 이용객수가 많을수록 입지타당성
- 철도망도
이 높음

④ 공항 항만접근성
외국에서 충남지역을 방문하거나 충남지역에서 외국을 방문할 경우 이용하는
공항ㆍ여객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3> 공항ㆍ항만 접근성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공항까지
거리

제

공 자 료

자 료 출 처

- 인천공항과 청주공항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 수치지형도(1:25,000)
자료제시
- 건설교통부, 국가교통DB(공항개요,
- 평가대상지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입지타당성이
운항실적), 공항위치도면 제시
높음

- 수치지형도(1:25,000)
- 군산항, 평택항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자료제시
국제여객항
- 해양수산부내부자료, 여객수송실적
- 평가대상지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입지타당성이
까지 거리
(2005)
높음
- 여객항만위치도면 제시

3) 지역발전성

항목의 개요
지역발전성은 평가대상지를 대상으로 충남의 발전잠재력과 지역경쟁력을 강
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지역발전성을 구성하
는 세부항목으로 경제 산업파급효과, 주변도시 연계발전효과, 충남도의 대외경
쟁력을 선정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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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지역발전성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경제ㆍ산업파급효과
주변도시 연계발전효과
충남도의 대외경쟁력

내

용

충남도 각 시‧군에 미치는 경제산업 파급효과
주변도시와 기능을 분담하며 발전할 가능성
충남도 대외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평 항
① 경제 산업파급효과

(2) 세부 가 목 선정
충남도 각 시 군에 미치는 경제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5> 경제ㆍ산업파급효과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제 공 자 료

자 료 출 처

-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한 속성자료 제시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제조업 구조 - 해당 시‧군의 제조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2003)
높음
- 서비스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한 속성자료 제시
서비스업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 해당 시‧군의 서비스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입지타당성
구조
(2003)
이 높음

② 주변도시 연계발전효과
주변도시에 흡수되지 않으면서도

담

기능을 분 하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46> 주변도시 연계발전효과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제

공 자 료

자 료 출 처

- 주변도시와 도로 및 철도의 연결교통망을 표현한 자료제시
- 수치지형도(1:25,000)
- 도로망 및 철도망도 제시
연결교통망
- 충남도로망도
- 해당 시‧군의 도로망 및 철도망 밀도가 높을수록
- 철도망도
입지타당성이 높음
- 충남도, 충남통계연보
- 주변도시의 공공서비스시설 구축 및 시설과의 거리 제시
(2004)
주변도시성격 - 공공서비스시설 위치도 제시(종합운동장, 문예회관, 박물관 등)
- 공공서비스시설 위치표시
- 해당 시‧군의 공공서비스시설이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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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충남도 대외경쟁력
충청남도 대외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표 47> 충남도 대외경쟁력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인적자원
수급여건

제

공 자 료

자 료 출 처

- 연구기관 및 대학에 대한 속성자료 및 도면자료 제시
- 기관 및 대학수(학생수)가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충남통계연보(2004)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2003)

- 충남도내 5개 무역항 까지 거리(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
무역항까지
항, 장항항)
- 해양수산통계연보(2004)
거리
- 평가대상지와 거리가 가깝고, 하역능력이 많을수록 입지타당성 - 수치지형도(1:25,000)
이 높음

4) 지역균형성

항목의 개요
지역발전성은 평가대상지를 대상으로 충남 낙후지역의 동반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지역균형성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지역낙후도, 인구불균형, 산업불균형을 선정하였다.
(1)

<표 48> 지역균형성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내

지역낙후도

충남도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기여정도

인구불균형

충남도의 인구불균형 시정에 미치는 기여정도

산업불균형

충남도의 산업불균형 시정에 대한 기여정도

용

평 항
① 지역낙후도
충남도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부 가 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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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지역낙후도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제 공

자 료

자 료 출 처

- 건설교통부의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와 신활력지구
-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현황
선정현황을 문서자료와 도면으로 제시
(2004)
낙후지역정책 - 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대상면을 문서자료와 도면으로
- 행정자치부, 신활력지역(2004)
제시
- 행정자치부, 오지개발사업(2004)
-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일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재정상황

- 시군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시
- 행자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 시군의 자주재원비중이 낮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2003)

② 인구불균형

균

충남도의 인구불 형 시정에 미치는 기여정도가 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0> 인구불균형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제

공 자 료

- 해당 시‧군의 인구수, 인구밀도, 가구수에 대한 속성자료
인구분포

- 인구분포 도면 제시
- 인구가 적은지역일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인구동향

- 충남통계연보(2004)
- 시군별 인구분포 도면

- 인구이동과 인구추이에 대한 속성자료 제시

- 충남통계연보(2004)

- 유출인구가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인구이동통계연보(통계청)

- 유입 및 유출통행량에 대한 속성자료와 통근통학 도면
통근통학

자 료 출 처

제시
- 유입보다 유출통행량이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통계청, 통근통학 OD(2000)
- 시군별 통근통학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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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충남도의 산업불 형 시정에 미치는 기여정도가 큰 지역에 입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표 51> 산업불균형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제

공 자 료

자 료 출 처

- 산업단지 현황(국가‧지방‧농공단지)에 대한 속성
- 충남도, 산업단지 및 입주현황분석(2005)
자료
산업단지분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 산업단지에 대한 도면자료 제시
(2005)
- 산업단지수가 적을수록 입지타당성 높음

5) 실현가능성
(1) 항목의 개요

평가대상지의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을 분석함으로
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시개발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실현가능성
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토지보상비용, 부지조성비용, 기반조성비용을 선정
실현가능성은

하였다.
<표 52> 실현가능성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내

토지보상비용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부지조성비용

도시개발을 위한 폐기물처리비용

기반조성비용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비용

평 항

(2) 세부 가 목 선정

용

① 토지보상비용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용으로 평가대상지 모두 수용예정이므로 토지보
상비용은 건설추진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척도이고, 토지보상비용이 적은 지역
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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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토지보상비용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제

공 자 료

자 료 출 처

- 평가대상지내 지목별 공시지가
토지가격

- 건설교통부, 표준지공시

- 평가대상지내 국공유지 면적 자료 제시

지가열람(2005)

- 토지가격이 낮을수록, 국공유지 면적이 많을수록 입지타당성
이 높음

② 부지조성비용

축

도시개발을 위해 건 물, 지장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적은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4> 부지조성비용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제 공 자 료
- 층고를 고려한 건축물 면적에 대한 자료 제시

지장물 현황 - 문화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지도 제시
- 지장물이 적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③ 기반조성비용

자 료 출 처
- 수치지형도(1:25,000)
- 현지방문
- 문화재분포지도

량

스 신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적은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광역인프라망과의 접근성이 높을
수록 건설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도시개발을 위한 도로 교 , 상하수도, 가 , 통

<표 55> 기반조성비용 평가자료 내용 및 출처
자료항목

제

공 자 료

자 료 출 처

- 정보통신, 광역상수도, 전력, 에너지 공급시설과 평가대상지간
광역기간망

의 거리
- 기반시설망(가스, 전력, 통신) 도면 제시
- 광역기간망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수치지형도(1:25,000)
- 전력, 가스, 통신망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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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 후보지 평가기준 공개 논란(대전일보05-09-08)
비공개 무시… 세부항목 드러나.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설문조사 항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항목은 이달말 완료되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및 향
후 추진계획 연구용역’ 과정에 포함된 최신 기준이라는 점에서 도청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각 시·군
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당진군도청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심포지엄에서
최원회 공주대 교수는 ‘충남도청 이전의 원칙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발연이 실시한 ‘도청이
전 후보지 입지 선정 및 평가 기준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세부 항목을 모두 공개했다 . 최 교수는
충발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리학계의 전문가이다. 모두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설문조
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각 항목을 입지 기준 또는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접근성’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입지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을 경우 입지 기준으로, 평가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할 경우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
게 된다. 참고적으로 입지 기준은 도청이전 후보지가 입지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며
평가 기준은 입지 선정 기준에 의해 도출된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종 예정지역을 선정하기 위
한 기준이다. 또 각 항목에 대해선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등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평가시 가중치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마디로 36개
항목은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된다. 특히 이번 항목은 지난 2002년 충발연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16개 항목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종전보다 입지 및 평가 기준이 다양해질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청 유치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시·군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도
청이전 입지의 타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
사 항목은 충남도가 공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자료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충
남도는 지난 6월 ‘도청이전 특별조례’ 제정시 비밀을 요하는 자료의 공개 금지를 명시할 만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7일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각 시·군에게
알리고 정보 공유의 형평성 원칙을 들어 당진군에게 관련 항목이 제시된 심포지엄 자료를 다른 시·
군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군들은 공정·투명성의 확보라는 도청이전의 대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선 이같은 상황의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3. 평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평가기준(안)이 마련되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공정하고 투
명한 추진을 약속하였던 추진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사실 평가기준은 평가이후
에 공개되어도 되는 것이였다. 먼저 공개된다는 것은 예정지역을 어느정도 가
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였다. 단, 평가대상지를 발
표하지 않고 평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는 지역간 갈등의 심화를 막을 수 있
는 방안으로 검토되었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다. 그만큼 추진위원
회에서는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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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일 시 : 2006년 1월 16일(14:00～17:40)
◦ 장 소 :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
◦ 참석인원 : 700명
(홍성200, 예산200, 그밖의 시군 10～50명, 천안, 아산시, 당진군은 불참)
◦ 진 행 : 사회(김유혁 위원장), 패널(각시ㆍ군 1명씩 참여, 서산시 미발표)
◦ 주요참석자 : 예산군수, 청양군수, 도의원 송민구외 4명, 지방신문 3사,
방송3사. 언론인 등 다수
2) 주요 토의내용

-

신

므

정환영(공주시 추천 공주대 교수)은 도청 도시는 행정도시이 로 산업화

표

외 필요, 철도접근성은 계획노선 포함, 가중치는 균형성과 실현가능

지 는 제

성에 많은 비중 부여를 주장했다.

체
권
항목은 충남에서는 동질의 지표로 구별의 실익이 없고, 지역발전성과 지역균형
성은 상반된 목표로 하나는 제외하여 도청이전 정책목표 정립을 주장하였다.
주인환(논산시 추천-발전협의회장)은 지리중심성은 서북부지역은 불리, 무역
항 거리와 하역능력은 도청소재도시 측정항목과는 불부합, 용수원 확보문제도
측정항목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임양빈(계룡시 추천-건양대 교수)은 지역균형성과 지역발전성은 상반된 가
치이나 현실성을 고려한 불가피성 이해, 지역정체성은 주관성이 강한 정성적인
측정항목으로 보다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태복(금산군 추천-중부대 교수)은 대전으로부터의 단순 탈피 보다는 충남
의 경제권이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해야 도청이전 명분이 뚜렷해지고, 사후 불
복방지를 위한 승복합의 도출 필요를 주장했다.
황의호(보령시 추천 대천여고 교감)는 지역정 성 중 문화 , 문화행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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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호(연기군 추천-연기군 평통회장)는 행정도시의 개발반사이익을 고려,
유치 실패 시․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를 주장했다.
이도학(부여군 추천-전통문화학교수)은 전통문화 항목을 정체성에 포함한
것은 적절, 서비스업체 수까지 가산은 균형성에 배치, 산업단지 유인과 관련된
공항, 무역항 항목은 삭제 필요를 주장했다.
박용규(서천군 추천-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는 가중치 비중은 균형성이 중
요, 충남의 무게중심인 북동부 반대편에 새로운 거점 형성 필요, 글로벌 창(窓)
의 역할로 서해안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신(청양군 추천-뉴스청양 대표)은 행정구역별로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연합지역의 경우 측정방법 달리할 필요, 균형성과 배치되는 제조업 구조, 교육
및 생활 여건 등은 삭제, 백제문화권의 상대적 가치 우선을 주장했다.
김진욱(홍성군 추천-혜전대 교수)은 남당항, 해미비행장 포함, 도청 공무원이
대전시장을 선출하는 오류와 도민의 세금을 대전시에 납부하는 비합리 개선,
균형성과 배치되는 서비스업 종사자수 등의 제외를 주장했다.
유준상(예산군 추천-공주대 교수)은 혁신도시 배제한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
는 차원에서 도청은 서부쪽에 이전 필요, 水공간을 면적중심에서 거리중심으로
측정 필요, 문화재수 등 정체성 항목 축소를 주장했다.
정낙중(태안군 추천-개발위원장)은 측정항목의 시점을 과거보다 미래가 중
요, 바다에 가까우면서 그동안 소외된 서해안권 배려, 너무나 완벽한 기준과
완벽한 후보지를 찾다보면 큰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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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마다 시ㆍ도간 ‘첨예 대립’(대전일보06-01-17보)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안) 공청회에선 각 지역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다음은 토론 요지. ▲정환영 공주대 교수(공주)=도청 이전사업이 특정정당의 이해관
계나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도청 신도시는 산업도시가 아닌 청정 행정·문화
도시가 돼야 하는 만큼 산업화와 관련된 지표는 삭제되거나 최소화돼야 한다. ▲황의호 보령시 지명의
원(보령)=역사문화자료가 지역정체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풍수사상이 학문적으로 적립되어 있지 않
은 상황에서 어떤 풍수가를 데려다 점수를 매길 것인가? 지역정체성 항목에서는 환경·경관에 관한 것
만 넣어야 한다. ▲주인환 논산시민발전협의회장(논산)=도시기반 시설 미흡으로 인한 건설비용 과다와
신시가지 구성에 필요한 용수원 확보 문제도 평가자료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
된 충남 남부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임양빈 건양대 교수(계룡)=중요문화재가 많이 분포할수록 개발
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사문화행사 개최 횟수만을 고려한 양적인 평가와 함께 질적 수준
을 고려하는 평가도 포함돼야 한다. 국공유지 토지이용도 잘 살펴봐야 한다. ▲김태복 중부대 교수(금
산)=각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합의도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전 대상의 분산이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분산해서 얻는 효과도 있다. 평가기준에 객관성을 유지하고 지자체별 설득 노력을 해
달라 ▲김일호(연기)=도청 이전은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또 지방선거 이용 및 지역
간 이기주의 조장 가능성 등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민의의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 다수 도민이 공
감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윤준상 공주대교수(예산)=도청 이전의 최우선 목
적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충남도내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달라.
대전시로 경제생활권이 흡수될수록 입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 달라. ▲이도학 전
통문화학교 교수(부여)=도청 후보지는 충남 도내 어느 지역에서든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체가 많은 곳을 오히려 피해서 도청 후보지를 정해야 한다. 공항이나 무역항까지의 거리 평가
는 삭제해야 한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서천)=경부선축과 북부지역은 기업의 자발적 투자
가 이뤄지고 각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중인 만큼 비경부축을 새로운 발전 축으로 정해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우선해야 한다.

4. 천안ㆍ아산시 추진중단 공동성명 발표
1) 공동성명 발표

유치 천안·아산시추진위원회(이하 유치추진위)는 2006년 1월 25일
“심대평 충남지사는 졸속적인 도청 이전 추진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민선 4
기 지사에게 그 공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도시 유치추진위(공동위원장 이한식·전영준)는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충남도청이전추진위에서 만든 도청
이전 평가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이 모두 결여된 졸속”이
라면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불공정한 도청이전 추진을 계속할 경우 탈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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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시·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치추진위는 “충남인구의 38%가 거주하는 천안·아산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반쪽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충남발전연구원을 배제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연구기관에서 이전작업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
했다.

유치추진위는 평가기준 중 문화재 및 국립공원 존재여부, 문화권 연관여
부, 개발촉진지구, 신활력지역 등 항목은 특정지역(공주, 청양, 홍성)에 절
대 유리한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장·서비스업체·학교 등 공공 및 산업시설(지역 발전성)이 많을
수록 유리한 반면, 낙후지역·재정자립도·인구수·산업단지수(지역 균형성)가
적거나 낮아도 좋은 평점을 받도록 한 것은 평가지표 자체가 모순임을 드
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처럼 불공정한 이전작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 추천
등 향후 도청이전 추진일정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72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이 제시될 때까지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식 위원장은 “도청이전 추진이 지나치게 지역균형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보니 변별력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며 “충남도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다음 지사에게 후보지 선정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200만 도
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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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천안ㆍ아산시 도청유치추진위원회의 공동성명 발표

2) 공동성명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절한 염원으로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은 72만
천안시민과 아산시민 모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며, 충남발전의 새로운 기
폭제가 될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천안-아산 양시는 도-시군 동
의 협정 서명과 도청이전 조례에서 정하는 제도적 허용범위 안에서만 유치
활동에 진력해 왔다.
도청이전을 200만 도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추진 절차와
진행방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하며 도민 대다수
가 공감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지만 특정지역
이전을 염두에 둔 불공정한 추진은 탈락 시군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을 각
도청이전은 200만 도민의

오해야 할 것이다.

안

회는

그동 , 도청이전 추진위원

안

%

충남 인구의 38 인 72만명이 거주하는

특정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기 위
해 의도적으로 작성한 입지기준과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시군 불참속에 반쪽 공청회를 개최하여 72만 천안-아산 시민
천 시와 아산시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제5장 도청이전 제3차 추진(예정지역

확정)

169

롱
묵과할 수 없으며, 균형발전 논리로 포장
한 채 특정지역에 절대 유리한 기준을 만든 배경과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민갈등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 72만
천안-아산 시민은 매우 큰 분노와 함께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을 우 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도청이전 평가기준 관련

회

표한 도청이전 평가기준은 입지기준과 마찬
가지로 도청이전 정책목표 중 지역균형개발 논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
어 작성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이 모두 결여된 매우 불공
정하고 불합리한 평가기준이며, 그동안 천안-아산 양시가 주장했던 수요자중
심 즉, 인구의 38%인 72만명이 거주하는 천안-아산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만든 평가기준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공정
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이 결여된 도청이전 평가기준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닌 제3의 용역 기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정지역 지자체에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의도적 수단과 방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재삼 밝히고 계속적 참여는 들러리 그 이상의 역할 이외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향후, 일체의 추진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도청이전 추진위원 에서 발

평가기준의 예를 들면, ①역사문화성 항목에서 문
화재 존재여부, 지역문화제 존재여부, 문화권(백제권, 내포권) 연관여부, 국
립공원 존재여부 등은 특정지역에 절대 유리한 지표로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기준이다. ②행정효율성 항목에서 지리 중심지와의
거리 지표는 포함하면서 거리중심보다 더 중요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 지
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천안-아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이며 수
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발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비합리적인 평
가기준이다. ③지역발전성과 지역균형성 항목에서는 제조업체수, 서비스업
체수, 학교수, 공공시설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낙후지역, 재정자립도, 인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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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통근통학, 산업단지수가 적거나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평가기준 자체가 모순적 지표임을 실증하는 지표이며 개발촉진지구와
신활력지역은 특정지역 즉 청양군과 홍성군에만 해당되는 지표를 포함시키
는 것은 천안-아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불공정한 평가기준
이다. ④실현가능성 항목에서는 세부항목 3개 모두 건설용이성 측면만을
부각시킨 사항으로 지자체부담능력, 토지무상제공여부, 기반시설조성현황
등 기존에 조성된 SOC 등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
고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측면을 고
려하지 않은 평가기준이다.
수, 인구동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진행행태 관련

회
겠다고
공언하였고, 추진방법은 입지기준 확정 후 평가대상지 4～5개소 발표 후 2
단계 평가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연내 확정, 1월 확정, 2월 확정
으로 수차례 말을 바꾸어 200만 도민의 불신과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켰
으며, 도시개발 형태를 300만평 신도시형이라고 수차례 밝힌바 있으며 김
유혁 위원장은 도정질의 답변에서 “도청소재 도시로서 상징성과 위상을 고
려하여 개발규모를 300만평으로 결정했지만 시군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개발 형태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책임회피성 답변은 도민을 기
만하는 행위이며 개발 형태와 도시규모에 따라 입지기준이 달라진다는 사
실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 실망감과 유감을 표
도청이전 추진위원 는 도청이전 예정지를 2005년 연내에 결정하

명한다.
도청이전 입지기준 동의서 제출 관련

준 동의서 제출은 도청이전 특별조례에 분명히 없는 사
항이라고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밝힌바 있으며 “시군 동의서 제출
은 조례에 없지만 도민화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일뿐 의무조항이 아니
도청이전 입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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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중도일보
/’05.12.15)”라고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도 상반되고 이중적이며 모순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갈길 바쁜 충남도청 이전발목(대전일보/’05.12.13)”
운운하면서 입지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천안시-아산시-당진군에 책임을 전
가하는 무책임과 그릇된 언론플레이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
다.(조선일보 ’05.12.14) 도청이전은 100

동의 후 진행하

게 생각한다.
도청이전 추진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

회

래 걸린 도청이전을 추진하면
서 명확한 로드맵 없이 일정에 쫓겨 졸속 추진하다보니 근본적인 문제점과
도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도청이전의 정책목표를 도민 합의를 통해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청이전의 출발점이 균형발전인지 인구중심지인지, 또는 경부축인지 서해
안권인지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도시개발 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입지기
준과 장·단점은 확연히 달라지므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먼
저 수립하고 재원조달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개발 형태와 규모를 설정할 때
200만 도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최적의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 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기준 중 지역발전성 항목과 지역균형성 항목과 지역균형성 항
목은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항목이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발상
은 결국 변별력을 크게 떨어뜨려 최적의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하기 어려
우므로 도민 합의를 통해 이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재추진되어야
도청이전 추진위원 는 200만 도민의 미 가

한다.

준 및 평가기준은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이 모두 결여되었으며, 도청이전의 정책 목표를
도민합의 전제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하여 충남 인구의 38%인 72만 명
이 거주하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특정지역으로 도청을
이상과 같이 충남도청 이전 추진과정과 입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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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평가기준이
라고 결론짓고, 이러한 추진절차와 평가기준은 절대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도청이전 작업은
충남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변별력이 없으며 모순적인
도청이전 평가 기준으로는 200만 도민이 염원하는 최적의 도청이전 예정지를
선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현 도지사가 무리하게
결정하지 말고, 민선 4기 도지사에게 도청이전 추진의 공을 넘기는 것이
순리이며 졸속적인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진행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와 함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이전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 적인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위원 추천 등 향후
도청이전 추진일정을 거부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분열과 지역대결 구도로 전개되어 200만 도민갈등과 주민 반발로 촉발
될 경우에는 그 과오와 책임은 모두 충남도와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 있음
을 인식하고, 도청이전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재추진되기를 바
라면서 72만 천안-아산 전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임
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
상기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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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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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기준 확정
1) 평가기준의 개념

평가기준이란 평가대상지중 예정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의미하고, 이
기준에 의해 복수의 평가대상지중 입지여건이 양호한 단일의 예정지를 도출
한다.

2) 평가기준의 구성

평가기준의 기본평가항목은 도청소재도시의 개발목표, 실현가
능성,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검토하여 구성 하고, 이러한 기본원리로부터
평가단계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을 도출한 결과 지역정체성, 행정효율성, 지
역발전성, 지역균형성, 실현가능성의 5가지 기본평가항목을 도출한다.
충남도청

<표 56> 평가기준의 기본평가항목
기본평가항목

내

용

지역정체성

• 평가대상지가 충청남도의 도청소재도시로써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으며, 다른 지역과 얼
마나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행정효율성

• 도민과 하위 자치단체들에게 효과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청소재 도시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지역발전성

• 충남의 발전잠재력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지역균형성

• 충남의 낙후지역의 동반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실현가능성

• 도시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적정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개발이 용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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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평가기준 평가를 위한 제공자료
기본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자료

제공자료 및 내용

자 료 출 처

- 과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및 역사적 기록
- 각시군, 시군통계연보
역 사
- 시군의 역사문화적 사실에 대한 참고자료 제시
(2004)
문화적
- 해당 시군에 역사문화적 사실이 많고 명확할수록 입 - 시‧군지
사 실
지타당성이 높음

- 유무형 문화재의 존재여부(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 충남도, 충남통계연보
- 국보, 보물, 지정문화재의 개수, 위치, 분포도 등에 대
문화재
(2004)
한 속성자료와 문화재 분포지도 등 도면자료 제시
현 황
- 충남도, 문화재분포지도
- 해당시군에 문화재 및 중요문화재가 많이 분포할 수
역 사
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지

- 지역문화제 및 지역축제의 존재여부
역 사 -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문화제와 지역축제에 대한 자 - 문화관광부, 시도별축제개
문화성 문 화
료 제시
최현황(2005)
행 사 - 해당시군에 역사문화행사가 많이 개최될수록 입지타당
성이 높음

역

정

체

성

-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유교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
- 충남도, 내포문화권특정지
던 역사적 기록 및 자료
구지정및개발계획(2005)
-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에 대한 속성자료와 권역을
문화권
- 충남도‧전북도, 백제문화
제시한 도면 자료 제시
권특정지역종합개발
- 평가대상지가 문화권과 많이 연관되어 있을수록 입지
(1999)
타당성이 높음

전통적 풍수사
입지관
상

- 풍수지리적 요소를 설명하는 현장사진, 관련도면, 지 - 평가대상지 사진
형도 등 제공
- 지형도
- 풍수지리적 여건이 양호할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위성사진

- 생태계 및 재해발생관련 자료
- 재해피해금액, 수 공간 면적(하천, 호소, 댐)에 대한
환경성
속성자료 및 수 공간 도면자료 제시
- 생태계가 양호하며, 재해피해가 적으며, 수공간면적이
환 경
넓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경 관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에 대한 속성자료와 도

- 생태자연도
- 충남통계연보(2004)
- 1:25,000지형도
- 수치지형도
- 재해피해규모자료(10개년)

지형‧지
면 제시
- 1:25,000지형도 및 수치
세
- 지형스카이라인, 다양한 경관조망사진 제시
지형도
및 경관 - 지형ㆍ지세가 우수하고, 경관조건이 좋을수록 입지타 - 평가대상지 경관 사진
당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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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항목

세부
항목

성

- 국도, 고속도로 IC에 대한 속성자료 및
주 요
도면자료 제시
도로와
- 평가대상지와 직선거리가 가까울수록 입지타당성 높음
거 리
※ 건설중 및 계획도로 포함

- 수치지형도(1:25,000)
- 충남도로망도(충청남도)
- 도로 건설 및 계획자료

- 시‧군간 도로통행거리, 도로통행량 등 속성자료와 함
도 로
께 도로망도 제시
통 행
- 평가대상지와 통행거리가 가깝고, 도로통행량이 많을
거 리
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수치지형도(1:25,000)
- 충남도로망도(충청남도)
- 도로통행량자료

- 철도역까지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제시하고, 노선별,
철도역별 운행여건(횟수, 이용객) 에 대한 속성자료
철 도 철도와
제시
접근성 거 리
- 평가대상지와 거리가 가깝고, 이용객수가 많을수록 입
지타당성이 높음

- 수치지형도(1:25,000)
- 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2005)
- 철도망도

도 로
접근성

-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한 속성자료 제시
제조업
경 제 구 조 - 해당 시‧군의 제조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입지
타당성이 높음
‧
산 업
서 비 - 서비스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한 속성자료 제시
여 건
스 업 - 해당 시‧군의 서비스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입
구 조
지타당성이 높음
지
역
발
전
성

자 료 출 처

- 수치지형도(1:25,000)
- 거리도면

정

율

제공자료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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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리 - 충남의 지리중심지와 평가대상지간 직선거리에 대한
지 리 중심지
속성자료와 도면자료 제시
중심성
와
- 지리중심지와 직선거리가 가까울수록 입지타당성이
거 리
높음
행

효

자료
항목

확정)

- 시군별 학교(초,중,고,대)에 대한 속성자료 및 도면자료
교 육
제시(단, 대학은 주변 30㎞이내 포함)
여 건 - 해당 시‧군의 학교수 및 학생수가 많을수록 입지타당
교 육
성이 높음
등
- 주변도시의 공공서비스시설 구축 및 시설과의 거리 제시
생 활
- 공공서비스시설 위치도 제시
여 건
생 활
(문화공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여 건
- 해당 시‧군의 공공서비스시설이 많을수록 입지타당성
이 높음
공 항 - 인천공항과 청주공항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자료
까 지
제시
거
리
평가대상지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대 외
경 쟁
- 충남도내 5개 무역항까지 직선거리와 하역능력
무역항
여 건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까 지
- 평가대상지와 거리가 가깝고, 하역능력이 많을수록 입
거 리
지타당성이 높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2003)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2003)

- 충남통계연보(2004)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2003)
- 충남도, 충남통계연보
(2004)
- 공공서비스시설 위치표시
도면
- 수치지형도(1:25,000)
- 건설교통부, 국가교통DB
- 공항위치도면 제시
- 해양수산통계연보(2004)
- 항만의 하역능력 표시
- 수치지형도(1:25,000)
- 무역항 위치도면 제시

176 도청이전백서

기본
항목

세부
항목

자료
항목

제공자료 및 내용

- 건설교통부의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와 신활력지구
선정현황을 문서자료와 도면으로 제시
낙 후
- 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대상面(행정구역)을
지 역
문서자료와 도면으로 제시
정 책
낙후지역 및 낙후정책 대상지역에 선정된 지역일수록
지 역
입지타당성이 높음
낙후도

자 료 출 처
-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
구현황(2004)
- 행정자치부, 신활력지역
(2004)
- 행정자치부, 오지개발
대상면(面)

재 정 - 시군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시
상 황 - 시군의 지방세 비중이 낮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행자부, 지방재정공개
시스템(2003)
- 행정자치부, 재정낙후도

- 해당 시‧군의 인구수, 인구밀도, 가구수에 대한 속성자료
인 구 - 인구분포 도면 제시
분 포 - 인구수 및 밀도, 가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입지타당
성이 높음

- 충남통계연보(2004)
- 시군별 인구분포‧인구밀도
‧가구수 도면

지
역
균
형
성

인 구
인 구 - 인구이동, 인구추이에 대한 속성자료 제시
불균형
동 향 - 외부유출인구가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유입 및 유출통행량에 대한 속성자료와 통근통학 도
면 제시
- 유입보다 유출통행량이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통계청, 통근통학
통행량(최근자료)
- 시군별 통근통학 도면

산 업 - 산업단지 현황(국가‧지방‧농공단지)에 대한 속성자료
산 업
단 지 - 산업단지에 대한 도면자료 제시
불균형
분 포 - 산업단지 총면적이 적을수록 입지타당성 높음

- 충남도, 산업단지 및
입주현황분석(2005)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
산업단지산업동향(2005)

토 지 공 시 - 평가대상지내 지목별 표준지 공시지가
가 격 지 가 - 토지가격이 낮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건설교통부, 표준지공시
지가열람(2005)

국공유 국공유 - 평가대상지내 국공유지 면적 자료 제시
지면적 지면적 - 국공유지 면적이 많을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충청남도, 내부자료
국공유지자료(2005)

광 역 - 정보통신, 광역상수도, 전력, 에너지 공급시설과 평가
기 반
기간망
대상지간의 거리
조 성
까 지 - 기반시설망(가스, 전력, 통신) 도면 제시
여 건
거 리 - 광역기간망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입지타당성이 높음

- 수치지형도(1:25,000)
- 전력, 가스, 통신망도면
※ 기반시설 공급주체명기

통 근
통 학

실
현
가
능
성

- 충남통계연보(2004)
-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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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대상지 선정

준

최종 평가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역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서는 6개 정주생활권별 최고득점지역을 선정
입지기 에 의해

하기로 하였다.

활권은

활권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적 연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정주생활권에서
최고 득점지역을 그 지역을 대표하는 평가 대상지로 하였다.
- 북부내륙권(천안, 아산) : 아산시 신창면 일원
- 북부해안권(서산, 당진, 태안) : 당진군 면천면ㆍ순성면 일원
- 중부권(홍성, 예산) :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
- 남부해안권(보령, 서천) : 보령시 명천지구 일원
- 백제고도권(공주, 부여, 청양) : 청양군 청남면 일원
- 대전근교권(논산, 계룡, 금산, 연기) : 논산시 상월면 일원
정주생

획에서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

연구되어 제시된 생

<그림 3> 평가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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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신창면 일원

신창면과 초사동 일대로 현재 국민관광단지인 신정호가 북동쪽으로 인접
하고 3～5km 정도에 아산시 중심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부는 농경지,
남쪽에는 황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국도 21호, 39호, 지방도 623호가 지나고 장항선 온양온천역, 신창역에서
3～4km 위치, 계획중인 당진～천안간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이다.

<그림 4> 아산시 신창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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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진군 면천면ㆍ순성면 일원

순성면 일원으로 남서쪽에 서산시 운산면이 있으며, 당진
읍 중심시가지가 10km거리에 위치하고 중앙에는 농경지와 서쪽에는 아미
산, 남서쪽에는 순원저수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넓은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
며,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 현재 건설중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와 인접
한 지역으로 국지도 70호, 지방도 619호가 통과한다. 2002년도 기존 용역에
서 당진군이 제안한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당진군 면천면과

<그림 5> 당진군 면천면ㆍ순성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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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

높은 농경지이며, 서쪽으로 용봉산, 북서쪽으로 가야산이
위치하고 동쪽에 금마천이 흐른다. 국도 45호, 지방도 609호가 통과하고,
장항선 화양역,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및 건설중인 당진～대전간 고속도
로와 인접하며, 2002년 기존 용역에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동으로 제안한
대부분 지대가

지역이다.

<그림 6>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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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령시 명천지구 일원

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중심시가지와 대천 1․3․4동이 인접
하여 있으며, 동쪽으로 성주산이 있고 서쪽으로 대천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다. 국도 21호, 36호, 40호가 통과하고,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와 근접,
장항선의 대천역, 남포역이 인근에 있다. 2002년도 용역에서 보령시가 추
현재 충남 종

천한 지역이다.

<그림 7> 보령시 명천지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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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양군 청남면 일원

쪽

읍 쪽
탄
천면과 접하고 있다. 중앙부에 구릉지가 위치하고,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으며, 북서쪽에는 칠갑산이 위치하고, 국도 39호, 지방도
643호가 통과한다. 건설중인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부여IC와 인접한 지역
으로 2002년 용역에서 청양군이 제안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남 은 부여군 부여 , 동 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공주시

<그림 8> 청양군 청남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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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산시 상월면 일원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일대로 공주시, 계룡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주로
농경지이다. 북동쪽은 국립공원인 계룡산, 남동쪽은 향적산, 서쪽으로 노
성천, 북쪽에 양화저수지가 있다. 국도 23호, 지방도 697호가 통과하고, 천
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탄천IC, 호남고속도로 계룡IC, 호남선 철도 부황역
과 인접한 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보지였으며, 2002년 용역에서 논산시가
제안한 지역이다.

<그림 9> 논산시 상월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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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立地評價基準 公聽會 寸感』 <06.1.16추진위원장 김유혁>
1월16일은 충남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출범한지 128일째 되는 날이다.
추진위원 모두는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데서부
터 오는 중압감 때문이었다. 활동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는 처지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일
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1월16일 공청회는 마지막 공청회이며 공청회의 결과가 정리되
면 대상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결과가 집계되면 도청이전 후보지는 사실상 표면화된다.
때문에 추진위원장으로서는 그 공청회의 성패는 곧 추진사업의 성패와 직결 된다는 점에서 마음 조이
지 않을 수 없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한다. 나는 간밤의 꿈을 풀이하느라 대전
까지 가는 동안 열차 안에서, 그 유명한 周公의 해몽법으로 풀어봐야할지 아니면 제갈공명의 해몽법을
원용해야할지 생각을 굴리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周易을 펴 보았다. 1월16
일은 128일째가 되니 이를 단순 음양수로 보면 128은 艮卦(☶)로서 山을 의미하고 1월16일인 116은
巽卦(☴)로서 風을 의미한다. 주역에서 山風은 蠱(고)라 한다. 고(蠱)는 뱃속 벌레라는 뜻으로서 부패를
상징한다. 그러나 山風卦는 부패한 것이 거름 되어 새것을 돋아나게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革新으로 풀
이되고 있다.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일정에 밀려서 잡은 날자 이지만 日辰을 살펴보았다. 1월16일은
乙巳日로서 뱀날이었다. 이게 무슨 기연인가? 1월16일은 巳日이며 동시에 巽卦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방위상으로는 모두 동남방에 해당한다. 봄철에 즈음해서 부는 동남풍은 겨울의 눈 녹이며 모든 生類에
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다. 동남풍은 불고불어서 서북방(乾方)으로 옮겨간다. 한밭대학교는 충남도청
으로부터 서북방에 자리하고 있다. 출범일수와 일진과 방향이 이렇게 합치되고 있으니 길조가 아닌가하
여 마음 든든했다. 남은 문제는 추진위원들의 일관된 자세의 천명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하
는 불퇴전의 태도와 200만도민의 가슴속을 파고들 수 있는 신뢰기반의 설정이다. 주역의 巽卦에서 천
명하기를 겸손한 태도로써 다른 사람들 마음속으로 진입하라 (謙遜態度, 進入他人之心中). 그렇게 하면
뜻 한 바를 천하에 펴갈 수 있다(志向,能行之于天下)라고 밝히고 있다. 뜻밖이라 할 만큼 700여명이 모
인 공청회였는데 비방의 소리 한마디 없었고 고성을 지르는 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마칠 수 있었으니 이는 단정컨대 200만도민의 공통된 애향심과 수준 높은 도민의 기상이 승화 표현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충남도의 미래상은 더욱 밝게 彫塑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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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예정지 6곳 압축(대전일보06-01-27)
추진위, 평가대상지 발표… 내달 15일 최종결정
도청이전 평가대상지가 ▲아산 신창면 ▲당진 면천·순성면 ▲홍성 홍북면 ▲보령 명천지구 ▲청양
청남면 ▲논산 상월면 등 6곳으로 압축됐다. 최종 예정지역 선정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은 원안의 ‘지
역 발전성’ 항목을 다소 완화한 5개 기본항목, 15개 세부항목으로 확정됐다.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9-12일 4일간 평가작업을 거쳐 15일쯤 최종 예정지역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평가기준에
대한 일부 시·군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예정지역 선정 결과에 대한 시·군 승복 과정에서 난항이 예
상된다. 26일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충남도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6대 정주생활권을 기
준으로 6곳의 평가대상지를 선정, 발표했다.
권역별 평가대상지는
▲북부 내륙권(천안, 아산)=아산 신창면
▲북부 해안권(당진, 서산, 태안)=당진 면천·순성면
▲중부권(홍성, 예산)=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 일부 포함)
▲남부 해안권(보령, 서천)=보령 명천지구(남포면 일부 포함)
▲백제고도권(공주, 부여, 청양)=청양 청남면
▲대전 근교권(연기, 논산, 계룡, 금산)=논산 상월면이다.
이들 평가대상지는 300만평 이상의 개발가능지역인 38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기준을 적용해 권
역별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됐다. 추진위는 6곳의 평가대상지를 대상으로 이날 확정, 발표된 평가기
준을 적용해 최종 예정지역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단 구성은 다음달 2일, 평가는 9-12일 4일간
이뤄지고 예정지역은 15일쯤 확정 발표된다. 평가기준은 5개 기본항목 중 ‘지역 정체성’ 항목의 일부를
삭제하고 지역 발전성 항목을 ‘성장 잠재력’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 균형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수정됐다. 이날 평가대상지 설명회에선 당초 계획했던 평가기준에 대한 시·군 동의 과정을 생략
하기로 한데다 예정지역 선정 결과에 대한 시·군 승복 합의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추진
체계의 혼선이 노출됐다. 평가기준에 객관성 논란이 여전한데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6곳의 평가대상지
를 대상으로 1곳의 예정지역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예정지역에 탈락한 시·군의 승복 문제
가 도청이전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으
로 평가대상지에 법적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불법 건축 등의 난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부
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의 시행에 들어간다. 김유혁 추진위원장은 “평가단 구성 등에 모든 시·
군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이 있어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15일쯤 예정지역 선정, 발표 계획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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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실시
1. 예정지역 선정 평가작업 일자 확정과정

요한 기간이었다.
2006년 1월 26일 김유혁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평가대상지 6곳을 확
정발표하고, “최종 예정지역 결정은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달 12일쯤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을 비롯한 도민들은 심지사가 정치행보를 표
명한 상태에서 과연 평가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등 나름대로의 전망
이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천안ㆍ아산지역은 도청이전 추진일정을 거부하겠
다고 양시의 공동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거부선언을 하는 등 1월
29일 설 연휴와 함께 17년만의 결실을 앞둔 시점에서 모두들 들떠 있었다.
언론이라든지 도민들의 대체적인 당시의 동향을 보면 평가대상지 선정은
전반적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적 현실을 고려한 무난한 선정이지만
평가대상지 수가 너무 많아 정치적 고려를 한 것 같다는 평으로 오랫동안
논의 과정에 비추어 발표는 했지만 과연 발표처럼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제
기 속에 대체로 2강(홍북, 청남) 1중(명천) 3약(논산, 신창, 면천) 구도로 보
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예정지역 선정에 있어서 1월 26일부터 2월 8일은 중

□ 천안ㆍ아산지역
천안지역은 부당한 결정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가시적인 반
대운동이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무관심하고, 아산지역은 당초 제안한 배방
지역이 미포함되고 신창지역이 선정된 것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고 있지만
노골적 반대를 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 보령지역
국내 최대 관광지와 항만을 보유한 지역적인 특성을 배려했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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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비해(홍북, 청남) 경쟁력이 약하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였다.
□ 홍성ㆍ예산지역
너무나 오랫동안 거론된 만큼 당연하다는 반응속에 단도리를 잘해 기필코
유치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 당진지역

석문․송산단지가 미포함된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고는 있
지만 당초 제안한 지역인 면천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안도하는 분위기
군에서 추천한

였다.

□ 논산지역
신행정수도의 유력후보지로 거론되다 탈락된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었다.
2. 지역화합을 위한 간담회 및 특별담화문 발표

평가를 앞두고 심지사는 그간의 추진상황 설명과 평가결과 발표
후 도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도의
회, 시장ㆍ군수, 시ㆍ군의장단 및 각계 지역 원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예정지역

① 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 ’06. 2. 3(金), 9명
② 시장ㆍ군수와의 간담회
: ’06. 2. 6(月), 30명
③ 시ㆍ군 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 ’06. 2. 6(月), 30명
④ 지역 원로와의 간담회
: ’06. 2. 7(火), 50명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 보면 얼마만큼 예정지역을 선정하
기 위하여 노력을 다했는지 짐작이 간다. 중요 참석인사들을 보면, 구세군
지역원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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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안 독

회

충서지방본영지방관 한종 , 천 시기 교연합 장 이정호, 천주교대전교구

유흥식,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장 정수덕, 불교조계종 제6교구주지(마곡
사) 조규성, 충남향교재단이사장 이덕희, 유도회 충남본부회장 전행수 등
주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장

□ 건의(토론) 내용 요약
○ 양준모(도정평가단 농림수산분과위원장)
- 도청이전을 이 시기에 급히 추진해야 하는가
○ 전용설(충청남도 의정회장)
- 국민중심당 대표로서 지사직을 조기 사퇴할 의향은 있는지?
- 도청이전은 도지사 공약인 만큼 2월 12일에 예정지역을 발표하고 약
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 박응진(전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장)
- 최근 언론에 여야 합의로 도직제 폐지 의견 대두, 중앙에서 道 폐지
여부가 확정된 이후 추진하도록 유보 요망
○ 이상선(지방분권국민운동충남본부대표)
- 여야가 논의 중인 道 폐지 방안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역행되므로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
- 도민의 70%이상이 도청이전 찬성, 3차례 이전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 등 합리적 추진기준 마련, 예정대로 추진
○ 정순오(정책자문단장)
- 도청이전 문제가 어려운 일이라고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 광주ㆍ전남의 사례에서 보듯 도청이전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보고
도청이전을 통해 서해안 시대를 대비
○ 윤진수(바르게살기운동 충남도협의회장)
-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청이전의 단호한 의지 표명과 함께 도청이
전을 통해 도민 역량 결집의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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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수(천주교 대전교구장)
- 도청이전을 일부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고, 특히 5월 31일 지방선거
를 의식하여 단체장 후보자들이 악용할 우려
- 도민의 불신해소 차원에서 도청이전 분위기가 성숙되면 추진
○ 이연우(도정모니터)
- 도청이전지 결정이 작년(’05)말에서 금년 2월까지 연기되었는데, 천안
ㆍ아산 등 반대지역 주민과 대화가 필요
○ 전영한(노인미래복지연구소이사장)
- 어려운 시기에 도청이전 결단에 찬성하며,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 요청
○김지식(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
- 천안ㆍ아산 지역의 반대,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간의 갈등
을 증폭시킬 수 있으니 유보하는 것이 타당
렴

듣고 심대평지사는 2006년 2월 8일 우리 충남도의
여러 갈등이 있지만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여론 수 과정을
백년대계를 위하여

평가작업에

대하여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200만 道民 여러분 !
2006년 병술년 새해도 벌써 立春이 지났습니다. 희망찬 새봄과 함께 道
民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道民여러분께서 오랫동안 念願 해오고 계신 道廳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그 업무를 차기도지사에게 인계하는 방안, 또는 금년 5월 31일 지방선거직
후 이전예정지를 결정 발표하는 방안 등 분분한 의견과 논란이 일고 있어
저는 오늘 도청이전예정지를 예정대로 2006년 2월 12일 결정 발표키로 하
고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계획대로 평가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을 천명코

190 도청이전백서

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청이전 문제의 대두는 지난 1989년 현재의 대전광역시
가 충청남도에서 분리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7년의 긴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1995년 민선 1기 忠南知
事로 취임하면서 그 一聲으로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청을 충남
도 관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도청이전을 위한 업무에
착수하여 그 첫단계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을 곧바로 추진하였습니다.
이같은 연구용역을 통하여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이전할 것인지? 기존
도시로 이전할 것인지?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도시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또한 이전비용은 어느정도가 소요되는지? 등 도청이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市郡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97년 뜻하지 않게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어 부도위기에
처한 中小기업체를 살리고 농민, 중소기업인 등 어려움을 겪게 된 道民들
의 경제회생을 道政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에 전념키 위해 도청이전 업
무를 당분간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다행이도 이같은 판단과 노력은 성과와 보람이 있어 2년만에 IMF를 극
복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되찾고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지금도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같은 경제적 토대위에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도청이전 업무추진을 再
開하여 이전 후보지에 대한 입지기준 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각각의 후보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의 입지기준 과
평가기준 을 마련하고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는 2단계 연구용역을 추진
하였습니다.
이같이 2단계 용역을 통하여 도청이전후보지를 3개로 압축하고 이에 따
른 후속절차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자 이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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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께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國策사업으
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충남은 신행정수도 입지로 도청이전 후보지결정의 외부여
건 변화가 自明하여 도청이전 예정지에 대한 결정을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결정될 때까지 또다시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4년 8월에 이르러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가 연기ㆍ공주지역으로 확정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특
별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00만 충청인의 끈질긴 노력끝에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여ㆍ야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만,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
어 합헌결정을 이끌어 내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
그러던 중 2002년 대통령 선거때에 당시

던 것입니다.

처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사실상 최종 확정된 것
이 지난해 11월 이었습니다.
민선 1기 출범당시부터 일관된 의지로 추진하였던 도청이전 업무가 이같
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그때그때 유보되고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

것입니다.

럼

안 저는 “도청이전을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의도적
으로 회피하고 지연시키고 있다”는 등의 오해를 받게 되어 참기 어려운 고
통을 감내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장치
가 확실하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도청이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특별조례
제정,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구성, 후속 연구용역 마무리를 비롯하여 시군 순
회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512건에 이르는 의견을 수렴하였고 평가지표 개발
을 위해서도 364건의 의견도출과 평가단 편성 등 도청이전예정지 결정을
위한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시켜오고 있습니다.
그 에도 불구하고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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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부지역과 일부 정치세력들이 정치적 이
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도청이전 추진을 현 단계서 중단하고 後任知事에게
넘기라”든지 일부평가지표의 반대를 이유로 합의 약속을 어기면서 예정지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있기도 합니다만, 도청이전은 정치적 이해나 정략적으
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또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
한 소신인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 법입니다. 好機는 반드시 살려가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이시대와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1]

지금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충남발전의 호기를

놓치게

뼈아픈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충남지역은 지금 2,200여만평의 前無後無한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도시
건설이 진행되면서 큰 전기를 맞고 있고 광역권 개발계획을 금년안에 확정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되면서 두고두고

따라서, 도청이전 예정지도 지금 결정해서 행정도시와 도청이전 예정지

체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개발의 파급효과를 크게 올

를 연결하고 충남도 전

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은 도청이 이전되는 지역의 한두개 시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

체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고 차기 도지사에게 넘겨 후보지를 결정케 한다면 次期
道知事는 지역간 이해관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간 반목과 갈등
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지연시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도시와 연계되는 충남도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은 추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청이전이 부담없이 道政을 수행해야 할 후임지사에게 커다란 멍
에와 짐을 안겨 주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 충남도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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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원칙과 正道 에 따라 당초 계획대
로 예정지를 결정하고 공표하라는 것이 大勢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 道內 여섯곳의 대상지역을 발표한후 道의회의장단과 시장
ㆍ군수, 시군의회 의장단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지역인사들과 연쇄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대다수 의견은 원칙과 정도 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후보지
를 평가하고 이전 예정지를 결정 공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또한,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2000년도에는 道의 채무가 4,238
억원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계속 채무를 상환하여 현재의 채무잔
액은 851억 수준으로 후임지사가 부담없이 道政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구축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道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충남 서북부권의 신산업지대 조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규모 행정도시건설
등으로 충남의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대단위 신도시 개발에 노하우가
축적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수지를 맞출수 있다는 판단아래 도청이
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원조달 문제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은 道民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뢰 를 행정의 기본으로 삼고 道民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여기며 한번한 약속은 이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저의 民選1기 道知事로 취임하면서 道民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저는 이 약속을 지킬 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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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

있는 것이며, 그 기 때문에 이번에 도청이전예정지를 결정 발

표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들어 國會에서

논

행정구역 개편 의가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만,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실현가능성도, 국민편의도, 시대

[1] 朝鮮 8道制에서 지금과 같이 分道된 것이 약 100여년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광역시와 道의 행정구역체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구역을 이렇다 할 검증도 없이 전면 개편한다는 것
은 정책의도에 불구하고 커다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全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행정구역 全面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문
제를 여론수렴이나 충분한 토론, 공감대 형성도 없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졸속에 흐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또한 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한다는 것은 행
정의 광역화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을 중앙에서 수직
적으로 총괄 관리하려는 의도로도 볼수 있어 자치정부의 경쟁력을 약
화시키고 중앙정부에 존속시키면서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등 분권과
자율을 크게 침해하게 될것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도 이같은 폐단을 막
기 위해서 道와 市郡의 중층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道가 폐지될 경우 교육청, 경찰청 등 수많은 道單位 행정기관의 분산배
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볼 때 이에 따른 소요재원만도 수십조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인 추가재원 조달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것입
니다.

토 간의 전체적인 계층제 질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따라서 국 공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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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主唱했던 저도 市ㆍ道知事협의체를 통하여 공동대처해 나
갈 것이며 이같은 논의가 있다하여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을 유보할 수
는 없습니다.
지방분 을

또한,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은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과정에 같이 객관적
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을 확실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남도의 씽크탱크인 충남발전연구원
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연구진 들이

폭넓고 치밀한 기
회 가 주도

도청이전 추진위원

습
[3] 도시계획 전문가 등 14개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
장답사를 통하여 적정후보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4] 道知事는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에 관여해서도 안되고, 관여할 수도 없
으며, 관여하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적으로 도청이전후보지 결정문제를 추진하고 있 니다.

존경하는 200만 道民 여러분 ! 그리고 시장ㆍ군수, 의회의장 여러분 !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충남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지
난해 9월 20일 합의한 정신에 따라 道廳이전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시는 입후보자들과 각정당의
관계자께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道廳이전 예정지 결정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정당에

참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점 때문에 인간적 갈등도 심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러나 200만 道民의 숙원과 우리 충남道의 백년대계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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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꾼 뽑는 지방선거에 충남의 발전을 위한 도청이전은 무관하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도청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道廳 소재지로 선정된 지역이 新성장 거점이 되어 충남의 균형있
는 발전을 위해 後任知事와 공무원들이 힘써 나갈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도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일 을

존경하는 200만 道民 여러분 !

완수하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을 위해 우리 모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후손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합시다.
평가단이 결정한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면서 우리모두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道廳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도청 이전 평가기준 '시·군 동의 없이 간다'(충청투데이06.2.1)
추진위 "일부 반발로 예정지 결정 너무 지연"
충남도청 이전 추진위원회는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대해 시·군 동의를 거치지 않
고, 내달 중순 예정지 확정을 목표로 추후 일정을 진행키로 했다. 도청 이전 추진위는 지난 19일 도
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갖고 오는 26일 확정 예정인 평가기준에 대해 별도의 시·군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혁 위원장은 "평가기준 공청회에서 제시된 60여건의
의견과 시·군에서 추가 제출한 의견을 취합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주 회의(26일)에서 평가기
준을 확정키로 했다"며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입지기준과 같이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속한
과업 수행을 위해 동의절차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검토, 시·군 동의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청 이전 조례상 시·군 동의는 필수 절차가 아니었으나 시·군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입지기준에 대해 동의를 구했고, 일부 시·군의 반발로 예정지 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
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30명의 자
문위원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되 평가과정에서의 담합 방지, 평가의 공정성 확보
를 위해 이를 평가 완료시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평가기준 세부항목별로 점수 하한제(100점 만
점에 40점)를 도입하고, 70명의 평가단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각 5%(4명)를 제외한 62명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추진위는 내달 2일 평가단(도의회 추천 16명,
시·군 추천 16명, 추진위 추천 38명) 구성을 완료할 방침으로 추진위가 인선하는 전문가는 충남에 연
고(본적·주소·생활근거지 등)가 전혀 없는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5장 도청이전 제3차 추진(예정지역

확정)

197

추진위, 천안·아산 불참“고민되네” (중도일보06.2.1)
‘도청이전 평가단’ 구성 9일부터 대상지 평가 충남도가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 작업을 위한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대상지 선정까지 완료했으나 천안시와 아산시가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속
일정 추진에 고민하고 있다. 31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대상지 6곳을 선정한데 이어 오는 9일에는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지난 20일까지 16개 시·군에 평가단 참여 인사 추천을 요청, 현재 시·
군 추천 14명 및 도의회 추천 14명, 추진위 추천 전문가 38명 등 66명의 ‘도청이전 평가단’을 구성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입지기준부터 부동의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아직까지 추천
인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아직 이들 시·군 대표할 인사를 추천하지 않은 상태지만, 조
만간 최종 논의를 거쳐 추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일단 평가에 착수하는 시점까지 천
안시와 아산시가 평가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그대로 강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평가를 그
대로 강행할 경우 평가대상지 중 아산시 신창면이 포함돼 있어 반쪽자리 평가가 되면서 ‘도민의 화합
속에 예정지를 선정한다’는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불러올 수 있어 강행 여부를 놓
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예정지 선
정작업이 늦어진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다”며 “천안시와 아산시도 평가대상지가 포함
돼 있는 만큼 전향적 입장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가기준 가중치는 신행정수도
및 전남도청 등에서 ‘균형발전’에 가장 많이 부여한 것처럼 5개 기본항목 중 지역발전성에 가장 높은
비율이 할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평가실시
1) 평가지침의 작성

평가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 실제 평가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침’을 다
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하였다.
- 평가지침의 작성은 후보지 선정작업과 동시에 추진하여 평가가 시작되기
실제 후보지

전에 자료로 제공

- 평가지침은 평가의 총괄적인 과정을 명시하며, 개별 평가위원들이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평가지침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후보지 평가과정 및 구체적 일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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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시 필요한 사항(평가일정,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평가내용에 따른 평가방법 및 사용 자료 정리,
가중치 사용 방법 등), 후보지 선정 및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현지조사
실시 방안, 후보지 선정 및 평가과정에서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지역의견수렴 과정 등에 대한 사항, 평가단의 역할 등
후보지

2) 평가지침의 세부내용

평가 방법
◦ 1안 : 전체 평가위원이 전체 평가기준을 평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 70인 중 지역추천 위
원이 32명으로 항목별로 균형 있는 배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항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적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 2안 :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 후 취합
이미 조례에 그 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추천방법까지 확정되어 있기 때
문에 전문분야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ㆍ군별로 특정항목에 한정되어 평
가할 수밖에 없어 지역의 반발이 우려되나,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선정의
사례에서 적용한 방법으로 전문성이 중요시 된 사항으로 예정지역 선정 결
과의 타당성에 있어서 유리한 방법이다.
(1)

평가 점수
◦ 1안 : 모든 평가기준은 0～100점 부여
점수의 한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평가대상지별로 그 선별성이 높으나,
극단적인 평가를 할 경우,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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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 평가기준별 배점범위 규정
평가기준별로 배점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별 가중치가 필
요한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러나 평가대상지는 모두 입지여건이 일
정수준이상이라는 점과 극단적인 점수 부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평가 일정
◦ 1안 : 평가를 위한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
평가대상지의 수가 많고 평가해야 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평가의 신속성
을 위해 자료검토만을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가 정성적 평가를 기본
으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자료가 매우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하지만, 정량
적 자료의 제공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의 어려움이 예상
(3)

된다.

◦ 2안 : 현지답사를 포함하여 평가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지답사는 평
가대상지가 많은 경우 그 일정이 길어지고, 모든 평가위원이 동시에 이동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평가기준별 가중치
◦ 1안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조사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항목별로 그 가중치를 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평가의 의도적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2안 : 평가전에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대상선정에 있어 합의의 문제가 도출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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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단 운영

평가를 위해선 객관적인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현재 평가단은 70인의 민간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평가위원 구성의 원칙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적합한 인사를 구성할 필
요가 있다.
평가단은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고,
후보지 선정과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지원단을 함께 구성할 필요
후보지

가 있다.

평가지원단(도청이전추진지원단과 연구단)은 후보지 도출작업을 수행하
며, 후보지 평가에 있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활동 즉, 정보의
제공 및 관리, 답사지원, 보안지원 등의 지원업무와 평가단의 평가결과 취
합 및 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 한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업무를 위
해 평가지원단을 기본평가항목별로 5개 분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업무계
획을 작성 한다.
4) 평가단 지원대책

평가일정
가.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06. 2. 9(목)～2. 12(일), 3박 4일
◦ 장 소 : 토지공사 대전연수원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2-2 (대덕연구단지내)
◦ 면 적 : 부지 2만평, 연면적 6천평
(연수시설 3천6백평, 연구ㆍ시험시설 : 2천4백평)
나. 평가 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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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평가일정 및 상세내용
일 자

시

간

상

세

내

용

11:30-12:00 ◦ 등록 및 식사
12:00-13:00
- 대전 토지공사연수원 집결(등록), 중식
13:00-15:00

2. 9(목)
15:00-16:50

17:00-18:30
2.10(금)
2.11(토)

2.12(일)

09:00-18:00
19:00 이후
09:00-18:00
19:00 이후
09:30-11:40
12:30-14:30
14:30-15:30
16:00-16:30
16:30-18:00

◦ 평가단 출범
- 기념촬영, 평가단 출범식(환영사, 선서, 위촉장수여 등)
- 일정안내(생활안내/시설물이용/주의사항 등)
◦ 전체 설명회
- 평가위원들의 역할, 평가지원구조 등, 예정지역 평가기준, 과
정, 점수산정방법 등, 예정지역 도출과정, 평가대상지별 특징
설명, 평가위원장 선출
※ 인공위성사진, 동영상 등
◦ 분과별 설명회
- 분과 활동 / 분과별 답사일정 소개, 분과위원 인사 / 분과위
원장 선출 , 평가지침/ 평가자료집 / 평가시 유의사항
◦ 평가대상지 현장답사 : 3개소, 오전2, 오후1
◦ 개인시간(평가자료 검토 등 )
◦ 평가대상지 현장답사 : 3개소 - 오전1, 오후2
◦ 개인시간(평가자료 검토 등 )
◦ 평가시행(평가 및 평가표 회수)
◦ 평가분석(통계분석)
◦ 평가자료 검증 및 대상지발표 준비
◦ 발표 및 기자회견
◦ 만찬

장

소

대강당
구내식당
대강당

대강당

분과실
현지
숙소
현지
숙소
분과실
대강의실
대강의실
대강당
구내식당

요 행사
① 평가단 출범식
◦ 평가단의 출범을 상징하는 사전의식
◦ 환영사(위원장), 선서, 위촉장 수여 등
② 전체 설명회 및 분과별 설명회
◦ 평가위원이 예정지역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합숙과정 설명
◦ 평가단장, 분과위원장 선출 및 분과별 평가, 현장답사안내 등
③ 현장 답사
◦ 평가대상지를 현장습득과 설명 청취 등
④ 평가검증작업
◦ 가중치 검증 : 자문위원회 위원(30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설
문지등 가중치의 적정성 검토

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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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집계표
- 평가위원이 평가서를 제출하면 분과위원장이 이를 최종확인(이상유
무 확인 서명), 이상 발견시 평가위원에게 보완 수정 요구, 이상 없
을시 평가분석 작업 진행
◦ 평가분석(3중 검증작업 실시)
- 엑셀프로그램으로 가중치 및 집계표 점수 계산, 계산기로 가중치
및 집계표 점수 계산, 암산전문가에 의한 가중치 및 집계표 계산,
결과값이 <1>=<2>=<3> ⇨ 최종완료
◦ 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11명)
- 평가단장, 각 분과위원장(5명), 지원팀 5명(충발연 2명 포함)

활지원대책
평가기간중 평가위원들의 개인 생활에 대한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

(2) 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① 생활대책 수립 기준
업무의 특성상 수반되는 여러 제약사항을 감안한 가능한 범위내 최대의
개인생활의 편의를 제공 한다.
평가기간중 및 평가장소인 대전 토지연구원내 생활대책에 한정하고, 순
수 생활편의 측면만 고려 한다.
- 위생부문 : 복장/ 숙박/ 세면/ 세탁
- 문화부문 : TV시청/ 휴식/ 체육 및 여가
- 기타부문 : 식사/병원/통신/이동/기호/열쇠관리
※ 컴퓨터 및 프린터사용/ 자료의 송수신(FAX) : 운영요원이 대행
② 위생부문
◦ 복장
ㆍ평가위원 : 평상복에 목걸이 명찰 패용 (5가지색 분과별 구별)
ㆍ지원요원 : 유니폼(티셔츠 등)으로 통일 및 목거리명찰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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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및 세면
ㆍ숙박 : 숙박동 숙실(2인 1실)을 사용
ㆍ세면 : 숙실내 세면장 사용
③ 문화부문
◦ TV시청 등 : TV시청은 숙실별 1대 비치, 신문ㆍ잡지는 각층 휴게실 비치
◦ 컴퓨터 및 프린터사용 : 총괄지원본부 컴퓨터 이용
◦ 자료의 송수신 : 지정된 자료 송수신 담당자에 의뢰
◦ 체육 및 여가 활동 : 숙박동 및 연수동 내부의 체육시설(탁구장, 헬스장)
이용

④ 기타부문
◦ 식사 : 내부 구내식당 사용 및 현장답사 등 외부 이동시는 별도 지정장소
식사
◦ 통신 : 총괄지원본부 공용전화기 사용
◦ 병원 : 당직병원 확보 및 비상차량(직원 및 렌트카) 상시대기
◦ 이동 : 업무용 지원차량 상시대기
◦ 기호품 : 전담직원 대기
◦ 열쇠관리 : 본인 소지 후 이용

답사지원 대책
◦ 가장 효율적으로 답사 가능한 루트 설정(50분 이내)
◦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군 공무원 및 주민 일체 접촉 금지
◦ 현장조망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관측점 사전 확보
◦ 이동에 따른 동선계획과 식당위치 표기
◦ 현장 안내팀은 현장숙지를 위해 사전평가대상지 출장
◦ 답사지원팀은 2개팀 14명으로 구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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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답사지원팀 구성
구분
계

계
84

1팀
42

2팀
42

지원팀장

2

1

1

지원팀원

4

2

2

연구원

8

4

4

70

35

35

평가단

비

고

총괄팀장
홍보팀장
각팀당 2명
각팀당 4명
※RV차2명-동선유도
버스2명-지형설명

□ 이동
◦ 답사일정이 2일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단이 동시 이동원칙
◦ 버스(대형, 45인승) 2대에 분승(평가단, 지원팀)
- 평가위원이 개인차량을 가지고 이동 절대 불허
□ 팀 구성
◦ 각 팀별로 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분과별 담당자를 선정하여 탄력
◦

적으로 운영

숙지 현황, 운전능력 등 고려하여
팀별로 2월 초순 평가대상지 출장 현장숙지 완료
도면 이해도, 현장

우선

선발하고,

◦ 역할
- 팀장 : 사무관급으로 현장안내포함 내무생활 총괄지원
- 팀원 : 팀원은 지원단에서 4명, 연구원에서 8명으로 구성
단, 현장설명은 충발연에서 전담
<표 60> 답사지원팀 인력 배치
팀

원
충 발

구 분

계

팀장

1팀

7

강성기

이영민, 박문성

송두범, 최병학,이인배,이상진

2팀

7

백낙흥

김종환, 전상봉

조봉운,정종관,권영현,강영주

지 원

단

연

□ 준비사항(공통)
◦ 시찰경로 브리핑용 도면 작성 제공
- 팀원은 평가대상지의 지형 및 노선 등 사전숙지와 평가위원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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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하여 브리핑용 도면 작성(가능하면 평가위원에게 배포)
- 각 도로노선, 환경적 특이요소(주요산, 문화재, 강, 전설 등) 명기
- 권역별 브리핑 장소 지정 : 인구유동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시계가
양호한 지점을 선정하여 현장 브리핑 및 휴식 유도
※ 브리핑용 도면은 후보지역이 설정되면 즉시 제작
◦ 차량
- 대형버스(45인승) : 충발연 임차(보험가입유무 확인)
- 일부 비포장 도로 구간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RV차량 2대정도 렌트
◦식사
- 이동중 식사는 100여명이 동시에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 있는 음식점
확인 후 선정(전화번호 입수 및 예약), 식사시간대는 13:00경 이후로
하여 혼잡 시간대를 피함
◦ 기타
- 이동정보의 교환과 관리를 위하여 팀별 휴대폰 휴대
- 코스맵의 사전 작성(동선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실제 2～3개 정도 코
스맵을 확보하여 팀별 특성에 맞게 운영토록 조치)
- 망원경 구비, 선글라스(개별준비토록 조치)
해도

<제1일차(2.10일)>

출발
아산 신창
⇨(80’)
⇨(50’)
이동
이동
09:00
10:20～11:10
오찬
홍성 홍북ㆍ예산 삽교
⇨(30’)
이동
13:20～15:00
15:30～16:20

당진 면천 순성
12:00～12:50
⇨(120’)
이동

⇨(30’)
이동
도착
18:20

오찬
12:30～14:00
⇨(50’)
이동

⇨(20’)
이동
도착
17:40

<제2일차(2.11일)>

출발
보령 대천ㆍ남포
⇨(110’)
⇨(50’)
이동
이동
09:00
10:50～11:40
청양 장평ㆍ청남
논산 상월ㆍ공주 계룡
⇨(50’)
이동
14:20～15:10
16:00～16:50
<그림 10> 현장답사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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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관리대책

◦ 정보는 도청이전 예정지역 평가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기 준비되어 제
공되거나 평가기간중 생산되는 “책자/텍스트/영상물/파일” 등 모든 형태
◦ 정보관리의 기본수단은 정보물의 생산에서 용도폐기까지 과정을 정보
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

도청이전 평가작업‘순항’(대전일보06.2.10)
평가단 출범 단장에 이성근 교수 선출 도청이전 평가 작업이 순조롭게 출발했다. 예정지역 평가단장에
는 이성근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52)가 선출됐다. 도청이전 예정지역 평가단은 9일 오후 1시 70
명(16개 시·군 및 도의회 추천 32명, 학회 추천 전문가 38명)의 평가위원중 67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
전의 모 공사 연수원에서 공식 평가 일정에 들어갔다. 천안에선 2명, 아산에선 1명의 평가위원이 불참
했다. 이날 평가단은 출범식을 갖고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로부터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평가단장에는 이성근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가 평가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평가단은 10, 11
일 이틀간 6개 평가대상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벌인 뒤 12일 오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는 분석 및 검증을 거쳐 이날 오후 4시 발표된다. 박기청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완벽한 준비 속에 평
가 일정에 돌입했다”며 “예정지 발표시까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해할 수 없다”반발 확산(대전일보06-02-10)
충남도,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 강행 방침
[牙山]충남도의 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 강행 방침을 두고 강희복 아산시장등이 충남도를 원색적으로 비
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강 시장은 탕정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차원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인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 시장은 “아산을 비롯해 천안, 당진군 등이 불합리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중앙정부의
결정을 지켜본 뒤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9일 도청유치범아산시민추진위원회
도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채 방관만 하고 있어 도민의 불신과
빈축을 사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도청유치범아산시민추진위원회 전용준 위원장은 “충남도와
도의회의 행태는 200만 도민의 불신과 근심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향후 엄청난 후유증과 행정력 낭
비, 공신력 실추라는 헤어 나올 수 없는 곤경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지난
1989년 대전광역시 분리 이후 도민의 숙원인 도청을 이전하고자 2005년 7월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추
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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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예정지“결과발표 연기하라”(대전일보06-02-11)
[天安]열린우리당 천안시 갑·을 당원협의회가 12일로 예정된 충남 도청이전 예정지 결과발표를 광역단
체로 재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확정’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천안시 갑·을 당원협의회 임원 10여명은 10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앞둔 상황에서 도청 이전 예정지 발표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당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전국 시·도를 폐지해 수
십 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기본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도청 예정지가 발표되면 지역 갈등을 초래
하고 도청 이전과 관련된 엄청난 국고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원협의회는 ▲12일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결과발표 중단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 확정 후 재논의 ▲도청이전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서
배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도청이전 평가작업 '철통보안’(중도일보06.2.11)
숙소 내 이동전화. 인터넷 차단… 보안각서까지 제출
“철저한 보안 속에 공정한 평가를 진행한 뒤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지난 9일 대전 모처에
서 시작된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은 말 그대로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다.
4일 간의 단기합숙으로 진행되는 이번 평가 작업은 철저한 보안을 담보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장소에 입소한 순간부터 67명의 평가위원은 물론, 도와 충남발전연구원 직원까지 외부와의 연락
이 일체 금지됐다. 이동전화의 휴대는 당연히 안 되고, 컴퓨터실의 인터넷과 각 숙실의 전화도 차단된
채 종합상황실에서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가위원들과 공무원들은 보안과 관련한 사전교
육을 받은 것은 물론, 보안각서까지 제출했으며, 실내 체육시설은 이용이 가능하되 야외 출입은 금지됐
다. 또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자는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평가 장소의 정문은 1차
통제선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건물은 2차 통제선으로 구분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보안업체
까지 동원, 출입통제 및 통신시설 보안 검색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일과시간 후에는 평가가 이뤄지는
건물을 잠근 채 출입을 전면 차단한다. 지난 6일에는 이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제거
하기 위해 사전 연습까지 실시했다. 평가단은 2일차인 10일부터 ▲아산 신창면 ▲당진 면천·순성면
▲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 ▲보령 명천지구 ▲청양 청남면 ▲논산 상월면 등 6개 평가대상지에 대한
현장답사에 나섰지만, 구체적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행
정수도 예정지 평가 작업에 버금갈 정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12일 결과를 보면 평가 작업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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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결과 및 발표
1) 평가집계

평가위원의 평가가 끝난 이후 평가결과의 집계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
해서 평가검증위원회(분과별 위원장 5인과 평가단장)가 감독하도록 하였다.
우선, 평가위원별 평가가 끝나면 평가표를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차적으로 확인(오기 등을 방지)하고 취합하여 입력요원에게 제출하도록 하
였다.

력요원은 입력자, 확인자로 구분하여 입력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담 당하며, 입 력결과는 컴퓨 터에 의해 입 력 에 오류 를 검산하여 최 종
평가위원별 집계표를 출력하였다.
이렇게 출력된 평가위원별 집계표는 평가표와 다시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검증위원회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3단계 검사과정을 거친 평가점수는 컴퓨터에 의한 집계과정과 계산기에
의한 집계과정 및 암산에 의한 집계과정을 거쳐 이들이 일치할 경우, 그
점수를 종합점수로 확정(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입

<표 61> 평가결과
평가
대상지
기본항목

보령시
명천지구

아산시
신창면일원

논산시
상월면일원

홍성군 홍북면
당진군
청양군
･ 예산군
면천･순성면
청남면일원
삽교읍일원
일원

지역정체성

421

407

489

497

495

433

행정효율성

986

963

915

1,011

1,052

923

성장잠재력

860

946

855

797

901

914

지역균형성

1,116

941

1,088

1,221

1,195

1,105

실현가능성

1,248

1,102

1,158

1,194

1,262

1,200

4,631

4,359

4,505

4,720

4,905

4,575

합

계

순

위

3

6

5

2

※ 합계점수 소수점 이하 삭제(단, 항목별 소수점 사사오입)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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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보안을 위한 평가장소의 경계 근무

2) 평가결과 발표

평가결과는 평가단장이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평가작업이 종
료됨과 동시에 발표하였다.
평가단은 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평가결과 발표는 결과에 대한 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즉시 이루어졌다. 충청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단은 지난 2월 9일부터 오늘까지 3박4일
동안 이곳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에서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6곳에
대한 예정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평가 작업에는 시장 군수 및 도의회에서 추천된 지역전문가 28명과
국토도시계획학회 등 14개 학회에서 충남과 연고가 전혀 없는 전문가 38
명, 총 66명이 참여하였으며 도의회 추천 1명은 평가 첫날 지병으로 입원
하여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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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작업은 보안유지 등을 위해 외부와의 연락단절, 보안검색, 3중의 통
제선 설치 등 만의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한 가
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평가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
가위원을 5개 분과로 나눈 다음 전체 설명회와 분과별 설명회를 거쳐 사
전에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자료를 검토 숙지하고 6개 평가대상
지를 이틀에 걸쳐 답사하여 현장을 확인후 오늘 오전에 평가를 실시하였습
니다.

평가결과 집계과정은 평가위원들의 평가표에 대한 익명성과 정확성을 확
보하기 위해 평가단장과 5개분과위원장 등 6명으로 평가 검증위원회를 구
성하여 평가의 全과정을 확인 검증한 후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위원들이 평가 후
평가검증 위원회에서 개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결과의 집계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점수 4명과 최저점수 4명 등 8명
의 극단점수는 산정 값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 앙등 과열유치 등 감점제의 적용문제는 기준을 적용할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감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결과의 최종집계는 엑셀프로그램에 의한 산정과 계산기에 의한 수
작업, 암산전문가 등 3중으로 확인을 하였으며 그 값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청남도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6곳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 보령시 명천지구
4,631점,
◦ 아산시 신창면 일원
4,359점,
◦ 논산시 상월면 일원
4,505점,
◦ 청양군 청남면 일원
4,720점,
◦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 4,905점,

제5장 도청이전 제3차 추진(예정지역

확정)

211

◦ 당진군 면천면ㆍ순성면 일원
4,575점으로 최고 점수지역은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입니다.
이지역의 주요 특성으로는 지형적으로 대부분 지대가 높으면서 평평한
농경지로 서쪽으로는 용봉산, 북서쪽으로는 가야산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
에 금마천이 흐르는 등 산과 들과 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국도45호선, 지방도 609호선이 통과되면서, 장항선 철도 화양역, 서
해안고속도로 홍성IC와 건설중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가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
으며 점수집계의 정확성도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200만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후속 일정이 차질 없
이 추진되어 신도청소재지에서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발전할 충남시대를 활
짝 열어나가길 우리 평가위원 모두는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평가기간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한국토지
공사 국토도시연구원 그리고 경찰관 및 보안요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평가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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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이성근 평가단장의 최종 평가결과 발표 (’06.2.12)

<일문일답> 이성근 충남도청 이전평가단장(중도일보06-02-13)
공정. 객관적 평가에 최선
이성근 충남도청 이전평가단장은 12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
고, 점수 집계의 정확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평가 시 전체 만점과 항목별 만점은 얼마인가.
▲평가항목은 기본항목 5개와 각 세부항목 3개씩 총 15개로 이뤄졌다.
각 항목별로 40～100점 범위에서 평가됐다.
세부항목은 각 100점으로 했다. 즉 한명의 평가위원이 부여하는 1개 후보지에 대한 만점은 1500점이
고 이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4개씩을 제외한 뒤 58명의 점수를 합산, 합계 1의 가중치를 곱하면
총 점수는 8만7000점이다.
- 시. 군에서 발표 1시간 전부터 평가순위 얘기가 나돌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아마, 시. 군의 추측일 것이다.
발표장소에 나오기 20분 전에 평가단장으로서 최종 결과에 사인을 했다.
- 탈락한 시. 군의 반발 우려가 높은데.
▲평가대상지 모두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어느 곳이 선정돼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탈락된 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압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탈락 지역에 대한 도 차원에서 정
책 등의 배려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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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아쉬움 '교차'(충청투데이06-02-13)
■ 탈락 시·군 반응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홍성·예산' 확정에 대해 충남지역 16개 시·군은 찬성과 반대, 아쉬움 등 엇
갈린 반응을 보였다.
<천안> 도청유치 천안시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 예정지 발표에 대해 수용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역민들은 애초부터 도청입지 평가기준안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입지가 결정된 데 대해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키는 편향된 선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공주> 아쉽지만 도민 화합을 위해 수긍하겠다는 분위기다.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32년 이후 73년 만에 도청이전이 공주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행정도시 편입지로 인해 아쉽게 됐다"며 "그러나 도청이전지가
이제 결정된 만큼 이에 따른 경축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령> 확정 발표되자 보령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12일 오전 한때 보령시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에 휩싸였지만 홍성·
예산으로 발표되자 모두 허탈해 하는 분위기이다. 이시우 보령시장은 "평가단의 결과에 승복
한다"며 "충남도청이전은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 강희복 아산시장은 "아산시는 충남도의 발전과 각 시·군의 동반성장을 바라는바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도민분열과 행정력 낭비와 공신력 실추가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관망할 예정"이
라면서도 "정부와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시하고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 발표함으로써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문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산·태안> 서산·태안 지역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서해안권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단이 서해안권으로 도청을 이전하는 데 힘
을 모으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서해안권 도청이전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
다. 조규선 서산시장은 "이제 서산 대산항은 도청의 임해관문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서
산·태안 지역은 충남인의 생태 휴양지로 역할이 기대된다"고 반겼다.
<논산> 도청유치를 위해 유치설명회 등 각종 집회를 갖는 등 도청유치를 위해 노력한 논산시 도청유
치공동추진위원회를 비롯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창구 논산시 도청유치공
동추진위원장은 "지난번 신행정수도 이전지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논산시 상월면이 거론되
다 탈락돼 시민들이 매우 실망감에 빠져 있다"며 이전지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계룡> 도청이전 예정지 후보지 하나 중 논산 상월에서 지근거리에 위치한 계룡시민들은 예상대로
결정됐다면서도 논산 탈락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산> 충남 도청이전이 16개 시·군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자는 의견이 많
았다.
군민 이모(42)씨는 "그동안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각 지역은 서로를 비방해왔지만 이제 도청
이전지가 확정된 만큼 지난날의 잘잘못은 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 연기군은 도청이전지가 확정된 만큼 모두가 겸허히 수용하고 도청이전으로 분열된 마음을 하
나로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부여> 서명선(59) 부여군개발위원장은 "모든 여건상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지역보다 청양군 청남면
이 입지조건이 좋고 청남면에 인접한 부여군은 고도보존특별법으로 지정돼 국가차원에서 보
존돼야 할 도시"라며 "청남면으로 도청이 이전되면 부여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아 군민
모두가 많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는데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 것 같아 허탈감을 감출 수 없
다"고 밝혔다.
<서천> 서천군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거부감은 없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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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도민위한 선택’대체로 긍정적(대전일보06.2.13)
지역 정치권 반응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로 충남 홍성·예산이 선정된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
다. 그동안 지역정치권에서는 도청 이전 예정지 확정을 앞두고 적지않은 논란을 빚었다. 국민중심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방도 적지않았다. 심지어 중심당 내부에
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예정지 확정 연기’ 주장이 만만치않았으나 ‘200만 도민을 위한 선
택’에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다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부추길 소지나 행정개
편 논의 등과 연관한 걱정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임종린 위원장은 “충남도가 지
방선거를 의식, 이전시기를 넘기려 한다는 일부의 우려를 씻었다. 지난해 행정도시건설 확정과 함께
한국의 중심으로 출범하는 충남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 각
시군은 유치경쟁으로 과열됐던 갈등을 접고 결과를 수용하며 충남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에 시군간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홍문표 위원장은 “200만 도민의 염원인 도청 이전 문제가 뒤늦게나마 대전 더부살이 시대를
마감하고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도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키울 수 있게 됐고 재정적인
손실도 줄여 충남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은
연기·공주(행정중심도시권), 천안·아산(100만 광역도시권), 홍성·예산·청양(행정·교육도시권), 서
산·태안·당진(해양관광·국제교역권), 보령·서천(환황해 물류·해양산업도시권), 부여·논산·금산·
계룡(역사문화·내륙전원도시권) 등 지리적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며 도청이전
건설단 구성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임성대 위원장은 “심사위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했고, 이를 반
영한 결과”라며 “도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불필요한 갈등과 논쟁이 있었던
만큼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택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심대평
지사가 임기말기에 좇기듯이 부랴부랴 발표하는 모양새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서 “민선 3선을 하면
서 허구한 세월을 보낸만큼 오히려 다음 도지사에게 미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충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도청이전이 결정됐다"면서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진행될 충남 신
도청 건설 계기로 충남 균형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특히 서해안
시대를 맞아 충남이 서해안 발전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충청도 발전의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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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도청이전 예정지역 최종확정을 위한 후속조치

<사진 4>도청이전 예정지역 확정에 따른 특별담화문 발표
☞ 심대평 충남지사(왼쪽 세번째)가 도청이전 예정지역 확정에 따른 특별 담화문 발표에 앞서 서명한
‘도청이전 예정지역 확정(안), 지정공고(안), 충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문서를 (왼쪽부터) 유덕준 행정부지사,김유혁 도청이전추진 위원장, 김영숙 위원, 조연상 위원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1.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 지정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확정되자 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작

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2월 13일 지정 공고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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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06 - 95 호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 지정 공고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공고 합니다.
2006년 2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의 명칭 :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예정지역
2. 지정목적 : 충청남도 도청 등의 이전 및 시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함.
3. 경계의 범위 : 개발사업의 구역 또는 지구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경계를 리단위로 설정함.
4. 예정지역의 위치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ㆍ석택리ㆍ대동리ㆍ용산리ㆍ내덕리 전지역, 상하리ㆍ봉신리 일부지역
예산군 삽교읍 목리ㆍ이리 전지역, 신리ㆍ수촌리 일부지역
5. 예정지역의 관리
- 예정지역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관련 법에 따라 고시ㆍ공고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함.
- 예정지역은 개발사업 구역ㆍ지구가 지정고시 되면 개발사업 구역ㆍ지구 외의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며 토지이용 제한도 해제함.
6. 예정지역 위치도 : 별첨
7. 도면열람 및 문의
- 관계 도서는 홍성군청(도시건축과 ☏ 041-630-1432) 및 홍북 면사무소(☏ 041-630-1603),
예산군청(도시과 ☏ 041-330-2430) 및 삽교읍사무소(☏ 041-330-2602)에 비치하여 관계자
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단(☏042-220-38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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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청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무소의

도청이전 예정지역을 공고한 후, 충청남도사

례

법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 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 예고를 하였다.

충청남도 공고 제2006-92호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청의 성공적인 이전 및 이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2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2006년 2월 13일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청 등의 이전 및 시가지 조성을 위한 예정지
역을 확정하였기에 주사무소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이전하는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함(안).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참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01-763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선화동 287)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단(전화 042-220-3816, FAX 042-251-292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단 담당자 최정엽
(전화 042-220-3816, E-mail : chot6402@chungnam.net)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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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ㆍ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도청이전 예정지역 개발행위 제한고시

께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

도청이전 예정지역의 공고와 함
발행위 제한 고시를 하게 되었다.

충청남도 고시 제2006-32호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
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
니다.
2006년 2월 14일
충청남도지사
-다 음1. 제한지역
시ㆍ군
예정(읍, 면, 동,리)지역
비 고
신경리, 석택리, 대동리, 용산리, 내덕리 전지역
홍 성 홍북면
홍북면 상하리, 봉신리 일부지역
목리, 이리 전지역
예 산 삽교읍
삽교읍 신리,수촌리 일부지역
2.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3년간
3.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
4.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역ㆍ지구 또는 구
역등의 지정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중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내에서의 개
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
하여 이미 허가ㆍ승인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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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의회 평가결과 보고

례의 규정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역 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였
다. 보고내용은 평가개요, 평가단 구성, 평가단 운영과정, 평가결과 집계 및
발표로 평가과정을 종합하였다.
조

忠淸南道 道廳移轉 豫定地域 選定을 爲한 評價結果報告
평가개요
m 평가일시 : 2006. 2. 9 ～ 2. 12(3박4일)
m 평가장소 :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m 평가대상
① 보령 명천지구
➪ 남부해안권 : 보령, 서천
② 아산 신창면 일원
➪ 북부내륙권 : 천안, 아산
③ 논산 상월면 일원
➪ 대전근교권 : 연기, 논산, 계룡, 금산
④ 청양 청남면 일원
➪ 백제고도권 : 공주, 부여, 청양
⑤ 홍성 홍북면 예산 삽교읍 일원 ➪ 중 부 권 : 홍성, 예산
⑥ 당진 면천면ㆍ순성면 일원
➪ 북부해안권 : 당진, 서산, 태안
m 평가방법 : 평가대상지역 현지답사 및 평가지침에 의한 평가위원의 주관적 방법
m 평가내용 : 5개 기본항목 15개 세부항목
m 평 가 자 : 도청이전평가단 66명
�
평가단 구성
1. 운영 및 평가방식
1)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
구분
계
1분과 2분과 3 분과 4분과 5분과
계
66
13
14
14
13
12
지역인사
28
6
6
6
5
5
전문가
38
7
8
8
8
7
※ 평가단 불참 : 천안 1, 아산 1, 도의회 2명(단, 도의회 추천자 1명 입원 불참)
◦ 분과별로 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서 파견한 담당간사를 두고 분과운영지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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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단장 및 분과위원장 선임현황
구 분
소속 및 직위
평가단장
영남대 교수
1 분과 위원장
경희대 교수
2 분과 위원장
대구과학대교수
3 분과 위원장
단국대 교수
4 분과 위원장
제주대 교수
5 분과 위원장
제주대 교수

성 명 성별 연령
이 성 근(대구) 남 52
김 동 찬(경기) 남 53
윤 종 섭(대구) 남 50
조 명 래(서울) 남 49
김 문 홍(제주) 남 57
정 대 연(제주) 남 58

전공분야 비 고
지역개발
조 경
도시개발
지역개발
생태학
사회학

3) 평가단장 및 분과위원장의 역할
m 평가단장 : 평가단 대외적 대표, 평가활동 총괄 및 평가결과 발표
m 분과위원장 : 각 분과위원회 대표, 분과활동 총괄
4) 평가점수 산정의 원칙
m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4개씩을 제외함(총8개)
m 최종점수는 세부평가항목별 8개씩을 제외한 58명 평가자의 합계점수에 가중치를 곱
한 후, 이 세부평가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산
2. 평가단 운영과정
1) 설명회(전체 및 분과별)
m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합숙과정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함
m 설명회는 평가위원들의 역할 및 평가지원구조, 평가대상지 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평가대상지 개요, 평가대상지 답사일정, 평가단장 및 분과위원장 호선 등 설명실시
2) 평가대상지 답사
m 평가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지 답사를 실시함
m 평가대상지 답사는 66명의 평가위원을 2개 팀으로 나누어 이동
현장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각 분과 간사 및 답사지원반의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
답사코스는 미리 짜여진 코스로 설정된 루트를 따라 시행
현장설명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자가 1개소씩 분산하여 사전 연구 설명
시군에서는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고 사전 유인물을 준비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
평가위원에게 평가자료 사전배부
3) 분과위원회별 활동
m 분과위원회 분임토의장에서 분임활동을 일괄적으로 하였으며 평가지침을 숙소에서
열람 가능토록 허용함
m 대상지 평가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음
�
평가결과 집계 및 발표
1) 평가결과 집계 및 검증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위원은 연필로 점수를 적고 확인 후 유성펜으로 작성한다
평가점수에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좌우로 두 줄을 긋고 오른쪽 공백란에 수정된
점수를 기록하고 본인과 분과위원장이 서명하되, 수정한 횟수만큼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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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장은 개별평가위원의 평가점수에 이상이 없을시 평가표 표지 테이프로
가려진 하단에 자필 서명한 다음 제출한다.
평가위원은 평가표 표지에 기재된 배부번호와 본인 이름을 분과위원장이 배포하는
용지에 작성하여 1매는 본인이 소지하고 1매는 별도의 봉투에 투입한다.
- 이유는 평가표작성 제출이후 오류 발생시에 평가단장과 당해 평가위원 두 분간에 오
류를 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가중치 검증 >
자문위원회 위원(30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AHP방식으로 통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 종료후 검증위원회가 개봉 세부항목별 합계 점수에 적용
< 평가과정 >
평가위원이 평가서를 제출하면 분과위원장이 이를 최종확인(이상유무 확인 서명)
- 이상 발견시 : 평가위원에게 보완 수정 요구 (수정 횟수만큼 서명)
- 이상 없을시 : 평가표와 평가표 번호지는 대봉투에 봉합, 진행요원으로 하여금 추진
위원장에게 제출, 추진위원장은 개봉 후 평가표 번호는 빼고 평가표를 전산집계 요
원에게 인계, 평가표 번호지는 추진위원장이 모아 봉합 후 평가단장에게 인계
< 평가표의 점수입력 >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요원을 분과별로 각 2명씩 배치하여
엑셀프로그램 입력 후, 출력물을 분과위원장이 오류여부 확인하고 서명
< 평가점수 집계의 3중 검증작업 실시 >
<1> 엑셀프로그램으로 가중치 및 집계표 점수 계산
<2> 계산기로 가중치 및 집계표 점수 계산
<3> 암산전문가에 의한 가중치 및 집계표 계산 : 결과값이 동일할 때 최종완료
< 평가점수 집계결과의 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11명)>
평가단장, 각 분과위원장(5명), 지원팀 15명(각 분과별 3명씩 배치)
평가점수 집계결과를 확인 후 서명
< 검증작업 보완 >
평가위원별로 배부된 평가표는 익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표 표지의 평가위원 이름이
가려지도록 테이프를 붙이고 테이프의 왼쪽과 오른쪽 라인 두 곳에 서명한다.
2) 평가기준 가중치
기본항목
가중치
세부항목
가중치
역사문화성
0.0254
지역정체성
0.1006
전통적 입지관
0.0243
환경·경관
0.0509
지리중심성
0.0687
행정효율성
0.2105
도로접근성
0.0850
철도접근성
0.0568
경제·산업여건
0.0695
성장잠재력
0.1862
교육 등 생활여건
0.0752
공항 및 항만여건
0.0415
지역낙후도
0.1149
지역균형성
0.2430
인구불균형
0.0664
대도시 영향권
0.0617
토지가격
0.0825
실현가능성
0.2597
국공유지 면적
0.0565
기반조성 여건
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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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평가결과 집계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구 분
명 천 신창면 상월면
지구 일원 일원
지역정체성
421
407
489
행정효율성
986
963
915
가중치 성장잠재력
860
946
855
적용값
지역균형성 1,116
941 1,088
실현가능성 1,248 1,102 1,158
합계
4,631 4,359 4,505
순 위
3
6
5
[ 예정지역의 범위 ]
시 군 읍면동

청양군 홍성군 홍북면 당진군
청남면 예산군 삽교읍 면천 순성
일원
일원
일 원
497
495
433
1,011
1,052
923
797
901
914
1,221
1,195
1,105
1,194
1,262
1,200
4,720
4,905
4,575
2
1
4
포함되는 리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석택리 대동리 용산리 내덕리 전지역, 상하리 봉신리 일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이리전지역, 신리 수촌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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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
1) 조례제정 절차

무

변경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고 제2006-92호, 2006.2.13), 도청이전특위 조례안 심사(2006.2.24),
본회의 조례의결(2006.2.28)을 거처 2006년 3월 20일에 공포되었다.
충청남도사 소의 소재지

2) 도청이전특위 조례(안) 심사

무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도청이전특위의
심사를 위해 위원 14인과 도 관계자가 2006년 2월 24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모였다. 이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후속대책이었다.
충청남도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이 이루어졌지만, 도청유치를 기대
했던 시ㆍ군의 허탈감이 많고, 지역의 불균형 측면에서도 도청이전으로 완
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즉,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 후 조례(안)의 통과인가 조례(안)의 통과
후 대책 수립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번의 정회와
거수로 표결하는 단계까지 갔으며, 표결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등 힘
든 결정과정이었다.
왜냐하면, 탈락지역에서는 무언가 확실한 지원약속을 얻고 싶었던 것이
다. 그리고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보고 싶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속한 도청이전을 바라는 마음이 더 많았다. 결국 표결에서 조례
(안)이 통과되었다.
충청남도사 소의 소재지

3) 본회의 조례 의결(제194차)

런 힘든 표결과정을 거친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6
년 2월 28일 통과되었다. 회의과정 중 5분발언에서 도청유치에 실패한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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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동완 기획관
리실장은 충남균형발전 전략구상(안)을 발표하게 된다.
충남균형발전 전략구상(안)에는 신도청중심의 도시축 구축, 지역별 특성
화 발전전략(4+3 연계추진),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1시간권 교통망 구
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충남 2020 정책비전의 수립, 제3차 도종합
계획의 수정, 충남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향후추진계획을 담고
역에 대한

있다.

道 “부동산 투기 강력차단”(중도일06-01-27보)
떴다방. 불법건축 집중단속…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강화
충남도는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선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투
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도는 이날 선정·발표한 평가대상지 6곳에서 부동
산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적 규제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
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평가대상지 6곳 중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보령시 명천지구를 토지거
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에 대한 관리와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속칭 떴다방)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대상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당지역을 비디오로 촬영, 보관하는 한편,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불법건축 및 개발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유덕준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
본부’를 조만간 설치해 위장전입자와 불법농지·산지전용 및 불법개발·건축행위, 부동산 투기 등을 집
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 중순 도청 예정지 결정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
에 대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제안하는 한편, 항공 및 비디오 촬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효과
적인 부동산 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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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맏형 천안이 힘 실어 달라(충청투데이06-02-15)
심 지사 도청이전 협조 당부… 성 시장 "시민과 협의해 결정"
심대평 충남지사는 14일 "성무용 천안시장을 만나 도청이전 예정지 확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의 협조
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 지사는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에
앞서 천안시청 구내식당에서 가진 성무용 천안시장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천안은 서해안시
대를 주도할 충남의 맏형으로서 더 큰 역할이 있다는 점과 충남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도청이전에
천안시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성 시장도 이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다. 또 천안지역
후보지가 배제된 것과 관련 "천안 후보지인 청수지구는 호남고속철도 계획노선에 포함돼 있어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렵다는 평가단의 용역결과에 따라 판정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성 시장은 심 지사의 협조요청에 대해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평가항목을 토대로 후보지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오늘 심 지사의 요청은 도청유치추
진위를 포함한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수용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 지사는 천
안경찰서를 방문, 안억진 경찰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심 지사는 "좀더 일찍
천안지역의 치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천안시를 방문하게 돼 미안한 마음뿐"이
라며 "또한 천안 경찰서 전 직원이 민생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안 서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치안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각종 민생 범죄
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여러 가지 지역 특성상 강력 범죄가 발생하긴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각종
사건을 해결해 지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5〉천안시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심대평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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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정평가단 회의 '탈락 시·군 정책적 배려를'(충청투데이06-02-24)
도청이전 관련의견 봇물
충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심대평 지사와 간부 직원, 도정 평가위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5기 도정평가단 전체회의'를 갖고 도청 이전 예정지 결정에 따른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조 혁 위원(태안)은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은 충남 균형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는 쾌거라 할 수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시·군 간 반목과 불신이 있었지만 선정기준과 절
차 등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고, 성숙한 도민의식이 밑바탕이 돼 지금은 대부분의 도민들이 대
승적 차원에서 선정 결과를 승복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고 환황해권시대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도청 이전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탈락 시·군을 비롯 그동안 개발에
서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환 위원(보령)은 "도청 이전 후
보지 평가에서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특단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보령의 경
우 충남역사문화관, 충남발전연구원 등을 이전시켜 도청 신도시의 배후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배려
해 달라"고 건의했다. 양준모 위원(부여)은 "행정도시 예정지의 경우 토지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
발이 거세다. 도청 이전사업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야기될 텐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지사는 "도청 이전과 관련 제3차 도 종합계획 및 충남 2020 장기비전 등을
수정해 탈락 시·군은 물론 충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율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예정지 주민에 대한 보상은 행정도시 건설사업에서와 같이 맞춤식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남도청이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조선일보06-02-28)
원안대로 전원 찬성… 법적 근거 마련. 2009년 착공, 15만명 수용 신도시 조성
충남도청 이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충청남도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충남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대평 충남지사가 지
난 13일 제출한 조례안을 출석의원 3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사
무소 소재지를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
원회는 지난 24일 이 조례안을 표결(찬성 9명, 반대 3명)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준비·계획단
계(2006～2009년) 건설단계(2010～2012년) 이전단계(2013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 990만㎡(300만평)에 인구 15만명을 수용하는 도청 소재 신도시 조성에 나서게 된
다. 2009년 착공해 2012년 완공되는 도청 소재 신도시에는 도청과 교육청 및 경찰청 등 160여개 유
관기관이 이전한다. 김동완 도 기획관리실장은 “도청 이전에 따른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백제권, 금
강권, 북부권, 서해안권 등 4개 권역 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포문화권, 유교문화권 등 3대 전략프
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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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의 계륵(중도일보06-02-28)
‘내가 먹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표현 할 때 ’계륵(鷄肋)’이라는 낱말을 쓴다.
지난 12일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홍성과 예산지역을 도청 이전 후보지로 정하자 천안시는 신청사에
‘…천안시민이 분노한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관변단체를 통해 곳곳에 이에 항의하는 현수막
을 내걸었다. 이런 행동들은 ‘계륵’이라는 말과 함께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천안시는 애초부터 도청
유치에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뿐더러 유치추진위원회도 결성을 해놓고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지
도 않았다. 도청유치 천안시위원회는 도청이전 유치위원회가 제시한 입지기준에 대한 불공정성을 제
기하며 지난달 25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에 걸쳐 말 그대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 기자회견과 평가위
원회에 불참한 것이 최근에 행한 일련의 대책이다. 시청에 내걸린 현수막을 보면서 한 시민은 시 인터
넷 홈페이지에 “(52만 시민 분노한다는 현수막 내용과 관련) 분노한 적이 없는데…”라며 “천안의 급등
하는 지가나 잡으라”고 비아냥댔다. 대부분의 시민들 역시 표리부동한 천안시를 보며 굳이 도청이 아
니더라도 발전여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 역시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치활동을 하지 않
으면 나중에 욕먹을 것 같아 억지 춘향으로 나선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시와 유
치위원회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유치 노력을 했다고 백 번 인정을 하고 싶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
안을 놓고 맘에도 없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만 두었으면 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천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든지 그도 아니면 미운 딸 시집
갈 때 ‘잘 살아라’고 빌어주는 축하의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충남도청 예정지 선정 '찬성' 60% … 33% '문제있다'(충청투데이06.3.2)
충남도, 네티즌 의견 수렴
충남도가 지난달 12일 도청 이전 예정지(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 확정에 맞춰 28일까지 17일간 인터
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 '사이버토론방'을 통해 이와 관련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72
명의 네티즌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예정지 선정 결과에 대한 찬·반에 있어
서는 '찬성'이 43명으로 59.7%를 차지했고, '반대'는 24명(33.3%), '모르겠다'는 응답은 5명(7.0%)으로
집계됐다. 토론방 개설 직후 가장 먼저 의견을 올렸던 서철모 도 정책기획관은 "18년간 도민의 숙원이
었던 도청을 드디어 200만 도민의 품으로 안겨주게 돼 흐뭇하다. 타 시·도처럼 대통령의 결단이나 정
치적 결정 없이 도민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정지를 결정한 것은 충·효, 열사의 고장인 충남의
자부심을 한껏 드높인 쾌거"라며 기쁨을 표현했다. '충남발전'이란 아이디의 네티즌도 "충남의 균형발전
을 꾀할 수 있는 최적지로 예정지가 결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다. 충남과 국가의 미래에 있어 대단히 중
요한 역사"라며 '200만 도민의 위대한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네티즌 '충청인'은 "충남의 인구 중심
은 천안·아산, 역사 중심은 공주·부여, 지리 중심은 청양이다. 홍성으로 도청 이전을 밀어붙인다면 금
산과 계룡은 대전으로, 연기는 행정도시로 편입을 요구할 것이고, 부여·논산에서는 신도청까지 고속도
로 건설을 주장할 것이 뻔하다"며 예정지 선정 결과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고향을 잃어버릴 사
람'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예정지) 원주민은 땅 뺏기고 수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선 벼락부자가
나온다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말이 현실인 작금에 고향을 내놓고 쫓겨가면서 걱정이 앞선다"며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 예정지 주민의 근심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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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도청이전 주민설명회 개최
1. 주민설명회 개최개요

간

그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 道民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축복 속에 후속절차에
도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2006년 3월 14일에 예산 문
예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지역화합과

<표 62> 주민설명회 진행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3(3“)

∘ 개 회
- 국민의례

14:33～14:50(17“)

∘ 인사말씀
∘ 축 사

∘ 도청이전추진위원장
∘ 홍성·예산군수

14:50～15:40(50“)

∘ 도청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 도청이전지원단장

15:40～16:10(30“)

∘ 의견 청취

∘ 참석 주민

16:10

∘ 폐 회

2. 주요 설명내용

회에서는

주민설명

표

도청이전정책목 , 도청이전 추진경과, 도청이전 추진

체계, 도청이전 예정지역 결정과정, 후보지선정, 평가대상지 선정, 예정지역
선정, 평가단운영 및 평가결와, 도청이전 로드맵, 도청이전 재원대책, 도청
이전의 기대효과, 부동산 투가 및 난개발 방지대책,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
기본방향 등 종합적인 향후추진계획을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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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추진委, 홍성ㆍ예산 주민설명회(대전일보06.3.15)
“예정지 고시ㆍ보상 현실화돼야”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14일 예산문예회관에서 도청이전 예정지 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
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홍성과 예산지역 주민 600여명이 설명회장을 가득 메워 지
역민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는 편입지역 토지 등의 현실보상,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개
발사업 구역의 조기 확정, 영농행위 허용범위, 유관기관 배치 계획 등 도청이전과 관련한 궁금증과 각종
주문이 쏟아졌다. 유영배씨(예산군 덕산면)는 “보상금액으로는 인근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
라며 “편입용지의 현실보상과 함께 농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토농지 구입시 장기 융자나
세제 혜택 등의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흥식씨(예산군 삽교읍)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1000여만평에 달하는 이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예정지역 300만평에 대한 지번별 공시를 조기에 실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예산군청 오
봉석씨는 예정지역 내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과 다년생 작물재배 등의 허용범위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양
기철씨(예산군 덕산면)는 이전대상 유관기관의 지역별 배치 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다. 이밖에 삽교
역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과 도청이전지 주변 도로망 구축의 필요성, 원주민의 신도시내 거주방
안 강구 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과 관련한 모든 보상은 법령에
의거해 평등하게 맞춤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한 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주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이날 설명회에 이어 조만간 홍성
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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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청이전을 위한 추진기구의 활동
제1절 도청이전특위 활동
1. 도의회 차원의 도청이전 추진 움직임

층에서

’89년 대전시와 분리되면서 도청이전의 목소리가 각계각

키

일으 고 있었으며

관심을

새로 구성된 제4대 의회(1991.7.8～1993.7.7)에서도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제59회 임시회의 회기중인 1991.11.1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홍성군 출
신 민주당 서중철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청이전문제를 최초로 거론하
면서 도청이전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제63회 임시회의 중인 1992.6.8일 본회의에서 논산 출신 김용호의원은 도
정질문을 통해 도청소재도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수립하여 제4대 의회 임기내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전에 동의하고 가장 중
요한 재원문제의 어려움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도청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도청이전 조기추진에 대한 촉구는 계속되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중에 1992.8.22일 부여군 출신 이준철의원은 도청이전의 필요성을 인정
한다면 입지선정이라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후에 도청이전 건설
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시기의 분위기는 도민과 의회에서는 도청이전의 조기 추진을 바라고
있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은 달랐다. 무엇보다도 대전시 분리이후 도세회복
과 지역개발에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같은 입장의 경상북도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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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라남도의 경우도 아직까지 도청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듯 도청이전 문제의 거론은 임명직 도지사로서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회에서는

열기가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는
않았다. 1992.10.6일 제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원창의원은 홍선기지사에
게 도청이전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통하여 실태조사 등과 같은 예산을 세울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홍선기지사는 신임지사로서 바로 답변하지 못하
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에 4차례에 거쳐서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줄기
차게 조기이전을 주장하였으나 재원문제, 지역갈등 그리고 타시도의 사례
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하였다.
그러나 도의

도청이전에 대한

2. 제1차 도청이전특위(제4대 의회)
1)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회 정기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간사인 조길연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조길연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충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는 이대희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운영기간은 제4대 의회 임기만료 시안인 1995.6.30일까지로 하며, 운영의
회에서 협의한대로 위원은 시군별 1명씩 안배하여 의장이 지명하여 선임토
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특위의 위원은 윤용일, 나영진, 박종무, 김
재봉, 이갑준, 최원식, 이기봉, 유재원, 박원래, 유재갑, 송선규, 오찬규, 우
지명, 김영창, 한도원, 김진경, 김세호, 김종성, 김남호, 장기일 의원 등 20
명의 의원이다. 이렇게 제4대 의회 54명의 재적의원중 20명이 소속된 도청
이전추진을 다룰 특위가 구성된 것이다.
1992. 12. 24일 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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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1993.1.28일 제70회 도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특위위원 중 오
찬규위원, 김진경위원이 퇴직 및 사임하여 대신 보령군 출신 강신국 의원
과 서천군 출신 강모준의원을 특위위원으로 각각 보임하였다.
2)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4대 의회)

회의(1993.1.28. 제70회 임시회)
1992.12.24일 특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특위에서는 위원장선임
의건과 간사선임의건을 심사하였다. 특위내 연장위원인 김남호 임시 위원
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김남호 임시 위원장을 호선으로 위원장으
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간사위원에 나영진위원을 선임하고 산회하였다.
(2) 제2차 회의(1993.4.29. 제7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도청이전추진상황을 보고받
(1) 제1차

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정하용실장은 도청이전 문제를 연구 및 추진해 나

항

께
지역사회의 합일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둘째, 충남의 균형발전을 촉
진해 나갈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재원의 확보 추진방법 등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며, 앞으로 이전특위와 공동으로 착실히 연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설
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사 으로

첫째,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

명하였다.

무
체
용과 그동안 검토된 내용의 제시를 요청하면서, 추진을 위한 기획단 설치
를 주장했다. 이에 정하용실장은 도청이전연구기획단을 설치 및 운영하겠
다고 답변하였다.
(3) 제3차 회의(1993.6.9. 제74회 임시회)
도지사는 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및기획단설치조례(안)을 제74회 임시회에
제출하였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은 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과 업무를 설명하였다. 위원회는 부지사가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이
정실장의 업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도청이전 비용에 대한 구 적인 내

236 도청이전백서

간 전문인사로 구성된 위원과 함께 도청이전
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심의 업무를 하며, 기획단은 위원회의 하부기
구로 도의 관련 국장과 실과장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도
록 하며, 총괄반 등 4개 반을 두어 도청이전업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도지사가 제출안 조례안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다. 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는 연구를 전제로 함으로써 소극적인
추진 인상을 주고 있으며, 도의회에 설치되어 활동중인 이전특위와 그 명
칭이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상위기구인 위원회 구성원과 기획단의
구성원 일부가 중복되는 모순되는 등 업무추진에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
부위원장이 되어 실국장과 민

다는 한결같은 주장을 하였다.

특위위원과 집행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결국 도지사가 제
출한 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및기획단설치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고 나영진위원이 서면 발의한 충청남도청이전 추진 및 기

획단 설치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였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하에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단장을 도
지사로, 부단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단원은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
하도록 하였다. 주요업무는 도청이전 자료 및 사례 수집, 도의회 및 중앙부
서와 업무협조 및 협의, 입지선정기준 및 원칙 설정, 도민의견 수렴, 이전
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강구 등이었다.

회의(1994.1.20. 제80회 임시회)
도민여론조사결과보고안건이 제출되었다. 새로 부임한 손인환 기획관리
실장의 인사에 이어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김덕구 이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1993.11.10일부터
(4) 제4차

12.12일까지

%

실시한

71.0 가 이전에

여론조사에서

도청이전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찬성을 했고 24.7%가 반대 무응답이 4.3% 라는 내용이었

다. 조사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전에서 가까운 공주가 도청이전
을 제일 많이

찬성하였고, 반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금산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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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충남의 당면과제를 조사한 결과는 도청이전보다는 도로 충을 우선해야

%

염 등 공해문제 17%였다. 김재봉위원 등은 여
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김이사에게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고 산회하였다.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최초로 조사하였으며, 향
후 도청이전사업에 중요한 자료가 된 의미 있는 여론조사였다.
(5) 제5차 회의(1994.9.9. 제86회 임시회)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은 도청이전관련현안사항 보고를 통하여 도청이전연
구용역집행계획을 밝혔다. 국토개발연구원에 3억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
을 발주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계획으로 특위위
원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이었으며 특히, 대전시와의 통합문제, 일부 시ㆍ군
의 대전시 편입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특위는 연구용역을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완결된 후에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보류하였다.
(6) 제6차 회의(1995.2.10. 제90회 임시회)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제5차회의시에 집행부에서
상정했던 도청이전연구용역집행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보류 결정 후에 다
시 상정된 용역집행계획보고의건을 다루기 위하여 개회되었다.
유철희부지사의 인사에 이어서 연구용역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손인완 기
획관리실장이 설명을 하였다. 용역기간을 예산반영을 위해서 10월까지 마
한다는 여론이 25 , 환경오

치도록 하였다.

회의(’95.5.23. 제92회 임시회)
손인완기획관리실장은 도청이전추진상황보고를 통해서 도청이전연구용역
이 국토개발연구원의 사정으로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
였으며, 6월중에 국토개발연구원측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
를 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용역이 많아서 인력부족의 이유
로 수주를 못한다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6월중에 용역 계약을 체결
(7) 제7차

한다고 해도 10월 이전에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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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를 구했다.
이에 특위는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못내 아
쉬움을 뒤로 한 채 제4대 의회 도청이전특위를 마감했다.
라고

3. 제2차 도청이전특위(제7대 의회)
1) 특별위원회 구성 (’04. 9. 15)

회에서 제2차 도청이전특위가 2004년 9월 15일에 구성되었다.
각 시ㆍ군별 1인씩 15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로
도청이전의 당위성 홍보 및 후보지 선정 지원과 제반행정절차(조례제정
등)을 통한 이전지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오찬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강동복 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김광만, 김기영, 명귀진, 박영조, 박태진, 성기문, 송민구, 심정수,
유병기, 유영호, 유한준, 이종건, 차성남 의원이 참여하였다.
제7대 의

2)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특위는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게 되었다. 즉, 도청이전 예정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로서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청이전특위는 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를 받고, 전남도청이전지역을
방문하는 등 구성초기부터 활발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특히,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를 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보다 공정
하고 투명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 및 연
구단과의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진행하였다.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과정에서는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추진사항을
직접 감독하였으며, 토론회 참석, 간담회 개최, TV인터뷰 및 출연 등 적극
적인 홍보와 추진에 동참하였다.
도청이전특위의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도청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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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내역
일 정

내

2004
9.15

◦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 본회의장(11:00), 도의원ㆍ도지사ㆍ교육감ㆍ실국장 등 참석
- 위원회 명칭, 위원수, 활동기간, 위원선임, 직무범위 등

2004
10.19

◦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회의실(14:00), 특위위원 참석
- 위원장 오찬규 의원 및 부위원장 강동복 의원 선임

2004
11.20

◦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회의실(10:00), 특위위원ㆍ기획관리실장 등 참석
- 도청이전 추진상황 보고

2005
1.13

◦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회의실(10:30), 특위위원ㆍ기획관리실장 등 참석
-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
※ 용역계약 : 충남발전연구원(’04.11.30, 10개월간)

2005
1.13～14

용

◦ 전남도청 방문, 관련자료 수집
-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 특위위원ㆍ충발연ㆍ기자 등 참석
- 전남도청이전 추진상황 청취, 건설현장 견학, 자료수집 등
※ 사업본부장 윤영기, 도의원 이완식(목포)ㆍ김철주(무안) 참석

2005
4.14

◦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회의실(14:00), 특위위원ㆍ기획관리실장ㆍ충발연원장 등 참석
-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

2005
5.16

◦ 도청이전 특별조례시안 사전설명회 개최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14:00), 특위위원장,ㆍ기획관리실장ㆍ충발연 연구원 등 참석
- 도청이전 추진을 위한 조례시안 설명

2005
6.2～3

◦ 도청이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보령한화콘도(15:00), 특위위원ㆍ도(5인)ㆍ충발연(3)참석
- 도청이전 특별조례시안 사전설명 및 토론
※ 김형석 서기관 특강(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기획법무과장)

2005
6.29

◦ 도청이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도의회 의원회의실(16:00), 특위위원ㆍ도(4명)ㆍ충발연(3)참석
- 조례시안 조문별 설명 및 토론(최종안 마련)
※ 본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ㆍ제안키로 합의

2005
7.1

◦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회의실(13:30), 특위위원ㆍ기획관리실장ㆍ충발연원장 등 참석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 발의)
※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7.5), 만장일치 원안가결

2005
8.7

◦ 특위위원장, TJB 일요초점 토론회 출연
- TJB 공개홀(07:50～48분간), 출연자 : 4인(사회 : 육동일 교수)
- 주 제 : 충남도청이전 어떻게 해야 하나?
※ 오찬규 위원장, 김동완 실장, 최원회 교수 출연

2005
8.12

◦ 특위위원장, KBS-1TV 시사토론회 출연
- 대전방송국 공개홀(19:35～50분간), 출연자 : 5인(사회 :이영애 교수)
- 이영애의 이슈와 현장 - 도청이전 문제
※ 오찬규 위원장, 김동완 실장, 이상선 대표, 김태명 교수 등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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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내

용

2005
8.18

◦ ’05. 8. 18 : 도청이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칠갑산 샬레호텔(16:00), 특위위원ㆍ도(5인)ㆍ충발연(6인)참석
- 향후 도청이전 추진일정 보고(기획관리실장)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10인) 사전심사 등 협의
※ 추진위원 선임기준 확정(3개 항목), 추진위원 선임방법 집행부에 위임
(9개분야 44인, 추천순위에 따라 10인 선정)

2005
8.29

◦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회의실(13:30), 특위위원ㆍ기획관리실장 등 참석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10인)위촉 동의안 심사
※ 특위 원안가결,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8.29) 원안가결

2005
9.20

◦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출범(도)
- 구성인원 : 15인 (당연직 5인, 위촉직 10인)
- 당연직 : 도의회 특위위원장 및 부위원장,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 위촉직 :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도의회 사전동의)

2005
10.4

◦ 제7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회의실(16:00), 특위위원ㆍ기획관리실장ㆍ충발연원장 등 참석
- 도청이전 추진상황 및 도청이전 용역결과 보고(기획관리실장)
-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 발의)
※ 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유혁) 위원 참석(인사소개)
※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10.12)에서 원안가결

2005
10.4

◦ 제8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회의실(15:00), 특위위원ㆍ추진위원ㆍ지원단장 등 참석
- 충청남도 도청이전계획 보고(추진위원장)

2006
2.3

◦ 도청이전 관련 도지사와의 간담회 개최
- 도의회 의장실(14:30),
- 9인 참석(도: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의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도청이전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기획관리실장)
※ 보고받은 자료 전의원(34인)에게 송부

2006
2.13

◦ 제9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회의실(10:00), 특위위원ㆍ추진위원ㆍ지원단장 등 참석
-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평가결과 보고(추진위원장)
∙예정지역 :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
- 예정지역 결정이후 도청이전추진계획 보고(기획관리실장)

2006
2.19

◦ 특위위원장, TJB 일요초점 토론회 출연
- TJB 공개홀(07:40～50분간), 출연자 : 5인(사회 : 육동일 교수)
- 주 제 : 서해안 시대를 여는 충남도청이전 의미와 과제
※ 오찬규 위원장, 김동완 실장, 김준석 교수, 이상선 대표 출연

2006
2.21

◦ 특위위원장, CMB 생방송 이슈&오늘 출연
- CMB공개홀(14:00～25분간), 출연자 : 2인(사회 : 주 향)
- 주 제 :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과 관련
※ 오찬규 특위위원장, 송영철 농수산경제위원장 출연

2006
2.24

◦ 제10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회의실(10:30), 특위위원ㆍ기획관리실장 등 참석
- 충청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사
※ 특위 원안가결(재적위원 15인중 13참석, 찬성9인, 보류4인)
※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28) 만장일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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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활동성과
(1) 도청이전을 위한 타시ㆍ도 사례 자료수집 및 현장견학 등

특

도청이전 위는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확인하기 위해 전남도청 이전사업본부를 방문하였다.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전남도청의 이전과정을
여기서 재원

집

수 하는

확보

및

활동을 하였다.

(2)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통한 도청이전 지원

특위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청이
전 예정지역 선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 구축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확
고히 하려 하였다. 주요 쟁점사항은 도청이전특위위원의 추진위원회 참여
도청이전

와 각 추진기구의 공정한 구성이었다.

변경 등과 같은 후속 조례제정을 추진하

이후 예정지역 결정으로 소재지
였다.

(3) 도청이전의 당위성 홍보 및 예정지역 선정 지원
도청이전

특위의 또

무는

다른 직

도청이전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감대

마무리하기 위한
및 각종 간담회 와

형성이다. 즉 도민의 화합 가운데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방송인터뷰 출연과 신문기고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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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04.10.19),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사진 7>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 방문(’05.1.14),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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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도청이전 조례안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05.8.18, 칠갑산샬레호텔 회의실)

<사진 9> 제9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06.2.13), 예정지 선정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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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제10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06.2.24), 소재지 변경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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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진위원회 활동
1. 추진위원회

회

회 활동은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바쁘게 진행되었다. 초기 추진위원회의 방향 및 추진일정 등 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말과 휴일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여 다양
한 의견제시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것을 통해 추진위원회는 도민의
화합의 방법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으며, 추진위원회의 운영방향을 제시
도청이전추진위원 가 구성된 이후 추진위원 의

한 것이다.

회는 입지선정을 위해 총 1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산적한
결정사항들을 논의하고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갔다. 그리고 그 노력은 예정
지역 확정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살펴
보았다.
추진위원

1) 제1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
명한 의지와 목표를 공유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보
고받고 이후 해야 할 일을 파악하였다.
1차

■ 안건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계획보고(보고2005-1호)
◦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설치계획 보고(보고2005-2호)
◦ 도청이전 후보지선정과 향후 추진계획 용역보고(보고2005-3호)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안)(의결2005-1호)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안)(의결2005-2호)
■ 의결사항
◦ 용역추진상황 공개여부와 부동산투기지역 감점제 도입, 주민신고보상제 구체적 방안 차기 회
의시 결정
◦ 자문위 선임기준(30명) : 시군별 각1인씩 16명, 추진위 14명 선임
◦ 매주 목요일(16:00) 정기회 개최(※단, 9. 25(일)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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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
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 도청이전 예정지역 결정과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도청이전 용역의 결과를 공
개할 것인가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하여 결정할 사
항으로 공개하지 않고, 결정사항에 대해서 바로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차

■ 안건
◦ 부동산가격 앙등지역 감점제 도입방안(보고2005-4호)
◦ 주민신고 포상제 운영방안(보고2005-5호)
◦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개정방안(보고2005-6호)
◦ 도청이전 예정지결정 ROAD-MAP(보고2005-7호)
◦ 과열유치행위 제재방안(의결2005-3호)
◦ 도청이전용역의 공개범위 결정(의결2005-4호)
■ 의결사항
◦ 과열유치행위 감점제 시ㆍ군의견 수렴 후 확정
◦ 브리핑제 실시 및 슬로건 설정
◦ 이외 안건 원안 가결

3) 제3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와 함께 도청이전을 이끌어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공정성 있는 위원 선정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지역을 잘 알 수 있으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서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과는 다른 부분이 지역의 대표하는 자문위원
을 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연고와 전문성을 보다 충분히 고려하여 선
임안을 작성하였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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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 도청이전용역의 공개범위 결정(보고2005-8호)
◦ 도청이전자문위원회 위원 선임안(의결2005-5호)
■ 의결사항
◦ 용역결과 공개(시군 우선 통보)(단, 입지기준, 평가기준 등 차후 공개)
◦ 호남선 분기관련 학자적 양심에 위배하는 충남도 반대인사 제척

4) 제4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청이전 예정지역 결정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담당할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빠
른 추진을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단의 연구내용
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였다.
4차

■ 안건
◦ 도청이전 핵심과제별 T/F팀 운영계획(보고2005-9호)
◦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부과 계획(의결2005-6호)

■ 의결사항
◦ 핵심과제 설정 및 자문단 운영
- 핵심과제 선정 : 3개(이전계획, 입지기준, 평가기준)
- 자문단구성(5개분야) : 추진위 위원(팀장역할)+자문위원회 소위원회 + 도청 및 지원단
(공무원)+연구단 (충발연)
◦ 과열유치행위 감점조치 적용 시점
- 10월18일(조례 본회의 통과후 5일 후): 계도 및 홍보 후 적용
- 과열유치행위 합동단속팀에 추진위원회 위원 참여, 시군협조 요청
※ 현재 시군별 유치행위
- 논산시 : 10월10일 결의대회 및 용역설명회 개최
- 홍성군 : 현수막 게첨( 홍성읍은 제거, 광천읍은 미제거)
- 홈페이지 도청유치 배너 운영 :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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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개발규모, 형태 등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이전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는 조례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결
정되어야 후속적인 입지기준 및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
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핵심과제 T/F팀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지기준(안)이 보고되었으며, 입지기준의 작성 방향에서부터 지표
의 선정 등에 대한 내용까지 방대한 양의 논의가 늦게까지 지속되었고 추
후 논의하기로 하고 연구단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요구하였다.
5차

■ 안건
◦ 이전계획(안)(의결2005-7호)
◦ 입지기준(안)(의결2005-8호)
■ 의결사항
◦ 이전계획 : 제시원안 자문위 자문요구
◦ 입지기준 : 평가방법 시뮬레이션 시현 및 적정성 여부 자문위 회부
◦ 자문단 회의 개최(10/25～26) 확정 및 추진위 워크숍 개최

6) 제6차 추진위원회

논의되는 내용이 매우 많아 그 결과보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향후 추진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전계획 및 입지기준(안)
이 마련되면 해야 할 사항이 바로 도민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공청회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후 전남도청 이전지역인
남악신도시를 방문하여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5차에서

■ 안건
◦ 공청회 방법 및 시기 등(의결2005-9호)
■ 의결사항
◦ 1단계 입지기준에 대한 공청회 실시 : 5권역 구분, 11월중순경 시행
◦ 2단계 평가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한 공청회는 1단계 개최지는 제외
※ 보령 한화콘도에서 진행 후 익일 전남도청 이전지(남악신도시)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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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전계획과 입지기준에 대한 자문결과가 보고되었으며,
결과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추진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 힘
든 내용이었으며, 계획내용과 기준선정에 대해 합리성 및 시ㆍ군의 형평성
측면 등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계획내용는
형태의 한정이나 규모의 한정을 두지 말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지기준은
검토된 기준이 그 목적이나 방법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두를 제시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7차

■ 안건
◦ 도청이전 주민공청회 개최계획(보고2005-10호)
◦ 입지기준(추진위원회)확정안(의결2005-10호)
◦ 도청이전계획(추진위원회)확정안(의결2005-11호)
■ 의결사항
◦ 입지기준(안) 확정
- 연구단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수정ㆍ보완한 입지기준(안)을 공청회에 제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
- 입지기준(안) 공청회에 추진위원이 참석하여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고,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이전계획(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
- 충발연 연구진에서 개발가능지 도출과정과 입지선정기준 평가과정을 시뮬레이션 시현 ⇨ 데이
터 구축 공감
- 입지기준 12개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자문위 회부

8) 제8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청회가 진행중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중
간보고를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지표의 수정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으며, 이후 추진해야 할 가중치 결정 방법, 평가대상지를 몇 개
지역으로 할 것인가 등이 검토되었다.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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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 1차 공청회(입지기준) 중간보고(보고2005-11호)
■ 의결사항
◦ 지난 11.15일부터 4차에 걸쳐 진행 중인 입지기준안에 대한 중간점검과 이에 부수적으로 결
정되어야 할 도시형태 등에 대한 의견조율
- 2005. 11. 24(木) 16:00, 영상회의실, 15명중 10명 참석
◦ 입지기준 중복 또는 상반된 지표 조정필요
- 주요도시와의 거리 중 행정도시는 포함하고 30만 이상 도시는 삭제 등
- 32개 지표 중 -> 25개정도 조정가능
◦ 도시형태(신시가지형, 신도시형), 구별의 실익이 미약
- 오히려 개발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 가중치 결정주체 : 자문위원회 위원 30명
- 가중치 배점방법 : AHP분석
◦ 평가대상지수, 개발규모 등의 부수적 사항은 입지기준 확정과 함께 차기 9차 회의에서 결정(12.1)
◦ 입지기준 결정전 사전조치
- 자문위원회 자문과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시군의견 청취

9) 제9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입지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당초 32개 지표에서
19개 지표로 축소)를 토대로 입지기준 확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가중
치 결정방법으로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AHP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하
9차

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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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 평가기준(안) 검토(보고2005-12호)
◦ 입지기준 가중치 결정방법(안)(의결2005-11-1호)
◦ 입지기준 확정(안)(의결2005-12호)
■ 의결사항
◦ 입지기준 확정
- 당초 32개 지표 -> 존치9, 수정10, 삭제13 => 19개 지표확정
※ 당초 대비 수정ㆍ삭제율 72%
◦ 입지기준 가중치 결정방법 확정
- 가중치의 조사대상 : 자문위원회 30명(시군16, 전문가14)
- 가중치 조사범위 : 입지기준 항목은 물론 세부지표까지 가중치를 부여
- 조사방법 : 설문을 통한 조사 실시(AHP분석 쌍대비교법)

10) 제10차 추진위 개최
10차

회의에서는

준

ㆍ

입지기 에 대한 시 군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

출받아

검토하였으며, 가중치 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형태를 보고하고, 도시규모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평가기준에 대한 공청회 방안도 모색되었다.
■ 안건
◦ 입지기준(확정후) 시군의견 검토(보고2005-13호)
◦ 입지기준 가중치 설문지(보고2005-14호)
◦ 도청이전「도시규모」결정 (안) (의결2005-12-1호)
◦ 도청이전「평가기준」공청회(안)(의결2005-13호)
■ 의결사항
◦ 입지기준 확정 후 시군추가의견 검토
- 5개 시군 15개지표 => 모두 미반영
◦ 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한 도시규모결정
-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감안 300만평 규모로 확정
※ 기타 도시규모에 대한 의견
ㆍ 재정적 안전을 확보하는 자체개발의 규모는 100만평규모
ㆍ 위탁+자체개발 규모는 200만평 규모
ㆍ 도시를 전체적 큰 틀에서 보고 규모를 크게 해야
◦ 도청이전 평가기준 공청회 (안)
-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표필요 → 다음 추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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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1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입지기준에 대한 설명과 시ㆍ군의 동의현황을 보고 받
았으며, 평가기준에 대한 공청회 방안과 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입지기준에 대한 일부 시ㆍ군의 반대의사가 완강한 가운데 문제가 제기된
지 표에 대해 논 의하였으나, 기 존 지 표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 래
지역 설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11차

■ 안건
◦ 입지기준 시ㆍ군 동의현황 보고 (보고2005-15호)
◦ 2차 주민공청회(평가기준) 개최방안 검토보고 (보고2005-16호)
◦ 평가단 구성운영계획 검토보고 (보고2005-17호)
◦ 평가기준 (공청회안)결정(의결2005-14호)

■ 의결사항
◦ 입지기준 시군 동의보고
- 不同議 시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통한 설득과정 거친 후
- 추진위원장 및 위원 시군방문 추진
◦ 2차 주민공청회(평가기준) 개최방안 검토보고
- 평가기준 공청회 도청대강당에서 1회 실시
※ 공청회전 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사전 시군 송부(시군의 충분한 검토 배려)
◦ 평가단 구성운영계획 및 평가기준(공청회안)
- 자문위원회 자문 등 더 많은 보완 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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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2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평가단 구성(안)에서부터 공청회, 평가대상지수의 결정방법 등이 집중 검토
12차

되었다.

■ 안건
◦ 입지기준 시군동의 추진상황보고 (보고2005-18호)
◦ 입지기준 공개토론회 개최계획 (안) (보고2005-19호)
◦ 평가단 구성(안) 검토보고 (보고2005-20호)
◦ 평가기준 공청회 (안)(의결2005-15호)
◦ 제2차 공청회(평가기준) 개최(안)(의결2005-16호)
◦ 평가대상지수 결정방법(안)(의결2005-17호)
■ 의결사항
◦ 제2단계 공청회개최(안)
- 제1단계는 평가대상지선정을 위한 입지기준에 관한 공청회이었고
- 제2단계는 도청이전예정지역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공청회로서 1월중순에 1회 개최하되
-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는 필요시 추가공청회 개최방안 별도검토
◦ 예정지역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안)
- 평가방법 : 평가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평가
- 가중치결정방법 : 현 자문위원(30인)을 대상으로 조사 결정
- 평가항목수 : 16개(15개세부평가항목 + 추가/지리중심성)
※평가항목중 주변도시성격의 내용에서 [인구30만이상 도시와 거리] 은 => 특정지역에 국한된 내용
으로 시군청소재도시의「도시인프라시설」내용으로 대체
◦ 평가대상지수 결정방법(안)
- 數결정과정 검증필요 -> 아직 충분한 자료 미확보로 일단유보
※ 평가대상지수 결정에 대한 원칙과 논리적 근거 제시
=> 제13차 추진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
◦ 입지기준 공개토론회 개최건
- 이미 공청회, 자문회에서 토론된 것 -> 개최 불필요
※ 토론회 개최는 부동의 시군입장만 두둔하고 이전추진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치며 기존 동의13시군
의 또 다른 반발예상
◦ 평가단 구성(안)검토보고
- 평가자 1인이 전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결정
※ 70명을 5개 기본항목으로 1기본항목당 14명이 전문평가하는 방안은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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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3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평가단 구성과 공청회 개최 계획이 확정되었다. 공청회
에 제시될 평가기준(안)도 마무리되었는데, 지역정체성, 행정효율성, 지역발
전성, 지역균형성, 실현가능성의 5개 기본항목과 15개의 세부항목으로 기본
항목당 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3차

■ 안건
◦ 평가단 구성(안)(의결2006-18호) : 원안의결
◦ 평가기준 공청회 (안)(의결2006-19호) : 수정의결

■ 의결사항
<평가기준 공청회(안)>
◦ 기본항목 : 5개
- 세부항목 : 15개항목(기본항목 당 3개씩 구성)

기본항목
지역정체성
행정효율성
지역발전성
지역균형성
실현가능성

세부항목
역사문화성, 전통적 입지관, 환경ㆍ경관
지리중심성, 도로접근성, 철도접근성
경제ㆍ산업여건, 교육 등 생활여건, 대외경쟁여건
지역낙후도, 인구불균형, 산업불균형
토지가격, 국공유지면적, 기반조성여건

※ 평가기준은 앞으로 공청회와 諮問委의 諮問, 시군의 의견을 듣고 동의과정을 거친 후 확정
<공청회 일정>
◦ 일

시 : 2005. 1. 16(월) 14 : 00

◦ 장

소 : 시군의 참석 인원수를 고려 별도 결정

※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회 정도 추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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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4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평가대상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평가기준, 가
중치 결정방법,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특히 자료제시부분)
과 시ㆍ군의 동의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입지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 산출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
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2인, 자문위원회 2인이
참여하여 자료검토를 하기로 했다.
14차

■ 안건
◦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검토 (보고2006-21호)
◦ 도청이전 평가기준 (보고2006-22호)
◦ 평가기준 가중치 결정방법(안)(의결2006-20호)
◦ 평가기준 세부항목 평가방법(안)(의결2006-21호)
◦ 평가기준 시군동의여부결정(안)(의결2006-22호)
◦ 입지기준 산출검증위원회 구성(안)(의결2006-23호)
■ 의결사항
◦ 평가기준 가중치 결정방법
- 가중치 조사주체 : 자문위원 30명
- 가중치 조사 범위 : 기본항목 및 세부항목
- 조사방법 : AHP분석을 통한 쌍대비교법
◦ 평가기준 세부항목의 점수부여 및 산정방법
- 점수하한제 및 세부항목별 순위간 점수차 제한 : 100점 만점제를 채택하되 40점미만 하한
설정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제 : 최상 4명, 최하4명 제외
(즉 평가위원 70명중 62명 합산)
◦ 평가자료의 제시방법
- 모든 판단을 평가위원에게 맡기는 주관적 방식
※ 제공자료 순위, 등급은 무의미 不채택
◦ 평가기준 시군동의 여부결정
- 동의과정 미수행으로 결정
◦ 입지기준산출 검증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2명 +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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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5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평가단 운영 준비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소홀함이 없도
록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평가장소가 결정되었는데, 대전 토지공사의 토
지연수원으로 확정되었다. 이곳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결정 당시에도 이
용되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입지기준에 대한 적용결과를 검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가대상
지가 결정되었다. 총 6개 지역으로 아산, 홍성ㆍ예산, 보령, 당진, 청양, 논
산지역으로 정주생활권역별 최고득점지역 1개씩을 선정하였다.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에서 표준화방법으로 Z-Score값을 사용하는 것은
몇몇 지표에서 적용상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Normal Distribution 값
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추진위원회에 제안하였고 이를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15차

■ 안건
◦ 도청이전평가단 분과위원회설치 및 평가위원배치(안)(보고2006-23호)
◦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결정(안)(의결2006-24호)
◦ 도청이전 평가기준 확정(안)(의결2006-25호)
◦ 평가기준 세부항목 평가점수 부여방법결정(안)(의결2006-26호)
◦ 평가장소 결정(안)(의결2006-27호)
◦ 입지기준 표준화 방법(안)(의결2006-28호)
■ 의결사항
◦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선정 결정 : 정주생활권역별 6개권역
- 북부내륙권(천안, 아산) : 아산시 신창면 일원
- 북부해안권(서산, 당진, 태안) : 당진군 면천면, 순성면 일원
- 중부권(홍성, 예산) : 홍성군 홍북면 일원(예산 삽교 일원 포함)
- 남부해안권(보령, 서천) : 보령시 명천지구(남포면 일부포함)
- 백제고도권(공주, 부여, 청양) : 청양군 청남면 일원
- 대전근교권(논산, 계룡, 금산, 연기) : 논산시 상월면 일원
◦ 도청이전 평가기준 확정 : 기본항목5, 세부항목15
- 기본항목 : 지역정체성, 행정효율성, 성장잠재력, 지역균형성, 실현가능성
◦평가기준 세부항목 평가점수 부여방법 결정
- 등급법과 점수법을 절충한 점수대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기입
※점수대 : 40～50, 51～60, 61～70, 71～80, 81～90, 91～100
◦ 평가장소 결정 : 토지연수원 확정
◦ 입지기준 표준화 방법
- 당초 Z-score를 → Normdist 값으로 변경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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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6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평가단 구성 확정, 평가지침 확정, 평가표 확정을 통해
평가준비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서는 모의실험 및 평가대상지 답사 등에 대한 의견에 따라 준비계
획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으며, 현지답사 등이 이루어졌다.
16차

■ 안건
◦ 충남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단구성(의결2006-29호)
◦ 충남도청이전 평가지침 확정(안)(의결2006-30호)
◦ 충남도청이전 평가표 확정(안)(의결2006-31호)
■ 의결사항
◦ 충남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
- 5개분과 66명확정 (※ 천안, 아산시 미추천)
단, 천안ㆍ아산시는 평가실시 직전(9일)까지 통보하면 인정
- 예비후보자 자격 및 순위 인정 : 시군(6명), 전문가(7명)
- 인정자격자 : 의회추천(보령시) 황의호
◦ 충남도청이전 평가대상지 평가지침
- 평가단이 평가수행에 활용할 기본지침서로 총괄지침과 평가항목별 지침 구분
◦ 충남도청이전 평가표 확정
- 평가위원이 점수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6등급 범위내에서 (최하점수 40점) 주관적 판단
- 평가표 확정 : 지역명칭을 넣는 방식으로 확정
※ 홍성군 홍북면이 2개 시군에 걸침에 따라
→ “홍성군 홍북면 ㆍ 예산군 삽교읍”으로 조정
◦ 기타
- 평가위원 평가대상지 답사시 : 시군 공무원 등 일체 접근 금지
- 평가단 출범식은 추진위원장이 주관(도지사 참석 오해 불식)
- 추진위원회 위원 평가대상지 사전답사(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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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7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준
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긴
급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17차

■ 안건
◦ 평가단 제공 시군홍보물(안)(보고2006-24호)
◦ 도청이전 평가단 지원대책(안)(보고2006-25호)
◦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선결처분)계획(안)(보고2006-26호)
◦ 예정지역 결정이후 도청이전 추진계획(보고2006-27호)
◦ 도청이전 평가단 변경 및 추가(안)(의결2006-32호)
◦ 예정지역 범위 설정(안)(의결2006-33호)
◦ 도청이전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안)(의결2006-34호)
◦ 평가대상지 등 명칭표기 확정(안)(의결2006-35호)
■ 의결사항
◦ 도청이전 평가단 변경 및 추가
- 평가위원 변경 2명, 추가 1명(인정자격자 : 2명)
◦ 예정지역 범위 설정
- 리단위로 하되, 山川으로 구분이 명확할 때는 山川境界
◦ 도청이전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 한반도 전도, 지구본 -> 분과별로 추가 배치
◦ 평가대상지 명칭표기 변경
- 홍성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부포함) →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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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8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평가단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항에 대해 사후승인
절차를 밟았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와 도청이전 예정지역 지정공고(안)
을 확정하였다.
18차

■ 안건
◦ 도청이전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변경(안)(승인2006-1호)
◦ 지가앙등지역 및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부과(안)(승인2006-2호)
◦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보고청취(안)(보고2006-28호)
◦ 도청이전예정지역 지정공고(안)(의결2006-36호)

■ 의결사항
◦ 도청이전 예정지역 지정공고(안) 결정
- 근거 : 조례 제4조
- 개념 : 인구15～20만명 수용할 수 있는 300만평 규모
- 경계설정기준 : 리동으로 하되 구분명확시 산, 하천, 도로, 철도로
- 예정지역 공고 : 홈페이지, 지형도1/25,000, 시군, 읍면에 비치
- 예정지역관리 : 개발행위, 건축허가 제한 → 구역 지정ㆍ고시 후 해제

19) 제19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정지역 결정 이후 추진해야 할 후속조치로서 예정지
역 공고, 충청남도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안),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등
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이로써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정지역 선정까지의 임무를 성실하고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숨가쁘게 달려온 과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1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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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 충청남도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보고2006-29호)
◦ 충청남도 도청 이전 예정지역 지정공고(안)(보고2006-30호)
◦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확정(안)(보고2006-31호)
◦ 도청이전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안)(보고2006-32호)
■ 의결사항
◦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 06.02.13 예정지역 확정하였기 주사무소의 변경
- 이전하는 소재지는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
- 의견 제출기한 2.20
◦ 충청남도 도청 이전 예정지역 지정공고
- 근거 :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제4조
- 목적 : 도청 등의 이전 및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함
◦ 충청남도 도청 이전 예정지역 확정
- 도청이전 예정지역 :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
◦ 도청이전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 설명회 개요 : 2006.2～3월중
- 방법 : 홍성ㆍ예산지역 1회 개최

2. 공청회 개최

회

투명한 추진을 위해 도민에게 약속되었던 사항으로
보다 가까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지기준에 대한 공청회는 5개권역으
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기준에 대한 공청회는 그 결정과정과 결과
를 설명하는 자리로 1곳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공청회는 도민으로 하여금 얼마나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으며, 이후 결과의 수용에 많은 영향을
공청 는 공정하고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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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기준 공청회

ㆍ

권역으로 나누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러한 구분은 지역의 생활권과 다양한 의견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고려하였다.
충청남도 16개 시 군을 5개

<표 64> 입지기준 공청회 일정 및 장소
권 역

대 상 지 역

일

시

장

소

비 고

1권역

천안, 아산, 예산

11.15(화)
14:00～16:30

아산
(시청 대강당)

500석

2권역

서산, 태안, 당진

11.16(수)
14:00～16:30

당진
(종합문예회관)

1,000석

3권역

홍성, 보령, 서천

11.17(금)
14:00～16:30

보령
(종합문예회관)

900석

4권역

공주, 청양, 연기

11.25(금)
14:00～16:30

공주
(종합문예회관)

750석

5권역

논산, 부여, 금산, 계룡

11.22(화)
14:00～16:30

논산
(종합사회복지관)

700석

권역(천안, 아산, 예산)
처음 열리는 공청회인 만큼, 지역 주요인사 참여, 언론 등의 지대한 관심
속에 철저히 자기 시군의 유ㆍ불리점을 구분하여 입지기준 논거를 제시하
(1) 1

였다.

안

시지역인 아산, 천 은 도청이전 형태로 기관이전형을 선호하였으며, 군

신도시형을 선호하였다.
(2) 2권역(서산, 태안, 당진)
3개 시ㆍ군 공히 바다에 입지한 장점을 들어 해양관련 입지기준을 대폭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산시의 정건섭 교수는 가중치부여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도민도 참
지역인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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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처럼 가중치 부여방안

여하고, 도청을 이전하는 정책목 (4가지)도 세부지

균

을 강구하며, 지역적으로 불 형정도를

안

측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제 하였다.

안군의 정락중 개발위원장은 해양물류가 유리한 서부권으로 도청이전
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차원의 입지기준이 고려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추진한다면 도민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당진군의 이홍근 전도의원 등은 해양입지 기준 및 계획된 철도도 입지기
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문화재 보존지표도 반영이 필요하
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불리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완을 요구하였
다. 그리고, 저렴한 개발용지인 석문ㆍ송산지구 600만평에 대한 수익성 분
석결과를 제시하면서 도청이전 비용 및 부지 60만평을 무료로 제공할 의사
를 피력하였다.
(3) 3권역(보령, 서천, 홍성)
겉으로는 3개 시ㆍ군이 공히 도청유치를 위해 정책적인 공조를 하는 입
장이나 그 내면에는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리한 입지기준의 논거
태

를 제시하였다.

확보는 감점기준이 아니라 유리
한 요소이며, 지진지표는 활성단층대도 포함하고, 항만은 예정고시된 것까
지 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부분을 제외하고
예산대비 지방세비율로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서천군의 이상문 교수는 물리적 기준이 너무나 강화되어 완화가 필요하
다고 설명하고, 시ㆍ군간 거리지표는 인구중심성과 중복되며, 지리적으로
충남중심지역이 유리한 기준이 많아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군의 김준석 교수 등은 지역균형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지표는 배제
가 필요(인구중심성, 지역간거리 등)하다며, 지진발생지표를 제외하고, 지리
중심성에서 도서지역까지 포함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
에 없는 공항과의 거리지표는 제외하던지 해미공항을 지표에 포함하여야
보령시의 황의호 지명위원 등은 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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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과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고려하며, 피해규모 등을 산정한
풍수해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4) 4권역(공주, 청양, 연기)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성을 강조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적극 활용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공주시의 정환영 교수는 보전성·환경성 평가에 관한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수변공간 확보는 플러스 요인으로 바
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낙후도, 경지 및 임야의 지가 등 건설비용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고, 행복도시와의 거리지표는 가중치를 낮추는 등의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청양군의 박태신 청양뉴스 대표는 균형발전에 최우선을 두어 비중을 높
이고, 인구중심성은 균형발전과 배치되기 때문에 적정치 못하며, 주요도시
와의 거리 지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충남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지표가
추가되어야 하고, 지진항목은 유지해야하며, 개발형태는 신도시형이 타당하
다고 제안하였다.
연기군의 김 일호 평 ·통 회 장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최 대한 활 용하여
연계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5권역(논산, 계룡, 부여, 금산)
상대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소외되어 낙후지역인 충남 남부지역
에 도청이 입지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논산시의 황복주 교수 등은 신시가형과 신도시형의 중간형태가 용지확보
용이성과 경제성에서 유리하고, 행정중추기능과 연관산업이 병행하여 발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전시와 멀수록 인구유입효과를 크게 본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입지기준에 교육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여야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고, 인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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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시의 김성중 발전협회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권역과 대전권 그리고
계룡ㆍ논산권이 하나로 묶여서 지역거점으로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유
리하다고 설명하고, 입지선정방식을 시ㆍ군별로 1개소씩을 추천받아 예정
지역을 확정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금산군의 김용철 교수는 신도청은 독립적인 발전의 한계로 대도시의 지
원기능을 받는 지역이 유리하고, 접근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을 신도청으로 재조정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여군의 이도학 교수 등은 문화의 세기에 지역의 특성이 발휘될 수 있
계

는 백제의 고도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금강을

양 접점이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유리

중심으로 한 부여, 공주, 청
한 지역이라고

피력하였다.

2) 평가기준 공청회

평가기준에 대한 공청회는 2006년 1월 16일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700여명(홍성 200여명, 예산 200여명, 그밖의 시
ㆍ군 10～50명)이 참석하였으나, 천안시, 아산시 및 당진군은 불참하였다.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많은 도민이 참여하였는데,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강조하였다.
공청회 진행은 김유혁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각 시ㆍ군 1명씩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간담회

양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도청이전 예정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다 한

간담회
1차 간담회는 2006년 1월 16일 도청이전추진위원장실에서 김유혁 위원장
을 비롯한 조연상, 박찬규, 김경숙, 신항식, 오찬규위원이 참여하여 평가기
(1)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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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청회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요내용은 평가기준 공청회와 관련하여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한 13개
시ㆍ군 6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홍성, 예산을 포함 서부
해안권 균형발전에 불리한 지표 삭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에 대해 대응방향
을 논의하였다.
또한, 평가대상지 수에 대해 정주생활권별, 고득점순, 기존용역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으며, 입지기준 검증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참여위
원을 선정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2) 2차 간담회
2차 간담회는 2006년 1월 23일 도청이전추진위원장실에서 김유혁 위원장
을 비롯한 오찬규, 박찬규, 김경숙위원,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의 박기청 단장,
백낙흥 팀장, 강성기 팀장과 충발연의 송두범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평가기
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3) 3차 간담회
3차 간담회는 2006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도청이전추진위원장실에서
조연상, 김명수 추진위원과 최봉문, 이정수 자문위원, 도청이전추진지원단
박기청 단장, 백낙흥 팀장 및 충발연의 조봉운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입
지기준 적용에 대한 검증과정을 진행하였다.
검증과정에서 일반적으로 Z-score 값으로 표준화하는데 지표의 성격에
따라 편중된 값이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Normdist(노
몰디스트리뷰션) 값으로 변환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
시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에 합의하
였다.

4) 현장답사

평가대상지에 대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추진위원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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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이 함께 참여하였다.
현장답사는 2006년 2월 3일에 평가대상지 6개소를 답사하였으며, 여기에
는 김유혁 위원장, 김경숙, 오찬규, 곽유신, 박찬규 위원, 도청이전추진지원
단의 백낙흥 팀장 김성겸, 이영민, 최명규 단원과 연구단의 송두범 연구위
원외 6인이 참여하였다.
원 과 연구

5) 도의회 특위보고

회

회 3층 운영위원회 회의
실에서 김유혁 위원장, 김경숙, 조연상, 김명수, 곽유신, 김동완 위원이 도
청이전특위 오찬규 위원장, 강동복, 김광만, 김기영, 성기문, 송민구, 유영
호, 유환준, 이종건 위원에게 도청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도청이전추진위원 에서는 2006년 2월 13일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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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청이전자문위원회 활동
1.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는

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
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이길영 추진위원, 박천보, 김상겸 자문위원, 박
기청 지원단장, 백낙흥 팀장과 유기철 주택도시과장, 조장하 건설정책과장
및 연구단의 조봉운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주요자문내용은 도시형태(기관이전형, 신시가지형, 신도시형)에 관한 사
항과 개발방식(개발주체 및 개발수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논의결과는 도시형태는 신도시로 추진하되, 신도시와 신시가지형의 절충
형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개발주체는 공공개발로 하고, 직접개발하는 방안
과 위탁개발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개발수법으로 택지개발방식으로
전면 매수하여 단계별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1차 자문

2005년 10월 25일, 추진위원

2. 제2차 자문위원회

회

신항식, 김명수 추진위원, 이진헌, 이
경진, 차일남, 홍형순, 도영준, 문정식, 정병한, 최영국 자문위원, 박기청 지
원단장, 강성기 팀장과 도청의 관계 업무담당공무원인 복철규, 유기철, 조
장하 과장과 연구단의 조봉운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주요자문내용은 입지기준 선정과 평가대상지 수 선정방안으로 논의결과
는 입지기준의 경우 연구단의 입지기준(안)을 조정하여 다시 자문회의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평가대상지 수 선정
방안으로는 의견이 분분하여 고민하면서 점차적으로 좁혀갈 사항으로 정리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차 자문 의는 2005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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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자문위원회

회
진위원, 김갑성, 김학민, 박종찬 자문위원, 박기청 지원단장, 백낙흥 팀장,
조이현 예산담당 그리고 연구단의 조봉운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주요자문내용은 재원확보의 기본방향으로 안정성, 효율성에 문제이며, 이
전사업비의 추정으로 청사건축비, 소재도시개발비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이
었다. 그리고 합리적 재원확보 방안으로 청사 및 도유재산매각, 지방채발행
3차 자문 의는 2005년 10월 26일 도청이전추진위원장실에서 조연상 추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체
축소 계상된 것 같아 실제
필요비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 신도시형으로 선택한다
면 충남도 재정상 위험성이 높아져 규모의 축소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면매수에 가용재원부족으로
지방채발행을 함에 있어 충남도 자립도를 감안한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연구단에서 IRR(내부수익률)분석 자료를 자
문위원회에 제출하면 서면으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자문결과로 이전사업비의 추정이 전 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4.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는 2005년 11월 14일에 도청이전추진위원장실에서 대한주택
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실무자, 자문위원 및 도청 관계업무 담당과장들이
모여 자문회의를 하였다.
주요자문내용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보는 신도청소재도시
의 개발여건이었다. 한국토지공사의 담당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덕R&D
특구, 오송신도시 등 충청권에는 향후 대규모개발사업 수요가 있어 단순한
도청이전만으로는 매력있는 도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
도권의 확실한 수익성에 비해 인구 유입책이 없이는 개발이 곤란할 것이라
는 의견과 함께 규모의 축소를 제시하였다.
4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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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외

줄고 있어 어
떻게 인구를 유입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다만 규모를 축소(100여 만평)
하여 개발한다면 유비쿼터스기반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한주 공사는 현재, 충남서북부를 제 한 지역에서 인구가

5. 제5차 자문위원회

회

준

5차 자문 의는 2005년 11월 28일 입지기 과 관련하여 1, 2차 자문내용

검토와 입지기준(안) 공청회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결과, 입지기준(안)에서 생태자연도 면적 등 8개 지표 삭제, 연안육
역 등 12개 지표 수정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환경지표는 감점요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요소를 추가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개발가능규모지
표는 후보지면적 중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머지
12개 지표는 원안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다.
에 대한 추가

6. 제6차 자문위원회

회의는 2005년 11월 28일 도청이전 비용 산정과 연차별 소요비
용 추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 구체적인 시나리오 별 대안제시가
있어야 만약의 사태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규모를 100만
평, 200만평과 지가30만원, 50만원으로 경우의 수로 비용을 산출하여 비교
6차 자문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제7차 자문위원회

회

평가기준(안) 및 평가방법과 입지기
준 가중치 결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도시의 형태, 규
모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으며, 기본항목을 5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의 조정과 중복되는 항목 및
지표의 조정이 필요하고, 가중치는 균형성 못지않게 실현가능성이 중요하
7차 자문 의는 2005년 12월 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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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별로 1개의 기본항목 평가보다는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하
여 점수부여 방법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8. 제8차 자문위원회

회
대한 타당성분석을

간 컨설팅사와 연구단에서 제시한 재
원에
기초로 도시규모를 검토하는 내용이었는데, 분석
결과 2개 기관 모두 100만평을 최적 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위탁비율 정도
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간 컨설팅사의 검토의견을 보면, 규모분석에 따른 타당성에서 50만평
(할인율 5.5%기준 NPV 114,681백만원 IRR 26.6%)과 100만평(할인율 5.5%
기준 NPV 59,680백만원 IRR 9.4%)의 경우에만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8차 자문 의는 2005년 12월 7일 민

제시하였다.

양률에 따른 사업타당성은 50만평의 경우 분양률 70%정도까지도 사업성
이 있으며, 100만평의 경우 분양률 91%정도까지 사업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연구단의 검토의견을 보면, 100만평은 자체개발이 가능하여 최적의 규모
로, 4,000～7,400억원 지방채발행이 필요하고, 분양가는 140～240만원/평 수
준까지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순수한 개발비용만을 제시한 사항이
다. 200～300만평은 공동개발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소요비용으로 1조500억원～3조400억원가량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
고, 분양가는 180～267만원/평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분

9. 제9차 자문위원회

회의는 2005년 12월 13일에 평가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평
가방법을 평가세부항목(16개 항목)으로 할 것인지, 지표(40여개)로 할 것인
지, 구체적인 자료 보완 후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정량적
9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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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에 대하여 정량적 지표와 함께 평가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방법으로 평가위원 1인이 전 항목 평가 시에는 부작용이 크게 발생
할 우려가 있어 평가위원 별로 전문분야 1개를 평가하되 부수적으로 2개
정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 와 주관적인 정성적 지

10. 제10차 자문위원회

회의는 2005년 12월 20일 평가기준에는 정량평가지표를 최대화
하고, 정성지표는 최소화하되, 정성평가 지표는 주관성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평가문항을 주관적으로 답변(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
다)하는 방법에 대해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평가방법 차원에서는 시ㆍ군추천 평가위원의 담합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강구가 필요한데, 시ㆍ군추천 평가위원 32명과 자체추천 38명의 영향
력을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로 담합방지를 위한 적정한 평가방법을 모색
10차 자문

하기로 하였다.

11. 제11차 자문위원회

회

평가기준에 대해서 입지기준과 동일항
목 평가시 상반되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혼선을 초래한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그 예로 주요도시와의 거리가 입지기준시는 부(-)의 평가에서, 평가
기준에서는 정(+)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평가기준은 정성평가가 원칙적인 만큼 지나친 객관화는 의미를 퇴색시키
고, 평가항목의 척도를 일률적으로 배점하는 것도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
시키는 것으로 평가자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평가방법에 대해 기본항목 중 실현가능성은 객관성 검토가 가능한 만큼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여 평가하고, 가중치부여는 자문위원(30명)이 참여하
11차 자문 의는 2005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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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ㆍ군추천 평가위원도 일정기준
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는 방

12. 제12차 자문위원회

회의는 2006년 1월 18일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전항목
을 평가하되 평가대상지가 많아 자료를 요약하여 제공하되 가공하지 말 것
12차 자문

을 주문하였다.

「타당성이 높고, 낮음」 등 가치판단을 제약하기 때문
에 방향성만 제시하고, 지역정체성 자료항목 중 평가의 등질성과 구별의 실
익이 없는 「문화재 현황」 및 「문화권」은 삭제를 권고하였다. 지역발전성
중 발전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여건」의 세부항목을 산업단
지 면적으로 조정하며, 지역발전성 중 중복성이 있는 산업불균형을 도청이전
의 핵심정책 목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광역시의 영향권」으로 대
체하도록 제안하였다. 환경ㆍ경관을 설명하는 자료항목 내용 중 국립ㆍ도립
ㆍ군립공원을 ‘경관특이요소(바위, 전설, 임상 등)’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제공자료의 내용에

충남도청이전 자문위원 확정(연합신문05-10-07)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7일 도청이전과 관련해 전문적인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 30명을 발표했다.
16명의 자문위원은 시.군별로 1명이 추천됐고 나머지 14명은 도청이전추진위가자체적으로 심의.결정했
다. 자문위원은 ▲국토.도시계획분야 황용주 전(前)중앙대교수, 정병한 도시계획기술사, 최봉문 목원대교
수, 박천보 한밭대교수, 정순오 한남대교수 ▲건축분야 임양빈 건양대교수, 장동민 청운대교수, 장세춘
건축사, 김상겸 대전대교수, 한필원 한남대교수 등이다. 또 ▲환경분야 이진헌 공주대교수, 임경수 ㈜
이장 대표,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송영일 부장과 정회성 팀장 ▲교통분야 도영준 호남대교수, 김동영 단
국대교수, 차일남 서울산업대교수, 문정식 교통안전공단, 박동주 서울시립대교수 등이다. 아울러 ▲경
관.조경분야에는 김남춘 단국대교수, 홍형순 중부대교수, 이경진 공주대교수, 충남대학교 이정수.이진숙
교수 ▲경제분야에는 김학민 순천향대교수, 정용화 가천길대교수, 김성순 단국대교수, 김갑성 연세대교
수, 박종찬 고려대교수 등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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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청이전평가단 활동
1. 도청이전 평가단 구성

평가단은 확정된 6개의 평가대상지를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
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주체로 구성하였다. 평가단장은 평
가단에서 호선선출(조례 제18조 제3항)하되, 시 군 및 도의회 추천평가위원
은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평가위원은 충청남도 16개 시장 군수가 각1인씩
16인, 충청남도의회로부터 16인, 민간전문가 38인을 추천받아(다만, 추천하
지 않는 경우 관련학회 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음) 70인으로 구성하
며, 자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에서 정하였다.
평가단은 평가개시일로부터 예정지역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운영한 다음
해산하며, 평가단장은 예정지역 발표를 담당하였다.
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본평가항목 5개 분야별로 전공을 고려하여
분과를 설치 운영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였다.
<표 65> 평가단 분과의 구성
분

과

전공분야

제1분과

역사･국문학, 조경, 관광 등

제2분과

도로, 교통, 도시, 토목, 건축 등

제3분과

산업, 통신, 통계 등

제4분과

복지환경, 행정, 정치 등

제5분과

경영, 경제, 세무,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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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실시
1) 평가일정

평가는 외부와 격리된 대전소재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에서 합숙
하며 실시하였다. 평가는 2006년 2월 9일(목)부터 2월 12일(일)까지 3박 4
일간 수행되었으며,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를 단장으로 총 66명이 평가에
참석하였다.
1일차는 평가단 출범식, 전체설명회, 분과별 설명회, 2일차 및 3일차는
평가대상지 현장답사, 4일차는 대상지별 평가, 평가자료 검증, 평가결과 발
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6> 평가단의 평가일정
일

1일차

자

2월 9일
(목)

2월
2일차

10일
(금)

2월
3일차

11일
(토)

2월
4일차

12일
(일)

시
간
11:30~12:00
12:00~13:00
13:00~15:00
15:00~16:50
17:00~18:30
18:30~21:00
21:00 이후
07:20~08:00
08:00~09:00
09:00~13:00
13:00~14:00
14:00~18:00
18:30~19:30
19:30 이후
07:20~08:00
08:00~09:00
09:00~13:00
13:00~14:00
13:00~18:00
18:30~19:30
19:30 이후
07:20~08:00
08:00~09:30
09:30~11:40
11:40~12:30
12:30~14:30
14:30~15:30
16:00~16:30
16:30~18:00

상
세
내
용
◦ 등록 및 중식
- 대전 토지공사연수원 집결(등록), 중식
◦ 평가단 출범
◦ 전체 설명회
◦ 분과별 설명회
◦ 석식 및 만남의 장
◦ 개인시간(평가자료 검토 등)
◦ 조식
◦ 개인시간(평가자료 검토 등)
◦ 평가대상지(A, B) 현장답사
◦ 중식
◦ 평가대상지(C) 현장답사 및 복귀
◦ 석식
◦ 개인시간(평가자료 검토 등)
◦ 조식
◦ 개인시간(평가자료 검토 등)
◦ 평가대상지(D) 현장답사
◦ 중식
◦ 평가대상지(E, F) 현장답사 및 복귀
◦ 추진위원장 주최 만찬(구내식당)
◦ 개인시간(평가자료 검토 등)
◦ 조식
◦ 개인시간(평가자료 최종검토 등)
◦ 대상지 평가
◦ 중식
◦ 평가분석(통계분석)
◦ 평가자료 검증 및 대상지발표 준비
◦ 발표 및 기자회견
◦ 도지사 주최 만찬(구내식당)

※ 합숙 당시 날씨에 따라 일정은 변경ㆍ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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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단 출범식

평가단 출범식은 추진위원장을 비롯하여 평가위원과 지원팀이 평가장소
인 토지공사 대전 연수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
가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로 그 임무를 시작하였다.
「충청남도 도청이전 평가단」 평가위원 선서문
나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에 임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일, 나는 일신상의 지식과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최적의 예정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일,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고 평가에 임한다.
일, 나는 합숙평가 기간동안 평가지침과 평가단의 규칙을 준수하고 평가위원으로서 입수한
관련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아니한다.
2006년 2월 9일
충청남도 도청이전 평가단
평 가 위 원
일 동

3) 현장답사

답사는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일차는 2월 10일(금)에 아산시
온양 신창일대, 당진 면천 순성일대, 홍성 홍북 예산 삽교읍 일대를 답사하
였고, 2일차 2월 11일(토)에는 보령 대천 남포 일대, 청양장평 청남일대, 논
산 상월 공주 계룡일대를 답사하였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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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2월 10일)

토지공사
대전연수원

2일차(2월 11일)

<그림 11> 평가단의 답사일정

< 제 1 일차(10일) >

출 발 ⇨(80’)
아산 온양 신창
⇨(50’)
이동
이동
09:00
10:20～11:10
⇨(30’)
오찬
홍성 홍북 예산 삽교
이동
13:30～15:00
15:30～16:20

당진 면천 순성
12:00～13:00
⇨(120’)
이동

⇨(30’)
이동
도착
18:20

< 제 2 일차(11일) >

출 발 ⇨(110’)
이동
09:00
청양 장평 청남
14:20～15:10

보령 대천 남포
오찬
⇨(50’)
이동
10:50～11:40
12:30～14:00
⇨(50’)
⇨(50’)
논산 상월 공주 계룡
이동
이동
16:00～16:50

⇨(20’)
이동
도착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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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청이전 평가표

평가위원들에게 제공되는 평가표는 평가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
급별로 구분하였으며, 평가점수를 기재할 수 있는 표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표 67> 평가표 예시(지역정체성의 역사문화성)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보령시
평가점수 명천지구
91～100
81～90
71～80
61～70
51～60
40～50

아산시
신창면

논산시
상월면

청양군
청남면

홍성 홍북 당진군
예산 삽교 면천 순성

5) 평가실시 및 발표

평가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합숙기간중 평가대상지 답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지에 각각에 대
한 현황설명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이 담당하였다.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현장답사로부터 얻은 정보와 평가대상지
에 대한 문서 및 도면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에 따라
매우 엄정하고 자유롭게 평가하였다.
평가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검
증위원회(분과별 위원장 5인과 평가단장)가 감독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평가위원별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표를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취합하여 입력요원에게 제출하였다. 입력자와 확인자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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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요원은 평가내용을 입력 및 확인하였고, 컴퓨터에 의해 입력
오류를 검산하여 최종 평가위원별 집계표를 출력하였다.
이렇게 출력된 평가위원별 집계표는 평가표와 다시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검증위원회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3단계 검사과정을 거친 평가점수
는 컴퓨터에 의한 집계과정과, 계산기에 의한 집계과정 및 암산에 의한 집
계과정을 거쳐 이들이 일치할 경우, 그 점수를 종합점수로 확정(항목별 가
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는 평가단장이 발표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평가단장이 2006년 2월 12일 국토도시연구원
대강당에서 발표하였다.
평가단은 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구성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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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추진지원단 활동
1. 추진지원단의 구성

례
회
가 발족되면서 관련조례 제16조에 의거 추진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이고 합
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전담 조직인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을 설치하게
도청이전을 위한 조 가 ’05.7.20일 공포되고 9.20일 도청이전추진위원

되었다.

례

회 소속이면서 기획관리실장하에 설치하였으며 정식 기구
의 발족에 앞서 ’05.9.1일 박기청단장, 백낙흥사무관, 강성기사무관, 이영민
주사를 배치하여 당면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후 ’05.12.30일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정식기구로 발족하였다. 사무실도
후생관 6층에 별도로 마련되었으며, 단장과 총괄지원팀, 기획홍보팀 등 총9
명으로 발족하였으나, 예정지역의 확정 및 평가작업 등을 앞두고 인력부족
조 상 추진위원

으로 ’06.1.26일 5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단
총괄지원팀

장

(4급)

(5급)

기획홍보팀

팀원(7명)

(5급)

팀원(4명)

<定員>
합

계

9(14)

※(

4 급

5 급

6 급

7 급

기능

1

2

2(6)

3(4)

1

임 (過 정원 : 행정6급3, 토목6급1, 행정7급1)

)의 인원은 현원

<그림 12>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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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지원팀은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 이전사업용역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평가단 지원업무, 의회 협무협의, 유관기관 협조업무 등을 처리하였
으며, 기획홍보팀은 도민갈등 관리, 홍보 및 공보업무 지원, 부동산 및 난
개발대책 추진, 각종 공청회 및 설명회, 예정지역 경계설정, 시ㆍ군민간 유치
추진위 협조, 이전대상기관 관련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은 추진위원회의 지원업무 도청이전특위 및 추진자문
위원회 의 개 최 및 업 무지원이 주요 업 무 였으며, 부 족한 인 력 과 그리고
예산부족 문제 그리고 예정지역의 확정까지의 시간의 촉박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 추진지원단의 주요 추진업무

회

최

회의 추

2005.9.20일 제1차 추진위원 가 개 된 이후 2006.2.16일 까지 19

회를 개최지원하였으며,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도청이전특위 지원 등
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주요업무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위원

○ 충남도청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제정(’05.7.20)
○ 도청이전추진위원 위촉(’05.8.29)
○ 도청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동의협정서 체결(’05.9.20)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출범(’05.9.20)
○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 완료(’05.10.2)
○ 도청이전추진 업무보고(도청이전특위-’05.10.4)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05.10.13)
○ 시군 과열유치행위단속 T/F팀 구성운영(’05.10.13)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개정(’05.10.31)
○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실무회의 개최(’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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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입지기준에 대한 공청회 개회
- 1권역 : 천안, 아산, 예산(’05.11.15) - 아산시청 대강당
- 2권역 : 서산, 태안, 당진(’05.11.16) - 당진 문예의 전당
- 3권역 : 보령, 서천, 홍성(’05.11.17) - 보령시 문예 회관
- 4권역 : 공주, 청양, 연기(’05.11.25) - 공주시 종합문예회관
- 5권역 : 논산, 계룡, 부여, 금산(’05.11.22) - 논산시 사회복지회관
○ 입지기준 시군의견 수렴(’05.11.29 11.30) - 32개지표, 16개시군
○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등 운영규칙 공포(’05.12.12)
○ 도청이전계획 보고(→도청이전특위)(’05.12.15)
○ 평가기준 공청회개최(’06.1.16) - 한밭대 문화예술관
○ 도청이전추진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기관장회의 개최(’06.1.25)
○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선정(’06.1.26) - 6개권역
○ 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06.2.3) - 도지사, 의장,부의장 등
○ 시장ㆍ군수와의 간담회(’06.2.6) - 도지사, 시장ㆍ군수 등
○ 시군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06.2.6) - 도지사, 시ㆍ군의회 의장
○ 지역 원로와의 간담회(’06.2.7) - 도지사, 지역원로 49명 등
○ 도지사 특별담화문 발표(’06.2.8)- 도지사, 기자단
○ 도청이전예정지역 평가수행(’06.2.9 ～ 2.12. 3박4일) - 한국토지공사연수원
- 1일차 : 평가단출범식(66명, 편가단장 이성근)
- 2일차 : 현지답사 (아산 -> 당진 -> 홍성)
- 3일차 : 현지답사 (보령 -> 청양 -> 논산)
- 4일차 : 평가 및 결과발표 → 홍성 홍북 ㆍ 예산 삽교 확정
ㆍ 평가결과 발표 (평가단장 이성근)
○ 도청이전 특별담화문 발표(’06.2.13) - 도청대회의실
- 서명식(도청이전 예정지역확정, 도청이전예정지역 지정공고, 소재지변
경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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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도의회 특위보고(’06.2.13)
○ 부동산투기 난개발방지 대책회의(’06.2.15. 15:00～)
- 장소 : 대회의실
- 홍성ㆍ예산 읍면장, 군 담당과장, 시군 및 읍면담당자
- 도의 기반조성과장, 산림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적과장, 주택도시과장 등
○ 소재지변경조례 도청이전특위 통과(’06.2.24)
- 찬성 9, 유보 4
○ 소재지변경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06.2.28. 11:00～)
- 만장일치 원안 가결
○ 주민설명회 개최(’06.3.14. 14:30)
- 장 소 : 예산군 문예회관
- 참석인원 : 예산ㆍ홍성군 주민 550명 참석
- 도청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질문 ㆍ답변
○ 소재지변경 조례 공포(’06.3.20)
<표 68> 도청이전추진지원단 팀별 분장사무
구

분

지원단장

추 진 업 무
ㆍ 도청이전관련업무 총괄ㆍ조정

총괄지원팀

ㆍ
ㆍ
ㆍ
ㆍ
ㆍ
ㆍ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
ㆍ 이전용역관리 감독
중앙 및 시군협조사항 처리
ㆍ 지원단 인사 및 복무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ㆍ 평가단 지원업무
의회 협의사항
ㆍ 각급 유관기관 협조업무
실과간 협조업무 처리 및 서무
문서발송, 수발, 관보 및 도보 관리업무 등

기획홍보팀

ㆍ
ㆍ
ㆍ
ㆍ
ㆍ

도민갈등 관리
부동산 및 난개발 대책 추진
도청이전 백서발간
시군 민간 유치 추진위 협조
이전대상기관 관련업무

ㆍ 홍보 및 공보업무 지원
ㆍ 각종 공청회 및 설명회
ㆍ 예정지역 경계설정 방안
ㆍ 지원단 법제 업무
ㆍ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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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사무분장 (’05. 9월)
구

분

직 급
성 명

단

장

행정 4
박기청

○ 도청이전관련 업무 총괄조정

행정 5
백낙흥

○ 팀내 업무 총괄 관리
○ 추진위원회지원

토목 6
이영민

○
○
○
○

이전용역 관리감독, 중앙 및 시군협조 사항
자문단 운영지원(6개)
광역계획권 지정 추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

행정 7
김종환

○
○
○
○

자문위원회(소위원회 6개)ㆍ평가단 지원업무 지원, 의회 협의사항
도시개발계획 및 택지개발 추진
각급 유관기관 협조, 지원단 서무
예정지역 평가기준 작성

기능10

○ 사무보조

행정 5
강성기

○ 팀내 업무 총괄
○ 도민 갈등관리

행정 6
박상권

○ 홍보 및 각종 공청회ㆍ설명회
○ 부동산 및 난개발 대책추진

행정 7
박문성

○ 예정지역 경계설정 방안
○ 시군 민간 유치추진위원회 협조 및 동향관리
○ 이전대상기관 관련업무

전산 7
전상봉

○ 백서발간 및 추진위원회 홈페이지관리 등
○ 회의록 기록, 보존

총 괄
지원팀

기 획
홍보팀

부동산
대책팀
(T/F)

업 무

내 용

○ 자치발전담당(위장전입), ㅇ건축담당(불법건축행위)
○ 농지관리담당(불법농지), ㅇ불법개발행위(도시개발담당)
○ 보호담당(불법산지전용), ㅇ부동산투기(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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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0> 총괄지원팀 사무분장 (’06. 1. 26)
팀 별

담 당 자

총괄팀

총괄팀장
백 낙 흥

사 무 분 장

비

- 팀 업무 총괄

지방토목주사
김 성 겸

-

지방행정주사
이 민 희

- 과내 주요업무 보고
- 조직관리ㆍ인사 운영
- 추진위원회 운영

지방행정주사
최 정 엽

- 각종 조례관련 업무 총괄
- 자문위원회 운영
- 도 본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

지방토목주사
이 영 민

- 보상관련 업무
- 각종용역 및 건설계획지원
- 주민지원대책

지방행정주사
최 명 규

- 특별회계, 예산운영
- 의회업무 총괄

지방행정주사보
김 종 환
기능 8급
유 향 숙

고

-

각종건설 용역 발주
건설관련 공고 의뢰
건설기본계획 현상공모
각종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일반서무
보안업무
특별회계 예산집행
기타 과내 업무 지원

- 문서수발ㆍ워드
- 과내업무 지원

<표 71> 기획ㆍ홍보팀 사무분장 (’06. 1. 26)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팀

장

강성기

○ 팀내 업무 총괄
- 도청이전 기획 ㆍ 홍보
- 주민갈등관리
-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 지원

행정6급

서재청

○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종합관리
○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행정7급

박정완

○ 홍보업무 추진
○ 백서발간

행정7급

박문성

○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TF 지원
○ 시 ㆍ 군 도청이전관련팀 업무협조

전산7급

전상봉

○ 홈페이지 관리 및 사이버 홍보
○ 지역 동향 파악
○ 백서발간 자료 정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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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지원단 인력충원 시급
주민공청회 15일 시작… 7명으로는 준비 역부족
<속보>=충남도청 이전작업의 핵심인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관련
업무를 담당할 추진지원단의 인력 충원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공청회 등 원활한 도청이전 작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행자부에 요구한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직제
편성안이 지난 2일 승인됐으나, 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지원단 구성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주민공
청회는 물론, 입지기준 확정, 이전계획 및 평가기준 마련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도청이전 작업이 차
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지원단 측은 7명에 불과한 상태로 준비 소요가 엄청
난 공청회와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인 만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부서
에서는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당장의 조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지원단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
는 다음주부터 연일 공청회가 열리면 행사 준비와 정리, 그리고 제시된 의견을 서면 정리하는 일들을
하는데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전했다.반
면, 관련 부서 관계자는 “직제 설치에 대한 행자부의 승인이 떨어졌지만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 등 관
련 절차를 거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며 “열악한 업무 환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원
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공청회 개최 등 업무량이 많은 신도청 예정지 선정 단계에 많은
실무 인력이 필요한점을 고려한다면 근무지 조정명령 등 제한적 방법을 써서라도 충원이 이뤄져야 한
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입지기준(안)이 제시되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앞으로가 진짜
이전 작업이 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원활한 이전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일 도가 요청한 서기관급 단장, 사무관 2명, 실무자 8명 등 11명의 직제를 요구
안보다 다소 줄어든 서기관·사무관 각 1명, 실무자 7명 등 9명으로 승인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구성‘난항’(중도일보05.9.23)
인력충원·기구승인 문제 출범지연… 실무차질 불가피
충남도청 이전추진위원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단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 20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던 추진위 지원단이 인력 충원 및 기구 승인
등의 문제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추진위 지원단은 현재 도청 후생관에 사무실만 개소한 채 종전
도청이전업무를 보던 일반정책담당관실 소속 직원 몇 명만 있을 뿐 대다수 책상과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추진위원회 임시회의 및 매주 목요일 열릴 추진위 정례회의 준비
등 위원회 지원 업무는 물론, 추진위 의결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지원단은 지난달 29일 ‘도청이전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지사 산하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두
고 지원단 설치를 법제화 했으나,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총원 증가 등의 이유로 승인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 도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단 인력 충원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진단 출범은 당분
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추진위 지원단 출범이 늦어지면서 도청이전 업무의 결재도 ‘실무자-추진지
원단장-추진위원장’이 아닌 옛 ‘일반정책실-정책기획관-기획관리실장’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립성을 지켜
야 할 도청이전 작업에 도 고위 관계자가 개입한다는 향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올 연말로 예정된 신도 청 입지 선정을 차질없이 마무리짓고 2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위 지원단장 발령 등 지원단 구성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이달로 예정된 추진위 지원단 출범이 기구 승인 등의 문제로 늦어지
고 있다”며 “현원 충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위 구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청이전백서

제❼장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제1절 각 시ㆍ군의 유치활동
제2절 유치경쟁 활동 제재
제3절 입지기준안 미동의 시ㆍ군에 대한 설득
제4절 각계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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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제1절 각 시ㆍ군의 유치활동

ㆍ

각 시 군의 도청이전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정리하였다.

1. 천 안 시
1) 도청유치를 위한 조직의 구성

○ 도청유치 천안시 추진위원회
- 조직구성 시기 : 2002. 10. 30
- 조직의 규모 : 117명
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내용

① 단독 또는 공동 세미나 및 포럼 등의 개최
- 2003. 2. 24 : 21세기 천안발전을 위한 포럼(도청유치 천안추진위원회)
② 홍보활동 전개내용
- 별도 홍보물은 제작하지 않았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추진
3) 주변지역과 연계전략 수립추진

○ 연계한 지역(시군) : 아산시
○ 시기 및 주요내용
- 2005. 7. 29 : 도청유치 천안ㆍ아산 유치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05. 11. 22 : 도청유치 천안ㆍ아산 유치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05. 11. 24 : 천안ㆍ아산 공동의견서 제출
- 2006. 1. 25 : 천안ㆍ아산 공동성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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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청 유치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 2005. 9. : 남서울대학교 용역 발주
5) 기타사항

○ 성명서 또는 입장발표
- 2006. 2. 13 : 도청이전 예정지 발표에 따른 성명서 발표
- 2006. 3. 2 :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에 따른 천안시 입장발표
○ 성명서 또는 입장발표
- 2006. 1. 28 : 플래카드 게첨(90개소)
- 2006. 3. 3 : 플래카드 철거
2. 공 주 시
1) 도청이전을 위한 조직의 구성

○ 충남도청환청추진위원회
- 구성시기 : ’02. 10. 1
- 276명으로 구성
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내용

① 단독 또는 공동 세미나 및 포럼 등의 개최
○ 충남도청 입지선정에 관한 심포지움
- 일 시 : ’96. 6. 11
- 주 관 : 공주향토문화연구회,
- 후 원 : 공주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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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홍보활동 전개내용
○ 소형책자 발간 배포
- ’00년 소행책자(500부)
- ’03년 소행책자(500부)
- ’06년 소행책자(200부)

3) 도청유치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행 내용

○ 충남 중심지역의 신도청 입지 타당성 분석
- 공주대학교(’05, 11)
- 충남도청유치추진위원회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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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주시ㆍ부여군ㆍ청양군 합동 건의문 제출(’05.8.19)
(건의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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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 령 시
1) 도청유치를 위한 조직의 구성

○ 범시민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 조직구성 시기 : 2002. 8. 28
- 조직의 규모 : 204명
- 보령회(기관단체장 모임: 109명), 도의원 및 시의원(18명), 전도의원
(7명), 전시의원(20명), 보령시 위촉위원(3명), 기타단체(15명), 읍면동
추천(32명)

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내용

① 단독 또는 공동 세미나 및 포럼 등의 개최
- 서해안 7개시군 지역신문사 공동 세미나 개최 : 2회
② 홍보활동 전개내용
- 홍보물제작 1회 200부 : 충청남도청
보령이전 후보지 입지 기본구상(안) 홍보물을 배포
3) 도청 유치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 2002. 9 : 보령시 자체제작
4) 서해안권 행정협의회위원
건의문 제출(’ 05. 7.28)

- 보령시장, 서산시장, 홍성군수, 예산군
수, 태안군수, 서천군수(건의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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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 산 시
1) 도청유치를 위한 조직의 구성

○ 사회단체
- 도청유치범아산시민추진위원회
- 조직구성 시기 : 2002. 9. 18
- 조직의 규모 : 188명(연고자 중심으로 구성)
○ 도청유치 T/F팀
- 도청유치 T/F팀 및 자문교수단
- 조직구성 시기 : 2005. 9. 13
- 조직의 규모 : 13명(공무원 7, 전문가 6)
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내용

① 단독 또는 공동 세미나 및 포럼 등의 개최
- 2002. 10. 8 : 도청유치 시민 대토론회 개최
- 2002. 10.25 : 도청유치 시민대학 특강
- 2003. 1. 17 : 추진위원회 회의 및 특강
② 홍보활동 전개내용
- 2002. 9. 23 ～ 12. 31 : 도청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 2002. 11. 10 : 도청유치 홈페이지 구축
- 2002. 11. 10 : 주택공사와 도청부지 무상제공 협의
- 2003. 1. 21, 1. 24 :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현안사항 협의
- 2003. 1. 27 : 서울상공회의소에서 행정수도 이전 및 도청유치 추진전략 협의
- 2004. 3. 10 : 충남도청 아산입지타당성 연구용역결과 道, 충발연 등
기관ㆍ단체 배부
- 2004. 9. 10 : 충남발전연구원 방문 도청유치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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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지역과 연계전략 수립추진

○ 연계한 지역(시군) : 천안,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시기 및 주요내용
- 2005. 7. 29 : 도청유치활동 공동전개 협의(아산, 천안)
- 2005. 11. 24 : 도청이전 입지기준(안)에 대한 아산ㆍ천안 공동건의서 제출
- 2006. 1. 12 : 도청이전 평가기준(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2006. 1. 25 : 도청이전 관련 아산ㆍ천안 공동성명서 발표
4) 도청 유치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 2002. 12. 3. :「충남도청 아산신도시 이전 파급효과 분석」용역 발주
○ 2003. 9. 16 :「신행정수도 및 충남도청 아산입지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5. 서 산 시
1) 도청유치를 위한 조직의 구성

○ 도청유치추진위원회
- 조직구성 시기 : 1990. 11. 12
- 조직의 규모 : 61명(지역 언론인, 교수, 기업인, 사회단체장)
○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 조직구성 시기 : 1993. 9
○ 도청유치 특별위원회
- 조직구성 시기 : 200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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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내용

① 단독 또는 공동 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 1993. 9 :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유치활동 전개(시의원 5명)
- 1993. 11 : 서산시, 태안군 시(군)ㆍ도의원 의회의장 초청설명회
- 1993. 10 : 전 청와대 제2경제수석 오원철씨 방문
- 1994. 1 : 전남도청 이전 후보지 방문(무안군청)
- 1994. 1 : 관내 사회단체장 초청 설명회(JC등 25개 단체)
- 1994. 2 : 충남도지사 방문(도청입지 당위성 설명)
- 1994. 3 : 풍수가 육관 순석우 초청 강연
- 2002. 1 : 도청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시의회 대상)
- 2002. 2 : 전남도청 이전상황 현지답사(도청유치 특별위원회)
- 2002. 7 :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편가(안) 보고회 개최
- 2002. 9 : 도청후보지 선정(음암, 운산, 해미일원 510만평) 시정조정위
원회 개최
② 홍보활동 전개내용
- 1990. 5 : 서산시 도청으로 최적지(충서신문)
- 1990. 5 : 내고장이 도청의 최적지(중도일보)
- 1990. 5 : 7개 시군 도청유치 경쟁(충청일보)
- 1990. 10 : 서산 사회단체 도청유치 운동 활발(중도일보)
- 2001. 12 : 사 홈페이지, 시보에 도청유치방안, 입지당위성 게재 홍보
- 2006. 1 : 충암일보사와 인터뷰(도청이전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처방안)
3) 도청 유치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 2001. 10 : 충남도청 이전 입지적 우월성(자체제작)
○ 2002. 1 : 도청이전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자체제작)
○ 2002. 12 : 서산시 홈페이지에 민간중심의 도청유치방안 제시(의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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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2 : 시보에 도청입지 당위성 게재(향토사학자 이은우)
○ 2004. 8 : 충남도청 유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자체제작)
○ 2004. 8 : 도청유치 논리개발 및 추진전략 자문(시정자문교수단)
6. 논 산 시
1) 도청이전을 위한 조직의 구성

○ 사회단체
- 도청유치 논산시민 추진위원회
- 조직구성 시기 : 2005. 8. 23
- 조직의 규모 : 250여명(국회의
원, 출향인사, 도의원, 시의원, 각
급기관장, 연합번영회, 이ㆍ통장,
새마을남ㆍ여지도자, 지역유지 등)
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 단독 또는 공동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 도청유치 사회단체장 간담회 : 2005. 8. 12
- 도청유치 건양대 교수팀과 간담회 : 2005. 9. 2
- 충남도청유치 설명회 및 시민결의대회 개최 : 2005. 10. 10
○ 홍보활동 전개내용
- 도청유치 전 시민단체 프랭카드 게첨 : 73개소
- 2005 강경젓갈축제장 대형 애드벌룬 게시 : 2개소
- 논산 인터넷 뉴스 도청유치 홍보 : 5회
3) 도청 유치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 충남도청 입지로서 논산 상월지역의 타당성 연구 용역 발주 : 200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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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 양 군
1) 도청이전을 위한 조직의 구성

○ 충남도청유치 청양군 추진위원회
- 구성시기 : ’01. 12
- 구 성 :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군위원, 기관ㆍ단체장, 언론인 등(50명)
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내용

○ 도청유치 범 군민결의대회
- 기 간 : ’02. 9. 7
○ 청양ㆍ공주ㆍ부여 공동건의서 제출
- 기 간 : ’05. 8. 19
○ 추진위원회 개최
- 기 간 : ’05. 10 ～ 11(총 5회)
3) 주변지역과 연계전략 수립추진

○ 공주시, 부여군과 함께 연계
- 기 간 : ’06. 8 ～ 12월
- 도청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협의
- 공동건의서 제출
4) 도청유치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행 내용

○ 청양지역입지 타당성 용역(’02. 5)
○ 청양지역의 신도청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06. 11, 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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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 성 군
1) 도청이전을 위한 조직의 구성

○ 내포지방 도청유치 준비위원회(1995. 11월)
- 서해안지역 9개 시·군 지역대표 40명
○ 범홍성군민도청유치추진위원회(2002. 9. 18)
- 군내 기관, 단체장, 출향인사 등 302명
○ 홍성ㆍ예산 공동추진위원회(2002. 10. 12)
- 양군 추진위원회 임원 10명씩 20명
○ 홍성군도청유치자문의원회 구성(2002. 10. 30)
○ 도청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추진단 조직(2005. 1)
○ 도청유치 추진단의 유치 업무를 기구 개편으로 신설되는 정책정보실
내 정책2분야로 이관 도청유치 업무만 전담토록 조직 강화(2005. 7)
○ 인근 소재 대학의 교수, 지방의원, 언론인 등 11명으로 자문위원회를
확대 구성(2005. 3. 9)
○ 범홍성군민도청유치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2005. 3. 30)

○ 범홍성군민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11개 읍·면단위까지 확대 조직하여
발대식을 통해 702명의 추진위원 위촉
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내용

○ 충남도청 홍주지역유치촉진대회 개최(1996. 2. 2)
○ 충남도청의 내포지방 이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1996. 10. 19)
○ 서산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 입장시 어깨띠와 현수막 제작,
도청유치 홍보(200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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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유치 홍성·예산 공동추진위원
회 발기인대회 개최(2002. 10.
○

25)

마

유

홍성 용봉산 사조 을에서 도청
치

창립총회

유

및 도청 치 당위성

최

홍보를 위한 심포지엄 개 (2002.

○

11. 26)

회

홍주문화 관에서 충남도청 서해

안지역 이전을 위한
최(2005. 8. 22)

심포지엄 개

3) 주변지역과 연계전략 수립추진

○ 예산군과 공동으로 홍북면과 삽교읍 일원을 도청이전 후보지로 신청
○

(2002. 9. 23)
홍성·예산 군수가

양군공동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키로

합의(2002.

10. 12)

○ 내포지역 5개시·군(홍성, 예산, 서산, 태안, 당진) 시장·군수가 내포지
역으로 도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할 것을 합의(2002. 10. 21)
○ 도청유치 홍성·예산 공동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 개최(2002. 10. 25)
○ 홍성군수, 홍성군도청유치추진위원장 등이 서해안 지역 시·군을 방
문, 도청의 서해안지역 유치에 협조를 당부(2005. 5)
○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열어 6개 시·군(홍성, 보령, 서산, 서천, 예산,
태안) 시장·군수들이 충남도청 서해안권 이전촉구 결의문 채택(2005. 7. 28)
4) 도청 유치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 전문가 의뢰 도청이전 홍성·예산 후보지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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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보완용역 발주(2004. 11)
○ 충남도청의 서해안 지역 이전의 당위성과 홍성·예산지역의 도청이
전 후보지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이론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예산군과 공동으로 완료, 추후 입지기준과 평가기준 설정에
대응하는 중요 학문적 자료로 활용(2005년 10월)
9. 예 산 군
1) 도청이전을 위한 조직의 구성

○ 예산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1989년 10월)
- 61명(예산군개발위원회 30, 예산공동추진위원회 20, 총괄운영 5, 학술연구원 6)
- 조직 보완구성 : 2002.8월, 2004.9월, 2005.3월
○ 도청유치 공동위원회 구성(1995년 11월)
○ 예산군의회 도청유치특별위원회(2002년 8월)
- 예산군의회 의원 12인
○ Task Force팀(2004년 7월)
- 예산군청 공무원 2인
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내용

① 단독 또는 공공 세미나 및 포럼 등의 개최
- 도청유치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포지방도청유치추진위원회
지역총회 개최(1996. 1. 24)
- 도청유치 촉진 및 결의 예산군개발위원회 개최(1996. 2. 6)
- 도청유치 포럼 개최(1996. 2. 17)
- 도청유치 심포지엄 개최(1999. 11. 25)
- 범군민 도청유치추진대회 개최(2002. 10. 23)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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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자율방범연합회 도청유치 결의(2002. 11. 16)
- 재경 예농 총동문회 정기총회시 도청유치 홍보(2002. 11. 20)
- 재경 예산군 향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시 도청유치 홍보(2002. 11. 25)
- 도청유치 심포지엄 개최(2002. 11. 26)
- 도청이전입지기준 및 측정지표 확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3회)
- 도청이전 대토론회 참석(2004. 7. 16)
- 예산군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임원과 간담회 개최(2004. 8. 11)
- 읍면체육대회 및 각종축제 행사시 도청유치 홍보(2004. 9～12)
- 재 인천 예산군민회 정기총회시 도청유치 홍보(2004. 10. 17)
- 충남도청 서해안지역 이전을 위한 심포지엄 합동 개최(2005. 8. 22)
- 해양·항만도시가 충남도청 입지에 미치는 영향 학술심포지엄 참석(2005. 9. 6)
- 도청유치 심포지엄 합동 개최(2005. 9. 27)
- 도청이전 2단계(예정지 결정) 주민공청회 참석(2006. 1. 16)
② 단독 또는 공동 세미나 및 포럼 등의 개최
- 도민체전 개회식에서 도청유치홍보(2002. 10. 10) : 어깨띠 200개, 프랭카드 3개
- 도청유치홍보물 제작(스티커 4,200매, 팜플렛 등 5종 20,000부)
- 예산군자율방범연합회 단합체육대회시 도청유치 결의문 채택(2002. 11. 16)
- 읍면장 회의시 도청유치 범군민 참여유도 홍보(2002. 11. 19)
- 산불예방결의대회시 도청유치 결의문 채택(2002. 11. 21)
- 도청유치 서한문 발송 및 차량용홍보물 제작배부(2002. 12)
- 도청유치 홍보협조를 위한 기관방문(2003. 1. 3)
- 도청유치 홍보용 스티커 제작(2003. 2월 : 제작수 4,200매)
- 예산군 읍·면체육대회시 도청유치 홍보(2004. 9. 10～10. 6)
- 공주산업대 대동제 행사시 도청유치홍보(2004. 10. 5～10. 6)
- 도·군의원과 간담회시 도청유치홍보(2004. 10. 14)
- 제24회 장애인의날 행사(예산군 문예회관)시 도청유치홍보(200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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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체전시(천안시) 도청유치홍보(2004. 10. 21～10. 24)
- 사과축제 행사(예산군 공설운동장)시 도청유치홍보(20004. 10. 21～10. 24)
- 내포문화권 심포지엄 개최시 도청이전 홍보사업 홍보(2005. 2. 1)
- 주요지점 중추절기간중 충남도청 유치 홍보(2005. 9. 16～17)
- 충남도청 유치 서명운동 전개(2005. 9. 16～10. 31)
- 범군민 참여유도를 위한 도청유치 홍보용 배너제작(예산군홈페이지) : 2002. 11
- 도청유치홍보사업(깃발제작 500개, 프랭카드 게첨 100개소)
- 도청유치 홍보관련 신문보도(중앙 및 지역일간지, 군보, 인터넷 등)
3) 주변지역과 연계전략 수립추진

○ 예산군과 홍성군, 기타 서해안지역 시·군
- 도청유치공동위원회회의(1996. 2. 17)
- 내포지역(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 도청유치 협의(2002. 10. 4)
- 예산·홍성 도청유치협의(2002. 10. 9)
- 예산·홍성군수와 도청유치 공동추진 협의(2002. 10. 12)
- 내포지역(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 5개시장·군수협의(2002. 10. 21)
- 도청유치 예산·홍성공동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개최(2002. 10. 25)
- 도청유치 예산·홍성 공동추진위원회 감담회 개최(2002. 11. 13)
- 도청유치 예산·홍성 공동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개최(2002. 11. 26)
- 도청이전 관련 예산·홍성 실무자 회의개최(2004. 7. 26)
- 신행정수도 및 도청이전 대토론회 개최(2004. 8. 16)
- 도청이전 추진 중인 선진 타시도 벤치마킹(2005. 2월)
- 예산·홍성군 담당부서 충남도청이전추진지원단 업무협의 방문(2005. 3. 4)
- 도청유치추진위원회(예산군, 홍성군) 임원 간담회(2005. 7. 26)
-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서산, 보령,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단체장 행정협의회의 충남도청 서해안권 이전촉구 결의(2005. 8. 1)
- 도청유치추진위원회(예산군, 홍성군) 임원회의(200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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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홍성군의회 의원 합동간담회(2005. 8. 19)
- 도청유치추진위원회(예산군, 홍성군) 임원회의(2005. 9. 1)
- 서해안지역 시·군회 의장 및 도의원 간담회(2005. 9. 14)
- 도청유치추진위원회(예산군·홍성군) 임원 간담회(2005. 10. 11)
- 도청유치추진위원회(예산군, 홍성군) 임원 및 관계자 간담회(2005. 12. 14)
- 도청유치 관계자(예산군, 홍성군) 간담회(2006. 2. 2)
- 도청유치 관계자(예산군, 홍성군) 간담회(2006. 2. 21)
4) 도청 유치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 충남도청의 입지선정에 대한 우리의 주장 연구용역
- 발 주 처 : 사단법인 예산군 개발위원회(1995년)
○ 충남도청이전을 위한 예산군·홍성군 후보지의 타당성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 발 주 처 : 예산군도청유치추진위원회(2002년)
○ 충남도청 예산·홍성지역이전 당위성 개발연구용역
- 발 주 처 : 범예산·홍성군민 도청유치추진위원회(2005)
-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윤준상 교수
5) 기타사항

○ 예산군개발위원회 도청유치를 위한 모임 개최(1999. 10 .27)
○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로서 내포지역의 타당성 자체분석(2001. 11)
○ 내포지역 5개 시장·군수 도청유치 협의(2002. 10. 21)
○ 재경 예농총동문회 정기총회시 도청유치 홍보(2002. 11. 20)
○ 도청이전 추진중인 선진 타시도 벤치마킹(2005. 4～8월)
○ 서해안권 행정협의회(8개시장·군수회의)시 충남도청 서해안권 이전
촉구 결의문 작성(2005. 7. 28)
○ 도청유치활동 활성화방안 및 향후추진계획협의를 위한 예산군개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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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2005. 8. 16)
○ 도청이전 주민공청회 참석관련 토론자 회의(2005. 11. 14)
○ 도청이전 관련 주민공청회 참석(2005. 11. 17)
○ 도청유치 자문교수단과 30여차례 유치전략 회의개최
○ 예정지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확정(2006. 1. 26)
○ 예산군의회 간담회시 평가일정 설명(2006. 2. 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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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태 안 군
1) 도청이전을 위한 조직의 구성

○ 서해안권행정협의회(2003년 5월)
- 태안, 서천, 홍성, 예산, 청양, 당진, 서산, 보령 시장 및 군수(8명)
○ 민ㆍ관 지원협의체(가칭)
- 군수, 군의장, 개발위원장, 관계공무원 3명(6명)
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내용

○ 태안군-서산시 도ㆍ시ㆍ군의원, 의장 초청 설명회
- 기 간 : ’93. 11
○ 내포지역 간담회
- 태안, 서산, 당진, 홍성, 예산
- 기 간 : ’02. 10
○ 제2회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개최
- 기 간 : ’05. 7
3) 주변지역과 연계전략 수립추진

○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예산, 청양, 당진
- 기 간 : ’05. 7. 28
- 내포문화권으로 도청유치 공동노력
○ 태안, 서산, 당진
- 기 간 : ’05. 9. 21
- 도청 유치 등 당면 현안사항 공동 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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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 진 군
1) 도청이전을 위한 조직의 구성

○ 특별 추진위원회 구성
- 도, 군의회, 사회단체장, 지역인사 등 20여명, ’04. 9월
○ 군의회 도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 군의회 의원 13인, ’04. 9월
○ 도청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
- 구 성 : 500～800명선(각계각층 총망라)
- 추진위원회內 집행위원회 구성(100명)
2) 도청이전을 위한 행사개최 내용

○ 도청유치 5만 군민서명 운동 전개
- 기 간 : ’04. 8～10월
- 대 상 : 5만명(전군민)
- 내 용 :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주관하에 서명운동전개

○ 도청유치 심포지엄 개최
- 기 간 : ’04. 9～10월
- 주 체 : 도청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 내 용 : 도청유치 당진이전
당위성 연구발표
○학술심포지엄
- 일 시 : 2005. 9. 6(화) 13:30～16:30
- 장 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대전 유성구 중동)
- 주 관 : 당진군 도청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 주 제 : 해양 ㆍ 항만도시가 도청입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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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청 유치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

ㆍ단점등 논리개발을

도청이전 후보지로서 적합성, 우월성 장

위한

용역발주, 2004. 08

行首·도청이전설 타고 부동산투기 홍성·예산 61명 적발(충청투데이05-03-18)
신행정수도 이전 여파와 충남도청 이전설로 부동산 투기바람이 휩쓸고 있는 홍성과 예산지역에서 부동
산 투기에 가담했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홍
성과 예산지역 부동산 투기사범 61명을 적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2명을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
면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들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조세부과를 피하고 거래시점간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타인 명의로 조세를 회피하는 명의신탁 행위가 많았으
며 무등록 중개행위와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수도 포함됐다

충남도청 유치전 과열 우려(대전일보05-07-11)
지역 갈등 유발·지방 선거 이용 지적도
최근 ‘충남도청이전특별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일선 시·군이 도청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
이고 있는 가운데 과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충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홍성·예산군
은 조만간 공동으로 도청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입지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한 이들 자치단체는 내달부터 ‘도청유치
심포지엄 및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행사장마다 도청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 주민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당진군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당진-상주, 당진-천안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점을 내세워 도청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도청이전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최근 공모한 도청이
전 관련 표어 가운데 최우수작을 선정 자동차용 스티커로 만들어 군민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보령시도
조만간 도청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시·군 관계자들을 초청 ‘도청이전 관련 세미
나’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 천안시도 조만간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소집 대책회의를 갖고, 공주시는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과 논리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충남도청 이전 조례는 도청 후보지 선정과 이전사업
전반을 오는 9-10월중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유치전 과열은 지
역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추진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해당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도청유치를 세몰이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작업은 각계 전문가와 시·군 대표자가 참
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공청회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유치활동이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지역이 아니
면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와 일부 정치꾼들의 내년 선거를 노린 정략적 유치전이 감지되고 있다”며 “추
진위 구성과 운영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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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유치전 시·군 '합종연횡' 양상(충청투데이05-08-02)
인접지역간 연합전선 구축… 3~4개 권역 경쟁구도
충남도청 유치를 위한 시·군간 경쟁 구도가 '각개전투'에서 '합종연횡'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지
난달 20일 도청 이전 관련 조례가 공포된 이후 도청 유치를 위한 16개 시·군간의 치열한 물밑 경쟁
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인접 시·군간 연합 전선 구축을 통한 권역별 대결 양상이 전개
되고 있다.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서산·보령·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당진) 단체장으로
구성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산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도청의 서해안권 이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충남 발전의 백년대계와 지역간 균
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도청 이전 후보지는 반드시 서해안지역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서해안권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난달 29일 양시의 부시장 및 도청 유
치 민간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도청 유치를 위한 공동 추진위원
회 구성에 합의했다. 양 도시는 내부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공동 유치 활동
을 전개키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간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선다는 복안이
다. 또 공주시와 부여·청양군은 3개 시·군 접경지역으로 도청이 이전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
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단체장 회의를 갖고 구체적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산
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상월면 일원이 도청 입지로도 매우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계룡시와
공동 보조를 맞춰 이를 관철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도 관계자는 "3~4개 권역별로 도청 유치전이 전
개되는 것은 시·군간 사분오열되는 것을 막고 도청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결집시키는 효과
가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개별 시·군이 유치에 나설 때보다 휠씬 배가돼 심각한 지역 갈등을 유
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혹스런 충남道 "하지 말랬는데…" (충청투데이05.10.11)
논산시, 충남도청 유치 결의대회 전격 개최
충남도가 시·군간 도청 유치 과열경쟁을 잠재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논산에서 민간단
체 주도의 도청 유치 결의대회가 열려 도 실무진을 당혹케 했다. 도는 이날 도청 유치 논산시민추진위
원회가 논산시청 대강당에서 임성규 시장과 김영운 시의회 의장, 정은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과 시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유치 설명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는 지난달 20일 도청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16개
시·군간 동의협정식에 이어 이달 4일 도의회 도청 이전 특위에서 시·군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유형별
감점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논산시가 돌발 행동(?)을
강행하자 개별 유치전이 또 다시 점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논산시는 지난 8월
건양대에 도청 유치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이날 행사는 용역결과를 도청 유치 추진위원들
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시는 당초 도청 이전 추진위원장이 총장으로 있는 금강대에서 대
규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외부의 눈총을 의식,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
산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회 수준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
시민추진위가 주최하는 행사를 시에서 강력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도의 방침을 따라 최대한
유치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행해진 시·군 유치
활동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인 틀 안에서 개별 유치활동을 강력
히 단속, 과열 양상을 잠재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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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치경쟁활동 제재
1. 감점부과 방안 추진
1) 도 - 시ㆍ군간 동의협정(2005년 9월 20일)

ㆍ군 등에서의 도청유치활동은 도청이전조례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만
하여야 하고 위반 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재방안을
시

강구하도록 하였다.

2) 과열유치행위 감점방안 도입(2005년 9월 26일)

회

도청이전추진위원

마련하였다.

회의에서 감점방안

제2차 본

도입을 위한 기

준안을

3) 감점기준에 관한 의견수렴등 실시(2005년 9월 27일-10월 12일)

- 유형별 감점기준(안)에 관한 시·군 의견 수렴(’05.9.27～9.28)
- 감점기준(안) 및 시·군 의견수렴결과 도청이전특위 보고(’05.10.4)
-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감점기준 명시(’05.10.12)
□ 의견조회 경과
○ 2차 도청이전추진위 본회의시(9.25) 의결된 과열유치행위 감점제 도입을 구체화하기 위
해 지원단에서 감점방안 마련(9.27)후 시·군 대상으로 긴급 의견 조회 실시
□ 의견조회 결과
○ 16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는 감점방안에 동의, 4개 시·군(홍성,예산,공주,부여)에서
감점방안에 대한 강화 또는 완화의견과 추진과정에서의 정보공개 등 건의사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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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감점방안에 대한 시·군 의견 및 검토 의견
시 ·군 의 견

<예산군>

검토 의견

◦도청이전 추진절차 등 일반적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은 가능

◦ 추진위 감점방안에 따를 경우 시·군의 자체적 도청 유치활동과
홍보를 실시할 수 없다고 2가지를 요구
◦관 및 도청유치를 위한 민간
1) 시·군 소식지를 통한 홍보 허용
단체의 유치홍보는 기존(안)
2) 소형 스티커를 영업용 택시에 부착 홍보 허용
대로 감점 조치 필요

<홍성군>
◦ 부동산 투기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내의 유치운동의 허용과
추진위가 제시한 감점방안의 완화를 요구
◦도청이전 추진절차 등 일반적
1) 신문(일간지,주간지, 시·군보 포함)을 통한 유치 행위에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은 가능
대해 시·군 행정구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광고 또는 기고의
허용을 요구
2) 시·군 행정구역내 주민대상 전단지 제작·배포의 허용 요구 ◦시·군 행정구역내에서의 유치
행위도 기존(안) 대로 감점
3)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도청유치 운동 허용 요구
조치 필요
4) 시·군 행정구역내에서의 도청유치를 위한 현수막 게첨,
입간판 설치 허용 요구
5) 시·군 행정구역내에서의 민간단체 주관하의 설명회 공청회
등 허용 요구

<공주시, 청양군>: 제출 의견이 대부분 공통됨
◦감점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1)의 경우 감점대상에 포함조치
1) 추진위원, 자문위원, 평가단 상대 개별접촉 유치 홍보
하되 감점 점수는 1건당 5점
(1건당 10점 감점)
으로 조치
2) 시·군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유치홍보(1건당 5점감점)
2)의 경우 3점 감점 조치
3) 각종 회의서류 여백에 홍보문안 게재 배부(1회당 2점 감점)
3)의 경우 1점 감점 조치
4) 사무용 기자재를 이용한 홍보(1건당 2점 감점)
4)의 경우 1점 감점 조치

◦ 감점기준 강화 요구

◦ 감점방안외 건의사항
1) 시·군 이전예상지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자료등 추진위
, 자문위, 평가단에 공식제출 허용 요구
(시·군당 2～3종 범위내 1회에 한함)
2) 추진위 등 운영상황 신속한 통보 요구
3) 도청이전 홍보물 신속 배부 요구

◦감점방안외 건의사항은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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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열유치행위 감점 방안
1) 과열유치행위의 개념 및 유형

열유치행위의 개념은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추진위원
회에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 또는
승인한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발제, 토론, 설명, 의견제시 등을 하는 행위
및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로서 관 주도
뿐만 아니라 민간인(민간단체, 각종 개발위원회, 시·군의 자문위원 등)의
과

행위도 모두 포함한다.

열유치행위 유형은 도청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모임의 결성(단,
시ㆍ군의 의견제시를 위한 1개의 단체나 모임은 허용)과 방송, 신문, 통신
또는 잡지 등 간행물 및 전단지 등에 자기지역으로의 도청유치를 위한 내
용을 제공, 게재, 홍보하는 행위, 도청유치를 목적으로 현수막, 입간판, 애
드벌룬 등 각종 시설물 등을 이용한 행위(예: “도청은 ○○지역으로” 등),
도청유치를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집회,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발언 등으로 구분된다.
과

2)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처리

열유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는 도청이전추진지원단 및 관련 TF
팀의 적발 또는 시·군 및 주민에 의해 신고된 행위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여부 확인 후 감점기준에 의거 벌점을 부과한다.
도청이전예정지 평가시 최종 감점 처리는 개별적인 과열유치행위에 부과된
모든 벌점을 합산하여 시·군별 누적 점수를 계산 후, 최종감점 점수 산출방식
에 의거 감점 조치하며,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예정지 평가시 총감점 비율은 향
후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예: 100점 만점시 최고 2점 감점)
개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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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열유치활동 단속방법

단
단속은 TF팀 구성을 통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 및 사실 확인을 통해서도 감점한다.
도청이전추진 의 정기

<표73 > 과열유치행위 유형 및 감점기준
과열 유치행위 유형

기구·시설물
이용
과열유치행위

행사 등을 통한
과열유치 행위

비 고

- 유치를 위한 광고방송(3)
- 방송출연 유치발언 등(2)

1건당 감점

신문 (일간지 및
주간지, 시·군
보 포함)

- 유치를 위한 광고(3점)
- 유치행위가 명백한 기고 등(2점)

1건당 감점

잡지

- 유치를 위한 광고(3점)
- 유치행위가 명백한 기고 등(2점)

1건당 감점

전단지

- 전단지 제작·배포행위(3점)

1건당 감점

서류 및 사무용품

- 회의서류 등 여백활용 및 사무용품 홍보(1점) 1건당 감점

인터넷 광고

-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3점)
- 시·군 홈페이지 활용 유치홍보(3점)

1건당 감점
(1일 1건 간주
매일 감점)

현수막

- 현수막 1개당(1점)

1개당 감점

입간판

- 입간판 1개당(1점)

1개당 감점

애드벌룬

- 애드벌룬 1개당(3점)

1개당 감점

차량광고

- 정지된 차량광고(2점)
- 차량을 이용한 이동광고(3점)
- 스티커 부착(1점)

1건당 감점

집회행위

- 유치를 목적으로 세결집을 위한 다중집회
개최·지원시(3점)

1건당 감점

토론회 등

- 유치를 위한 토론회·세미나· 워크숍 개최시(3점)
1건당 감점
- 토론회 등에 참여 지역으로의 유치발언 등(2점)

방

언론·통신 등을
통한
과열유치행위

감점 기준

송

- 추진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평가단에 대한
기타 과열유치행위

개별접촉을 통한 유치행위(5점)
- 유형화가 어렵지만 과열유치행위 임이 명백한
행위는 추후 추진위 심의를 통해 최고 3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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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열유치행위 점검

열유치행위에 대한 초기대응을 위해 조례공포 이전 10월 18일부터(조
례개정 의결후 5일간 홍보 후 감점조치 실시) 시행한다.
감점기준 통보 및 기 게첨된 현수막(논산,홍성), 인터넷 배너창(홍성,아산,
청양) 정비 등 과열유치행위 자제를 요청하고 단속은 10월 18일(화)부터
과열유치행위 단속 TF 활동을 실시하여 적발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추진
위원회 심의후 감점조치한다.
과

□ 점검개요
○ 일 자 : 2005. 10. 18(화) ～ 10. 19(수)
○ 장 소 : 도내 16개 시ㆍ군
○ 점검반 : 8개팀 16명 (2인 1조 점검)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3명 동행(10.18)
- 오찬규 위원 : 홍성, 예산 지역 방문
- 김용관 위원(건양대 교수) : 부여지역 방문
- 이길영 위원(대전대 교수) : 논산지역 방문

□ 점검결과
○ 전 시ㆍ군에 걸처 과열유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음
○ 9.20일 체결한 도-시ㆍ군간 동의협정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페어플레어 하겠다는 분위기
○ 현수막 등을 설치했던 시ㆍ군 (홍성, 예산, 논산)들도 철거반을 구성하여 현수막 등을 자진철거
<자진 철거 내용(10.13부터 10.17까지 철거현황임)>
- 공주·아산ㆍ청양 : 홈페이지내 도청유치 배너 삭제
- 논산 : 현수막 24개 철거,
- 홍성 : 현수막 43개, LED전광판 광고 중단, 홈페이지 배너 삭제 및 전화 홍보 컬러링 제거
- 예산 : 현수막 5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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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유치과열 감점제‘약발’(대전일보05-10-18)
시ㆍ군들 잇단 현수막 철거ㆍ집회취소
충남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부당한 도청 유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하자 일선 시·군
들이 도청 유치를 위해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청이전 추진위는 18일
도내 16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1차 현장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번 단속에서 도 공무원 16명을 각 시·군에 투입, 도청이전 조례에서 정한대로 과열 행위를 위반한
시·군을 적발, 감점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배포, 입간판
설치, 다중집회 개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처럼 추진위가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하자 17일 각
시·군들은 감정으로 인한 평가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다급하게 움
직였다. 그동안 시내 곳곳에 도청유치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온 논산시의 경우 추진위 철거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20여개의 현수막을 모두 없앴다. 홍성군도 내포사랑 큰 축제와 광천토굴새우젓 및 조선
김대축제 등의 행사를 맞아 주요 관광지에 ‘도청은 서해안으로’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이
날까지 모두 철거했다. 예산군 등 다른 시·군도 추석연휴 기간 귀성객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쳤던
현수막을 말끔히 정리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지난 10일 논산시의 ‘도청이전 용역보고회’를 계기로
도청 유치를 위한 다중집회 개최를 검토했지만 추진위가 이번 주부터 감점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모두
취소하기도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과열유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감점
처리돼 예정지역 평가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 시·군에선 과열 유치행위를 더 이
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진위는 이번 1차 단속에 이어 시·군별 주민공청회가 열리는 11
월 초 다시 과열 움직임이 재연될 경우 2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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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입지기준안 미동의 시ㆍ군에 대한 설득
1. 입지기준 동의 시ㆍ군 현황

회

준 확정한 이후, 5개 시군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합의 동의과정(추진위 10차 본회의 보고, 12. 8)을 진
행해 왔으나, 13개 시ㆍ군에서 동의하고 3개 시ㆍ군에서 부동의 하였다.
시군별 동의현황을 보면, 동의 시군은 13개(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금산,
부여,연기,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시군이고 내부동의한 시군은 부여군과
청양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지기준에 부동의한 시군은 천안, 아산, 당진군 등 3개 시군이었다.
각 시군별 부동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천안시는 4개 지표(지가, 개발비용, 자립도, 인구중심성)수정 또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고, 아산시는 5개 지표(인구중심성, 지가, 주거용 토지, 자립도,
도시경쟁력)수정 또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당진군은 3개 지표(지가,
상수원거리, 공항ㆍ항만)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가능하면 입지기준에 대해 모든 시군이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하에 3개 미동의 시군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후, 해당시군을 위원장 등이 방문하여 설득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1일 도청이전추진위원 에서 입지기 을

2. 시ㆍ군 방문 설득
1) 천 안 시

○ 때ㆍ대상 : 12. 26(월), 천안시청 시장실
○ 방문자/만난사람 : 추진위원장, 지원단장, 이전팀장/시장, 시의장, 이한식 도청유치위원장,
천안방송 기자 등
※ 도의원(3명)에게 참석 요청했으나 모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

준(32개지표)을 19개로 조정 노력은 인정하나 아직도

당초 제시한 입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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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염두해 둔 보편타당한 기준이 아니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천안시로 꼭 이전의 당위성은 없더라도 수부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자긍심을 세워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금년내 예정지 결정 무산이유를 부동의 시ㆍ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
된 처사라고 반박하면서 조례에 시ㆍ군동의 규정이 없음으로 추진위원회에
서 강행하면 됨에도 굳이 3개 시ㆍ군의 부동의가 전체일정을 지연시키는
냥 보도하는 것에 불만을 보였다.
시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 의회는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처방안
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외에 공표하거나 건의서 작
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확정된 입지기준도 천안시에 불리하여 예정지역이 결정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전성을

2) 아 산 시

○ 때ㆍ대상 : 12. 23(금), 아산시청, 아산 지역 주재기자 사무실
○ 방문자/만난사람 : 추진위원장, 지원단장, 이전팀장/정재호 기자
(충청투데이) 남정민 기자(중도일보)
※ 시장(면담거부), 시의장(출장-전화로 협조요청), 유치위원장(서울 출장)
- 예고 없이 방문하여 주요인사는 만나지 못했음

김유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아산시장을 면담코자 아산시청을 방문하였
으나, 면담을 거부하여 부득이 면담을 포기하고 주재기자 사무실을 방문하
여 기자들을 면담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도청을 공주로 확정해 놓고 합리
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천안․아산지역은 도청이 안와도 발전한다는 도
지사의 발언을 서운해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
또한 천안아산 고속철도 역사명,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당진쪽 변경(당
초 인주경유) 등 아산발전을 저해한 사업의 울분 해소 상대로 충남도를 지
목하고 있다는 점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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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진 군

○ 때ㆍ대상 : 12. 22(목), 당진군청 및 기자실, 민간유치委, 도의원
○ 방문자/만난사람 : 추진위원장, 지원단장, 이전팀장/부군수, 이명남 유치위원장,
이기흥 당진자치신문사장(前 郡의장), 성기문 도의원
※ 郡守 와병, 郡議長 장기 입원중

징 항만 지표제외는 군민들에게 정치적 입지추락으로 인식
되고 있다. 접근성에서 도로, 철도는 포함되었으나 항만제외는 논리부족이
며, 도소재도시로서 항만은 국제화의 상징이며 세계주요도시의 추세라는
의견과 당진군의 입장은 일단 최종 예정지역 선정유무가 아니라 우선 평가
대상지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중심성을 제외(서북부 유리지표)했다든지 지표를 삭제(홍성군 유리)
한 것은 애초부터 특정지역 배제 의도가 있으며, 토지무상제공은 도의 부
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적극 고려한 사항으로서 석문ㆍ송산단지는 산림훼
손이 적고, 보상이 유리하며 항만에 인접되어 차별화 된 곳으로 유리하다
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수원과 거리 지표에서 광역상수도망만 고려하지 않
고 댐의 포함은 특정 지역(보령)을 의식한 처사라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
당진군의 상 인

하였다.

표의 가중치가 얼마이든 간에 항만의 삭제는 입지(郡守)를 좁히는 것
으로 인식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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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당진에 최후통첩(충청투데이05-12-26)
"신도청 입지기준 수용하라"
신도청 입지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천안·아산·당진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며 충남
도청 이전 작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도청 이전 추진위는 26일 3개 시·군에 대한 최종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며, 이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대상지 선정, 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공청회 개최 등의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김유혁 도청이전추진위원장과 박
기청 도 추진지원단장, 백낙흥 도 추진지원단 총괄팀장 등은 지난 22, 23일 3개 시·군을 순회하며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당진의 경우 와병 중인 민종기 군수와의 면담은 이
뤄지지 않은 채 오상기 부군수, 이기흥 전 당진군의회 의장, 이명남 당진군 민간도청유치위원회 위원
장, 성기문 충남도의원 등을 만나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아산 방문 시에는 시장 집무실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설움(?)을
겪었다. 김유혁 위원장은 이때의 서운한 감회를 '황혼축객비인사'(黃昏逐客非人事, 황혼에 나그네를 쫓
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 '예의동방자독진'(禮義東方子獨秦, 동방예의지국에서 자네 혼자 되놈일
세)라는 한시(漢詩)에 담아 시장 비서실에 전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안과는 26일 시장,
시의회 의장, 민간 도청유치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들 시·군은 "충남도가
정치적으로 도청 이전을 추진한다. 특정지역을 예정지로 정해 놓고 타 시·군을 들러리 세우려 한다"
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일 추진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입지기준에 대해 이견을 달고 있다. 천안·
아산은 '재정자립도'(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지표 수정과 '인구중심성' 지표 존치 등을 줄기차게 요
구하고 있고, 입지기준 공청회 당시 도청 이전 예정지 무상 제공 의사를 밝혔던 당진은 '부지 무상양
여' 지표를 신설해 줄 것과 '공항·항만과의 거리' 지표 설정 등을 주장하며 현행 입지기준의 수용을
꺼리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민의 합의 아래 도청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조로 입지기준에 대해
시·군 동의를 구했으나 일부 지역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내 예정지 확정은 어려워졌으나 지방선거가 점점 가까워지는 만큼 일정을 앞당
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장은 진시황인가”(중도일보05-12-26 )
강시장 도청 입지기준 반발 문전박대에 김유혁 추진위원장 漢詩로 서운함 빗대 “아산시장은 무소불위
의 진시황인가?”도청이전추진위가 확정한 입지기준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강희복 아산시장이 설득을
위해 방문한 김유혁 추진위원장을 문전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도에 따르면 김유혁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추진위원 및 도 공무원과 함께 아산시장실을 방문, 면담을 요청했지만 강 시장은 ‘회
의가 있다’며 대화를 피했다. 강 시장은 또 시 고위 공무원이 “김 위원장의 체면을 고려, 면담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도 묵살한 채 면담을 끝까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40여분을 기
다리던 김 위원장은 면담을 포기한 채 시장실을 나서며 ‘黃昏逐客非人事 東邦禮儀子獨秦(황혼축객비인
사 동방예의자독진)‘라는 내용의 한시를 통해 아산시장의 문전박대를 꼬집었다. 이 한시는 ‘황혼에 손
님을 쫓아내는 것(逐客·축객)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요(非人事·비인사),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대(子)는
진시황처럼 독불장군인가(獨秦·독진)’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도청 공무원은 “시장으로서 충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청 이전의 전체적 추진을 맡고 있는 기구의 장이 직접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한 것
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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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기준 반대” 3개시군 완강(중도일보05-12-27)
도청이전추진委 내일 마지막 설득… 후속절차 강행키로 충남도가 도청이전 입지기준을 반대하는 3개
시·군이 설득작업에도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속절차를 강행키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
면 이날 오후 김유혁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이 천안시청을 방문, 시장 및 시의회 의장, 민간추진위원장
등을 만나 입지기준안 동의를 요청했지만 참석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김 위
원장은 입지기준안이 공청회를 통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천안시
에서는 ‘입지기준안 자체가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천안시를 애초에 배재했다’고 지적
하고 예정지 선정 작업을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에 추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지기준안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수정하기 힘
들며,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
서 지난주 김 위원장은 시장 면담을 위해 아산시청을 방문했으나 시장이 끝까지 거부했으며, 당진군에
서도 입지기준안에 항만지표를 삽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설득작업이 성사되지 않았다. 추
진위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 회의에 3개 시·군 시장·군수를 초청, 마지막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확정하고, 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평
가대상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점수 결과에 따라 하되 일부 시·군에 편중될 경우 권역별 점수를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 작업을 더 이상 미
룰 수는 없다”며 “마지막까지 설득작업을 벌이겠지만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후속절차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3개 시·군의 완강한 반대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청 이전이라는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청 이전 평가기준 '시·군 동의 없이 간다' (충청투데이06.1.21)
추진위 "일부 반발로 예정지 결정 너무 지연"
충남도청 이전 추진위원회는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대해 시·군 동의를 거치지 않
고, 내달 중순 예정지 확정을 목표로 추후 일정을 진행키로 했다. 도청 이전 추진위는 지난 19일 도
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갖고 오는 26일 확정 예정인 평가기준에 대해 별도의 시·군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혁 위원장은 "평가기준 공청회에서 제시된 60여건의
의견과 시·군에서 추가 제출한 의견을 취합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주 회의(26일)에서 평가기
준을 확정키로 했다"며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입지기준과 같이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속한
과업 수행을 위해 동의절차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검토, 시·군 동의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청 이전 조례상 시·군 동의는 필수 절차가 아니었으나 시·군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입지기준에 대해 동의를 구했고, 일부 시·군의 반발로 예정지 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
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30명의 자
문위원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되 평가과정에서의 담합 방지, 평가의 공정성 확
보를 위해 이를 평가 완료시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평가기준 세부항목별로 점수 하한제(100점
만점에 40점)를 도입하고, 70명의 평가단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각 5%(4명)를 제외한 62명
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추진위는 내달 2일 평가단(도의회 추천 16
명, 시·군 추천 16명, 추진위 추천 38명) 구성을 완료할 방침으로 추진위가 인선하는 전문가는 충남
에 연고(본적·주소·생활근거지 등)가 전혀 없는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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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각계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
도청이전 예정지역 결정이전에 각계 인사와의
당위성과 예정지역 결정 이후 지원을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청이전의

요청하였다.

1. 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6년 2월 3일
◦ 장 소 : 도의회 의장실
◦ 참 석 : 지사,의장,부의장,행정ㆍ정무부지사,상임위원장4,특위위원장
- 배 석 :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추진지원단장, 홍보팀장
◦ 내 용 : 도청이전 관련 논의
2. 시장·군수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6년 2월 6일
◦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 참 석 : 지사, 시장ㆍ군수, 실ㆍ국원장 등 30명
◦ 내 용 : 도청이전 관련 논의
3. 시·군 의장단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6년 2월 6일
◦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 참 석 : 지사, 시ㆍ군의회의장, 실ㆍ국원장 등 30명
◦ 내 용 : 도청이전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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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계 원로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6년 2월 7일
◦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 참 석 : 49명(종교지도자4, 사회단체장15, 도정평가단6, 정책자문교수3,
도정모니터5, 지사외 16)
◦ 내 용 : 도청이전 관련 논의/ 만찬 : 금강홀
도청예정지 발표 地選 이후로 논란 (충청투데이06.2.4)
沈지사, 조길연 의원 제안에 긍정 답변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 결과 발표를 5·31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3일 충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심대평 충남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단 간의 도청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조길연 건설소방위원장은 "도청 이전 문제가 5·31 지방선거와 심 지사의 정치
적 행보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예정지 선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를) 밀봉
해 두었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 지사는 "지금까
지 생각해 보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라며 "선정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답변했다. 이날 발표 연기에 대한 심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당초 오는 12일 이전 예정지 평가
를 완료해 확정·발표하겠다던 도청 이전 계획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선정결과
발표를 미룰 경우 오히려 정치적 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군과
특정정당이 예정지 발표 연기 배경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태권 전 충남지사와 이완구 전 의원, 전용학 전 의원 등은 도청
이전과 관련 "심 지사 임기 이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와 "차기 지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각각
내놓는 등 이미 선거 이슈로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있는
심 지사가 도청 이전지를 확정만 한 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풀이할 수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됐다면 이전 예정지 확정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이 '도에서 결정하는 도청 이전 결과에 본회의에서 반발하지 않고 승복하
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돼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송영철 농수산경제위원장은 "
도의원들도 선정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정지 결정 이후 계파·
정당·지역간 갈등이 촉발돼 도의회에서 도청 소재지 변경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며 "조례가 부결되면 도청 이전을 위한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심 지
사는 "도청 이전 문제를 차기 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일부 시·군의 주장은 도청을 이전하지 말자
는 말과 다름없다"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 임기 내에 반드시 도청 이전 예정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
다. 한편 도청 이전 추진위원회는 6곳의 평가대상지를 대상으로 오는 9일 평가에 착수해 12일 이를
완료, 이전 예정지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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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발표시기 연기를”(중도일보06-02-07)
천안. 아산 강력반대 등 변수 작용
도청예정지 계획대로
충남도청 예정지 선정결과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다수의 시장·군수와 시?
군의??의장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내에서 경제적·인구적으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안·아산시가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도의회 의원들도
상당수가 발표를 연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발표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회운 예산군의회 의장이 “천안시·아산시 등 73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지역이 불참,
반대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심대평 지사는 “2개 시가 참여 안한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상당수 도의원들이 발표 시기를 연기하자는 쪽에 의
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도의회 정종학 의원(한나라·천안4)은 “도
청 이전 후보지를 미리 정해놓고 차기 지사에게 넘기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동복 의원(국
민중심·천안2)과 최운용 의원(국민중심·공주2)은 “평가결과를 밀봉해 놓고 발표는 선거가 끝난 뒤 해
도 임기 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차성남 의원(국민중심·서산2)과 유환준 의원(국
민중심·연기1), 전영환 의원(국민중심·서천1)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윤곽이 나오는 4월이 지나서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상당수 도의원들이 발표 시기 연기를 주장하는 것
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정지가 발표되면 예정지로 선정된 지역과 타 지역 자치단체장 및 의원들 간
정치적 실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5. 계기행사를 활용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1) 개 요
(1) 목적

폭
축복속에 도청이전예정지역이 선정된 후 그간
평가과정과 향후 이전 및 도청신도시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기 위하여 NGO등 각급단체들을 초청하여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대
대적으로 감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도민들의 전 적인 지지와

요내용
도청이전 확정에 따른 도민화합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각계인사와의 설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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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최하여

올바르게
이해시켜 도내로 확산을 도모하고, 각계 대표인사의 의견 등을 반영한 범
도민 화합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다.
명 를 개

층

여론 지도

인사들에게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획

(3) 운용계

□ 도청 이전사업 설명
○ 행사 시작前 20분(10:40～11:00)부터 실시
○ 주 제 :「도청 이전! 지금이 호기이다」
- 도청이전 사업의 올바른 이해(파워포인트)
○ 설 명 : 충남발전연구원(송두범, 도청이전 연구용역 책임자)
※ 정책기획관실 협조
□ 대화 및 의견수렴
○ 주 재 : 도지사, 도청이전추진위원장 공동
○ 주 제 : 도청 이전예정지 확정 후 도민화합 방안 등
※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협조

(4) 초청장 및

플래카드
초

청 장

충남도청 이전예정지 확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화의 장 ♧
○ 일 시：2006. 2. 21.(화) 10:30
○ 장 소：도청 대회의실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장 김 유 혁
충 남발 전 연구 원 장 김 용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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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이전예정지 확정에 따른 -

시민 ‧ 사회단체와의 대화
2006. 2. 21(화), 도청이전추진위원회ㆍ충남발전연구원

(5)

참석대상

<표 74> 간담회 개최내역
구

분

시

기

장

소

인원

대 상 분

야

관 련
부 서

각계인사

6회

800명

시민ㆍ사회단체

3. 2(목)
10:30

도청
대회의실

150명

바르게, 이ㆍ통장연합회,
자율방범, 재향군인회, 민통,
삼락회, 적십자봉사회, JC 등

여 성 계

3. 2(월)
16:30

도청
대회의실

140명

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중심

건설소방

3. 6(월)
10:30

도청
대회의실

130명

건설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
운송사업조합, 의용소방대 등

건 설
교통국

농림수산

3. 8(수)
10:30

도청
대회의실

120명

농업경영인, 농민회, 4-H,
임업후계자, 수산경영인,
새농민회, 농촌지도자 등

농 림
수산국

복지환경

3. 8(수)
16:30

도청
대회의실

150명

상이군경, 무공수훈, 노인회,
지체장애인, 고엽제, 전몰군경,
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 등

복 지
환경국

문화예술체육

3.10(금)
10:30

도청
대회의실

110명

예총, 문화원, 생활체육,
관광협회, 보이‧걸스카웃,
체육회 등

문 화
관광국

자 치
행정국
여 성
정책관실

2) 주요 토의내용

회단체(3월 2일)
□ 김용기(민족통일충남협의회장)
◦ 충남도청이전예정지가 홍성 예산지역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 감사

(1)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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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민의 화합방안 모색이 급선무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
□ 최희석(충남교육삼락회 홍성군회장)
◦ 충남도청의 홍성ㆍ예산으로 이전을 영광으로 생각
◦ 예정지역 원주민의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원활한 도청이전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람

□ 문진순(적십자봉사회 금산지구협의회)
◦ 도청이전에 따른 금산군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
□ 김덕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회장)
◦ 도청예정지가 홍성, 예산이전에 대한 서운함
◦ 적십자봉사활동을 위해 차량지원에 대한 감사
□ 정태현(민족통일충남협의회 공주시협의회장)
◦ 도청이전 추진을 위한 보상지연으로 지역발전이 지체되는 일이 없
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도청이전예정지 선정에서 탈락한 공주, 논산, 청양 등의 발전을 위
한 방안 강구요망
□ (답변) 김유혁(도청이전 추진위원장)
◦ 도청이전의 근본적인 철학은 균형발전임
- 도청이전은 지역간 발전격차에 의한 양극화 해소 철학내포
◦ 충남은 한국의 중심
- 정신적 정체성 함양
- 도청이전을 통해 충남의 역량 강화노력 필요
□ (답변) 심대평(충남지사)
◦ 도청이전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충남발전 2020을 통해
계획적으로 추진계획
- 일자리 창출 및 보상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준해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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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추진협의회 구성하여 맞춤식 보상도입 예정
- 서민생활 보장을 위한 협약체결하여 추진
- 정당한 보상(법적으로 정당한 보상)과 정의로운 보상(축산농가 폐업보
상, 세입자 보상 등 주민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한 보상)을 원칙
◦ 도청예정지를 충청남도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
- 환황해권중심축 및 내륙발전의 핵심적 역할 수행
◦ 도청이전에 따른 금산군의 불편사항에 대해
-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수익금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행사개최 및 관리할 계획
- 당진-대전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로 연계되어 시간적인 불편함은 최소화
- 주민들의 직접민원(예, 여권발급) 등은 군으로 위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가능

복지환경단체(3월 2일)
□ 김광수(홍성 아동복지단체회장)
◦ 도청이전예정지 선정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감사
◦ 도청이전예정지에서 탈락한 5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
◦ 재정자립도가 낮은 홍성, 예산, 서천, 청양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 모색
◦ 복지분야에서 선도 자치단체로 발전한 것에 대해 자긍심
□ 고성길(공주녹색연합)
◦ 충남도청소재도시가 성장과 생명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도시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
◦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문화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구체
적으로 수행될 필요
◦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등도 미래를 고려하여 추진됨으로서 행정중
심도시에 견줄만한 친환경도시로 건설되기를 희망
◦ 충남도 각 시군에 입지하고 있는 충남도 유관기관을 도청소재도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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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배치시키는 보다는 분산배치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 희망
□ 김목화(삼일육아원)
◦ 삼일육아원 중고등학생 여자지도 교사가 1인 추가 배치 요구
에

단체(3월 6일)
□ 이송희(예산군 여성단체 회장)
◦ 도청이전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신데 감사
◦ 도청이전 사업을 일정보다 앞당겨 행정복합도시와 도청이전으로 인
한 충남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함
□ (답변)
◦ 2013년에 도청이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 행정중심
도시로 18개 부청이 내려오는 것과 연계하여 2012년 말까지 옮겨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기는 계획을 세우도록 해놓았음
□ 김정숙(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장)
◦ 도청 이전지역에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의 인구감소를 줄였으면 함
◦ 녹지가 적당히 있는 아름다운 주거공간의 도시 만들기를 희망
◦ 치안부재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
□ (답변)
◦ 도청이전 후보지 도시계획은 세계국제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이며
어 느 지역보다 환경과 미관이 중시될 것이고 특히 ,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 것임
□ 허옥주(논산시 여성단체 회장)
◦ 계룡시 분리, 행정도시 및 도청이전지에서 제외된 논산의 발전방안 검토
□ 정순희(부여군 여성단체)
◦ 민간부담의 문제, 주민보상의 불만 발생시 대처방안 검토
□ 박순화(한국걸스카우트 부여군 연합회)
◦ 도청이전을 홍성ㆍ예산으로 옮기게 된 것을 도민으로서 감사

(3)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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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미래전략 4대권 개발사업이 지사님이 바뀌어도 진행되는지 검토
□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장
◦ 치밀한 준비와 용기있는 결단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보여주어 감사
◦ 계획안에는 큰 충남의 비전을 담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음

단체(3월 8일)
□ 전용남(충남용달화물 운송상위협회 이사장)
◦ 도청이전의 결정에 축하
◦ 도 소유 재산매각 대금이 1,50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도청의 매각대금인지 궁금
□ (답변)
◦ 도유재산 매각대금은 산재되어 있는 여러 지역의 도유재산 매각대
금임, 도청은 대전시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 장부가로 500
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음
□ 오종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장)
◦ 도청이전의 확정에 대해 축하
◦ 아직 도청이전의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빨리 합의가
되기를 희망
□ 박성배(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장)
◦ 도청예정지의 확정 이전에 대해 축하, 환영
◦ 도청이전 공사를 지역 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
□ (답변)
◦ 전부터 일관되게 40～50% 정도의 지역업체 의무도급 비율같은 것
들을 만들어 추진해왔기 때문에 다음 도정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나
갈 것임
□ 이규혁(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장)
◦ 그동안 주민들이 느껴왔던 내포지역의 소외문제를 이 기회에 충남전

(4)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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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해결되어 감사함
□ (답변)
◦ 2000년 이후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2002년도에 내포문화권을 중심
으로 한 새로운 특정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법을 살렸고 2005년부
터 2014년까지 1조5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기로 했음

농림수산 단체(3월 8일)
□ 유호경(충청남도 생활개선회장)
◦ 충남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을 추진하게되어 감사
◦ 토지보상을 받지 않고 입주를 원하는 원주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
할 것인가 궁금
□ (답변)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 법률에 의해 감정가에 의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개념이 도
입된 정의로운 보상이(상당한 원가로의 대지나 토지분양,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 다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취
업지도 등의 맞춤형 보상) 이루어 질 것임
□ 조성우(청양, 벼농사)
◦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충남의 농업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궁금
◦ 도청이전지의 탈락지역에 대한 화합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궁금
□ 배청수(한국쌀 전업농 충청남도 연합회장)
◦ 도청이전의 재원에 대한 민간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 그동안 지원되어 왔던 농업지원이 도청이전에 의해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
◦ 소득은 저하되는데 세금 부담은 가중되는 등의 상황속에 쌀산업을 지
키기 위한 대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 지충원(농촌지도자 도협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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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살아남을 길이 없는 농업이 현실인데 내포
문화권의 상류가 되는 홍성에서 어떻게 수질관리를 해줄 것인가 대
책이 궁금

술단체(3월 10일)

(6) 문화예

□ 청양
◦ 도청이전이 지역균형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 인가에 대한 의문 제시
◦ 자료 사전배포 등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
□ (답변)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 도청을 옮긴다고 주변지역이 갑자기 균형발전이 되는것은 아님. 다만
이제 경부축에 집중되었던 발전축을 옮기고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마
련해서 지역특화를 이루겠다는 차원임, 현재 낙후된 지역의 구체적
발전계획은 제3차 수정계획, 2020발전계획으로 마련중에 있음
□ 유성열(서천문화원장)
◦ 신 도청 이전지와 낙후된 청양 서천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
□ 최재호(생활체육 단합기구연합회)
◦ 정부의 지역을 분할하는 정책에 따른 도청이전의 문제가 계속적으
로 진행 될 수 있는지 질문
□ (답변)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 정부의 얘기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나온 말임, 예전에도 이 작업을
했었으나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못했음. 실현되지도 못할 것이
며 실현되더라도 광역적인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도청과 같은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청이전은 차질이 없을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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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제1절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 신문ㆍ방송 인터뷰

○ 대전KBS1 라디오 835정보센터 인터뷰(안희준 담당관)
- 일 시 : ’03. 2. 28.
- 도청이전 유보사유, 용역결과 미공개 사유, 앞으로 계획
○ 대전MBC 보도특집 녹화 자료제공(7. 27 07:10 방송)
- 일 시 : ’03. 7. 16.
- 질 문 → ① 도청이전 공약이 선거용이 아닌지
② 도청유치를 위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 용역결과 미공
표로 인해 지사님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 답 변 → ① 年初, 국가적 대역사인 新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 위치,
지위, 국가기반시설 확충 등 중대한 여건변화를 긍정적
으로 검토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新행정
수도 입지 결정시까지 도청이전 논의를 유보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에 新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입지가 결정되
면 이미 완료된 도청이전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여건변
화와 파급효과 등을 보완하여 도청이전 입지기준의 종
합적인 분석ㆍ평가를 거쳐 도청이전 추진
② 공정한 절차에 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도민 대다
수가 공감하는 최적의 후보지가 결정될 때 가능 용역결
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모적 논쟁을 유발시켜
행정수도와 도청이전이라는 두가지 대명제를 함께 풀어
나 가는데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정책적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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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월간지『에코비젼21』도지사 인터뷰(지사실)
- 일 시 : ’03. 7. 18.
- 질 문 → 행정수도와 도청이전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행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
- 답 변 → 참여정부의 충청권 新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화합의 초석을 마련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바
라보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로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음.
- 내년에 가시화될 新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위치, 지위, 기반
시설 확충 등 중대한 변화 요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평가 요인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新정행정수도 입지 결정을 지켜본 뒤 도청이전
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인데
- 이는 新행정수도 건설에 내재된 역동성을 道의 발전을 위해
좀더 멀리, 넓게 포용하자는 취지임
○ 오마이뉴스 인터뷰(도지사)
- 일 시 : ’03. 9. 1.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충청권 新행정수
도 이전계획은 국토의 공간적 분화를 통해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을 촉진하고, 국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로서 이를 구체적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이 이미
발표된 바 있음
- 新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위치, 지위, 기반시설 확충 등 수많은 변화요인
은 결국 도청이전후보지 입지 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다는 측변에서 新행정수도 입지 결정을 지켜본 뒤 도청이전을 추진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임
- 이는 新행정수도 건설에 내재된 역동성을 道의 발전을 위해 좀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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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포용하자는 취지였음
-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新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입지가 결정되면 곧바로
여건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을 면밀
히 보완하고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도청이전을 추진할 계획임
○ 도지사 송년기자회견
- 일 시 : ’03. 12. 22.
- 유보의 불가피성, 행정수도 입지결정시 조치사항 등
○ 민선자치도정 10년 결산 기자회견
- 일 시 : ’05. 6. 21(대회의실)
- 참석자 : 도지사, 양부지사, 실국장, 실과장, 도출입 지방ㆍ중앙지 기
자 70여명

- 형 식 : 민선자치도정 10년결산과 향후과제, 보조자료 (김동완 실장설명),
인사말씀 및 기자답변(도지사)
- 내 용 : 도청이전 임기동안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CBS김화영 기자)
- 도지사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사직 임기동안 마무리 하겠다
○ 기자브리핑
- 일 시 : ’05. 6. 23(기자실)
- 참석자 :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안희준 담당관, 중앙 및 지방기자, 전날
대전일보 “도청이전 차일피일 미룬다”는 기사에 대한 해명과
추진계획 설명
- 실 장 : 당초 계획대로 용역은 9월말 완료하고 이전조례를 제정하여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 다음달 11일 쯤 조
례안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예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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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혁 추진위원장 대전 KBS-1R (생방송 대전입니다)인터뷰
- 일 시 : ’05. 9. 21(수), 15:20～15:30(10분)
- 도청이전추진계획 등 설명
○ 유덕준 행정부지사 대전 KBS-1R(835 정보센터)
- 일 시 : ’05. 9. 22.
- 도청이전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절차 설명 및 시·군간 과열 유치행위 자제 요청
○ 심대평 도지사 대전 MBC 보도특집 『대담(신충청시대를 연다)』
- 일 시 : ’05. 9. 25 07:05～08:00(55분)
- 민선 10년 도정성과, 도청이전, 지방자치과제 등
○ TJB “도청이전 과제와 전망“ 인터뷰
- 일 시 : ’05. 9. 28(수), 19:10～19:30
- 인터뷰 : 김유혁 위원장, 오찬규 위원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박기청담당관 등
○ 디트뉴스24 창간5주년 기념 세미나(충남도청 어디로 가야하나)
- 일 시: 2005. 9. 30(금), 15:30～17:30 /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
- 충남대 육동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공주대 정환영교수가 발제를
통해 행정구역개편론 등을 고려하여 근접분산형으로 배치가 타당함 주장
- 박기청 일반정책담당관이 현재 도청이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등
을 상세히 설명함
- 토론자 중 이상선 충남자치분권운동 공동대표는 행정구역개편론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
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정례브리핑(도청이전연구용역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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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ㆍ장소 : ’05. 10. 7(金), 11:00 / 도청 기자실
- 김유혁 위원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브리핑
- 내 용 : 자문위원 구성 현황, 도청이전연구용역 결과 공개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정례브리핑
- 일시ㆍ장소 : ’05. 10. 14(金), 11:00 / 도청 기자실
- 김유혁 위원장
- 내 용 : 도청이전 핵심과제(이전계획, 입지기준, 평가기준)별 자문단
(T/F팀) 운영계획과 시ㆍ군의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방안을 심의ㆍ의결
○ 김유혁 위원장 중도일보ㆍ대전일보 특별대담
- 일 시 : ’05. 10. 21.
- 내 용 : 도청이전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 등에 대한 대응책 등
○ 김유혁 위원장 대전MBC-R "시대공감“ 출연 도청이전 대담
- 일 시: ’05. 10. 24 07:20(12분간)
- 내 용 : 도청이전 추진계획 및 도민에 대한 당부의 말씀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정례브리핑
- 일시ㆍ장소 : ’05. 10. 28(金), 11:00 / 도청 기자실
- 김유혁 위원장
- 내 용 : 보령한화콘도에서 제6차 본회의를 겸한 자체 위크숍을 개최
하고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전남도청 이전과정에서 나타났
던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 내용 등
○ 주민공청회 개최 관련 기자실 브리핑 실시
- 일 시 : ’05. 11. 2(水),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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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 주민공청회 개최 배경, 공청회 주요 내용 등 설명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정례브리핑
- 일시ㆍ장소 : ’05. 11. 4(金), 11:00 / 도청 기자실
- 김유혁 위원장
- 내 용 : 도청이전평가대상지 결정을 위한 입지기준(안)과 주민
공청회 개최계획을 심의ㆍ의결
○ 추진위원장(김유혁) 대전KBS-R 인터뷰
- 일시ㆍ장소 : ’05. 11. 14 (월) 08:35 / 대전 KBS-R 835 정보센터
- 도청이전 주민공청회 관련 내용 소개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결과 정례브리핑
- 일시ㆍ장소 : ’05. 12. 2(金), 11:00 / 도청 기자실
- 김유혁 위원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브리핑
- 내 용 : 입지기준과 입지기준 가중치 결정방법을 심의ㆍ의결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결과 정례브리핑
- 일시ㆍ장소 : ’05. 12. 9(金), 11:00 / 도청 기자실
- 김유혁 위원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브리핑
- 내 용 :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지선정을 위한 도시규모를
심의ㆍ의결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결과 정례브리핑
- 일시ㆍ장소 : '05. 12. 16(金), 11:00 / 도청 기자실
- 김유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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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입지기준에 대한 시ㆍ군의 동의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부동의 시ㆍ군에 대한 동의 확보방안과 평가기준에 관
한 의결수렵을 위한 2차 공청회의 개최방안을 논의하였
고 이어서 15:00에는 도의회 도청이전특위에 그동안 추
진위에서 확정한 주요사항 보고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결과 정례브리핑
- 일시ㆍ장소 : '05. 12. 29(金), 11:00 / 도청 기자실
- 김유혁 위원장
- 내 용 : 제1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ㆍ 입지기준에 대한 시ㆍ군 동의확보를 위한 노력과 향후 대책
ㆍ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ㆍ 평가기준(안)과 2단계 공청회 개최방안
ㆍ 평가대상지수 결정 방법을 심의ㆍ의결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결과 정례브리핑
- 일시/장소 : 2006. 1. 6(金), 11:00 도청 기자실
- 김유혁 위원장
- 내 용 : 2단계 공청회에 회부할 평가기준(안)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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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기고

대전일보 (’05. 8. 29)
대일논단「일란쌍황형 프로빈스」 충남도청 이전문제에 부쳐
〈금강대학교 총장 김유혁〉

세계지도를 펴 놓고 보면 모든 나라의 수도를 선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道 혹은 省)에 해
당하는 프로빈스(province)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비교적 굵은 색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것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동맥기능상임을 시사한다. 세계 각국의 프로빈스를 직할시급 이상의 도
시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을 때 거의 예외 없이 '일란일황형(一卵一黃型)'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의 허베이성(河北省)은 북경과 직할시에 해당하는 톈진시(天津市)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
의 경기도는 수도인 서울과 인천직할시를 품에 안고 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필자는 '일란쌍황형
(一卵雙黃型)'의 프로빈스라고 말해왔다. 중국의 경우 북경과 톈진시의 상간거리는 항로로 20분이며, 육
로로는 2시간이 소요되지만, 서울과 인천의 경우는 육로로 40분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노란자
위가 서로 가까이 붙어있으면 기형쌍둥이를 낳기 싶다. 그러므로 적정한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할시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민분쟁의 요인이 배태되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도
청의 이전 문제다. 충청남도의 경우 대전직할시 권역 내에 자리하고 있는 도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자 각 시군에서는 아전인수 격으로 도청유치경쟁을 벌
이면서 서로 결론 내기 어려운 논쟁을 이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 논쟁의 내용이야 저마다 일리가 있고
또한 주장할 만한 논거(論據)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매듭을 짓기 어려운 토론을 이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일언이폐지해서 지역이
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각 주장 속에는 객관성을 지니는 일리가 있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지닌다면 그것을 이기주의적
주장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토론과 분쟁은 구별해야 하지만 동의와 이의(異意)는
토론 영역 내에 공존해야 할 가치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냐
에 관한 공관(共觀)의 형성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경남의 경우는 부산과 울산의 양대 도시가 이미 일란쌍황형을 이루고 있다. 충남에서는 한때 신행정수
도이전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기도 했었다. 그것이 만약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충남은 쌍란형의 프로빈
스가 될 수도 있었다. 그 꿈은 사라졌지만 또 새로운 꿈을 도청 이전문제와 연계시켜 실현해갈 수 있
는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 그 가능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성취해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
을 서로가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도민의 내화력(內化力)을 키워갈 수 있는 위치의 선정이다. 둘째는 외연화(外延化)의 기능을 발
휘해갈 수 있는 위치를 택하는 일이다. 셋째는 전국적인 유통망구조면에서 최소한 차위 중심축(次位中
心軸)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의 선정이다. 넷째는 국민정서 관리 면에서 보다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미
지를 심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적 명도(名都)로서 은경(殷京)과 호경(鎬京)을 꼽는다. 은과 호는 우리들의 이름자로 많이 쓰인다.
은경은 상(商)왕조 16대왕인 반경(盤庚)의 천도로 인하여 국명까지 은으로 바꾼 곳이다. 그리고 호경은
주(周)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고 천도한 곳이다. 그곳은 모두 성군에 의하여 옮겨진 길지(吉地)라 하여
그 지명을 지금도 이름자로 많이 쓰곤 한다. 충남의 새 도청소재지가 최소한 그런 조건을 조화롭게 갖
출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될 수 있다면 충남은 장차 일란쌍황형 프로빈스로 부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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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 05. 10.

4)

〔특별기고〕충남도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김유혁 충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충남도의 도청이전사업에 대해 도내 16개 시ㆍ군과 200만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청
의 이전에 관한 논의는 지난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사실상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16년간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었다. 충남도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해 세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하
는 등 도청이전을 위한 각종 준비를 계속하여 왔다.
지금까지의 도청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1995년에 ‘도청이전을 위한 기초조사연구용역’을 실
시한 후 도민공청회 개최 등 도청이전계획에 대해 준비하던 중 19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잠시 보류하기도 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001년에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도청이전 입지 기준설정 및 후보지 평
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이라는 중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기에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와 개발규모 등을 고려하기 위해 도청이전추진 작업을 잠
시 연기한바 있다.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된 후 2004년 11월부터 도청이전 후보지선정 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으니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것이다. 충남
도청의 이전작업은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마련등 산적한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충남도의 행정
을 총괄하는 도청은 충남도에 있어야한다는 것이 하나만으로도 그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하고도 명백하
다고 하겠다. 따라서 충남도청이 도내 어느지역으로 이전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
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도청이 어느 지역이 되든 도민들이 있는 충남내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충남도에서는 과거 타 지역의 도청이전 사례에서 나타난 시ㆍ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본적인 규칙을 우선 만들기로 하고 지난 7월 20일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도청이전을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와 방법들을 공식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도청이전 각종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진행할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지난달 20일 발족하였으며,
같은 날 도와 도의회,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가 정한 공식적인 절차와 방
법을 준수키로 하는 신사협정을 체계하였다.
이제부터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을 위한 제반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주도의 평가지침작성과 평가단 주도의 평가업무수행을 분하
여 수행할 계획이다.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과정은 우선 도청소재지로 개발할 만한 물리적 조건을 충족한 지역을 후보지로
하고 이들 후보지들을 평가할 각종 평가지침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2차례 이상의 도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평가지침이 확정되면 예정지 결정을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는데 평가는 시ㆍ군 및
도의회 추천인사 32인과 전문가 38인 등 총 70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평
가결과는 평가단장에 의해 발표되고 도지사는 평가결과보고서에 의거 예정지역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몇차례의 도청이전추진이 추진과정에서 외환위기나 신행정수도건설등 외부 변수에 의해 연기되
었기에 현재 도민들의 도청이전에 관한 관심은 추진여부와 어느 곳으로 옮길 것인가에 집중되어 각 지
역간의 과열유치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의 과열유치전은 결코 도청이전 예정지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과열유치행위는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행위들을 조장할 수 있으며, 예정지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뿐더러 예정지결정 이후에도 지역간 갈등으로 남아 장기적으로 도청이전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상기하여, 우리 200만 도민들께서는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도민들의 화합과 축복 속에 이
루어 질수 있도록 넓고 큰마음으로 도청이전사업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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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05-10 -28)
[독자논단] 신사(紳士)협정과 도청(道廳)이전
백낙흥 충청남도 도청이전총괄팀장

신사협정이란 구속력은 없지만 스스로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하는 약속이다 설사 위반했다고 치더라도
도적적 비난만 감수하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것을 계약화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묻는 서
구사회보다 정(情)과 연(緣)을 중시하는 동양사회에서 신사협정은 오히려 중요시될 것이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한 유형의 협정과 계약을 너무나 쉽게 위반하고 이행하지 않아 분쟁
에 휩싸이고 심지어 전쟁까지 서슴치 않은 사례를 역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거창하게 역사를 얘기하고 전쟁까지 들먹일 필요없이 범위를 좁혀 우리지역과 관련된 충남도청 이전사
업이야 말로 법으로 규제하거나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결정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잠재적 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다.
그래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서로 상생(相生)하는 신사협정을 지난 9월 20일 도지사, 도의회 의장, 16
개 시·군의 시장·군수, 16개 시·군의회 의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34명이 과열 도청 유치활동을 자
제하자는 동의협정식을 맺었다
.
동의협정서 전문에는 '도청 이전사업이 200만 도민의 축복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간다'는데 동의하면서 제2조에서는 과열 유치 과정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
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후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을 토대로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지난 18일부
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여부를 현지에서 점검하고 있다. 며칠간의 예고기간이 있었지만 예상 외
로 위반행위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하나의 사건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각 시·군과 지역민 입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자기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고 싶은 욕
망을 자제한다는 것은 협정에 서명했다고 해서 포기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수막을 내거는 자체가 감점이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도청 유치를 홍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손
발을 묶어 놓는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시·군의 볼멘소리도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스스로가
정한 기준이고 협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피치 못해 법은 어길 망정 신사협정을 중시하는 풍토는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는 충청인의 넓은 도량에
서 나온 산물이 아닌가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실을 비춰볼 때 신사협정을 통한 갈등 조정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도청 이전사업은 어떤 빌미만 주어진다면 통제 불가능한 폭발력을
가진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사협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우리는 희망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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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06. 1. 10)
[기고]도청이전, 화해로 이룩해야
〈김유혁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장〉

지난해 9월 20일 충남도청이전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래 언론계를 비롯하여 도내 각계 인사 및 여러
시·군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도민들이 도청이전에 대해 많은 기대와 성원을 하고 있
다는 사실이었다.
추진위 출범초기에 우려되었던 과열 유치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수준 높은 도민의식과 작은 것보다는
더 큰 것을 먼저 생각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은 충절의 고장인 다운 긍지의 표현을 엿보이는 충남인의
체취라고, 타 지역 여러 모임에서 자랑삼아 소개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청이전에 관한 정보전달의 미흡으로 인하여 본의 아닌 오해를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쉽게 풀리곤 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정지결정과 관련, "
연내결정" 약속을 충청남도나 추진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
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 위원들은 추진위 발족 당시부터 이러한 도민들의 염원에 성실히 보답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촉박
하다 느끼면서 출범했지만 예정지를 연말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스스로를
채근하는 자세로 공휴일에도 회의를 개최하면서 도청이전 준비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표준이 될만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갈등요인의 극소화와 화합무드의 극대화'
라는 양면가치의 동시구현을 위해서는 사소한 부문까지도 신중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명의 추
진위원과 30명의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추해가면서 그 의견을 다시 일반도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보
는 자체토론의 기회를 자주 갖곤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확정한 입지기준에 대해 일부 시·군에서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
지만 모두가 충남의 미래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자는 데서 제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고무적이었
다. 물론 전체 19개 지표 중에서 지표 하나씩만 놓고 볼 때는 어느 지역이라도 이견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19개지표가 확정되기까지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집약된 512가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그
중 최대공약수를 모아서 지표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그 지
표확정의 배경에는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9월 20일 '도·시군간 협약'에서 천명하
고 있는 정신이 밑바닥에 관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와전일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일부에서
는 예정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 인양 오해하는 이도 있는 듯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둔다. 도
청이전을 위한 주요사항들은 도의회가 제정한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도청이전추진위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도청이전문제가 만의 하나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된다면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 대다수의 열망을 무너트리는 악영향을 끼치면 어쩔까하는 점이다.
당부컨대, 그런 일도 기우로 여겨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는 도청이전예정지
가 결정되면 그 예정지를 중심으로 전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는데 보다 알찬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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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06. 2. 13)
[특별기고]대보름과 대망(大望)
김유혁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장

해마다 설날이 지난 뒤 15일째 되는 날을 일컬어 대보름날이라 한다. 해가 바뀌고 첫 번째로 맞이하
는 둥근 달이 뜨는 날이라는 뜻이다. 한달이 30일 안팎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초하루를
삭(朔)이라 하고 15일을 보름(望)이라 한다. 따라서 정월 15일은 대망일(大望日)인 것이다. 초하루에는
미인의 눈썹과 같은 초생달(朔月)이 뜨고 보름에는 쟁반 같이 둥근 만월(滿月)이 뜬다. 만월을 보름달이
라 이야기할 때 망월(望月)이라 한다. 초하루 이전 달빛이 없는 기간을 금음(晦)라고 한다.
그래서 예부터 1일과 15일을 삭망(朔望)이라 일컫고 보름과 금음을 망회(望晦)라 하였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3년간 1일과 15일에 올리는 제사를 삭망제(朔望祭)라 한다. 그런데 왜 정월 보
름날 밤에 뜨는 달을 온 국민들이 마음 즐거워하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맞이하려는 것인가? 그것은 새
해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만월(滿月)로부터 풍기는 길상의 징조를 만끽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저마다 좀 더 높은 동산에 올라 횃불을 휘두르며 망월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온 마을 사람
들에게 외쳐서 알리는 한편 망월을 향해 큰절을 거듭하며 온갖 소망의 성취를 기원한다. 이와 같은 달
맞이 행사는 어느 누구도 탓하는 이가 없다. 왜냐하면 모두의 축복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문화 풍토이기 때문이다. 올해의 대보름날은 2월 12일이다. 이날은 200만 충남도민의 숙원이었던 도
청 이전 예정지가 확정·발표된 날이다. 지난해 9월 20일 도청 이전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145일째 되
는 날에 드디어 대망의 보름달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우리 모두는 횃불을 높이 들고 내일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보조(步調)를 맞추어 나갈 단계에 들어
섰다. 돌이켜 보면 16개 시·군에서 각기 내 고장 가까운 곳으로 도청이 이전되기를 희망해 왔다. 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나 옮겨가야 할 도청은 하나뿐이라는 데서 우리는 서로가 고민했
던 것이다. 우리들이 누구나 어려서 즐겨 읽던 천자문에서 보면 하이일체(遐邇壹體)라는 말이 나온다
.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그것은 하나라는 뜻이다. 보름달은 하나이지만 그 달을 바라보는 전 인류 중의
한사람 한사람은 그 달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며 글
도 써서 남긴다. 따라서 보름달이 나만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기에
타향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고향에 사연을 전해 달라고 달에게 속삭이기도 한다.
특히 보름달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영롱한 빛을 보내주지 않는 곳이 없다. 당나라 때 유명한 시
인 두보(杜甫)는 "고향 생각에 잠겨 달빛을 밟으며 거닐다가 밤하늘 아래 멍하니 서 있었다"는 시를 남
겼으니 그것이 곧 사가보월청소립(思家步月淸宵立)이라는 구절이다. 그리고 북만주 송화강 일대를 누비
며 독립운동을 하시던 선열들께서는 백두산 줄기를 타고 흐르는 송화강이나 압록강과 두만강 모두가
같은 핏줄로 이어져 있다는 뜻에서 "산은 형이요 물은 아우이기에 같은 피가 흐른다"고 하며 산형수제
혈동류(山兄水弟血同流)라는 시귀(詩句)를 애송했었다고 한다.
충렬의 고장으로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는 충남인(忠南人)으로서는 우리 고장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점(起點)에 서서 선열들의 애송 시귀를 한번쯤 음미해 봄직하다. 왜냐하면 16개 시·군
의 수려한 산하를 산형수제(山兄水弟)의 정감으로 마음 속에 심회(心懷)시켜 갈 수 있을 때 충남인의
애향심과 인화력은 그만큼 커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청은 결코 도민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다. 보름달처럼 도민 한사람 한사람과 정
서적으로 함께 있다는 인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달을 멀리 할지언정 달은 사람을 외면하
지 않듯이 도청은 결코 도민을 외면할리 없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있어서 보름달처럼, 도청은 200만
도민에게 있어서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도정(道政)의 심장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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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06. 2. 13)
<일문일답> 김유혁 도청이전추진위원장
2013년 새 도청 모습 부각

김유혁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은 12일 “앞으로 도청 이전 추진 과정에 난제는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탈락한 시·군에 의견 조율 등 ‘산 넘어 산’이라는 난제가 있는데?
▲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맞지만 (충남도의) 정해진 임기 내에 추진위에서 해야 할 몫이 따로 있는
만큼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앞으로 추진위의 과제는?
▲ 예정지가 선정된 만큼 이제 어느 시·군, 어느 면·리에 도청이 위치하게 될지 주소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도 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결정하는 등 지원해 줘야 한다.
- 긍정적 전망의 근거는?
▲지난해 9월 20일 시장, 군수, 시ㆍ군의장, 도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도청 이전을
위한 ‘동의 협정’을 맺었다. 잘 될 것이다.
- 향후 추진 일정은?
▲ 도청 이전을 위해서는 설계와 건축을 위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준비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부터 건설단계에 진입한 뒤 2013년부터는 도청이라
는 새로운 모습이 서서히 부각될 것이다.

중도일보 (’06. 2. 13)
<일문일답> 이성근 충남도청 이전평가단장
공정ㆍ객관적 평가에 최선

이성근 충남도청 이전평가단장은 12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
했고, 점수 집계의 정확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평가 시 전체 만점과 항목별 만점은 얼마인가?
▲평가항목은 기본항목 5개와 각 세부항목 3개씩 총15개로 이뤄졌다. 각 항목별로 40~100점 범위에
서 평가됐다. 세부항목은 각 100점으로 했다. 즉 한명의 평가위원이 부여하는 1개 후보지에 대한 만
점은 1500점이고 이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4개씩을 제외한 뒤 58명의 점수를 합산, 합계 1의
가중치를 곱하면 총 점수는 8만7000점이다.
- 시. 군에서 발표 1시간 전부터 평가순위 얘기가 나돌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아마시. 군의 추측일 것이다. 발표장소에 나오기 20분전에 평가단장으로서 최종 결과에 사인을 했다.
- 탈락한 시ㆍ군의 반발 우려가 높은데?
▲평가대상지 모두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어느 곳이 선정돼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탈락된 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압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탈락 지역에 대한 도 차원에서 정책 등의 배려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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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06. 2. 17)
[칼럼]도청이전, 충남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황선만 충남도청 사무관〉

200만 충남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청이전 예정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1989년 대전광역
시가 충청남도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도민들의 뜻에 따라 1995
년 민선1기 도지사가 부임하면서 도청이전업무를 착수하였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권건설 추진 등 도청입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보되었
다가 지난해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합헌결정에 따라 도청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2월12일 예산군 삽교읍 일부가 포함된 홍성군 홍북면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여기에서 도청이전 절차 등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 도청이전입지가 최종 결정되었으니 우리
도민 모두가 차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충남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물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인접지역으로 도청이 이전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충남도민 전체 입장의 대승
적 차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을 때 강원도에 고향을 두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대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친구 얘기가 생각난다. 그 친구의 형은 강원도 춘천에서 어머니를 모시
고 살고 있는데,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간다는 얘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동생과 의견 대립으로 한
때 긴장 관계까지 갔었는데, 어머니가 나서서 중재하면서 그 긴장관계를 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전에 사는 동생은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어 집
값이 많이 올라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적극 찬성하였다는 것이다.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관
계 앞에서는 형제간에도 의견이 대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중재로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대립하였던 의견을 조율 하였다는 얘기 속에서 우리 도
청입지 결정 이후에 혹시 의견이 대립되는 지역 주민이 있다면 이처럼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머니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언론에서도 해야 하겠지만, 도민 모두가
서로 한발 양보하여 도민화합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더욱 큰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효과는 매우 크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도청 이전의 양대 균형발전 프로젝
트가 동시에 추진되고 완료되면 충남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되면서 국토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우리 충남은 한반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러한 중심성을 잘 살려나가
야 한다.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도민 모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충남도가
한국의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집약 시킬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좀 서운했던 감정 등 부정적인 것을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전진하자. 지난
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자. 이제까지 걸어온 길보다는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바라보자. 그 길을 따라
쳐질 놀라운 가능성에 주목하자. 성공한 국가나 개인은 대부분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표지향성이 매우 강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청사진과 그것을 실천할 일정표와
동계획서 등을 갖고 있다.

과
펼
목
행

행정기관 등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충남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만들어 전 도민의 공
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도민 모두는 차분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가
면서 도청 이전을 충남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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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06. 2. 20)
[특별기고]충남, 'Heart of Korea'
〈이성호 충남도 복지환경국장〉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시간은 말 그대로 꽃 피고 새 우는 화려한 봄 속으로
달려가려는 듯, 도시의 뒷골목은 물론 산골의 눈 덮인 실개울까지 봄의 햇살이 가득 넘쳐나고 있다. 며
느리는 봄에 일시키고, 딸은 가을에 일 시킨다는 옛말이 있다고 한다.
봄 햇살이 가을보다 자외선이 많아 피부가 더 쉽게 타는 이유라고 하지만, 먹고 입고 바르는 것이 예전
과 비교될 수 없는 지금, 며느리와 딸 구분 없이 봄 햇살은 모두에게 새 생명의 충만함과 희망을 주는
공통의 분모가 아닌 듯싶다. 특히 올해는 기원전 이후 2300년 동안 불과 열 두 번 밖에 없었던 쌍춘년
(雙春年)으로 입춘이 한 해에 두 번이나 있는 최고의 좋은 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올해에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예식장에 몰려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인 모양이다. 쌍
춘년은 우리에게도 바다 건너 불구경은 아닌 듯싶다. 우리 충남에게도 이미 쌍춘년의 길조가 강하게 비
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2일 행정도시건설청 개청식을 갖은 데 이어 불과 한 달 후인 12일에는 도청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어 우리 충남을 명실공히 'Heart of Korea'(대한민국의 중심)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도청 이전은 그 어떤 논리에 앞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비추어 볼 때도 너무도 당
연한 일이다.
1989년 대전시 분리 이후 17년이나 도민을 떠나 있었던 도청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식이
며 순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민들,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우 등은 도청이 대전시에 위치한 관계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행정력의 낭비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중 무엇보다도 "왜 도청이 아직까지 도내가 아닌 다른 곳
에 있어야 하느냐"는 도민들의 물음 속에 담긴 정신적 소외감은 자치도정의 가장 큰 짐이 되어 왔었다.
그러기에 이번의 도정 이전 예정지 확정은 200만 도민의 기쁨이며, 모두가 함께 자축해야 할 일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중앙이 아닌 우리 지역민들의 합의와 슬기에 의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보람이요 성취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도청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는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을 200만 도민의 하나 된 역량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바 있다.
우리의 이번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한 것임에도 만일 지역적 이해득실을 이유로
도청 이전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 역시 그토록 손가락질 했던 지역 이기주의의 또 다른 얼굴을 지니
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손으로 충남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열
어 나아갈 도청 이전의 청사진을 만들었다.
비록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충남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도청 이전의 청사진에 형형색색
의 색칠을 하고 힘찬 발전의 생명력을 불어 넣는 일은 감히 우리 200만 도민의 영광된 대 역사(役事)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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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06. 2. 21)
[독자 칼럼] 도청이전, 동북아 중심역활 기대
〈윤돈순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입춘지절(立春之節) 새싹의 움트임을 재촉하는 비처럼 충청남도민 모두에게 반갑고 환영할 도청이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충절과 예향으로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민족혼을 다시금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창조의 첫발을 띄게 한 도청이전. 오랜 산고를 거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 우리
모두는 오랜 인고의 시간을 잘 견디며 도청이전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며 중심적 역할 수행에 걸림 없는 도청이전이 되길 소원하였습니다.
긴 시간을 준비하며 서로간의 타당함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도 반목의 감정도
이제는 모두 떨치고 일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자손만대에 물려줄 새로운 역사창조에 전력을 다 해야겠습
니다.
서해안 시대 동북아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물류의 중심도시와 내륙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데 새로이 이전될 도청의 위치는 지정학상 그 중심적 역할을 다할 장소로 생각
됩니다.
이번에 도청이전의 장소로 선정된 홍성, 예산은 충남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서관문의 역할을 할 것이며,
예부터 충신과 선비가 많았던 충절의 고장이었고 이제 서해안 시대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과 함께 행
정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던 서부권의 모든 분께 축하의 인사와 더불어 앞으로 역할에
대한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의 중심 지역민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새로
운 활력으로 충남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도청유치를 위해 각 시.군에서 노력해오신 모든 분께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위로와 앞으로
우리가 창조할 새 역사에 가슴을 열고 마음을 모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청
이전을 환영하며, 도청이전의 주역이 된 우리 모두와 자축하며 행복한 충남, 하나된 충남, 자랑스런 충
남인으로 자손만대에 기억되는 오늘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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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06. 2. 22)
[독자칼럼] 도청이전 도민화합 계기로
〈최길재 충청남도 의용소방연합회장〉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 생명이 움트는 역동의 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도민의 염원이었던
도청 이전 후보지가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1989년 충남도에서 대전시가 분리된 이래 무려 18년 동안 충남도청이 충남지역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충남도가 대전시에 부속된 듯한 느낌을 지
울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나 이제 새로운 충남건설을 위해 도청 이전 후보지가 선정,
발표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는 지난 93년도에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전남도청의 무안군 이전이 결정되었으나 극심한 내부 갈
등을 겪으면서 표류하다가 5년이 지난 98년에야 재추진되었던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 도청 이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 발
상이 아닌 충남도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
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지역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도민이 함께 화합하며 새로운 충남도약을 위한 충남도청 건설에
도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응집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5. 31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께서도
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해 도청이전을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도청 이전 결정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정지가 결정된 만큼 충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
해 도민모두 함께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 막 출발하려는 충남도청 이전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서로 협조하지 않아 지연되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차질을 일으킨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도민모두가 다시한번 좌절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충남발전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충남도민 모두가 화합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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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06. 2. 22)
〔시평〕도청이전 힘ㆍ지혜 모아 나가자
〈김철호 충남도 농업특위위원장〉

충남도청 이전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이전 예정지가 도민의 여망에 따라 확정된 것이다. 충남도가
지난 89년 대전시와 분리된 이후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할 도청이전 사업이 드디
어 어두운 터널을 힘차게 뚫고 도민의 꿈과 희망의 전령사로 우뚝 서게 되었다.
충남이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더불어 단순한 국토의 지리적인 중심점을 뛰어넘어 명실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웅비의 터전으로 솟아오르게 된 것이다. 정략이용ㆍ갈
등ㆍ반목 안돼 그동안 외환위기 등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도청이전 논의가 중단 될 수밖에 없었고
참여정부에 들어서 신행정수도 문제로 미뤄지는 등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정된 것이기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도청 이전지로 확정된 홍성·예산지역이 백제문화권과 쌍벽을 이루는 내포문화권의 발흥지로서 충남의
중심부에 해당될 뿐 아니라 어느 지역보다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충신열사가 많이 배출된 충절의 고장이
기도 하다. 도청이 충남 내륙의 중심지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농산어촌의 발전도 기대된다.
이제 충남도청 이전은 200만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화합과 축제 속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예정지가 확정됐더라도 발목을 잡고 정치적으로까지 이용한다면 이전작업 자
체가 의미 없는 일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어두운 방에서 서둘러 와이셔츠를 입을 때 맨 나중 단추와 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처음 단
추가 잘못 채워진다면 나중 단추도 틀림없이 잘못 끼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치다.
충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남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자세로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도와 기초단체, 도민의 대승적인 협력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이다. 충남도 역시 충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청이전이 단순히 행정기관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충남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도청이전 확정지는 물론 충남 전체의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
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홍성·예산 지역은 물론 청양과 보령, 서산, 태안 등 환황해권의 문을 활짝
열어 발전을 선도하고, 천안, 아산 등 서북부권 지역과 연계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도민의 의
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야심찬 청사진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토지보상 및 주민 이주 지원대책
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조상대대로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여 왔던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일터를 제
공하고 정주공간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충남발전 기폭제로 활용 재정여건이 취약한 충남도로서는 단
계별 개발계획과 연계된 재원대책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수립하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막대한 이전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용할 것인가를 도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역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도청이전 사업과 같은 지역의 미래현안을 말끔하게 처리할 것인가는 도민의
화합과 충남도의 역량에 달려있다. 발명의 왕 토머스 에디슨이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동에 한 가지 기
본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 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말한 바 와 같이 결단을 내려 도청이전의 닻을 올린만큼 도청이전 사업이 역풍이나 폭풍
우에 맞서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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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06. 2. 23)
[기고] 도청 이전을 위해 할일
〈전해철 충남도정 평가단장〉

12일에는 새로운 충남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경사스런 일이 있었다. ‘2012년에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도청을 옮길 예정’ 이라고 하는 도청후보지 확정 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선정이 있기까지 평가단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지를 이끌어 냈다. 모두 환
영하고 축하할 일이다. 물론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의 아쉬움은 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애향심에서
비롯된 유치활동인 만큼 이제는 충남이라는 더 큰 이름으로 이해하고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꾸는
데 힘을 모으고 합심할 때다.
새로 들어서게 되는 도청 소재지는 일찍이 조선후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충청도는 내포가 가
장 좋다’고 주장한 것처럼 내포문화권의 발흥지로 풍광이 아름답고 갯바람도 쉬었다 가는 곳이다. 산
짐승들이 노니는 푸른 산과 오곡이 여무는 아름다운 들녘은 웰빙 지대다.
더욱이 환황해권의 중심으로서 충남발전의 축이 될 것이며 내륙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룰 행정중심복합도
시와 함께 쌍두마차로 충남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길지(吉地)다.
옛날 도청은 공주에서 첫 깃발을 올렸다가 1932년 대전으로 옮겼다. 그로부터 80년만인 2012년에 세
번째 도읍지(都邑地)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행정은 선택이다. 일부 여론에 밀리고 정치적 오판이 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한 사례는 역사를 통해 수 없이 봐왔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
보는 혜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한 사례를 보자.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다. 신이 창조한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에 의해 문명세계에 알려
졌다. 러시아 해군은 이곳에 주둔하면서 모피를 생산해 무역을 하였으나 재정적자가 누적돼 더 이상 감
당하기가 어려워지자 미국에 알래스카를 내 놓았다.
미국은 1867년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들였다. 1센트에 612평 꼴이었다. 처음에 이 땅을 사들인
월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은 얼음덩어리를 샀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심지어 알래스카는 시워드의 아
이스 박스라는 비아냥까지 샀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워드는 ‘눈 덮인 무한의 자원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보물 창고’라고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그로부터 불과 30여 년이 지난 뒤 알래스카에서 금맥이 발견되고 엄청난 석유가 매장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젠 보물의 땅이 되었다. 만약 시워드가 여론을 의식하여 미래에 대한 혜안을 포기했더라
면 알래스카는 지금쯤 미국의 지도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유구한 단층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중요한 것은 한때의 편의를 위해서 왜곡되거나 굴
절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코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충남 도청의
후보지 확정과 이의 성공적 추진은 시대적 요청이요, 사명이라 할 것이다.
도청이 옮겨지기까지는 아직 기다림이 남아있다. 여섯 고개를 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
해 있다. 가야산의 소나무처럼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힘을 모아 작은 조각구름도 걷어내자. 그리하여
홍성·예산에서 첫 문을 여는 날 얼싸안고 춤을 추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도청 이전을 위해 할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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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정신문 활용홍보

2001. 11. 15
“도청은 우리 지역이 適地”
CDI, 시·군 의견 접수…내년말 후보지 2~3곳 선정
도청이전에 따른 각 시·군의 입장과 추천 후보지가

습을 드러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

CDI·원장 정종환)은 지난 9
월 시·군에 도청 입지기준(9개 항목)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결과 보령·
아산·서산·청양·홍성·예산 등 6개 시·군이 의견을 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도청이전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충남발전연구원(

CDI는 내년 6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입지기준을 정하고 연말까
지 최적 후보지로 2∼3곳을 선정, 道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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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핵도시

보령시 서해 시대 중

창공단內

역할을 강조하며 주교면 관

지를 제시했다. 기반시설 조성이 이미

완료되어

이전비를

후보

줄일

풍부한 점이 장점.
▲ 아산시-개발을 추진중인 아산만권 배후신도시(2016년 개발 완료)內 아파
트 용지와 경부고속철도 역사(驛舍) 앞 공공청사 용지 등 두 곳
을 도청 후보지로 선정해 제출했다. 이들 지역은 도청 이전 기반
시설비 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서산시-환황해권 중심 해양도시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강조. 과거 박정
희 前 대통령이 4백만명의 인구와 3억평의 공단을 수용하는 개
발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까지 제시했다.
▲ 청양군-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에 해당하는 목면 일대를 후보지로 내세
수 있고 물이

▲

-

우고 있다.

州牧)이 있었고 내포

홍성군 조선조 말 26개 군·현을 아우르는 홍주목(洪

內浦) 지방의 중심지 강조.
▲ 예산군-풍수학적으로 길지(吉地)로 꼽히는 덕산면을 후보지로 밀고 있다.
▲ 공주시-아직 입지기준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70년대 말 朴 前대통령이
제2의 수도를 세우려 했던 장기면 일대를 내세울 예정. 과거 도
(

청 소재지였다는 역사성을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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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 7
물 위로 떠오른 도청 이전 문제
용역 중간보고 내용

CDI, 오는 10일까지 각 시·군 의견 접수중
도청후보지 선정 방법

CDI, 시·군 추천받아 선정案 선호

사회경제적 입지기준

▲지역개방성 ▲편의성 ▲발전성

물리환경적 입지기준

▲자연환경성 ▲토지환경성 ▲개발경제성

CDI·원장 직무대행 김대길)이 지난달 26일 도청이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진 것은 지역간 이해 대립 속에서 공론의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명수(李明洙) 행정부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지
선정을 위해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도민들도
연구 과정을 신뢰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역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발전연구원(

도청이전후보지 선정 추진 일정
내 용
후보지 선정방법 확정
입지기준 및 세부항목별 확정

시 한
8월 10일
8월 30일

최종 3개 후보지 결정

11월 30일

최종 용역 보고
도의회 이송

12월 10일
12월 25일 전후

송두범(41·지역개발학 박사) CDI 지역개발
연구부장은 이날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도청이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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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국립지리원의 1:25,000 수치 지형도를 가지
고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을 통해 입지 가능 후보지를 추출·선정한
후 평가하는 방법.

▲제2안-사회적·경제적 입지 기준을 적용해 전 시·군중 5∼6개 시·군을 1차
로 선정한 뒤 이 가운데 입지 가능 3개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법.
▲제3안-도청 소재지의 전제 조건(면적 510만∼600만평)을 충족한 이전 후
보지를 시·군 단독으로, 혹은 인접 시·군들이 연합해 결정한 후보지를 신
청 받아 선정하는 방법.
◆ 사진설명 :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청이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있다. 宋 부
장은 “이 가운데 제3안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지만 각 시·군으로부터
8.10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며 “시·군 의견 중에서 각 방안을 절
충하는 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지 기준은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와 이론 및 사례 검토 등
을 통해 사회경제적(지역 개방성·편의성·발전성), 물리환경적(자연 환경성·
토지 확보성·개발 경제성) 입지 기준을 마련한 뒤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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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기로 했다.

쌍 비교법(AHP)을 통해 결정된 사회경제
적 요인의 가중치를 0.762, 물리환경적 요인의 가중치를 0.238로 각각 잡았
다. 이에 따라 道와 CDI는 오는 8.10일까지 후보지 선정 평가 방법을 확정
한 뒤 11월30일까지 3개의 최종 후보지를 결정, 연말 이전에 도의회로 넘
긴다는 계획이다.
가중치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대

회

송한 대상 후보지 3곳을 놓고 지역 정서, 도민 공
감대 등을 고려한 정치·행정적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후보지 1곳을 선정하
도의 에서는 道에서 이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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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5
도청 이전 후보지 11곳 추천
이달 중순 용역발표회

CDI)는 지난달 말까지 시·군으로부터 도청 이전 후보지를
추천받은 결과, 16개 시·군·출장소 가운데 12개 시·군에서 11곳의 후보지를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

12개 시·군 가운데 홍성과 예산,

논산과 계룡출장소는

각각 연대해 공동

안·금산·연기군은 후보지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CDI는 4일 오후 계룡출장소에서 도청이전 용역 자문 및 실무위원회
를 개최, 도청 이전 입지기준과 세부 측정지표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최
종 수렴했으며 앞으로 추천 후보지별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후보지를 추천했고, 태

임 CDI 송두범 지역개발연구부장은 “시·군에서 추천한 후
보지 외에 CDI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순께 그
간의 용역 작업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책 자인

출

각 시·군에서 제 한 도청 이전 후보지와 부지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천안-청수·청당·구룡동 일대 택지개발지구(500만평)
▲ 공주-우성·이인면 일대 금강지구(700만평)
▲ 보령-명천동 명천택지개발지구(500만평)
▲ 아산-배방면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890만평)
▲ 서산-해미·운산면 일대(520만평)
▲ 논산·계룡-상월면 전체

제8장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365

▲ 부여-규암면 백제역사재현단지 주변(790만평)
▲ 서천-마서면 일대(600만평)
▲ 청양-청남면 일대(600만평)
▲ 홍성·예산-홍북면, 삽교읍 일대(800만평)
▲ 당진-면천면 일대(60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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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5
도정이전 후보지 결정

誘致신청 포기한 뜻 음미해야
요즘 도내 곳곳엔 도청유치 열기로 가득하다. 도내 16개
시 군 출장소 가운데 태안 금산 연기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소가 도청유치 전에 뛰어들었다.
유치를 포기한 3개 군과는 달리 일부 시 군은 제반 여건이 열악함에도 주
민의 불만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해 체면치레로 신청한 듯하고, 몇몇은 유
치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접 시 군과 연합하거나, 심지어 3개 시 군
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 곳도 있다.
둘러싸고 시 군간에 전국(戰國)시대의 합종연횡(合縱連衡)을
연상케 한다. 충남도가 연말까지 3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도의회로 이송하
기에 유치신청 시 군마다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결의를 다지고
세미나를 열며 현수막을 거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보지 선정을

北처럼 感性的이면 비웃음 사
지역 주민들이 도청유치운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나 자기 고장을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애향심도 합리성을 띠어야지 그것
이 감성적이거나 맹목적이면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일 예로 호남고속전철의
분기점과 관련하여 충북유치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가 충북 오송 분기점 선
정을 무산시킬 경우 납세거부와 대통령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의했다.
忠

마치 결전(?)에 임해 자신들의 비장한 의지를 천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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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엔 결의치고는 지극히 감성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납세와 선거거부, 고속철도 분기점의 선정은 개인감정으로
실현될 성직의 것이 아니고, 그런 단순논리대로라면 다른 조건은 제쳐두더
라도 150만 충북도민보다 200만 충남도민의 의지가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
만 보통사람이

는 이치에서다.

처럼 도청이전 후보지의 결정은 주민편의와 경제적 국토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풀어야 마땅하다. 감성에 흐르면 일을 그르칠뿐더러
주민화합마저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된다. 후보지가 어디로 선정되든 일개
시 군, 많아야 두 세 개 지역을 연계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 군은
고배를 들 수밖에 없다.
이

무

탈락한 주민들의 불만은 있기
마련이요, 어쩌면 도민화합을 위해 현 상태가 더 나았다고 후회할 수도 있
는 결정인 것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난처한 것은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
자치단체장과 각급 의원들이다.
선정과정에서 제 아 리 공정을 기하더라도

몰라도 탈락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들이 이를 우려한 나머지 돌출행동을 하여 도민화합을
깨뜨리거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진실을 외면할 공산이 없는 것은 아
니기에 염려되기도 한다.
행여 당해 시 군이 선정되면

敗者가 더 많은 결정, 公正 투명해야
도청이전 지의 결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로 이뤄져야 한다. 도민은 도
의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를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연구기관에
서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도의회와 도민이 감성에 흘러 잘못된 결
정을한다면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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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자고 시행하는 도청이전 결정이 도민불화의 요인
이 된다면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 또 후보지가 결정된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공사이기에 막대한
국비확보와 국내외환경의 변화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오로지 도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만이 요구된다.
국가와 도민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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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25
‘도청 이전’도민 설명회 측정지표 이견으로 연기

난 24일로 예정됐던 도청이전 연구용역 도민 설명회가 미루어졌다.

지

준을 평가하는 일부 측정지표에 대해 용역기관인 충남발
전연구원(CDI)과 시·군들의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도청 입지기

논란을 빚고 있는 측정지표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지정 문화재 수
‘로, 이들 항목은 성격이 비슷하다는 일부 시·군의 의견과 두 가지 모두를
입지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CDI의 의견이 맞서 있다.
현재

뒤 도민 설명회를 갖는다는 방침 아래 이달 중
도청이전 관련 실무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道는 의견 합의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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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5
도청이전 측정지표 논란
실무위원 투표로 종지부

<속보>도청 입지기준을 평가하는 측정지표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CDI)과
시·군들의 의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후보지 선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
으로 보인다.

CDI)은 지난달 31일 계룡출장소에서 도청이전
시·군 실무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측정지표에서 뺄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9곳)이 반대(4곳)보다 많음에 따라 이를 빼기로 최
종 의견을 모았다.
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CDI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도청이전 용역 도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
으나 측정지표를 놓고 시·군과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연기한 바 있다.
임자인 CDI 송두범 부장은 이날 “시·군과 합의한대로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실제 평가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향후 도민 설명회를 갖
고 그간의 용역작업 결과와 방향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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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 5
도청 이전 추진상황 보고회
의원들 지역구 따라 찬성과 반대 엇갈려

난달 26일 도청 이전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지역구에 따라 의견
이 나뉘었다.
지

출신

서북부지역

의원들은

도청 이전을 추진할 것을 주
장했고 대전과 가까운 동남
부지역
에

출신

류

의원들은 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언

의원들의 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이은태 의원(홍성)-수도 이전을 빌미로 도청이전 논의를 연기하는 것은
명분 외에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도민들이 납
득할 것이다.
▲이종건 의원(홍성)-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도청이 아니더
라도 발전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와 도청 이전은 따로
추진돼야 한다.
▲오찬규 의원(보령)-수도와 도청 이전은 따로 추진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
다. 도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 후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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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구 의원(공주)-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청 이
전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 용역 결과가 발표됐
을 때의 파장을 생각해야한다.
▲유환준 의원(연기)-수도 이전으로 충청권은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수
도 이전 공약이 실현되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홍표근 의원(비례)-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한 만큼 중앙정부가 수도
입지를 결정한 뒤 도청 이전 장소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유병기 의원(부여)-수도 이전이 안될 경우 도청 이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도청이전 대토론회 개최
16일 홍성 홍주문화회관서

회 회장 전용설)가 주최하는 ‘행정수도 및 도청 이전에 대한 발전
전략 대토론회’가 오는 16일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충남의정 (

토론은 행정수도 예정지 확정 이후 도청 이전을 주제로 삼은 첫 공식
행사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의정회는 전직 도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심대평(沈大平) 지사와 박동윤(朴東允) 의장, 국회의원, 시장·군
수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중 행정수도 분야는 홍문표
(한나라·홍성예산), 박상돈(우리당·천안乙) 국회의원이, 도청 이전 분야는
최진혁(충남대)·최원회(공주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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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6
[문]“도청이전 대신 대전과 통합 의향은”
[답]“나눈 것이 잘못…이견 조정후 가능”
국회 국정감사에서 市·道 통합론 제기
양형일 의원 질문에 沈지사‘私見’답변

됐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 다.

난 12일 열린 충남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양형일(梁亨一·
광주) 의원은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지역이 수도와 충남, 대전으로 3분돼
시·도 행정체계 개편문제가 나올 것이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지

평(沈大平) 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대가 있는 문제를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개인적으로 충남과 대전은 애초 분리한
자체가 잘못이며 통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심대

沈

“그러나 이미 나뉜 지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나 각급 기관·단체의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이
견만 조정된다면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사는 이어

沈 지사는 또 梁 의원이 “통합을 주도할 의향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자
치단체장이 나서기는 어려우며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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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뒷받침을 받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梁 의원
은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적 논리로 대전을 충남에서 분리
함으로써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경제적 단절, 재정 자립도 약화 등의 문제
입 의

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梁 의원은 특히 전남도청 이전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충남도청 이전 문제는
자칫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대
전시와의 통합으로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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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25
위원장 오찬규 의원 선임
도청이전추진특위

새로 구성된 도청이전추진특위는 지난 19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 종료 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오찬규
의원(보령), 간사에 강동복 의원(천안)을 선임했다.
吳
◇ 오찬규 위원장

“도청 이전은 도민 편의 증진과 지역 균
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완용역 발주가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겠
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吳 위원장은 또 “용역만 합리적으로 수행되면 의원들간 이견 조정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 명단>
강동복(천안), 송민구(공주), 오찬규(보령), 김광만(아산), 차성남(서산),
박태진(논산), 심정수(금산), 유환준(연기), 유병기(부여), 박영조(서천),
유영호(청양), 이종건(홍성), 김기영(예산), 명귀진(태안), 성기문(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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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25
도청 이전 후보지 보완용역
이달 중 착수…CDI와 계약
도청이전특위 업무보고

◇ 지난 20일 도청이전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왼쪽>과
이를 듣고 있는 오찬규 위원장<오른쪽>.

완 용역이 이 달 안에 착수된다. 도
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위(위원장 오찬규)는 제184회 정례회 개회 첫 날
인 지난 20일 김동완(金東完)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도청 이전 후보지 선
정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도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보

달 내로 충남발전연구원(CDI·원장 김용웅)과 도청 이
전 후보지 선정 보완용역 계약을 맺기로 했다. 용역 기간은 300일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또 용역과정에 도의회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문·평가
위원을 참여시키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道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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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5
“도청 이전 ‘승복 합의’ 있어야”
후보지 선정 용역 결과 9월 발표…임기內 최종 결정
도지사 시·군 순방

순방(현장 대화)을
있는 沈 지사는 지난

연두 시·군
계속하고

21일 예산군, 23일 홍성군을 차

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沈 지사는 “충남발전연구원(CDI)이 수행하고 있는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의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할 방침”이라며 “가능한 임기(내년 6월 말까
지) 안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沈 지사는 “도청 이전 후보지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선정 사례를
따르겠다”고 전제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전
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뒤 도의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沈 지사는 특히 “행정수도는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결과에 승복할 것을 공
약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잡음 없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도청 이전도 후
보지가 어디로 결정되든 시장·군수들이 선정 결과에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명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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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17
“대전-충남 통합되도 도청 이전 계획대로”
沈 지사 방송토론 언급

획

도청 이전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계없이 추진되고 이전 후보지는 계 대로

될 것으로 보인다. 심대평(沈大平) 지사는 지난 4일 CMB 충청방
송의 목요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 출연, “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은 시간
이 촉박하긴 하지만 가급적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결정

沈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와 일정을 감안해 실무적 차원에서
내년 6월까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책적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동완(金東完) 기획관리실장은 지난달 14
일 의회에 출석, 도청 이전 용역 결과가 나오면 특별조례안을 제정하여 내
지사는

년 6월까지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었다.

沈 지사는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 “개인적으로 대전·충남은 물론
충북까지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대전·충남이 통합된다 하
더라도 도청이 대전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
해 沈 지사는 “대전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고, 현재 도청의 위치는 남쪽에
치우쳐 있어 충남의 미래 발전을 촉진하는 대안으로서 도청 이전이 필요하
다”고 덧붙였다.
沈 지사의 이 발언은 개인적 소신인 시·도 통합론의 대상에 처음으로 충북
까지 포함시켰고, 시·도 통합론과 도청 이전은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沈 지사는 도지사직 사퇴설에 대해 “행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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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문제가 없고 도정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이
완)도 없다. 다만 앞으로 도정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역할이 커진
다면 그때 사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아

沈 지사는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500만 충청인을 대변
하고 지방과 중앙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 및 정치가로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
다. <기조연설 내용 3면>
이와 관련

■ “8월 창당 주비위 발족”
沈 지사는 지난 6일 대전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신당 창당 일정에 대
해 “오는 6월 정치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8월 창당주비위(籌備委) 발족을
거쳐 하반기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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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18
도청 이전작업 본궤도 올랐다

◇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도청 청사 모습

조례 20일쯤 공포…추진위 등 구성
沈지사 “임기내 예정지 확정할 터”

례안’이 지난 5일 도의회를 통과, 오는 20일쯤 공포될

‘도청 이전을 위한 조

례

예정이다. 조 는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계기로 추진위와 자문위, 추진

단 구성 등 도청 이전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조례는 행정도시 후보지 선정 방식을 도입, 특별법과 유사하게 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청 예정지를 선정토록 했다.
도청 이전을 총괄하는 추진위는 민·관(民官) 위원 15명으로 구성하며 행정
부지사와 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충남발전연구원(CD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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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월

김용웅)이

완료된다.

획안은

용역중인 도청 이전 계

오는 9

평(沈大平) 지사는 이와 관련, 최근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의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합의한 만
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안에 예정지를 확정하
◇ 오찬규 위원장
겠다”고 밝혔다. 또 오찬규(吳瓚圭·보령) 도청이전특위
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일정이 추진되므로 앞으로는
도청 이전계획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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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25
땅값 상승 평가대상서 빼거나 감점

도청 이전 예정지 결정 절차와 방법

- 부시장·부군수 회의자료 全文 요약 시·군 유치 활동 투기 조장 부작용
이전 방법과 대상기관 설문조사 중

◇ 이목 집중 도청이전조례 공포를 앞두고 지난 18일 긴급히 소집된 부시장·부군수 회의
모습. 참석자들이 유덕준 행정부지사의 당부사항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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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로 소요비용 산정
예정지 결정계획

▲이전계획 수립

석

법·시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요 비용을 산정할 계획. 전남의 경우 道 5, 공공기관 10, 유
관기관 63개 등 총 78개 기관 이전. 도청소재도시 개발 방향은 기존 연
구 결과(96년) 인구 20만명에 부지 600만평 규모의 특화형 복합신도시
건설 방안 제시. 앞으로 개발 규모의 적정성과 개발 유형(신도시 또는
신시가지), 개발 방식 등 재검토 필요(향후 추진위에서 결정).
▲예정지역 결정 절차
충남 전역→개발가능지→후보지→평가대상지→예정지역의 5단계로 이행.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추진위), 전문가 자문(자문위), 평가대상지 평가(평
가단), 예정지역 확정(도지사)으로 역할 분담.
이전기관 조사·분 , 이전방

예정지역 확정까지 5단계
추진 절차

▲용어 정의△후보지-충남 전역에서 물리적 조건과 입지선정 기준에 만족
△평가대상지-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여 평가단의 평가대상이 되는
후보지 △예정지역-평가대상지 중 평가 결과 최고득점 지역 △도청소재
도시-예정지역에 건설되는 도시
10개 市郡 실무기획단 운영
시·군 자제요청

▲유치활동 상황△7월20일 조례 공포를 앞두고 언론의 집중 보도, 시·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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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유치위원회, 정치인 움직임 활발 △특정지역에 도청 이전이 확정된
듯한 풍문이 만발, 부동산 업계 및 투자자로부터 문의 전화 증가 △도청
유치기구로 10개 시·군에 실무기획단, 7개 지역에 민간유치위원회 구성
△6개 시·군에서 유치논리 개발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장
소까지 공개함으로써 투기 유발.
▲유치활동 자제-시·군의 도청 유치활동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도청 이전의 장애 요인이므로 자제 필요.
민

불법행위 도민 신고보상제
투기와 난개발 방지

▲땅값이 상승하면 평가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안 마련. 전남의 경우 도
청소재지(무안)의 40%가 간척지여서 상대적으로 유리했고 초기에 부동
산투기 대책을 시행하여 성과 거둠.
▲단계별 대책 시행. 1단계(후보지 선정 이전)는 후보지 선정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추이를 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단계(평가대상지 선정 때)는 평가대상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개발 및 건축행위제한을 지정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
획 수립 필요.
▲근본대책으로 道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없는 땅값 상승지역을 평가대상
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때 불리하게 하는 방안 강구(도청이전 추진 합
의서에 반영).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신고보상제도 도입.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경찰·검찰·국세청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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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준수 공동 합의서 작성
갈등 최소화 방안

▲공정한 추진 절차-조례 제정으로 객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공정·투명·전문성 확보.
▲도청이전 추진 합의서 작성-도지사, 도의회, 시장·군수, 시·군의회, 추진
위가 결정사항 준수를 약속하는 공동 합의서 작성.
공청회·설명회 때 의견 개진
시·군 협조사항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대책 지원-추진위가 요청하면 법에 의한 조치사항
을 즉시 시행.

▲과열 유치활동 자제-단계별 공청회와 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
므로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
▲추진 절차와 결과 합의-행정도시와 같은 절차로 공정하게 도청이전을 추
진. 시·군 자체 연구용역 및 유치논리 개발은 실용성이 의문스럽고 땅값
상승과 투기 조장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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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6
“땅값 급등지역 도청 후보지 제외”

沈 지사 의회 연설…부동산투기 근절 의지 강조
道와 시·군 협정 체결 및 ‘투기 신고보상제’ 운영
땅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지역은 평가 점수가
깎이거나 아예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심대평(沈大平) 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청 이전과 관련 “부동산 투기 신고보상제를 도입하고 지가 과다 상승지
역 감점 또는 후보지 제외 등 대책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청 이전을 예상하여

沈 지사는 이날 개회된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 도청이전추진위원 위촉 동
의안 처리에 앞서 연설을 통해 앞으로 계획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설
명했다. <관련기사 2면>
이 자리에서 沈 지사는 “이제는 도청 이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지혜
를 모으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악용과 지역이기주의적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沈 지사는 “도청 이전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중 투
기와 난개발이 악화되면 예정지를 정하고도 추진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沈 지사는 이어 “추진위 발족을 계기로 道와 시·군간 협정을
체결, 道는 공정한 절차 이행을 약속하고 시·군은 평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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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5
도청 이전은 충남 발전 역사적 과업
지역별 愛鄕心을 愛道心으로 승화하면 성공 가능

[인터뷰] 김 유 혁 도청이전추진위원장
중도 포기 안될 말…전남·경북 사례 타산지석으로
이전 기관 분산 배치 및 도로망 가로축 개선 필요
“도청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과업입니다. 행
정수도 입지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화합 속에 대역사(大役事)를 달성하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으로서 추진위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유혁(金裕赫·73) 위원장은 특유의 철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도청 이
전의 역사성과 성취 가능성을 낙관했다.
난 9월27일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금강대학교 총장실에서 그를 만나 도
청 이전의 의미와 과제를 점검했다.
지

▲ 추진위원 및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경위는.
- 처음 권유를 받았을 땐 충북 출신이고 총장 임기도 내년에 끝나고 해서
사양했지만 무방하다는 답변을 듣고 수락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봉사의 기회로 생각한다.
▲ 충남과 인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북(음성)에서 태어났지만 전생은 충남 사람이었던 같다. 여러 가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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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깊다.

께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던 곳이 청양이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전국 최초의 대학 분교(단국대 천안캠퍼스) 설치가 성사됐다.
또 종교적 인연으로 논산에 있는 대학 총장을 맡았고 도청 이전에도 참여
70년대 초, 학생들과 함

했다.

누군가

긴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

(1932년)이 같으니

해와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의 생년

길조(吉兆)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기쁜 마음으로 위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추진위의 소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논어(論語)에 ‘군자(君子) 부동이화(不同而和), 소인(小人) 동이불화(同而
不和)’란 말이 있다.
군자는 같지 않으면서 화합하고, 소인은 같으면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
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더 큰 가치의 실현을 위해 화합해야만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각 시·군이 애향심(愛鄕心)을 갖고 도청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
만 이를 애도심(愛道心)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애향심과 애도심의 조화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단순한 예정지 결정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경쟁지역이 다섯 곳이라고 가정하면 각자의 성공 확률은 20%이다. 즉 가
능성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양보를 전제로 한다. 이는 도민들
의 도청 이전 찬성률과 상통하며 원만한 예정지 결정도 가능하다.
추진위가 할 일은

▲ 다른 시·도의 사례에서 얻을 것이 있다면.
- 도청 이전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은 전남과 경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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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

식 예정) 도민들의 마음
은 그렇지 못하다. 반면 경북은 후보지간 지나친 경쟁과 아집으로 이전이
무산됐다. 각 시·군이 20%를 80%로 착각한 결과다.
전남은 물리적으로 도청은 옮 지만(11월11일 개청

드

道 입장에서 반 시 도청을 옮겨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도 이를 미루는

키

것은 역사를 지연시 는 일이다. 어려우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례를 거울삼아 극복해야 한다.

안된

다. 우리는 두 사

▲ 충남이 도청 이전 추진에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 앞서 말한 시·도와 달리 행정수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먼저 ‘체
험’이 있었다. 행정수도 입지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고 이를 도
청 이전에 적용한다는 道의 방침은 타당하다.
또 하나 행정수도는 ‘유치’가 아닌 ‘선택’의 결과다. 충남이 달라고 하지 않
았고 중앙정부가 정했다. ‘유치’는 경쟁의 원리이므로 결정 후에도 앙금이
남지만 ‘선택’은 그렇지 않다.
택

따라서 도청 이전은 선 의 원리로 가야하고 그러려면 도민의 여론을 모으기

활 필요하다. 여론 형성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
린 문제이므로 추진위원들이 앞장서서 강연이나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위한 계도 동이

▲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 도출이 가능하겠나.
- 도청 이전은 편의(便宜)-충족(充足)-공관(共觀) 단계를 거칠 것이다. 서
로 자기지역의 편의성을 내세우다가 도청 대신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반
대급부를 모색하고 나중엔 더 큰 가치(애도심)에 대한 공관(共觀)을 형성하
게 된다.

外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강
구하고 도로망을 세로축(經度型)에서 가로축(緯度型)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전기관을 선정할 때 도청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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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 회의를 일요일(9월25일)에 열었는데.
- 일정이 촉박함을 다들 이해하고 일요일 회의에 동참해준데 대해 감사한
다. 일본은 주로 주말에 학회를 갖는다. 회의장 확보도 쉽고 결강(缺講)할
필요도 없으며 ‘국민은 쉬어도 맥박은 뛴다’는 말을 듣는다. 좋아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다.
▲ 추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각오 및 당부사항은.
- 장차 다른 道가 도청 이전의 전례를 살필 때 충남이 모델이 돼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예가 없어서 어려운 것 아닌가.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도민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선례를 남기는 역사적
과업으로 생각한다. 도민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하
겠다.
맹자(孟子)는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하
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고
했다. 작은 이익을 좇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추진위원
회를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392 도청이전백서

2005. 10. 5
도청이전추진위 제2차 회의 결과 브리핑 내용

▣ 땅값 앙등지역 감점 방안
부지 매입비의 이상 폭등을 막기 위해 예정지 평가시 적절한 감점조치를
취하기로 함. 전국 지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지역 중에서 충남 지
가 상승율보다 1.5배 이상 지가 상승율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예정지
평가시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2점을 감점키로 의결.
▣ 주민 신고 포상제 도입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를 주민들이 신고시 일정액의 포상금 지급.
▣ 도청이전조례 개정 방향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이전
통해 보완키로 의결.

단

및 건설 계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를 개정을

▣ 과열 유치행위 감점 방안
道와 시·군간 합의(9월20일)를 바탕으로 시·군의 도청 유치활동이 도청이전
조례가 정한 제도적 틀을 준수하여 과열 유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의결.
▣ 도청 이전 용역 공개방향

회 등 의견 수렴 후 확정이 필요한
것은 윤곽 정도만 발표하고, 시기는 용역이 끝나는 10월2일 이후 도지사와
도의회 보고 후로 함.
용역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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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6
도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동의 협정서(요지)

염원인 도청 이전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었
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축하하면서, 앞
으로 경쟁적인 유치 활동을 자제하여 도민의 축복 속에 도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을 확약한다.
200만 도민의

1. 도청 이전 예정지의 결정은 2005년 7월 20일 공포된 ‘도청 이전을 위한

례

절차와 방법을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도민의 다양한 여론
을 수렴하고 시·군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조 ’에서 정한

유치활동은 위 제1항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만 함
으로써 과열을 방지하는데 道와 시·군이 함께 노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추진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 시·군 등에서의 도청

회

든 절차와 정책 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하여야 하며, 道와 시·군은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평가기준 설정 등 도청 이전에 필요한 결정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3. 도청이전추진위원 는 모

회

회

의장, 도내 16개 시장·군수와 시·군의

4. 도지사와 도의

의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정을 체결하고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005년 9월 20일

회 의장, 16개 시장·군수, 16개 시·군의회 의장

도지사,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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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15
과열 경쟁 감점기준 확정
부동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도청 소재도시 특별회계 신설

례 개정안
시·군이 도청 유치를 위해 광고방송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후보지 평
가시 건당 3점이 감점 처리된다.
또 도청이전추진위원과 자문위원, 평가단을 개별 접촉하여 유치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도청 후보지와 예정지 안에서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
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도청 소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지난 12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도청이전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
도청이전조

음과 같다.

▣ 과열 유치행위 제재
▲시·군 등에서의 도청 유치활동은 추진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유형과 감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아래 表 참조>
▲과열 유치행위로 추진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후보지 선정 및 예정지의
평가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위항의 불이익을 처분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주민신고포상제

빙자하거나 예정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청 이전 후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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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위원회 업무에 건설
사항 추가한다.

항

열 유치행위

재원에 관한 사 과 과

제재에 관한

▣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도청 소재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소재

특 회계를 설치한다.

도시건설 별

<특별회계 세입>
▲도청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 소재도시로 이전하는 도청과 공관 등의 청
사와 부대시설, 그 부지의 매각대금·사용료·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당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의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특별회계 세출>
▲도청 소재도시에 입지할 도청 청사 등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건축 및 이
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사업시행자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 운영규칙
이 조례 규정 외에 추진위와 자문위, 추진지원단 및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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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15
사업비 3천822억~3조6천919억 예상
기관이전·신시가지·신도시형 3구분
도내 전역의 개발 가능지 150곳 도출
도청 이전 용역 결과 공개

회
유덕준 행정부지사·김유혁 금강대 총장)는
지난 6일 제3차 회의에서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공개 범위를 결정, 7일 발표했다.
충남발전연구원(CDI·원장 김용웅)이 지난해 12월 착수한 이 용역은 지난
95～96년 ‘도청 이전 기초연구조사’, 2001～02년 ‘도청 이전 입지 기준 설명
및 후보지 평가’ 용역에 이어 세 번째 시행된 것이다.
도청이전추진위원 (공동위원장

안

완

준 평가방법,
이전 기관 규모와 개발 형태, 개발 방식, 재원 확보방안 등이 망라돼 있다.
이번 용역은 그 동 의 용역을 보 하여 후보지 등의 선정기 과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청 소재도시 개발 형태는 기관이전형(기성 시가지형)
과

신시가지형, 신도시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또

사업비는 개발 형태와 부지 규모에 따라

최소

억원(기관이전형
20만평 개발), 최대 3조6천919억원(신도시형 500만평 개발)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됐다.
한편 김유혁(金裕赫) 위원장과 김용웅(金容雄) CDI 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
서 충남 전역에서 도청 이전이 가능한 개발 가능지는 모두 150곳이 도출됐
다고 밝혔다.
3천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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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

Ⅰ. 도청 및 이전기관 규모 분석

▣ 이전 대상 기관
道본청, 유관기관, 지원산업(기능)으로 3분류. 숫자는 지방기관 14, 공기업
18, 국가기관 31, 개별기관 141개 등 총 204개.
▣ 유관기관 이전 시나리오
▲시나리오1-유관기관이 전혀 이전하지 않음
▲시나리오2-이전 가능성이 높은 유관기관만 이전(114개)
▲시나리오3-유관기관 이전 원칙에 따라 이전 대상 유관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전(166개)

Ⅱ. 도청 소재도시 개발 형태

▣ 대안 설정 및 개발 규모
▲기관이전형(기성 시가지형)-기존도시 재개발 또는 인접지역에 도청 관
련 행정기관과 최소 지원기능만 이전. 적정 인구규모 1～5만명, 개발밀
도 250～350인/ha, 개발규모 20～50만평.
▲신시가지형-기존도시 주변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되, 기존도시의 기반시
설을 활용해 개발. 적정 인구규모 5～10만명(대안1과 3의 중간), 개발
밀도 150인/ha, 개발규모 100～200만평.
▲신도시형-기존도시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미개발 지역에 새로운
도시 개발. 적정 인구규모 15～20만명, 개발밀도 100～150인/ha, 개발
규모 300～500만평. (96년 도청이전 연구는 20만명에 500만평 제시, 전
남 남악신도시는 15만명에 44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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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비용
▲규모별 개발 비용-토지보상비는 개발유형별 표본대상지를 추출, 지목
별 거래 시세를 적용해 계산. 공사비는 전남 사례 준용.
▲대안별 개발 비용-보상비 산정은 개발형태별로 추출된 표본지역의 평
균지가를 산출해 적용(전남은 간척지 및 국·공유지가 많아 충남과 여
건이 다름). 세부 내역은 전남 사례를 면적비율로 적용.
Ⅲ. 개발 방법과 재원 조달

▣ 개발 주체
▲자체 개발(道, 시·군)-전남 남악신도시 개발
▲위탁 개발(토공·주공 등 제3자 개발)
▲절충 방안(자체+위탁)-판교신도시 개발
▲民官 합동개발(제3섹터)-대전엑스포컨벤션복합센터 개발
▣ 재원 조달 방안
▲도청 청사 건축-도유재산 매각액 활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청사
공제사업 지원금 활용, 지방채 발행
▲도청 소재도시(신시가지 또는 신도시) 개발-택지분양대금과 각종 기금,
국고보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민간 자본 유치
▲기타 방안-부재지주에 대한 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8·31 부동산대책),
道와 시·군간 재원 분담
Ⅳ. 도청 입지 선정

출

→후보지 선정→평가대상지 선정→예정지역
선정→도청 소재도시 건설 과정을 거침.
개발 가능지 도출은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표고 150m이상, 경사도
15°, 기존 개발지역 및 개발규제지역은 제외.
개발 가능지 도 (충남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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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
고, 예정지역 선정 후에는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는 평가단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입지 및
(70명)을 구성해 실시.

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갈등 관리

▣ 부동산 대책
▲정부의 8·31

안 적극 도입(부재지주에
제외한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고 개발

부동산대책 중 적용 가능한 방

대한 보상금 중 3천만원을
후 현물로 보상)

▲道와 시·군이 협력하여 부동산투기대책 적극 운용
▲평가단계에서 부동산 투기지역 감점제 실시
▲주민신고포상제 도입
▣ 갈등 관리 방안
▲자율 해결과 신뢰성 확보
▲자치단체간 동의협정서 체결
▲결정과정의 투명화, 도민과 전문가 참여 확대(추진위 산하 갈등관리소
위원회 설치)
Ⅵ. 도청 소재도시 개발 방향

념

개발이 은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생명의 도시’로 설정.

래

SUCCESS City’(성공도시)로 설정. ▲환경친화적이면서 개성이 있
는 도시(Special Unique) ▲평등하고 창조적인 문화 도시(Creative Culture)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경쟁력이 있는 효율적 도시(Efficient)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품질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도시(Selective Service)
미 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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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25
충남 수도 옮기는 역사적 프로젝트
도청 이전 바로알기 10문 10답

엔 예정지 결정, 실제이전은 2단계 추진
후보지 추천 없애고 유치활동은 승인 받아야
이번

확정을 목표로 속도
를 더하고 있는 도청 이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편집자 註>
역사적인 도청 이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내 입지

遷都)를 의미한다.

도청 이전은 충남의 천도(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표현을 빌리면 단순히 도청 청사만 이전하
는 것(Provincial Office Move)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수도(首都)를 옮기는
사업(Provincial Capital Relocation Project)이다.
이해를

곧바로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유형에 따라 최소 3천822억원에서 최고 3조6천919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전 예정지만 결정하며, 2단계 이전 및 건설단계는 재원
마련 및 도시 유형 선택에 따라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
도청 이전은 도시

예정지 결정은 도청이전추진위가 주관한다.

래 후보지를 몇 개 선정한 후 도의회에서 최
종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행정수도 입지결정 방법을 채택했다.
2001년에는 용역기관 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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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官) 합동 중립기구인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평가기준을 마
련하면 별도의 민간 평가단이 그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최고 점수를
얻은 후보지가 막바로 예정지로 결정된다.
따라서 민·관(

역할이 다른 여러 기구가 사업에

참여한다.

참여하는 기구는 추진위를 중심으로 서로 역할이 다른 여
러 개가 있다. ▲추진위(15명)-도청 이전사업의 중추기구로 모든 의사 결
정 ▲자문위(30명)-추진위의 의사 결정을 전문적으로 자문 ▲평가단(70
명)-예정지 선정을 위해 구성할 계획인 기구로 비공개 장소에서 단기 합숙
을 하며 평가작업 수행
도청 이전사업에

안

예정지 선정 때 후보지 제 을 받지 않는다.

완

이번 작업은 과거 97년과 01년 실시했던 용역을 보 하여 충남발전연구원

탕

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 으로 추진한다. 추진위는 01년 용역 때 시·군에

안 곳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치지만 장소가 미리 공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
해 시·군의 제안은 받지 않는다.
서 제 한 11 을 포함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 때

회

道와 시·군, 의 가 미리

신사협정을 맺었다.

유치하려는 과열행위를 자제하기 위해 道와 도의회,
시·군과 시·군의회 수장 34명이 지난 9월20일 ‘도청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의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는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지역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사협정을 맺음으로써 갈등 관리의 좋은 선례가 됐다.
도청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활동을 하려면 추진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단체의 도청 유치활동은 추진위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시·군이나 민

402 도청이전백서

할 수 있다.

막을

든지 세미나를 개최하려면 추진위에 먼저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받아 후보지와 예정지 평가 때
불이익이 돌아간다.
가령 현수

내건다

렴

예정지를 정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수 한다.

준
평가기준 등 중
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안(案)을 정한 다음 공청회
등을 열어 시·군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추진위는 도청 소재도시의 도시 형태와 입지 기 , 예정지

법

부동산 불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투기 방지대책의 하나로 주민신고포상제가 도입됐다. 도청 이전 후
보지 및 예정지의 땅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은 일
정 요건을 따져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동산

점

부동산 가격 앙등지역은 감 제를 적용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보다 1.5배가 높고 충남
평균 땅값보다 1.5배가 높은 지역은 2점 정도(100점 만점 기준)를 감점, 땅
값이 도청 이전 예정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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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5
지정토론자 시·군별 1명 추천
도청 이전 공청회

난 3일 제7차 회의를 개최, 주민 공청회 개최 계획을

도청이전추진위는 지

확정·발표했다.
추진위가 공청회를

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한 ‘입지기준’과 그 다음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다.
공청회는 도청 이전사업 추진의 흐름에 맞추어 2단계로 구분해 실시한다.
통해

얻으려는

의견은 두 가지, 도청 이전

▣ 1차 공청회
1차 입지기준에 관한 공청회(15～25일)는
먼저 이전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뒤 입지
기준안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어 각 시·
군에서 1명씩 추천한 3～4명의 지정토론
자 및 방청석의 의견을 듣는다.
<진행표(매일 오후)>▶1시40분～2시 :
참가 등록 ▶2시～2시10분 : 개회식 및
인사말(추진위원장) ▶2시10분～2시30분 :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설명
(지원단장) ▶2시30분～2시50분 : 입지기준안 발제(충남발전연구원) ▶2시
50분～3시 : 휴식 ▶3시～4시30분 : 지정토론(60분) 및 자유토론(30분)
▣ 2차 공청회
2차 평가기준에 관한 공청회는 시기와 장소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진행은 1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결정사항(입지기준)을 설명한 뒤
평가기준안에 대한 발제를 하고,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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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5
“도청은 행정도시 배후지로”
제4권역 주민 공청회 개최

난달 25일 공주문예회관에서 제4권역(공주시·연기군·
청양군) 공청회를 개최<사진>, ‘입지기준안’에 대한 5개 권역별 1차 주민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3명의 지정토론자들은 새 도청 소재도시는 행정도시와 연계해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청이전추진위는 지

행정도시와 연계 개발해야

▣ 정환영(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도청은 행정도시와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입지기준에 주요 도시와 거리가
멀수록 점수를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천과 일정거리를 멀게 하
는 것도 도시계획을 세우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표가 제시돼 가중치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도청과 유관기관을 일정 거리(20㎞ 내외)의
시·군에 나눠 이전하는 ‘근접 분산형 배치’ 방안을 제안한다.
백제문화 계승 항목 필요

▣ 박태신(뉴스청양 대표)
새로운 도청이 행정도시와 거리가 멀어야 한다는 논리는 충남의 균형발전
과 논리적 연관성이 미약하다. 도청 이전은 충남 전역의 균형발전이 최우
선이므로 입지기준의 4대 대항목에 균형성이 들어가야 한다.
충남은 백제로부터 정신적, 문화적 뿌리가 있다. 따라서 백제의 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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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발전시킬

계

수 있는

에 자연과 문화,

항목을

표에

세부지

켜

포함시 야 하며,

첨단이 결합된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낙후된

지역

행정도시 건설효과 활용을

▣ 김일호(민주평통 연기군회장)

달라고 하면 염치없는 일이므로 객
관적 입장에서 말하겠다. 충남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동서(東西)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균형발전론이 제기되고 있다.
도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며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
와 지원 속에 진행돼야 한다. 행정도시와 일정 거리 안에 도청을 이전해
행정도시 건설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이 도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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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25
“도청 이전 예정지 빨리 결정을”“늦어도 내달 중에는 선정될 것”
[ 도청이전지원특위 ]

회 도청이전지원특위(위원장 오찬규)는 지난 15일 제8차 회의를 개최,
도청이전추진위(위원장 김유혁)로부터 도청 이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청 이전 예정지를 빨리 결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입지기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최대한 설득해 도민의 화합 속에
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유혁(金裕赫·단국대 명예교수) 추진위원장은 이에 대해 1차 공청회를 거
쳐 확정한 입지기준과 앞으로 2차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평가기준
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金 위원장은 특히 “예정지는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선정될 것으로 본다”며
“도청 소재도시의 개발형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 개발형태 결정된 바 없다”
▣ 질문
▲김기영 의원(예산)
도청 이전문제는 도민의 관심과 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道와 시·군간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일부 시·군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
서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소신과 의지를 갖고 계획대로 조
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유병기 의원(부여)
도청 이전 입지기준안에 대한 1차 공청회를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불화합만 조성했다고 생각된다. 시·군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입지기
준안 지표가 32개에서 19개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없나.
도청 소재도시의 형태가 300만평 규모의 신도시형으로 확정된 것으로 언론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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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

런 사항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발표를 했어야 한다.
도청 이전계획에 의하면 지가가 높이 책정돼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므로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종건 의원(홍성)
입지기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시·군이 5곳이나 되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강행 처리할 것인가. 평가 항목에 있어 배점 기준은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점수를 배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명귀진 의원(태안)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5개 시·군(주민 수 100만명)에서 이의를 제기
했다. 200만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도청 이전 형태를 300만평 규모의 신도시형으로 한다고 보도됐다. 이런 사
항은 미리 의원들과 협의를 거친 후 발표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
▣ 답변(김유혁 위원장)
▶사업 추진일정-도청 이전 입지기준안에 대해 시·군의 합의가 없으면 후
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다소 늦더라도 동의를 얻은 후 평
가대상지를 확정하겠다. 앞으로 2차 공청회를 통해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
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올해
에 보도 는데, 이

말까지는 (예정지 선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것으로 본다.

앞으로

달

시·군에서 이의가 없으면 다음

될

중에는 선정

▶평가지표 감소-입지기준안의 평가지표가 32개에서 19개로 줄었다고 해서
평가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도시 개발형태-도청 소재도시로서 상징성과 위상을 고려하여 민간과 공
동 개발이 가능토록 하려면 개발 규모를 300만평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보아 결정했다. 그러나 시·군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 개발형
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평가 배점기준-평가배점기준은 특정 시·군에 유리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가중치를 두어 적절히 배분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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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25
입지기준 모든 시·군 동의에 노력
“빨리빨리 보다 도민 화합이 더 우선”

[ 도청이전추진위 ]
도청 이전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주민 공청회 개최
장소가 도청으로 결정됐다.
또 입지기준은 도민 화합 속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지 선정
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모든 시·군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유혁)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제11차 본회의를 개
최, 입지기준에 대한 시·군 동의와 2차 공청회의 개최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위는 이어 도의회 도청이전특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도청이전추진위(위원장

“최대한 빨리 예정지를 결정하되, 도민의 화합
속에 사업을 추진키로 한 지난 9월20일 道와 시·군간 기본협약 정신에 따
라 입지기준과 평가기준은 모든 시·군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 입지기준 시·군 동의
지난 1일 확정한 입지기준에 대해서는 16개 시·군 가운데 3개 시·군이 아
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든 시·군의 동의를 얻는 것이 도민 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과, 일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정지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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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앞으로 후속 절차를 도민 화합 속에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군의 동의 확보 노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

추진위는
일정이
다.

또

요구하는 사항은 입지기준의 결정적 지표가 아니므로
해당 시·군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시 회신하고, 필요하면 추진위원
장과 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설득을 하기로 했다.
부동의 시·군이

▣ 2차 주민 공청회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주민 공청회는 평가대상지에
서 빠진 시·군을 포함한 모든 시·군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공청회 개최 시기는 앞으로 입지기준에 대한 시·군의 동의 상황을 보아가
며 시·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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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25
공청회를 마치고
시작前 긴장과 달리 질서 있게 마무리
높은 애향심과 충남의 밝은 미래 확인

난

지

16일은 도청이전추진위가

출범한지

째

128일

되는 날이다. 추진위원

안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지난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데서 오는 중압감 때문이
었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는 탓에 활동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는 꺼
낼 수도 없는 처지다.
모두는 그동

회 마지막 공청회이다. 결과가 정리되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결과가 집계되면 도청 이전 예정지는 사실상 표면화된다.
때문에 추진위원장으로서 공청회의 성패는 곧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마음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공청 는

푸라기도 잡는다고 한다. 나는 간밤의 꿈을 풀이하느
라 대전행 열차 안에서 주역(周易)을 펴 보았다.
단순 음양수로 보면 128일째인 128은 간괘(艮卦)로서 산(山)을 의미하고, 1
월16일인 116은 손괘(巽卦)로서 풍(風)을 의미한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

풍괘(山風卦)는 부패한 것이 거름 되어 새것을 돋아나게 한다
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일정에 밀려서 잡은 날짜이지만 일진(日辰)을 살펴봤다. 1월16일은 을사일
(乙巳日·뱀날)이었다. 이게 무슨 기연인가. 사일(巳日)인 동시에 손괘(巽卦)
주역에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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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고 방위상 모두 동남방에 해당한다.

봄철에 즈음해서 부는 동남풍은 눈을 녹이고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동남풍은 불어서 서북방(乾方)으로 옮겨간다.
공청회 장소인 한밭대는 도청으로부터 서북방에 있다. 출범일수와 일진과
방향이 이렇게 합치되니 길조가 아닌가하여 마음 든든했다.
남은 문제는 추진위원들의 일관된 자세의 천명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
제로 하는 불퇴전(不退轉)의 태도와 200만 도민의 가슴 속을 파고들 수 있
는 신뢰 기반의 설정이다.
손괘(巽卦)에서 천명하기를 ‘겸손한 태도로써 다른 사람들 마음속으
로 들어가라(謙遜態度, 進入他人之心中). 그러면 뜻 한 바를 천하에 펼 수
있다(志向, 能行之于天下)’고 밝히고 있다.
뜻밖이라 할 만큼 많은 700여명이 모인 공청회였는데 비방이나 고성 한마
디 없이 질서정연하게 마칠 수 있었다.
이는 단정컨대 200만 도민의 공통된 애향심과 수준 높은 도민의 기상이 표
주역의

현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래상은 더욱 밝게 조소(彫塑)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혁 / 金裕赫·도청이전추진위원장,단국대 명예교수

따라서 충남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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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25
(도청이전) 투명·공정‘원칙’충실
시·군 동의 배제…‘이전의지 없다’의혹 잠재우기

◇ 도청 이전 2차 공청회가 열린 한밭대(대전 유성구 덕명동) 문화예술회관.
‘도청 이전 도민의 축복과 화합으로’라고 쓴 플래카드 문구가 눈길을 끈다.
추진위 결정 내용

김유혁)는 지난 19일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평가기
준안에 대한 시·군 제시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기준 가중치 결정방법,
세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대한 시·군 동의 절차 진행 여부, 입지기준
산출 검증방법을 심의·의결했다.
다음은 추진위가 20일 발표한 회의 결과 내용이다.
도청이전추진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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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안 제시 의견

평가기준안에 대한 시·군 제시 의견에 대하여는 우선 공청회시 제시된 의
견 60건과 1월20일까지 시·군에서 추가 제출하는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자
문위의 자문을 거쳐 다음번 회의에서 조정·확정키로 했다.
평가기준 가중치 부여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 부여는 전문가 의견과 시·군 의견을 함께 반영하
기 위해 30명의 자문위원(시·군 추천자 16인 포함)들을 대상으로 AHP 기
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항목과 세부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평가과정에서의 담합을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
중치는 평가 완료시까지 비공개하고 평가결과 집계시 공개하기로 했다. 이
를 통해 평가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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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점수 산정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세부항목의 점수 부여 및 산정방법은 평가위
원에게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를 그대로 제공하여 평가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평가토록 했다.
특정지역에 대한 담합 행위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으로 각 세부항목별로 점수 하한제를 두어 40점 미만의 점수는 부여할
공정한

수 없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이 평가한 최고 및 최저점수 중 각 5%(4명)를 제외한 평균점
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평가기준 동의 여부

평가기준에 대한 시·군 동의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입지기준과
같이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속한 진행을 위해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모두 검토됐다.
례
평가기준을 확정하되,

회와 시·군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여
입지기준에 대한 시·군 동의는 조례상 필수절
차는 아니었으나 시·군의 이해를 구한다는 목적으로 동의절차를 진행한 결
과 예정지 결정을 장기화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는 추진위원들
의 판단으로 별도의 동의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청이전조 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가 공청

평가대상지 산출 검증

준을 적용한 평가대상지 산출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
지 확정 전에 추진위원 2명과 자문위원 2명으로 입지기준산출검증위를 구
성하여 적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정확성, 데이터를 적용하여 점수(Z-스코
어)화 하는 산식의 정확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입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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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25
“없는 집이 할 말 많은 법”
지역발전성과 지역균형성 양립 놓고 논란

회 평가기준안)
도청 이전 평가기준안을 다룬 지난 16일 공청회는 도청 이전의 목적과 충
남의 정체성이 주요 논점으로 등장했다.
우선 평가기준안 5대 기본항목 중 지역발전성과 지역균형성을 함께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시·군에서 추천한 지정토론자간에 택일론과 양립론이 맞
섰다.
도청 이전 2차 공청 (

논란의 핵심은 도청을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해서 충남의 균형발전을 꾀할
것인지, 아니면 발전된 지역(인구 밀집지)으로 옮겨서 도민에 대한 행정서
비스를 높일 것인지의 여부. 이는 평가기준 항목의 적절성이나 기술적 타
당성을 따지기보다 가치 판단의 문제가 내재돼 있다.
또 기본항목 중 지역정체성에 대해서도 도청이 대전에 있음으로 해서 충남
의 정체성이 없다고 할 것인지를 놓고 일부 이견이 있었다. 두 논점을 중
심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지정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容
도청 이전 목적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은 양립할 수 없다. (선택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
이겠지만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 -황의호(보령)
▲지역발전성은 도청 이전의 목적인 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태신(청양)
▲지역발전과 지역균형 가운데 하나만 살려라. -윤준상(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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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을 대비해 기본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 특
정지역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임양빈(계룡)
충남의 정체성

▲도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충남의 정체성이 없다. 도청이 오면 정체성
은 당연히 생긴다. -황의호(보령)
▲도청을 옮기는 행위 자체가 정체성 확보라는 정책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
는 것이다. -박용규(서천)
▲道 공무원은 대부분 대전시민이고 도지사가 아니라 대전시장을 뽑는다.
-윤준상(예산)
▲정체성 문제를 강조할 이유가 없다. 도청이 대전에 있어도 지금까지 잘
해왔고 충남의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니다. -김태복(금산)
그밖의 발언들

▲도청 이전은 충남 발전을 위한 다시 얻기 어려운 기회다. -정환영(공주)
▲남의 집 곁방살이를 접고 내 땅에 집짓는 일이다. 축복 속에 이뤄져야한
다. -김종래(예산·자유토론)
▲원래 없는 집에서 할 말이 많은 법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
지자 한 말) -윤준상(예산)
▲추진위가 고충이 많다. 복잡 다양한 지표를 갖고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
적 기준을 마련한다면 노벨상 후보감이다. -김진욱(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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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5
“원칙과 정도로 간다”
도민과의 약속‘도청이전’계획대로

沈지사, 예정지 결정 전후 두차례 담화 및 회견
1차 기자회견

평 沈大平)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이전 예정지 평가작업을 원칙과 정
도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 도지사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沈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 평가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 일부에서 제기한 발표 연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심대 (

沈 지사는 “충남은 지금 발전의 큰 전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행정도
시 건설 일정에 맞춰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행정도시 및 대전권과 대응하여
충남 내륙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沈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
인 도청 이전을 놓고 정치적으로 흔들린다면 나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옳고 그름은 도민들이 판단하고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沈 지사는 일부 시·군이 예정지 결정을 반대하는데 대해 “도청 이전을 정
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지금 예정지를 정하지 않으면 차기 도지사
에게 짐만 안기고 도청 이전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沈 지사는 “실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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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를 이유로
도청 이전 예정지 결정을 유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없고 국민 편의나 시대

沈 지사의 담화에 앞서 도의회 의장단(3일), 시장·군수(6일 오전), 시·군의
회 의장(6일 오후), 지역 원로(7일)와 연쇄 간담회를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계획대로 예정지를 결정·공표하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난 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평가에 즈음한 특별담
화문’ 발표에 많은 지역 기자들이 참석해 열띤 취재경쟁을 펼쳤다.
지

안·아산 충남균형발전의 맏형이 되어야
정치적 이익 보다 도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
천

1차 기자회견 문답

▲ 후속 일정은 어떻게 되나.
- 도청 이전은 3단계로 추진된다. 2006∼09년은 준비단계로 도청소재지변
경조례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 추진단 확대 개편 등 준비작업을 수행하
고 부동산 투기 방지, 주민 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2010∼12년
은 건설단계로 새 청사를 건설한다. 2012년은 행정도시에 중앙부처가
입주하는 시기이다. 2012년말부터는 유관기관 이전 및 도시 건설을 지
속적으로 추진한다.

▲ 국회 특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 대전·충남의 통합이 바람직하고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더 광역화해야 한
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각 시·도는 지금보다 더 넓은 광역 행정체제
를 갖춰야 경쟁력이 강화된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편론은 국민
적 검증이 필요하며 단기에 결론을 내거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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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중심당의 진로보다 도민과의 약속을 선택한 것인가.
- 행정도시 및 대전권과 대응하여 충남 내륙이 발전할 수 있는 흡인력을
갖출 시점이 지금이다. 정치적으로 흔들린다면 나의 오점이 될 것이다.
그건 도정을 11년간 이끌어온 도지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 이번 결
정의 옳고 그름은 도민들이 판단하고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내 책무를
다하고 떠나려 한다.
▲ 천안·아산 등 서북부 지역의 반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 도청 이전은 시민을 볼모로 반대 투쟁을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행정
의 책임자는 그러면 안 된다. 천안·아산은 충남 발전의 맏형 노릇을 해
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아적 판단에서 불공정하다는 핑계로 합의 정신
을 위배하고 승복하지 않는 것에 박수 칠 도민은 없다. 뭐가 불공정한
지 조목조목 근거를 댄다면 모를까 자기 기준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것
은 잘못이다. 해당 주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내가)
도민들을 믿지 않았다면 어려운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계획보다 두 달 지연됐다. 모두를 설득하고 안고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계속 동참을 호소하면서 당위성을 설득하겠다. 평가위원이 3
명 모자란다.
▲ 도의회에서 도청소재지변경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나.
- 오는 20일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 더 이상 논란이 되면
도청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 이전조례를 만들어놓고 후속 조
례를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의원들의 상식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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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5
도청이전지로 물망에 올랐던 후보지
정주 생활권별로 1곳씩 6곳 선정
도청이전추진위(위원장

김유

난달 26일 제15차
본회의를 개최, 도청 이전 평
가대상지 6곳을 확정해 발표
혁)는 지

했다.

▲북부내륙권
(천안·아산)-아산 신창 ▲북
부해안권(당진·서산·태안)-당
진 면천·순성 ▲중부권(홍성·
예산)-홍성 홍북·예산 삽교
▲남부해안권(보령·서천)-보령 명천지구 ▲백제고도권(공주·부여·청양)-청
양 청남 ▲대전근교권(연기·논산·계룡·금산)-논산 상월이다.
선정

지역은

定住) 생활권으로 권역을 나눈 뒤 입지기준을 적용
해 권역별로 최고 점수를 얻은 곳이다. 또 아산시 신창면을 제외한 5곳은
2002년 연구용역 때 해당 시·군이 도청 입지로 추천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6개 정주(

▣ 평가기준 확정
추진위는 또 이날 예정지 선정을
세부항목을 확정·발표했다.

위한

평가기준으로

항

5개 기본 목,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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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지역 정체성-역사문화성, 전통적 입지관, 환경경관 ▲행정
효율성-지리중심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성장 잠재력-경제산업 여
건, 교육 등 생활여건, 공항·항만 여건 ▲지역 균형성-지역 낙후도, 인구
불균형, 대도시 영향권 ▲실현 가능성-토지 가격, 국·공유지 면적, 기반조
구성

성 여건이다.

평가기준안과 비교할 때 기본항목인 ‘지역 발전성’이 ‘성장 잠재
력’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역 균형성’과 배치되는 것을 완화됐다. 또 지역
균형성 가운데 ‘산업 불균형’ 대신 ‘대도시 영향권’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께 제공자료의 항목별로 ‘다소’(많고 적음), ‘원근’(멀고 가까움) 여
부를 가리지 않고 ‘종합적 평가’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평가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

평가대상지 개요

▣ 아산 신창
아산시 신창면, 초사동 일대로 북동쪽에 신정호 국민관광단지가 인접.
아산시 중심 시가지와 3～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부는 농경지이며
남쪽에 황산이 있음.
국도 21, 39호선과 지방도 623호선이 지나고 장항선 온양온천역과 신창역
에서 3～4km 위치. 당진-천안고속도로(계획중)와 인접.
▣ 당진 면천·순성
당진군 면천면과 순성면 일원으로 남서쪽으로 서산시 운산면이 인접. 당진
읍 중심 시가지가 10km 거리에 위치. 중심부는 농경지, 서쪽에 아미산, 남
서쪽에 순원저수지가 있고 넓은 초지 형성.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IC), 당진-대전고속도로(건설중)와 인접,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과 지방
도 619호선이 통과. 2002년 용역에서 당진군이 제안한 지역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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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명천지구

축

보령시 대천1, 3, 4동과 남포면 일원으로 道종 장 부지를 중심으로 보령시

접 쪽
쪽
욕
36, 40호선 통과. 서해안고속도로 대천나들목과 근접하고 장항선 대천역과
남포역이 인근에 있음. 2002년 용역에서 보령시가 제안한 지역.
▣ 청양 청남
청양군 청남면 일원으로 남으로 부여군 부여읍, 동으로 공주시 탄천면과
접하고 있음. 중앙에 구릉지가 있고,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중심 시가지와 인 . 동 에 성주산, 서 에 대천해수 장이 위치. 국도 21,

있음.

쪽 칠갑산이 있고 국도 39호선과 지방도 643호선 통과. 서천-공주고
속도로(건설중) 부여나들목과 인접. 2002년 용역에서 청양군이 제안한 지역.
▣ 논산 상월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일원으로 북으로 공주시 계룡면, 동으로 계룡시 남선
면과 인접. 주로 농경지이고 북동쪽은 계룡산, 남동쪽은 향적산, 서쪽으로
노성천, 북쪽에 양화저수지가 있음.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697호선 통과. 천
안-논산고속도로 탄천나들목, 호남고속도로 계룡나들목, 호남선 철도 부황
역과 인접. 행정수도 후보지였으며 2002년 용역에서 논산시가 제안한 지역.
북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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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6
200만 도민 한 뜻으로 성공 이루세...
추진위 민간위원에게 듣는다

낸 추진위 민간위원들의 활동 소감을 듣는 특

본지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어

집을 2회로 나눠 싣는다.
본지가 제시한 문항에 따라 7명의 위원이 각자 답을 했고 김용관(건양대
공연미디어학부 교수), 이길영(대전대 토목공학과 〃), 온영태(경희대 건축
공학과 〃) 위원은 병환중이거나 개인사정으로 응답하지 못했다.
참여한 소감은.
2.가장 보람을 느낀 일 한 가지는 무엇인지.
3.가장 아쉬웠던 일 한 가지는 무엇인지.
4.앞으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둬야 할 점은.
1.입지 결정까지 추진위원으로

5.200만 도민과 관계기관에 바라는 말은.

김유혁 위원장

출범 당시는 사막 여행에 접어든 기분이었다. 그러나 사막을 걸
어가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한발 한발 전진하다보니 오아시스에 해당
하는 후보지와 예정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어 뿌듯한 기쁨을 느낀다

1. 추진위

례
머리를 맞대
고 지혜를 짜내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을 때 가장 즐거웠으며, 1, 2
단계 공청회가 모두 질서정연하게 마무리 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

2. 선행사 가 없어서 당황한 때도 있었지만 추진위원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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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民無信)이면 불립(不立), 국민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
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뜻이다. 일부 지역에서 9·20 ‘성공 협정’
정신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던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아쉽

3. 민

다 아니할 수 없다.

평가대상지를 발표해 생활권역별 민심을 응결시킬 수 있
었고 정월 대보름날 예정지를 확정 발표함으로서 세시풍속에 걸 맞는
화합정서를 성숙시키는데 제몫을 했다. 월드컵 16강에 진입했다는 의욕
을 바탕으로 200만 도민이 한 마음 되어 도청 이전사업의 성공을 다짐

4. 설 전전날 6개

해야 한다.

확정은 도청 이전의 기점을 마련한데 불과하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금까지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시·군과 각 사회단체 성원은
적극 협력한다는 분위기 조성에 솔선해야 한다.

5. 예정지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
1.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활동을 시작했다. 그
러나 추진위 출범 145일 만에 도청 이전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도
민의 여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리라. 충남과 인연을 맺은 지 만 23년
만에 ‘제2의 고향’의 위대한 역사를 새로 쓰는 작업에 힘을 보탠 것이
감격스럽다.
2. 추진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정지 확정 과정을 이끌었음을 많은 분
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 내가 재직중인 대학이 소재한 市에서도
단 한 차례도 부담을 준 적이 없다.
3. 모든 시·군이 선정 결과에 승복한다는 신사협정을 맺었고, 또 자기 지역
이 평가대상지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市가 최종 평가단계에서 불
참한 것은 못내 아쉽다.
김경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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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정중심 이전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충청의 균형 발전
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 특히 예정지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소
외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5. 앞으로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거시적 시각과 충청 발전을 위한 아량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지방선거에서 소모적 논란이 없도록
도민과 후보들이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4.

/

윤 육
1. 일요일 회의, 6시간 마라톤 회의 등 많이 힘들었지만 공청회를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입지
기준과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하기까지 어려움 속에서
김명수 위원 공주대 국민 리교 과 교수

도 매우 의미가 있었다.

변

2. 도청 이전이 가능할지 주 의 의구심이 많은 와중에서

평가단과 합숙을

저녁 늦도록 토론하며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입지가 결정된
순간을 지켜본 데 보람을 느낀다.
3. 시·군마다 입지기준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자문위나 평가단 중
에서도 자기 지역만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2개 시에서 평가위
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못내 아쉽다.
4. 개도(開道) 이후 110년만의 역사적인 일인 만큼, 도시 기본구상과 재원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나라 지방행정사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5. 모든 시·군이 충남은 하나라는 구호 아래 단합해야 될 것이고, 道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행정도시로서 중심역할을 하도록 원칙과 정도를 지
켜가면서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면서

/ 밭
1.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다. ‘계획은 과정’이란 말이 실감난다. 최적입
박찬규 위원 한 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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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낸 과정도 소
중하다. 김유혁 위원장의 리더십과 도의회의 지원, 지원단 공무원들의
희생,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헌신에 감사한다.
2. 도청 이전이라는 거대한 계획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융합시켜나가는
과정과 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 큰 보람으로 남는다.
3. 추진위원 두 분이 병환중이어서 도청 이전 예정지 결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4. 도청 신도시를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환경으로 계획하고, 남부 내륙권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5.최종 목
적지에 이르려면 또 다른 터널과 강과 계곡을 건너야 할 것이다. 이전이
완성되는 날까지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가 결정된 것은 물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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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6
2012년 입주…2032년 신도시 완성
도청 이전 사업 개요

변 례안이 지난달 28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만 도민
의 최대 숙원이던 도청 이전사업이 법적 토대를 완비했다.
앞으로 추진될 도청 이전사업의 내용을 분야별로 풀어본다.
도청소재지 경조

도청 신도시 개발 규모
도청

신도시는 2032년까지

평

300만 을 개발해 인구 15만명을 수용한다.

평

계별로 도시 형성기(2012년, 5만명, 100만 ), 도시

평

숙

단

확장기(2022년, 10만명,

평)로 진행된다.

200만 ), 도시 성 기(2032년, 15만명, 300만

안·아산 성장축과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최
소 300만평이 필요하고, 재원 조달면에서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공동
개발을 하면 300만평까지 가능하다는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도시 규모는 행정도시 및 천

이전 기관과 파급 효과

께 이전이 검토되는 유관기관은 직속기
관 14, 공기업 18, 국가기관 31, 개별기관 141개 등 총 204개이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도청과 함

족

기관 이전에 따른 이동 인구(본인과 가 )는

유관기관 중 166개(대전·충남

미분리 기관 포함)가 옮기면 5만1천명, 114개(대전·충남 분리 기관)가 옮기

됐

면 3만5천명, 도청만 이전하면 1만600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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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2025년까지 166개 기관을 옮겼을 때 최대 70조
원(생산 효과 43조, 부가가치 효과 27조원)의 경제적 이익 및 56만명의 고
용효과가 예상됐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안시대 성장 거점으로 도청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함께 충남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러나 이보다는 서해
행정도시와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투기와 난개발 방지에 달려 있다. 이
에 따라 道는 행정수도의 경험을 살려 지난 1월26일 평가대상지 발표 이전
부터 준비를 해왔다.
도청 이전사업의 성공 여부는 부동산

검찰·경찰·국세청과 협조체제 구축에 이어 道와 시·군이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2월13일 예정지 확정과 함께 개발행위 및 건축허
가 제한 조치를 취했다.
제한지역은 홍성 홍북면 8개리와 예산

축허가는 2년간 제한된다.

삽교읍 4개리이며 개발행위허가는 3

년, 건

충남 전역의 균형 발전
충남은 2012년 행정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면 이를 중심으로 대전, 청주, 천

안이 광역도시권을 형성해 주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흡수할 우려가 높다.

신도시 입주 시기를 행정도시와 같이 2012년으로 설정, 충
남 서부 내륙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신도시는 도청과 유관기
관 이주 및 교육·문화시설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서해안권의 성장을 이끌
이에 따라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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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자족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충남 전역의 균형 발전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기존 4대권(북부산업, 서
해안관광, 금강, 백제문화권)에 2000년 이후 확정된 행정도시권, 내포문화
권, 유교문화권을 더한 ‘4＋3’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충남 2020
비전’과 제3차 道종합개발계획 수정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
도청 신도시 형성 단계

행정체계 개편과의 관계

숙원사업으로서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도
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문제가 많고 실현 가
능성이 희박해 도청 이전을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도청 이전은 도민의

폐지하려는 국회의 개편안은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하는데
다 광역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 지방화시대에 국
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먼저 지방이 경쟁력을 갖춰야하고, 그러려면 道는
더 크게 하고 시·군은 더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道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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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산 5형제봉에서 바라본 예산군 삽교읍 일원 도청 이전
예정지 모습. 사진/예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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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6
총 비용 2조3천억에 道 부담 7천500억
도청 이전 재원 대책

신도시 건설)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도청 이전(

난달 13일 도청 입지를 결정 고시한데 이어 16일, 입지 확정 전보
다 세밀해진 도청 이전사업 비용 추정 및 재원 조달대책을 발표했다.
道는 지

신도시를 건설(목표 연
도 2032년)하는 것을 전제로 총 건설비(신도시 건설비 총액), 총 사업비(道
비용 추정은 홍성·예산에 인구 15만명을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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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액), 민간 투자액을 분석했다. 작업은 충남발전연구원(CDI)이 맡았다.
추정 결과는 총 건설비 2조2천951억원, 총 사업비 7천505억원, 민간 투자액
(사업시행자 미정) 1조5천446억원으로 예상됐다. 다만 항목별로 예비비 5%
가 더해졌기 때문에 원래 추정액은 이보다 적다.
부

▣ 총 사업비 추정 내역
도청 입주前 초기 투자에 집중道가 도청 이전사업에 부담해야 할 직접 경
비는 7천505억원. 항목별로 토지 매입비 448억원, 도시 기반조성비 2천626
억원, 건축비 3천338억원, 예비비 1천93억원이다.
△도시 형성기(2012년·인구 5만명·100만평 규모) △도시 확장
기(2022년·10만명·200만평) △도시 성숙기(2032년·15만명·300만평)의 3단계
중 2012년 도청이 입주하기까지 초기 투자에 집중돼 있다.
시기적으로는

▣ 토지 매입비
道가 직접 매입해야 할 토지 면적은 도청 청사(3만평), 지방행정관리시설(3
만3천평), 문화복지시설(7만7천평), 공급처리시설(5만7천평) 등 전체 300만
평 중에서 19만7천평(6.6%). 이에 따른 토지 보상비는 전체 6천804억원 가
운데 448억원임.
▣ 도시 기반조성비

토지 매입비율에 따라 8천592억원 가운데 565억원을 부
담. 또 도시기반시설에서 간선시설(상·하·중수도) 비용 1천554억원, 설계비
및 부대비용 507억원은 道가 직접 부담. 따라서 道가 부담할 도시 기반조
성비는 총 2천626억원임.
기본시설 공사비는

▣ 건축비
道가 직접 투자할 공공 건축은 도청 청사(보건환경연구원·종합건설사업소 포
함), 지방행정관리시설(면사무소·우체국·소방서·경찰서 등), 문화복지시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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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안

축

며, 인구 수에 따른 면적과 건 비 등을 감 한 건 비용은

총 3천338억원임.

▣ 총 사업비 조달 방안
재정 여건상 조달에 무리 없어 道는 재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직접 부담 경
비 7천505억원은 재정 여건의 건전성으로 볼 때 조달하는 데 큰 무리가 없
다고 밝혔다.
항목별 조달 방안은 도유지 매각 1천895억원, 가용재원 적립(07～11년) 2천
460억원, 국비 지원 1천286억원, 지방채 발행 1천864억원이다.
▣ 도유지 재산 매각
△대전 서남부권 토지(옛 농업기술원) 447억원(86만원×5만2천평) △現 청사
(건물 포함) 668억원(장부가격×7만5천평) △종축장(보령 명천지구) 360억원(40
만원×8만9천평) △폐천 부지 420억원(1만5천원×28만평) △합계 1천895억원
▣ 가용재원 적립
△일반회계(07∼11년) 2천억원(연간 400억원×5년) △공영개발 청산금(04년
말 자본금) 460억원 △합계 2천460억원
▣ 국비 지원 확보
△보령댐 광역상수도 415억원(총사업비 519억원의 80%) △중수도를 신도
시 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국비 보조율 미정) △하수도 167억원(총사업비
238억원의 70%) △폐기물 종합처리장 153억원(총사업비 510억원의 30%)
△문화복지시설 358억원(총사업비 716억원의 50%) △기타 시설(소방파출
소, 우체국 등) 193억원(총사업비 387억원의 50%) △합계 1천286억원
▣ 지방채 발행
△지방청사 정비기금(신축할 때) 564억원 △지역개발기금(여유자금) 1,300
억원 △합계 1천8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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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6
도청 이전‘만장일치’
도의회‘조례안’원안 가결에 이어 천안시도“결정 수용”

법적 근거 및 도민화합 전기 마련
도청 입지 결정에 대한 행정적, 법적 절차가 완료돼 1896년 개도(開道) 이
래 최대 프로젝트인 도청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도의회는 지난달 28
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道가 제출한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의원 31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이전사업

했다.

례안은 ‘도청 소재지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한다’는
본문과 부칙 각 한 문장으로 구성됐으며, 조례 공포 후 규칙이 정하는 날
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날 조례안 처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일사천리로 진행돼 토론이나 표결
없이 의원 전원의 ‘이의 없음’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도
민의 화합 축제를 표방해온 도청이전추진위(공동위원장 김유혁)의 결정이
도덕적 명분까지 얻게 됐다.
이로써 도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앞으로 조례안이 道로 이송돼 공포되면 도정의 더부살이 ‘대전시대’는 법적
으로 종언을 고하고 균형발전의 ‘서해안시대’를 열기 위한 실무 절차가 본
격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도청이전특위
(위원장 오찬규)는 이 조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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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반대 현수막 철거

안

간

판

회

천 시가 그 의 비 적 입장을 철 하고 도청 입지 결정을 수용, 도민 화합

마련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지난 2일 월례
시청 직원모임에서 “도민의 의사 결정기관인 도의회가 도청 소재지 변경 조
례안을 가결, 홍성·예산 입지를 승인했으므로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속에 이전을 추진하는 전기를

또 천안시 도청유치추진위(위원장 이한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승적 차
원에서 도의회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시 객관적
기준 제시 등 5개 항을 건의했다. 천안시는 이에 따라 시청사에 걸었던 대
형 현수막을 비롯, 읍·면·동사무소와 거리에 걸린 현수막들을 전부 철거했
다. 도청 이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을 상징하듯 現 도청 청사 본관 정
면에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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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체 홍보
1. 도청이전 홈페이지 활용 홍보

신속하게 알리고자 사이버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되
어 ‘05년 10월에 도청이전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 홈페이지 주소 : www.chungnam.net/content/city
도청이전 추진상황을

1) 홈페이지의 구성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자료를 접하고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추진경과」,「일반현황」,「알림마당」,「추진단에게 바란다」등 4개 메
뉴로 구성하였다.
(1) 추진경과

○ 도청이전의 목적 : 도청이전의 목적으로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도민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도민의 자긍심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충남 고유의 지역문화 발전계기 마련,
지역내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구조로의
전환임을 소개
○ 추진경과 : 1989년 1월 대전시 분리이후 예정지역 결정까지의 과정을 소개
○ 추진체계 :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도청이전 자문단, 도청이전추진지원단,
평가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
- 예정지결정 및 평가결과 : 예정지역 선정 추진절차와 평가절차 및 과정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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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위원회
구

성

- 15인으로 구성
- 위원장: 행정부지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
- 당연직: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청이전지원특위의
위원장과 간사 등 5인
- 위촉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10인

기

능

- 자문위, 추진단, 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
- 충남도청 이전계획
-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등

② 자문위원회
구

성

기

능

- 민간인 전문가 30인으로 구성
-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6개]

- 추진위원회 요청에 의한 전문적인 자문 수행

③ 추진단
구

성

- 도청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

기

능

- 추진위원회의 업무 보좌, 실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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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단
- 도의회 16, 시장군수 1인씩 16, 전문가 38,
구

성

총 70인[지역추천 32, 전문가 38]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평가단장 선출
-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 작성 후 구성

-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기

능

- 추진위원회에 제출 후 결과 평가단장이 발표
- 추진위원회위원장이 도의회 및 도지사 보고
- 도지사는 최고득점지역을 예정지역으로 확정

(2) 일반현황

① 예정지역의 일반 현황
위 치 :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면적 : 32.78㎢(약 9,918천평)
- 홍성군 홍북면 22.77㎢(70%) / 홍성군 전체의 5%
- 예산군 삽교읍 10.01㎢(30%) / 예산군 전체의 2%
※ 예정지역은 사업지구(개발계획)가 지정되면 300만평 규모로 재확정될 예정임
․ 인구 및 세대('06. 2월말) : 3,676명 / 1,397가구
토지분포 : 농지 41%, 대지 3%, 하천 5%, 임야 35%, 기타 16%
※ 토지거래허가구역('05. 7. 2) 및 토지투기지역('04. 2.26)으로 지정됨.

② 지역 및 주변여건
대부분 지표는 해발 25m∼45m로 표고차가 완만한 농경지이고, 동쪽에 봉수산, 서쪽에 용봉산, 남쪽에
오서산, 북쪽에 가야산, 동쪽으로 금마천, 북쪽에는 덕산천이 삽교천과 합류하여 흐름 산세지세가 웅장
하지 않아 지방도읍지로 적절하고 좌향이나 시계 확보가 좋아 기 순환이 잘되는 곳 지역균형발전의 배
후 거점도시로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 장항선과 서해안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와 인접 7개시군(공주,
보령, 아산, 서산, 청양, 태안, 당진)과 인접 주변 교통 연계망
- 지방도 609호 통과, 국도 21호 3.7㎞, 국도 29호 6.4㎞, 국도 45호 4.4㎞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 13㎞, 당진 상주간 고속도로 수덕사 IC 7.6㎞
- 장항선 홍성역 5.6㎞, 화양역 3.3㎞, 삽교역 5.7㎞, KTX 천안아산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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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정지역내 행위 제한사항
○ 개발행위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건축법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식재행위 가능>
- 경미한 행위로 가능, 또한 보상은 사업지구지정 이전에는 통제가 사실상 곤란,
다만 과다보상행위를 자율적 자제 차원으로 관리한 다음, 식재이전비 미지급 등 조치
- 토석의 채취, 물건적치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고시일 : 2006. 2. 13(제한기간 3년)
○ 건축행위 제한(건축법 제8조)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서의 건축 또는 대수선
- 위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획

(3) 추진계

○ 도청이전사업의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았으며 특히, 예정지역 보상계획과
신도시 현상공모 내용 및 도청이전의 로드맵을 게시하였다.
- 사업지구지정, 건설기본계획수립, 개발계획수립, 문화재조사,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등 도청신도시건설
의 주요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

알림마당
○ 공지사항, 자료실, 관련기사 모음, 갤러리 등으로 구성하여, 도청이전의
추진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의 언론보도 내용과
주요 사진을 게재하여 생동감과 객관적인 의사를 전달하였다.

(4)

① 공지사항
○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과정에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중요
한 정책결정사항과 도민 및 예정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을
게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발족(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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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이전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안내(05.10.7)
- 도청이전 주민공청회 개최 안내(05.11.13)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알림
- 도청이전평가대상지(6개소) 및 평가기준 발표(06.1.26)
- 도청이전예정지 결정에 즈음한 도지사 특별담화문(06.2.8)
-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 확정(06.2.12)
-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발표문(06.2.13)
-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06.2.13)
-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 지정공고(06.2.14)
- 도청이전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알림(06.3.15)
② 관련기사 모음
○ 지역언론 및 중앙신문 ,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되는 도청이전관련 기
사를 모아서 일자별로 게시하여 네티즌에게 도청관련 정보를 신속하
에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으며, 2006년 2월말 까지 836건을 게시하였으
며 또한, 보도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신문스크랩을 편집하여 보관하
고 있다.

단에게 바란다

(5) 추진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
설하였으며, 문의를 하였거나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의 글을 올렸다.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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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물 제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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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홍보
1)「도청이전관련 쟁점사항 정리」홍보
Ⅰ. 정리이유

평가대상지 선정 발표(1. 26)를 전후하여 일부 지
역, 일부 정치인(계층), 일부 언론등에서 도청이전의 시기의 적정성,
재원문제, 입지 및 평가기준의 합리성, 평가의 공정성 여부 등의 문

m 도청이전을 위한

제를 제기함에 따라
m 상기의

쟁점들에

확

석 토대로

대한 명 한 분 을

알려 전도민이 이해와 공감을 얻고자 함.

확히

도민들에게 정

Ⅱ. 쟁점별 논리
�
시기의 적정성

<왜 지금 추진해야만 하는가?>

q 제기된 내용요약 (언론에 기재된 사항 위주)
m (전용학) 한나라당 도지사 출마 희망자 발언(1월 23일)
“도청이전 후보지결정과 관련, 대부분지역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차기정부에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m (대전일보) 지방일간지 시리즈 문제제기(1월 20일)
“지방선거 맞물려 지역갈등 조짐, 차기 지사에게 넘겨야”

前 예정지역이 결정되어야 할 이유
① 도청이전 사업은 지난 1989년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 全도민이 열망
해온 숙원사업임에도 2번에 걸쳐 국가적 필요에 의해 추진이 유보되
어 왔음.

q 5. 31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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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Ⅰ. 도청이전 정책목표

□ 정체성 확보
◦대전에 위치한 충남도청을 충남도 행정구역내로 이전함으로써
충청남도 정체성 확보
□ 지역 균형개발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해 충남도내 시 군간 발전격차 해소
□ 지역발전 선도
◦충남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충남발전 선도도시 육성
□ 행정서비스 효율화
◦고품격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
Ⅱ. 도청이전 추진연혁

회 도청이전 설문조사(한국갤럽, 93년 11월～12월)
설문결과 도청이전 찬성 71% 반대 24.7% 무응답 4.3%
m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 용역(95년 12월～96년 5월)
m IMF외환위기로 논의중단(98년～2000년)
m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 평가연구 용역(01년 8월～02년 12월)
m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 발표로 논의중단(02년 12월)
m 도청이전 보완연구용역 과업 수립(04년 11월 30일)
m 도청이전조례제정(05년 7월 20일)
m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05년 9월 20일)
m 도청이전자문위원회 구성(05년 10월 13일)
m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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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他 시도사례와 차이점
◦도청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제기된 전남, 경북의 경우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이전의

필요성이

- 전남은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는데 20년 소요 (1986～2005)
- 경북은 이전 논의를 통해 지역간 갈등의 확대로 논의중단
(1989～2001) 및 시ㆍ도 통합 논의도 일부 제기
◦충남은 전남ㆍ경북과 달리 도청이 충남권역의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도청이전의 필요성이 더 큼
<전남> : 광주광역시를 전남 함평, 영광, 장성, 단양, 화순,
나주시가 둘러쌈
<경북> :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성주, 고령, 경산, 칠곡, 군위
영천시가 연접
③ 예정지 결정 과정상 이유
◦지난 ’05. 9.20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4개월간 도청이
전 규모, 입지 및 평가기준, 평가대상지 선정등 예정지 결정을 위한
주요 핵심사항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고
- 평가단 구성 완료가 임박(’06.2.2 제16차 추진위원회 결정예정)하고
평가실시만 남은 상태에서
- 평가를 연기할 명분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정지 결정은 조속히
매듭 지어야 더 큰 도민간 갈등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 만일 평가를 연기하는 경우 대다수 도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하게 됨
④ 민선 3기 도지사의 대도민 약속실천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은 민선 3기 도지사가 임기중에 결정하겠다는
것이 200만 도민에게 한 약속임
- 당초 도지사가 임기중까지 예정지 결정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추진
위원회에서 2005년 12월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정 제시한 것
이 도지사가 약속한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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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05년 12월 말까지 결정되도록 추진하던중 전도민의 화합속에 예
정지 결정을 하기 위해 일부 시군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지만
- 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도청이전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성 상실
과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져 2월 중에는 결정되어야 함.
⑤ 선행 행정처분의 일관성(공정력)
◦道조례에 근거(제7조)하여 도청이전예정지 결정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
◦추진위원회가 평가대상지(6곳)를 선정 발표한 것은 법적효력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존중되어야 함
◦만일 신임지사 당선시까지 도청이전 추진을 유보한다 해도 旣 발표된
평가대상지, 평가기준 등 핵심사항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청이
전 추진을 신임지사 당선時까지 연기할 명분과 이유가 없음
⑥ 신임지사의 부담해소
◦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신임지사가 취임하여 도정발전계획을 수립하
는 과정에서 도청이전예정지 결정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안이 미
리 정해진다면

◦재임중 정치적 부담없이 도정을 전념하여 수행이 가능할 것임
�
재원대책

<도청이전을 위한 실현가능한 재원대책은 있는가?>

q 제기된 내용요약 (언론에 게재된 사항 위주)
m (대전일보) 지방일간지 시리즈 문제제기(1월 23일)
“확실한 대책없어 재정난 불가피”

q 도청이전 도시규모

◦도청소재도시 개발비용은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는가?
초기 개발규모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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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 100만평 개발시(도직영, 자체개발)
m 비용추청 : 총 1조 1,110억
- 토지보상비 4,765억원(평당 토지가 48만원 기준)
- 부지조성비 1,891억원
- 기반시설비 1,527억원, -청사신축비 : 2000억원
- 기타 부담금, 용역ㆍ감리비ㆍ관리비등 927억
m 재원대책

- 대전권 소유 도유재산 매각 1,500억원(공시지가)
※ 도관내 소유재산은 별도
- 도 가용재원 2,000억원(매년400억원×5년)
- 저리의 청사정비기금 1,200억원(지방재정공제회)
- 도지역개발기금 1,300억원
- 기타 자체발행 지방채 1,200억원 가능, 초과시 행자부 승인 필요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시 인천시는 1조 2천억 발행)
- 공영개발단 잔금 540억
- 통상 개발시 민간 분양을 통해 회수하는 비율이 75% 내외인 점
을 감안할 때 상당액은 회수 가능
<제2안> - 300만평까지 확대(공동개발)
m 토공ㆍ주공등 대단위 개발경험 있는 정부투자 기관에 위탁개발시
m 비용추정 : 2조 3,000억원
- 토지보상비 : 7,916억원
- 부지조성비 : 5,674억원
- 기반시설비 : 4,581억원
- 청사신축비 : 2,000억원
- 기타 부담금, 용역ㆍ감리비ㆍ관리비등 2,829억원
m 재원대책

- 제1안과 동일
- 나머지 200만평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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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확보관련
<도청이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 가의 공정성

q 제기된 내용요약 (언론에 보도된 사항 위주)
m (조선일보) 특정지역배려 논란(1.18)
“문화재, 국공립공원, 학교, 학생수가 도청이전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지역을 위한 지표다.
m 천안아산 공동추진위 성명 발표(1. 26)
“도청이전의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추진절차를 인정할수 없다”

① 민간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도청이전지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 결정사항은 도민의 대표 기관 道
의회가 승인한 15인의 추진위원회가 심의ㆍ의결 하였고
-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전문적으로 보조해 주기 위하여 시ㆍ
군이 추천한 16인을 포함한 30인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가 있고
- 도의회, 시군 추천 32인을 포함한 70명의 평가단이 6개 평가대상
지중 1곳을 예정지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논의구조가 공개적,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지금까지 중립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음
②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시스템
◦담합 및 로비 불가능
- 평가단 70명은 시장ㆍ군수, 도의회ㆍ추진위 등 3가지 경로로 추천되어
- 특히 추진위 추천38명은 우리나라에서 저명하고 권위있는 학회
추천과 신행정수도 결정시 평가에 참여한 인사로서 지역 연고성(본적,
주소, 직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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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영향이 배제된 평가 장소 선정
- 평가단은 비공개 장소에서 단기합숙을 하면서 상호 토론금지, 휴대
폰 등 외부와 연락망 차단
- 경찰 또는 전문경비업체의 외곽경비등 2～3중의 철저한 보안 감시
속에 평가작업 수행
◦평가자료의 객관화
- 평가단의 현장답사시 설명은 연구단에서 진행하여 시군의 불필요
한 접근을 차단하고
- 평가단에게 배부되는 자료는 시군등에서 제출한 자료와 별도로 연
구단에서 평가자료를 작성 제공함으로써 평가단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배려

③ 평가결과 집계 및 검증 절차 마련
◦ 평가 결과시 극단적 점수 부여 배제
- 최저 40점이상 최고 100점 만점제 채택
- 집계시 최고치 4명, 최하치 4명의 점수 제외(통계조사시 신뢰구간
이탈 비율인 상하 각 5% 제외)
◦평가과정의 철저한 검증
- 5개분과 위원장이 검증위원으로 참여하여 가중치의 적정성과 평가
결과 집계의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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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불복시 대처방안

<평가결과 탈락지역에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겠는가?>
q 제기된 내용요약 (언론에 보도된 사항 위주)
m (대전일보) “정치쟁점으로 불거진 예민한 시기에 설령
선정된다고 해도 승복할지가 미지수다”(1. 25)

① 2005. 9. 20 도시군간 맺은 동의협정서 상호 준수의무 담아
m 지난해 도지사, 도의회,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장 등 34개
기관장이 참여하여 맺은 동의협정서는 추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은 적극 준수의무가 있고 도는 시군의 참여를 적극 보
장토록 규정됨
m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불복한다 든지 이
의를 제기하면 그자체가 불공정 행위임으로 이는 신사협정을 어긴
것으로 대다수 시군의 비난을 받고 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
② 시군간 갈등해소대책 추진
m 예정지역 선정과정과 중요데이터에 대하여는 공개하여 혹시 발생할
불신 해소
m 가능한한 조속히 도청소재도시조례를 제정하여 도의회 차원의 갈등
발생 예방

컨셉 및 기본계획등 도시계획을 조기 확정하여 추진의지 명확히 천명

m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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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청 전직원에게 E-mail을 통하여 홍보한 내용( 05.10.14)

《道廳移轉 사업 바로알기(10문10답)》
1. 도청이전이라고 해서 단순히 도청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개념파악을 쉽게하기 위해서 영어 표현을 빌리면 단순히 도청만을 이전하는 Provincial Office
Move가 아니라 道首都를 이전하는 Provincial Capital Relocation Project입니다.

2. 지금 진행중인 도청이전사업은 예정지역을 결정 하는 것이지 막바로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일단, 예정지역만을 선정하고 이전 재원 등을 마련해서 2단계로 이전 및 건설단계는 도시유형을
어떠한 형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최소한 5년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 도시유형은 3가지로 기관이전형(도청만 이전), 신시가지형(기존도시 4km 이내건설),
신도시형(기존도시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독립 도시형 건설)
※ 참고로 오는 11월11일 전남도청 개청식이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있지만 전남은
예정지를 99년에 결정하고 2001년도 신도청 청사 기공식에서 완공까지만 무려 5년
소요

3. 도청예정지역 결정은 중립기구인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주관하에 진행됩니다.
- 2001년 용역기관 주도하에 후보지를 몇 개 선정해서 의회에 결정을 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단
70명을 구성해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최고 득점지역이 막 바로 예정지역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그 평가 기준은
- 추진위원회가 결정하고 평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단이 하는 기준작성과 평가
기관이
다른 방식입니다. 이는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마치 회계기관 분리원칙을
원용하였습니다.

4. 예정지역을 결정하는 역할이 다른 추진기구가 여러개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 : 도청이전 관련 중추기구로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15명 구성)
- 자문위원회 :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전문적으로 자문합니다(30명, 6개 소위원회)
- 평가단 : 평가기준이 확정되고 최종 예정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구로 비노출 장소에
서 단기합숙을 통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70명 구성)
- 추진지원단 : 추진위원회 실무지원 (2개팀, 10명)
- 자문단(분야별) : 추진위원회+자문위원회(소위원회)+도청 및 지원단(공무원)+연구단(충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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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번 예정지역 선정 작업은 시군에서 후보지를 제안받지 않습니다.
- 금번 작업은 충발연에서 연구를 수행한 용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과거 ’97년과 2001년
용역을 보완한 것으로 2001년 시군에서 제안한 11곳을 포함하여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일정요
건을 갖춘 곳을 후보지로 하되 그 후보지 선정은 추진위원회만이 권한이 있으며 시군에서 제안
받으면 장소가 사전에 공개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다만, 결정 하기전 의견수렴
필수)

6. 도청과열유치 행위를 자제하기 위하여 道, 도의회, 시군, 시군 의회 대표 34명이 동의협정서
에 서명한 신사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소위 말하는 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에 수반하는 과열양상을 자제하기 위하여 지역
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사협정을 맺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사업을 앞두고
갈등 관리를 위하여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시군에서 도청유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가령 시군에서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세미나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일단 신
고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점을 당하여 사후 평가시 불이
익을 당 할 수 있습니다.

8. 예정지역 결정과정에서 중요사항은 공청회 등 도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거칩니다.
- 도시형태, 입지기준, 평가기준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먼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안으로 확정한 다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군 및 도민등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최종 결
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9. 주민신고포상제가 도입되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들은 포상금을 받습니다.
- 도청이전 후보지 및 예정지역 주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들은 일정 요건을 따져
5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동산 가격 앙등지역 에 대하여는 감점제를 적용합니다.
- 전국지가 상승률 보다 1.5배가 높고 충남지가 보다도 1.5배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2점정도(100
점 만점 기준)의 감점을 받게 되어 땅값이 예정지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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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지역 바로알기

ㅇ내포(內浦)의 의미
내포란 ‘안쪽의 내’란 말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강어귀의 안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닷물이 내륙 안쪽 깊숙이 까지 들어온 지형이라고 이중환의 택리지는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지방의 한 고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방을 아우르는 말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이중환은 가야산의 앞뒤 주변 10고을(당진. 면천. 서산. 태안. 해미. 덕산. 홍주, 결성.
대흥. 보령)을 내포지방이라고 하면서 <이곳은 가야산의 서쪽에는 큰 바다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경기도와 바다를 사이로 마주하며 바닷물이 내륙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온 지형이라서 붙여진 이름이
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내포라는 지명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중환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야산의 원
효봉에서 수도를 하셨던 원효대사께서 그의 저서 '원효결'에 『烏聖之間(오성지간)은 산세가 수려하고
산의 기운이 뛰어나니 우리나라 국토의 내장부와 같은지라 內浦(내포)라 한다.』라고 기술한데서 비롯
된 말이다.
여기서 '烏聖之間'이라 함은 오서산과 성주산의 사이를 말하는 것이니, 즉 아산. 당진.
예산. 서산. 홍성. 보령 6개 지역으로서 아산만과 천수만의 사이, 그 안쪽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
도에서는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2001년도에 국가계획인 제4차 국토계획에 내포문화권개발이
라는 명칭을 공식반영 하였는데 그 뒷받침을 하였던 타당성 조사에서 조차 이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그 개발의 공간적인 범위를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6개시군만을 한정
하고 있다. 참고로 이중환은 공주의 장기출신으로 김정희와 더불어 지리학자로서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으나 김정희는 단순히 지도로만 말하고 있으나 이중환은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어 당시
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ㅇ금북정맥이란
백두대간은 속리산 문장대에서 분맥을 하여 안성의 칠현산까지 흘러내려오는데 이곳 칠현산에서 다
시 두 줄기로 갈라진다. 서북향하여 흐르는 산세를 한강의 남쪽 아래에 위치한다하여 한남정맥이라
하고, 서남향 하는 산세를 금강의 북쪽으로 위치하여 흐르는 산세라 하여 금북정맥이라 한다.
금북정맥은 칠현산에서 서남향하여 안성의 서운산, 천안의 흑성산, 국사봉, 광덕산, 차유령, 청양의
일월산, 홍성의 보개산, 아차산, 오서산, 보령의 성주산을 세운 후, 역으로 고도를 180°돌려 해안선을
따라 다시 북쪽을 향해 올라가 도청이전 예정지역인 홍성의 용봉산,예산의 수암산, 덕숭산(수덕사), 가
야산을 돌아 다시 약간 남진하여 서산의 팔봉산을 세우고는 태안반도 안흥진 앞 바다에서 끝이난다.
즉 청양의 일월산에서 북진하여 오서산, 용봉산, 가야산을 좌회전하여 태안으로 빠지는 꼴이되니 S자
형이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총괄지원팀장 백 낙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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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문헤드라인
2004

1.01

"도청 유치 역량 총결집할 것"

충청투데이

1.07

홍성군 도청유치 팔 걷었다

중도일보

1.19

홍성군 도청유치 팔 걷었다

충청투데이

2.07

도청이전 문제' 논란지속 예고

대전일보

3.02

충남도청 이전 관련 부동산 브로커 활개

대전일보

3.10

도청이전 괴소문 홍성땅값 '들썩'

대전일보

3.18

도청이전 실제적 검토를

충청투데이

3.19

도청유치 총선쟁점 부상할 듯

충청투데이

3.25

도청이전 총선 최대쟁점

충청투데이

3.25

도청이전 총선이슈 부상

중도일보

3.25

충남도청 이전 추진

대전일보

3.26

각당 도청이전 시기 입장차

충청투데이

3.29

‘충남도청유치' 한목소리

중도일보

4.02

자민련 이명수 후보 "아산 도청이전 최적지"

충청투데이

4.09

후보 모두 "도청유치"… 최대 이슈로

충청투데이

4.13

자민련 아산 이명수후보 도청 아산유치 가능 시사

충청투데이

4.29

"도청이전ㆍ공기관유치 매진"

대전일보

6.24

심 충남지사 "임기 내 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

오마이뉴스

6.25

"도청후보지 빠르면 연내 윤곽"

중도일보

6.26

도청 이전론' 다시 부상

충청투데이

6.28

[박건옥 칼럼] 도청이전 이떻게 할 것인가

충청투데이

7.08

도청 이전지 서해안축 부상

충청투데이

7.08

행정수도 선정후 충청권 전역이 '투기' 열풍

경향신문

7.10

충남도청 후보지도 투기장 되나

대전일보

7.12

[기고] 신행정수도와 도청 이전

충청투데이

7.16

아파트시장 충청권수도권 희비 엇갈려

오마이뉴스

7.20

"도청 이전 대안은 당진 부지 60만평 무상제공"

충청투데이

7.20

당진군 충남도청 유치나섰다

대전일보

7.21

연기공주는 '靜中動' 홍성등 서북부 '들썩'

충청투데이

8.10

"도청 이전시기 결정 신중해야"

충청투데이

8.10

충남도청 유치戰 불붙었다

충청투데이

8.11

도청이전 ― 시ㆍ군 "빨리" 道 "기다려"

충청투데이

8.12

도청이전 후보지등 논쟁예상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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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16

도청이전등 전략 논의

충청투데이

8.16

‘행정수도도청이전' 대토론회

대전일보

8.17

"도청입지 우리지역이 최적"

중도일보

8.17

도청 유치전 본격 점화

충청투데이

8.17

도청이전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요지)

대전일보

8.17

발전전략 도론회

중도일보

8.17

천안시 충남도청유치 본격화

대전일보

8.17

충남도청 이전 시기 결정 신중해야

대전일보

8.17

충남도청 이전시기 늦춰야

대전일보

8.17

行首도청이전 발전전략 토론회

중도일보

8.18

‘서남권 발전연구소' 발기인 대회 열려

오마이뉴스

8.31

도청이전 특위위원 구성 논의

충청투데이

9. 1

서산시장 "도청, 서해안 이전 시ㆍ군 뭉칠 것"

충청투데이

9. 2

"우리 지역구에 도청이전" 유치 호소<5분발언>

중도일보

9. 2

도청이전 '급물살' 연말 후보지 윤곽

중도일보

9. 2

도청이전 보완용역 발주키로

충청투데이

9. 3

[의정 속기록] 충남도의회

충청투데이

9. 3

도청이전 문제 전반적 점검

대전일보

9. 3

도청이전 연구용역 집중추궁

대전일보

9. 3

도청이전 탄력받나

충청투데이

9. 4

도청 이전비 3조3000억원

충청투데이

9. 9

천안시 도청유치 활동 재개한다

충청투데이

9. 9

충남도청 유치 발벗었다

중도일보

9.14

도청이전특위 구성 가시화

대전일보

9.15

도의회 도청이전 특위 구성 15개 시ㆍ군별 1명씩 참여

충청투데이

9.15

도청이전특위 구성 의결

중도일보

9.16

도의회 '도청이전 지원특위' 구성

오마이뉴스

9.16

도청이전특위 구성등 11안건 처리 추경안
번복 의회위상 실추 비판도

충청투데이

9.16

도청이전특위 명단 확정

중도일보

9.16

충남도, "도청이전 보완용역 곧 발주."

오마이뉴스

9.16

‘특위 구성' 도청이전 공론화 성과

중도일보

10. 1

도청이전 보완용역 본격화

충청투데이

10. 7

도의회 오늘 임시회, 도청이전 특위장 선임등 진통예상

충청투데이

10. 7

도청이전 땅투기세력 적발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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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위 위원장 초미 관심

중도일보

10.14

도청이전특위 위원장 19일 선출

대전일보

10.19

도청이전 속도낸다

충청투데이

10.19

도청이전 용역 이달말 발주

중도일보

10.20

"도청이전 모든 역량 집중"

충청투데이

10.20

도의회 5분 발언 - 이은태ㆍ명귀진 의원

중도일보

10.20

도청이전특위 위원장 선출 성과

중도일보

10.20

오찬규 도의회 도청이전추진특위장

중도일보

10.22

도청이전광역교통망 구축등 험로 예고

충청투데이

10.23

도청이전도 원점 … 행정ㆍ재정손실 추산 불가

충청투데이

11. 4

도청이전 예정대로 재추진

충청투데이

11. 5

충남 도청이전 특위, 오찬규 위원장 선출

경향신문

11. 5

충남도청 이전사업 재추진

경향신문

11.11

도청이전 용역 부동산 대책도 포함

충청투데이

11.11

충남도청후보지 선정 복수추천제 도입키로

경향신문

11.13

도의회 도청이전 베치마킹 한다

충청투데이

11.17

"도청이전 보완용역기간 줄여야"

충청투데이

11.22

도정이전 후보지 보완용역

중도일보

11.22

도청이전 용역기간 단축촉구

충청투데이

11.25

충남 서북부, 부동산 투기 사범 무더기 적발

오마이뉴스

11.26

도청이전 보완용역 평가 객관성 도마위

충청투데이

11.30

도청이전 용역, 행정수도 위헌 여건 반영키로

오마이뉴스

12. 2

도청이전 용역 '도마위'

대전일보

12. 4

"도청이전 시기 조정해야"

대전일보

12. 4

"도청이전 임기내 확정"

중도일보

12. 4

"도청이전, 심지사 임기내 결정을"

충청투데이

12. 4

내년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중도일보

12. 4

도청이전 시기 의원간 갈등

대전일보

12. 4

시도 통합론 '또 고개'

충청투데이

12. 6

도청 충남이전 연일 '도마위'

중도일보

12.22

도청이전추진단 내년 상반기 발족

충청투데이

12.22

충남도청 후보지 승복 시 군 합의서 작성 추진

대전일보

12.27

격동의 충청… 행정수도에 웃고 울었다.

중도일보

12.28

道 , 도청이전 등 여론조사

중도일보

제8장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463

2005

1. 7

[신년대담] 박동윤 충남도의회 의장

충청투데이

1.11

충남도의회 특위 활동 본격화

충청투데이

1.14

"충남도청 이전 용역추진 지연 추궁"

중도일보

1.14

도청이전용역 10월 발표 논란

경향신문

1.15

도민 공감대 형성 성공 '열쇠'

중도일보

1.15

충청도청이전 후보지 "도민 공감대파급효과 1순위"

충청투데이

2. 4

‘충남도청이전' 법제화

충청투데이

2.15

"심지사 도청이전 의지 있나"

오마이뉴스

2.24

[기고] 도청이전, 발전 잠재력을 고려해야

충청투데이

3. 4

지자체 실속찾기 '발빠른 행보?'

충청투데이

3. 7

지자체 유치전 '재점화'

중도일보

3. 7

홍성예산, 도청 유치 전초전 돌입

충청투데이

3. 8

심지사 "도청이전 객관적 평가"

충청투데이

3.10

홍성 도청유치자문委 재출범

중도일보

3.11

대전충남 부동산 다시 '꿈틀'

경향신문

3.17

실현가능성 최대 이슈로

중도일보

3.18

行首도청이전설 타고 부동산투기 홍성
 예산 61명 적발

충청투데이

3.19

홍성군의회, 도청유치추진委 구성키로

중도일보

3.21

도청이전 부동산 사기 기승

중도일보

3.24

홍성 도청유치전 탄력

충청투데이

3.31

홍성 민간단체 도청유치전 가세

충청투데이

4.12

"서해안 중심도시 발돋움"

중도일보

4.12

범홍성군민도청유치위원회의 당위성 개발
등 활동계획 협의

중도일보

4.13

"도청 내포지역 유치 최선"

중도일보

4.13

[인터뷰] 전용설 범홍성 도청유치추진위원장

충청투데이

4.14

충남도, 도청 공정이전 4개기구 설립

충청투데이

4.15

"충남도청 이전지 내년 6월 결정"

대전일보

4.15

‘도청이전 조례안' 제정해야

중도일보

4.15

타 시군 승복하는 공정성 최우선

중도일보

4.28

충남도의회 임시회 결산

중도일보

5. 3

"행정도시, 문화발전 척도"

충청투데이

5.10

"도청 반드시 예산으로"

중도일보

5.10

‘도청이전 특별조례' 제정 추진

대전일보

5.10

예산 범도청유치추진委 활동 본격화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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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홍성 車 부품단지로 뜬다

중도일보

5.25

도청이전 너무 서둔다

대전일보

6. 6

도청이전 추진의지 있나

대전일보

6.22

심지사 "임기중 사퇴없다"

충청투데이

6.24

도청이전 조례안 내달 공개

중도일보

6.24

도청이전 특별조례 내달 입법예고

대전일보

6.29

"도청이전 연내매듭" 촉구

대전일보

6.29

"도청이전 조속 추진하라 충남 학력신장 대책 시급"

충청투데이

6.29

"임기내 도청예정지 선정할 것"

중도일보

6.29

충남 "도청이전 예정지 내년 6월전 확정"

경향신문

6.30

충남도청 이전 추진 급진전

대전일보

7. 1

도청이전 조례 5일 처리될듯

중도일보

7. 1

‘충남도청 이전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상정

오마이뉴스

7. 1

충남도청 이전조례 이달 공포

충청투데이

7. 2

도청이전 특별조례 무얼 담았나

대전일보

7. 6

도청 이전 조례안 성과

중도일보

7. 6

충남도청 이전 급물살 탄다

충청투데이

7. 8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작업 본궤도

대전일보

7.11

충남 도청 유치전 2라운드

중도일보

7.11

충남 시군 도청유치전 재점화

경향신문

7.11

충남도청 유치전 과열 우려

대전일보

7.11

충남도청 유치戰 '불꽃경합'

충청투데이

7.12

충남도청 유치전, 선거용 변질 안된다.

대전일보

7.14

보령 도청유치 활동 '전력'

중도일보

7.14

보령시 '공공기관 유치' 사활

충청투데이

7.15

"충남도청 서해안으로"

중도일보

7.15

도청 유치 과열경쟁 잠재운다

충청투데이

7.15

범홍성군민

충청투데이

7.15

일선 시군 충남도청 유치전 과열

대전일보

7.16

[사설] 도청 유치경쟁 부작용 줄이려면

충청투데이

7.18

"균형발전 위해 남부지역 타당"

중도일보

7.19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의 절차와 방법' 논의

중도일보

7.19

‘화합속의 도청이전' 도출 모색

중도일보

7.21

도청 이전 '절차기준' 명문화

충청투데이

"도청 서해안 유치 힘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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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충남도청 이전 추진委 누굴 뽑나 ?

충청투데이

7.26

도청유치 천안추진委 민간주도 전략 구체화

충청투데이

7.27

충남도청 이전작업 지연 우려

대전일보

7.29

서부권 8개 시ㆍ군 힘모은다

충청투데이

7.30

‘충남도청 유치' 사업 천안ㆍ아산 손잡았다

중도일보

8. 1

천안아산 도청유치 공동대응

충청투데이

8. 2

충남도청 유치전 시군 '합종연횡' 양상

충청투데이

8. 9

도청이전 작업 내달 본격화

대전일보

8.11

보령, 부동산 중개소 지도단속

충청투데이

8.11

충남도청 이전 '본궤도 오른다'

충청투데이

8.13

충남도청 유치전 '4파전'

대전일보

8.15

공주부여청양 도청유치 연합

충청투데이

8.15

충남도청 유치, 시군 편가르기 안된다

대전일보

8.16

충남도청 이전추진위 인선 후보군 40여명으로 압축

충청투데이

8.17

[기자수첩] 예산, 도청유치 포기?

중도일보

8.17

‘도청 모시기' 충남 4파전

경향신문

8.18

"도청을 서해안으로"

충청투데이

8.18

충남도청 유치戰 사이버 무대로 '후끈'

충청투데이

8.19

공주부여청양 도청유치회의

충청투데이

8.19

청양군, 도청유치 '사활'

충청투데이

8.19

충남 도청 이전 작업 '본궤도'

중도일보

8.20

도청유치 연합전 본격화

중도일보

8.22

"청양공주부여 접경 734만평에 도청"

충청투데이

8.22

충남도청 이전 심포지엄

대전일보

8.22

홍성예산도 도청유지 팔걷어

충청투데이

8.23

"도청이전 최적지는 서해안지역"

중도일보

8.23

"도청이전지 서해안 최적"

충청투데이

8.23

도청 유치 '선거戰' 양상

충청투데이

8.23

도청이전 추진위 인준준비 '순조'

중도일보

8.24

[사설] '충남도청 이전' 갈등만 키우나

충청투데이

8.25

‘도청유치 논산시민추진위' 결성

중도일보

8.25

도청이전 추진委 인선 '삐걱'

중도일보

8.29

오늘 충남도 의회 개회

중도일보

8.29

충남도청 이전작업 본격개시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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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도청이전 추진위 민간위원 10인 확정

대전일보

8.30

도청이전작업 본격화 될 듯

충청투데이

8.30

충남도의회 도청이전특위

중도일보

8.30

충남도청 이전작업 탄력

중도일보

8.31

당진, 도청입지 심포지엄

충청투데이

8.31

도청이전 성패, 추진위원들에 달렸다

대전일보

9. 1

도청이전 특별회계 설치 추진

대전일보

9. 2

"충남도청 이전은 서해안으로"

오마이뉴스

9. 3

"도청 과열유치 평가과정 영향 無"

충청투데이

9. 3

"충남도청 이전 서해안권 바람직"

충청투데이

9. 3

"충남도청은 서해안권으로 이전해야"

오마이뉴스

9. 5

도청이전지 선정 내년으로 ?

대전일보

9. 6

추석전후 도청이전 적극 홍보

중도일보

9. 6

충남도청 서해안 유치 전방위 홍보전

대전일보

9. 7

[사설] 충남도청 유치전 조금씩 식히자

중도일보

9. 7

충남도청 유치경쟁 '추석大戰' 예고

충청투데이

9. 8

"도청이전 예정지 연내 선정하겠다"

대전일보

9. 8

"충남도청 이전지 연내 확정"

충청투데이

9. 8

충남도, 도청유치 경쟁 진화나서

중도일보

9. 8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 평가기준 공개 논란

대전일보

9. 8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 평가기준 윤곽

충청투데이

9. 9

도청이전 추진위에 부쳐

대전일보

9. 9

도청이전추진위 사무실 도청 후생관에

중도일보

9.10

국고 확보 초당적 지원 결의

중도일보

9.13

"도청이전지 공정성 잃고 특정지역 유도"

충청투데이

9.13

도청이전추진위 지원단 직제 확정

중도일보

9.14

20일 도청이전 협약식 市郡설득 '갈등 줄인다'

중도일보

9.15

서해안 지역 자치단체, '도청 이전' 공동대응키로

오마이뉴스

9.15

서해안권 도청유치 세 결집

충청투데이

9.15

서해안권 도청이전 한목소리

중도일보

9.16

충남도청 이전지 선정 속도낸다

충청투데이

9.20

"도청 유치활동 벌이면 불이익주겠다"

오마이뉴스

9.20

도청이전 추진위 발족

대전일보

9.21

"유치경쟁 자제를" 시ㆍ군대표 한자리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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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충남도청 이전 추진 공정성에 의문"

충청투데이

9.21

[사설] 도청 유치 '협정식' 이후의 과제

중도일보

9.21

[사설] '도청 이전 추진위' 역할 막중하다

충청투데이

9.21

10년만에 '가시화' 해결과제 '산더미'

중도일보

9.21

충남도청 이전 추진위 출범

충청투데이

9.21

충남도청 이전작업 본궤도

중도일보

9.21

충남도청이전 닻 올렸다

대전일보

9.22

도청이전 추진위 본격 활동 돌입

중도일보

9.22

충남도청 이전 자문위 내달중 30명으로 구성

충청투데이

9.23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구성 '난항'

중도일보

9.24

도청이전지원단 인력 조속 충원키로

중도일보

9.26

"땅값 폭등하면 도청유치 어렵다"

오마이뉴스

9.27

땅값 급등땐 도청 후보지 '탈락' 이전추진위,
과열경쟁 대책

중도일보

9.27

유치과열 고삐죈다 도청이전추진委 2차회의
주요내용

중도일보

9.27

투기조짐 도청 후보 '감점'

충청투데이

9.27

페널티 안받아야 유리

충청투데이

9.28

[사설] 도청이전 '패널티' 부작용 최소화해야

충청투데이

9.28

도청이전지문단 인선 '순조'

중도일보

9.29

도청유치 선전물 사라진다

중도일보

10. 3

도청추진위지원단 내주 정식출범

중도일보

10. 3

충남 도청이전 조례 개정 추진

충청투데이

10. 4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가속도

대전일보

10. 4

오늘부터 도의회 임시회 12일까지 조례 제개정

중도일보

10. 5

도청 과열 유치경쟁 감점기준 확정

충청투데이

10. 5

충남도의회 도청이전 조례안 의결

중도일보

10. 6

"도청이전 탄력 불는다"

중도일보

10. 6

[기고] 도청이전 '근접 분산형' 으로

중도일보

10. 7

도청이전비 적게는 4천억 ∼ 4조원 추정

오마이뉴스

10. 8

도청이전 가능지 150여곳 달해

중도일보

10. 8

충남도청 이전 가능 150곳

충청투데이

10.10

도청유치 타당성 보고회 개최

중도일보

10.10

충남 도청이전 3가지 모델

경향신문

10.11

논산시민추진위 "도청이전 논산이 최적지"

충청투데이

10.11

당혹스런 충남道 "하지 말랬는데…"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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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도청유치 과열 자체합의 '삐걱'

중도일보

10.11

신도청지 개발주체 선정 '고심'

중도일보

10.12

[중도시평] 도청 이전 문제없나

중도일보

10.12

도청이전 감점제 적용 시기 고심

대전일보

10.13

도청유치 과열행위 제재 법제화

중도일보

10.13

도청이전 조례안 통과

대전일보

10.13

도청이전 TF팀구성 오늘 윤곽

중도일보

10.13

충남도의회 도청이전 조례개정안 통과

충청투데이

10.14

"행정구역개편과 별개 추진"

중도일보

10.14

[논단] 도청이전과 블루오션

중도일보

10.14

도청유치 과열행위 18일부터 단속돌입

중도일보

10.14

도청이전 조례 용어해석 논란

중도일보

10.14

충남도청 유치 과열행위 18일부터 본격 단속 돌입

충청투데이

10.15

도청추진지원단 구성 해넘길듯

중도일보

10.18

도청 과열유치 오늘부터 단속

중도일보

10.18

‘도청유치전 흔적 없애라'

중도일보

10.18

충남도청 유치과열 감점제 '약발'

대전일보

10.19

도청 과열유치 단속 첫날…

중도일보

10.19

도청 이전계획 내달초 윤곽

충청투데이

10.20

도청 입지, 이전계획 본격 논의

중도일보

10.20

충남도, 도청 입지기준 12개로 압축

충청투데이

10.20

충남도청 시ㆍ군 과열유치 사라져

대전일보

10.21

김유혁 도청이전 추진위원장

중도일보

10.22

도청이전 도민공청회 내달초 개최

중도일보

10.22

충남도청 이전 공청회 내달초 개최

충청투데이

10.22

충남도청 이전委 내달초 확정

대전일보

10.24

도유재산 매각  지방채로 충당

충청투데이

10.24

도청이전 워크숍 27일

중도일보

10.24

충남도청 이전 '산넘어 산'

대전일보

10.24

충남도청 이전 추진위 워크숍

충청투데이

10.24

토지매입서 건축까지 7년

충청투데이

10.25

도청이전 자문단 회의 추진위 오늘부터

중도일보

10.25

불법 부동산중개 '폭증'

중도일보

10.25

충남도, 불법중개행위 367곳 적발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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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충남도청 '신도시형' 유력

대전일보

10.27

충남도청 신도시 형태 개발

중도일보

10.27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유형 바람직"

충청투데이

10.27

충남도청이전 신도시형 유력

경향신문

10.28

[독자논단] 신사(神士)협정과 도청(道廳)이전

충청투데이

10.29

도청이전 공청회 권역별 개최

중도일보

10.29

충남도청이전 내달 중순 공청회

충청투데이

10.31

"충남도청 이전지에 영어마을"

충청투데이

11.03

충남도청 이전작업 '순조'

중도일보

11.03

충남도청이전 15일 주민공청회

충청투데이

11.03

충남도청 이전작업 ‘순조’

중도일보

11.03

충남도청 이전 평가대상지 이달 선정

대전일보

11.03

충남도청이전 주민공청회 연다

경향신문

11.04

충남도청이전 공청회 15일부터

동아일보

11.05

충남도청이전 입지기준안 확정

충청투데이

11.05

도청이전 기준안 마련

중도일보

11.05

충남도청 이전작업 본궤도

대전일보

11.05

충남도청 이전 입지 기준안 발표

대전일보

11.07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연내 확정

동아일보

11.07

공청회

대전일보

11.08

도청예정지 연내선정 문제없다

대전일보

11.09

도청이전 지원단 인력충원 시급

중도일보

11.10

충남도청 어디로 가나요

대전일보

11.12

토공ㆍ주공 ‘개발 노하우’

중도일보

11.12

도청이전추진위 인력 모두 충원

중도일보

11.14

행정도시ㆍ도청이전 변화상 담는다

충청투데이

11.14

내일 도청 입지기준 주민공청회

중도일보

11.14

도청이전 공청회 내일부터 시작

대전일보

11.15

도청이전 첫 공청회 ‘후끈’

조선일보

11.16

도청이전공청회 ‘우리 가 최적지’열띤 공방

충청투데이

11.16

도청입지 ‘우리가 최고’ 선정기준 송곳질의 봇물

중도일보

11.17

충남도청이전, 균형발전 고려돼야

충청투데이

11.17

‘당진군만의 잔치’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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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경부축 도시집중화 대책있나

중도일보

11.17

해양입지기준 보장 한목소리

중도일보

11.18

‘충남도청 개발형태 먼저 정하라’

충청투데이

11.18

재정자립도 따라 ‘회비 교차’

중도일보

11.18

입지기준 놓고 ‘갑론을박’

중도일보

11.18

보령 - 홍성 항목 놓고 신경전

대전일보

11.18

‘지역균형발전’ 지표반영 주문

대전일보

11.18

도청 희망 도시형태 시ㆍ군별 입장차 뚜렷

중도일보

11.23

도청이전 균형발전 무게둬야

충청투데이

11.23

교통여건, 인구유입효과 고려를

중도일보

11.23

“계룡산 충남상징, 입지기준 포함되야”

대전일보

11.23

예정지, 기존 대도시 인접해야

대전일보

11.24

도청이전 특정지역 배제 “의도”

충청투데이

11.24

“도청입지기준 공정치 못하다”

중도일보

11.24

“도청입지기준 천안ㆍ아산 불리”

대전일보

11.26

충남도청 이전 행정도시 배후에

충청투데이

11.26

“도청-행정도시 연계성 고려해야”

중도일보

11.26

제4권역 도청이전 공청회

중도일보

11.28

입장차 재확인 .... 조율 숙제로

충청투데이

11.28

참여열기 속 시군별 입지기준 입장차

중도일보

11.28

도청 기준안 주중 최종 확정

중도일보

11.28

세부지표 싸고 시ㆍ군별 대립

대전일보

11.28

도청이전 작업 가속도 붙었다

대전일보

11.28

잘못된 도청이전 수순

대전일보

11.29

도청이전 기준안 내달 1일 확정

중도일보

11.29

충남도청 이전 입지기준 위한 공청회 마쳐

조선일보

11.30

‘도청이전 재원확보 방안 뭔가’

대전일보

12.01

‘천안 배제 불평등 조항 삭제해야’

중도일보

12.01

도청이전 입지기준 오늘 확정

중도일보

12.01

도청이전 예정지 지역균형 집착

대전일보

12.03

충남도청 입지기준 축소 확정

충청투데이

12.03

13개 지표삭제......이전대상지 윤곽

중도일보

12.03

도청 입지기준 최종확정

중도일보

12.03

도청이전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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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예정지 이달말 확정

대전일보

12.04

충남도청 이전 입지기준 확정

조선일보

12.05

새도청 후보지 평가기준안 공정해야

대전일보

12.06

도청후보지 4～5곳 될듯

중도일보

12.09

충남도청 이전지 규모 300만평

오마이뉴스

12.09

주민참여ㆍ화합속 이전의지 표명

도청이전

12.10

충남도청소재도시 300만평 이상으로

충청투데이

12.10

도청이전지 300만평 규모 확정

중도일보

12.10

도청 300만평 신도시형 개발

중도일보

12.10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300만평 규모

대전일보

12.12

[사설]신도청 후보지 엄정한 절차 거쳐야

충청투데이

12.12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 해넘길듯

중앙일보

12.12

도청이전 예정지 내년초 선정

대전일보

12.13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연기

조선일보

12.13

갈길바쁜 충남도청 이전 ‘발목’

대전일보

12.15

도청이전 100% 동의 후 진행

중도일보

12.15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선정 고심

대전일보

12.16

도유재산관리 변경안 등 심의

중도일보

12.16

차라리 올해 홍역을..........

중도일보

12.17

도청이전지 결정 연내 끝내자

충청투데이

12.17

도청이전 추진 ‘이상기루’

대전일보

12.19

해 넘기는 민감연안 ... 도정 손놨나

중도일보

12.19

도청후보지선정 원칙대로 추진하라

대전일보

12.20

행정도시 보상협 합의 이행하라

조선일보

12.20

해 넘기는 도청부지선정 ‘심대평 의지있나’

오마이뉴스

12.21

충남도청 이전 평가기준 반대

충청투데이

12.21

심지사 ‘도청이전’차질없이 추진

충청투데이

12.21

도청이전 끌려다니지 않겠다

중도일보

12.21

‘도청이전 결정 해넘겨’ 심지사 이전의지 따져

중도일보

12.21

빠른 시일내 도청 예정지 선정

대전일보

12.22

충남도 다음주 도청이전 강행

중도일보

12.24

충청권 대형사업 차질없길

중도일보

12.26

청양, 백제문화권 포함돼야

충청투데이

12.26

천안ㆍ아산ㆍ당진에 최후통첩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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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은 진시황인가

중도일보

12.26

금주중 도청이전 후속절차 강행

중도일보

12.26

충남도청 이전연내 마무리 난항

경향신문

12.27

충남도청 이전지 결정 늦춰지나

충청투데이

12.27

충남도청 이전 지방선거 쟁점 될듯

중앙일보

12.27

‘입지기준 반대’3개시군 완강

중도일보

12.27

도청이전... 혁신도시... 충남북 몸살

동아일보

12.27

도청이전 이번주부터 재시동

대전일보

12.28

도청이전 지방선거 악용될라

중도일보

12.29

충남도청이전 장기표류 우려

충청투데이

12.29

도청 입지기준 재검토해야

중도일보

12.90

약속 안지킨 심대평 충남도지사

충청투데이

12.30

‘갈길 먼’ 예정지 선정작업

중도일보

12.30

도청이전 더 이상 못 미룬다

중도일보

12.30

도청예정지 선정 또 연기될 듯

대전일보

1.02

심대평 충남지사 "17일 창당 선거기적 이룰 것"

경향신문

1.04

심대평 충남지사 "제1과제는 행정도시 건설"

동아일보

1.06

이달 공청회 평가기준 확정

대전일보

1.06

충남도청 이전 최종 예정지 평가기준 마련

오마이뉴스

1.07

내달 중순 예정지 최종 확정

대전일보

1.07

도청 이전예정지 내달 중순께 확정

충청투데이

1.07

도청이전 평가기준 나왔다

중도일보

1.07

도청이전 평가기준안 마련

중도일보

1.07

'지역균형·행정효율' 꼼꼼히 반영

대전일보

1.08

충남도청 이전 '평가기준案' 발표

조선일보

1.09

도청후보지 보완기준안, 무난하다

대전일보

1.09

허술한 추진체계 재정립 절실

대전일보

1.10

[기고] 도청이전, 화해로 이룩해야

충청투데이

1.10

도청이전 항목별 평가기준 가중치

중도일보

1.12

"도청부지 평가기준 지역 균형발전 무시"

충청투데이

1.13

한밭대서 16일 충남도청이전 공청회 개최

충청투데이

1.14

"충남도청이전 약속 꼭 지켜낼 것"

충청투데이

1.14

도청이전 평가기준 공청회 천안·아산 "불참"

중도일보

1.14

沈지사 "도청이전 강력추진" 주문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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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사설] 충남도청 이전 순항을 바라보며

중도일보

1.16

도청이전 공청회 '갈등예고'

중도일보

1.16

도청이전지 선정 '정치쟁점화'

대전일보

1.16

충남도청 이전 지역 세계적 도시 만들자

대전일보

1.16

충남도청 이전기준, 지역마다 '내가옳소'

오마이뉴스

1.17

"낙후지역으로 도청이전을" 평가기준 공청회

중도일보

1.17

"도청이전 기준, 지역 균형발전 돼야"

충청투데이

1.17

"現 도청건물 박물관 활용을"

충청투데이

1.17

沈지사 "도청이전 예정지 임기내 선정"

대전일보

1.17

지역 균형·발전성 쟁점화

대전일보

1.17

지역발전·균형성 항목 상충

중도일보

1.17

평가기준마다 시·도간 '첨예 대립'

대전일보

1.18

<새해설계> 충남도의회 박동윤의장

중도일보

1.18

특정지역 고려 '의도성' 제기

대전일보

1.19

도청예정지 선정 임박.. 누리꾼 유치전 '치열'

동아일보

1.19

도청이전 평가기준 "시·군동의 어쩌나"

중도일보

1.19

도청이전 평가기준 공정성 따져

대전일보

1.19

충남도청 이전 시·군 갈등 심화

경향신문

1.19

'호남鐵. 도청이전' 집중 추궁

중도일보

1.20

'도청 유치戰' 온라인서 폭발

중도일보

1.20

무리한 강행 옳은가?

대전일보

1.21

도청 이전 평가기준 "시·군 동의 없이 간다"

충청투데이

1.21

도청 평가기준 시군 동의 배제

중도일보

1.21

도청이전 평가기준 시·군 동의 없이 확정

대전일보

1.21

시기놓친 도청이전 次期 몫으로 넘겨라

대전일보

1.21

입지평가 객관성 '갈등'

대전일보

1.21

점수하한제 도입.. 공정성 확보

중도일보

1.22

충남道廳 이전지 선정 시·군 동의 배제

조선일보

1.23

확실한 대책없어.. 재정난 불가피

대전일보

1.24

"도청이전문제 차기로 넘겨야"

충청투데이

1.24

전용학 前의원 충남지사 출마선언

대전일보

1.24

충남도청 이전 시·군 추천 후보지 어디?

충청투데이

1.24

충남도청 이전 지역정가 '핵심쟁점' 부상

조선일보

1.25

"道냐 黨이냐"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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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도청 이전지 서둘러 지명해야"

충청투데이

1.25

"홍문표 의원은 沈지사 협박 중단하라"

동아일보

1.25

도청 예정지 내달초 확정

중도일보

1.25

오늘 이전 평가대상지 3～6곳 발표 예정속 道廳
이전 추진 반발 잇따라

조선일보

1.25

한나라 박태권 前지사 충남지사 출마선언

중도일보

1.26

"도청 이전 추진일정 거부"

중도일보

1.26

"도청이전 민선4기로 넘겨야"

대전일보

1.26

"沈지사에 협박 중단하라"

대전일보

1.26

"충남도 도청이전 평가기준 졸속"

충청투데이

1.26

"홍문표 의원, 沈지사 협박하지 말라"

중도일보

1.26

[대전/충남] 아산-천안시 도청이전 반발

동아일보

1.26

[신목민학] <316> 沈지사의 역발상?

중도일보

1.26

道, 도청이전 투기방지 '올인'

중도일보

1.26

도청 이전 평가대상지 선정

조선일보

1.26

도청이전 어디에 쓰려고..'

중도일보

1.26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6곳

대전일보

1.26

부동산투기 대책 유관기관장 회의

중도일보

1.26

정치 공세·논란등 최소화 의도

대전일보

1.26

충남도 "부동산투기 단속 더 촘촘히"

충청투데이

1.26

충남도청 후보지 보령시 명천지구 등 6곳 발표

동아일보

1.26

충남도청이전 후보지 보령·아산등 6곳

경향신문

1.26

홍문표-류근찬 충돌

충청투데이

1.27

[사설] 도청 이전 평가 엄정해야

충청투데이

1.27

4개월여 진통끝에 선정

중도일보

1.27

교통접근성·자연조건 등 양호

충청투데이

1.27

道 "부동산 투기 강력차단"

중도일보

1.27

도의회 임시회 폐회 이용면의원등 5분발언

중도일보

1.27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확정

중도일보

1.27

보령 아산 논산 청양 홍성 당진..충남도청 이전후보지 선정 동아일보

1.27

부분수정 논란 최소화.. 일정대로 강행

대전일보

1.27

연일 '치고받는' 충청권 정가 '왜 이런겨'

오마이뉴스

1.27

도청이전 예정지 6곳 압축

대전일보

1.27

충남도청 평가기준 확정

충청투데이

1.27

충남도청이전 후보 6곳 발표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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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평가대상지 선정과정과 지역별 특징

대전일보

1.27

화합+발전 '두마리 토끼' 잡는다

중도일보

1.31

설연휴 뜨거운 논쟁 "충남도청 어디로 이전할까"

충청투데이

1.31

충남도청이전 6곳 평가대상지 선정

대전일보

1.31

충남-행정도시 연계 발전전략 추진

대전일보

2.01

[변평섭 칼럼] '도청이전' 화합이 중요하다

충청투데이

2.01

추진위, 천안 아산 불참 "고민되네"

중도일보

2.01

충남道廳 이전 15일 전후 '결판'

조선일보

2.01

충남도청 이전 '지진 논란'

충청투데이

2.02

"도청이전, 정치세력 결부 안돼"

대전일보

2.02

檢, 부동산 투기에 날 세웠다

대전일보

2.02

도백의 정치적 도박

중도일보

2.02

도청이전 예정지 부동산투기 단속

중도일보

2.02

도청이전 투기와의 전쟁

충청투데이

2.02

도청이전평가 막바지 준비 분주

중도일보

2.03

도청 이전예정지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오마이뉴스

2.03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임박

대전일보

2.04

"도청 예정지 발표 地選 이후로" 논란

충청투데이

2.04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평가 관심 고조>

동아일보

2.04

‘도청이전 예정지역 결정에 즈음한 간담회'

중도일보

2.04

도청이전 평가단 67명으로 구성

충청투데이

2.04

도청이전 평가단. 평가표 확정

중도일보

2.04

'예정지 발표 연기' 논란예고

중도일보

2.04

예정지 발표 지방선거 이후로?

대전일보

2.04

예정지 선정 평가절차 어떻게

대전일보

2.04

'철통보안' 공정성 확보 주력

중도일보

2.06

도청이전 발표 시기 논란

대전일보

2.06

도청이전 찬반논란 재현될 듯

중도일보

2.06

도청이전 후유증 어떻게 취소할까?

충청투데이

2.06

지사후보들 "정치적·도민분열 초래"

충청투데이

2.06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2일 발표

조선일보

2.07

도의원 "발표시기 연기를"

중도일보

2.07

도청예정지 계획대로 12일 발표

중도일보

2.07

도청이전 신중하게 처리해야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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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도청이전 예정지 발표시기 '고민'

대전일보

2.07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분권 역행 "도청이전 추진"

충청투데이

2.08

내일부터 도청이전지 평가작업

중도일보

2.08

도청이전 관련 '지역원로 간담회'

중도일보

2.08

'도청이전' 지역싸움 확산 조짐

충청투데이

2.08

도청이전 후보지 제외지역 '원성'

중도일보

2.08

심 지사, "도청이전, 행정도시와 보조 맞춰야"

충청투데이

2.08

심대평 지사 "도청 예정지 선정 계획대로"

조선일보

2.08

심지사 "도청이전 예정대로"

조선일보

2.08

沈지사 오늘 도청이전 특별담화

중도일보

2.08

주민들 "정치적 이해탓" 원성

대전일보

2.08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어디로?.. 12일 발표

오마이뉴스

2.08

충남도청이전 예정지 12일 발표

대전일보

2.09

"도청이전 예정지 12일 발표"

대전일보

2.09

"도청이전 정면 돌파 하겠다"

중도일보

2.09

[대전/충남] 충남도청 이전후보지 12일 발표

동아일보

2.09

道廳이전 정략적 이용 안돼

조선일보

2.09

도청이전 예정지 12일 발표 배경과 과제

대전일보

2.09

沈지사 "도청예정지 12일 발표"

충청투데이

2.09

오늘부터 도청 예정지 평가

중도일보

2.09

’지방선거 올인'관측 지배적

중도일보

2.09

충남 균형발전의 '화룡정점'

중도일보

2.09

충남도청 2013년 이전

충청투데이

2.10

"도청이전 도의회는 손놨나?"

충청투데이

2.10

"이전예정지, 다 결정된 마당에.."

중도일보

2.10

[사설]'충남도청 이전' 지금이 고비다

충청투데이

2.10

도청이전 마무리 '도의회 몫'

중도일보

2.10

도청이전 '마지막 관문' 촉각

충청투데이

2.10

도청이전 예정지 평가 돌입

중도일보

2.10

도청이전 최대 분수령 될 듯

대전일보

2.10

도청이전 평가작업 '순항'

대전일보

2.10

아산 "이해할 수 없다" 반발 확산

대전일보

2.11

"도청이전 발표중단" 촉구 우리당 천안시 당원협의회

중도일보

2.11

"예정지 발표 민심수습 만전을"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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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도청 예정지 "결과발표 연기하라"

대전일보

2.11

도청 예정지 내일 오후 발표

대전일보

2.11

도청 예정지 발표 연기 촉구

충청투데이

2.11

도청이전 평가작업 '철통보안'

중도일보

2.12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 심사"

조선일보

2.12

[현장] 홍성·예산 "이렇게 좋을 수가"

오마이뉴스

2.12

17년 끌어온 사업 본궤도에

충청투데이

2.12

2009년말 공사착수 2013년 이전

충청투데이

2.12

김유혁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단장 문답

동아일보

2.12

도청이전 예정지 어떻게 선정했나

오마이뉴스

2.12

도청이전 예정지 탈락 시·군 '허탈'

동아일보

2.12

도청이전 예정지 탈락 시·군 '허탈'

조선일보

2.12

도청이전지 확정에 홍성·예산 잔치 분위기

동아일보

2.12

도청이전지 확정에 홍성·예산 잔치 분위기

조선일보

2.12

이성근 충남도청이전평가단장 문답

동아일보

2.12

채헌병 홍성군수·박종순 예산군수 인터뷰

조선일보

2.12

충남도청 예정지 홍상·예산 확정

동아일보

2.12

충남도청 예정지 홍성·예산 어떤 곳인가

조선일보

2.12

충남도청 예정지 '홍성·예산'은 어떤 곳인가

동아일보

2.12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 의미 및 과제

동아일보

2.12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 의미 및 과제

조선일보

2.12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평가 어떻게 이뤄졌나

동아일보

2.12

충남도청 이전, 홍성·예산 일원으로 확정

오마이뉴스

2.12

충남도청 이전사업 어떤게 추진돼 왔나

조선일보

2.12

충남도청 이전사업 어떻게 추진돼 왔나

동아일보

2.12

충남도청 이전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동아일보

2.12

충남도청 이전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조선일보

2.12

충남도청 이전사업 추진 일지

조선일보

2.12

충남도청 이전지 홍성·예산 유력

경향신문

2.12

충남도청, 홍성·예산으로

조선일보

2.12

충남도청, 홍성·예산으로 이전

조선일보

2.12

홍성' 실현가능성' 등 2항목 최고점

조선일보

2.12

홍성 예산은 지금 잔치 분위기

오마이뉴스

2.12

홍성.예산 축제분위기 "도청이전 만세, 홍성 만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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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홍성.예산군수 "새로운시대 새역사 창조해나가자"

충청투데이

2.13

충남도청 이전 難題 많다…'산 넘어 산'

조선일보

2.13

"갈등·반목 접고 충남발전 힘모으자"

충청투데이

2.13

"결과승복 차질없이 추진돼야"

대전일보

2.13

"국토 중심지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날"

중도일보

2.13

"군민 여러분 성원 감사"

대전일보

2.13

"땅 투기등 악용 미리차단"

대전일보

2.13

"무난한 결정.. 균형발전 힘써야"

충청투데이

2.13

"새 충남역사 열어 나가자"

중도일보

2.13

"지역 균형발전 촉진할 것"

대전일보

2.13

"지역결제 활성화 최선"

대전일보

2.13

"충남 전역 시너지 효과 기대 도민 모두의 성원.
이해 부탁"

충청투데이

2.13

"탈락지역 道정책배려 기대"

충청투데이

2.13

"탈락지역 정책적 배려 있을 것"

대전일보

2.13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

대전일보

2.13

[사설]'충남도청 이전' 이제 시작이다

충청투데이

2.13

[인터뷰]박종순 예산군수

충청투데이

2.13

[인터뷰]채헌병 홍성군수

충청투데이

2.13

[특별기고] 대보름과 대망(大望)

충청투데이

2.13

[한밭벌통신] '도청이전' 이제부터 중요

경향신문

2.13

[현지르포]"裵山臨水. 走馬安脫 명당.. 중부 발전
3대축 기대"

조선일보

2.13

<일문일답> 김유혁 도청이전추진위원장

중도일보

2.13

<일문일답> 이성근 충남도청 이전평가단장

중도일보

2.13

2009년말 착공 최대 300만평

중도일보

2.13

‘200만 도민위한 선택' 대체로 긍정적

대전일보

2.13

5.31석달 앞 지방선거 태풍될까

중도일보

2.13

97년 IMF때도 유보 우여곡절 끝에 성사

중도일보

2.13

거리곳곳 축하 현수막 '잔칫집'

충청투데이

2.13

내포문화권의 발흥지.. 자연환경 우수

충청투데이

2.13

道 중심부. 교통. 문화 요충지

중도일보

2.13

도의회 조례 의결해야 최종확정

중도일보

2.13

도지사 예비후보자들도 환영

대전일보

2.13

도청 청사의 역사

충청투데이

2.13

도청예정지 결정, 충남발전 기여하게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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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도청예정지 홍성·예산 확정

중도일보

2.13

도청이전 예정지 <이/모/저/모>

중도일보

2.13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의미·과제

대전일보

2.13

도청이전 추진일지

대전일보

2.13

도청이전 향후 추진일정

대전일보

2.13

'보름달' 품에 안고 밤새 축제

대전일보

2.13

사통팔달 접근성 탁월

충청투데이

2.13

'실현 가능성'에 최고 비중

충청투데이

2.13

심대평 "국회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졸속"

오마이뉴스

2.13

심대평 "충남 금강권 특성화해 개발할 것"

조선일보

2.13

심대평 지사 "환황해권 거점도시로 개발"

조선일보

2.13

심대평지사 "충남 금강권 특성화해 개발할 것"

충청투데이

2.13

예정지 탈락 시군 반응

중도일보

2.13

용봉산 주위 지네 감싸고 달리는 말 형상 발전 암시

충청투데이

2.13

조례 도의회 통과될까

중도일보

2.13

찬성.. 반대.. 아쉬움 '교차'

충청투데이

2.13

채헌병 홍성군수 "수도권 전철 홍성까지 연장을"

조선일보

2.13

충남 균형발전 새엔진 달았다

충청투데이

2.13

충남도민 화합해야

중도일보

2.13

충남도청 이전 닻 올랐다

대전일보

2.13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천안 '반대' 아산 '관망'

조선일보

2.13

충남도청 이전지 '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 선정

동아일보

2.13

충남도청 이전지 홍성-예산군 확정

동아일보

2.13

충남도청 현부지 어떻게 활용되나

조선일보

2.13

충남도청 현부지 어떻게 활용되나

충청투데이

2.13

충남도청 '홍성·예산' 간다

대전일보

2.13

충남도청 홍성·예산으로

대전일보

2.13

충남도청 홍성·예산으로 옮긴다

충청투데이

2.13

충남도청, 홍성·예산으로 옮겨

조선일보

2.13

行首방식' 실현가능성에 가중치

대전일보

2.13

후보지 6곳 평점 어떻게?

중도일보

2.14

"균형성장 기본틀 완성"

대전일보

2.14

"금강권, 특성화지역으로 개발"

중도일보

2.14

"다 떠나면 우리는.." 한숨만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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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도민화합위해 최선"

대전일보

2.14

"짜 맞추기 결정" 비난

대전일보

2.14

"충남발전 절호 기회.. 역량 모으자"

충청투데이

2.14

"특정지역 염두 짜 맞추기"

중도일보

2.14

[대전/충남] '충남도청 이전' 엇갈린 희비

동아일보

2.14

[사설] 도청 이전에도 '지역균형발전'

중도일보

2.14

[특별기고] 충청발전의 새로운 기회

중도일보

2.14

2조3000억-7200억=1조5800억

충청투데이

2.14

건축.개발행위 전면 제한

대전일보

2.14

공기업등 204개 함께 간다

대전일보

2.14

대승적 협력으로 '갈등 풀자'

중도일보

2.14

대전시는 道청사 활용묘책 서둘러야

대전일보

2.14

道교육청 이전검토 착수 금명간 추진기획단 구성키로

중도일보

2.14

도시발전 한 획.. 재원마련 난제

충청투데이

2.14

도의원(34명) 과반수이상 찬성시 '확정'

중도일보

2.14

도청 예정지 발표 "수용불가"

충청투데이

2.14

도청 이전지 개발행위 3년간 제한

충청투데이

2.14

도청이전 대상기관 204개

중도일보

2.14

도청이전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중도일보

2.14

도청이전 예정지 홍성·예산 확정

중도일보

2.14

도청이전 최종관문 '도의회 손안에'

충청투데이

2.14

손잡은 홍성·예산 '도청유치' 꿈 이뤄

대전일보

2.14

심지사 "정치적 유혹 뿌리쳤다"

충청투데이

2.14

심지사 사퇴 임박했나?

중도일보

2.14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대전일보

2.14

정치권 이해득실 '저울질'

대전일보

2.14

천안이 반발하는 이유

중도일보

2.14

총론은 '환영' 각론은 '아쉬움'

중도일보

2.14

충남도의회 도청이전 특위 개회

충청투데이

2.14

합심협력 새 충남 거보 내딛자

대전일보

2.14

행정도시 수준 지원책 모색

대전일보

2.14

행정도시 연계 '시너지 효과'

대전일보

2.14

홍북·삽교 300만평에 '20만평 생명의 도시'구성

충청투데이

2.15

"맏형 역할 맡아 달라"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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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충남 맏형 천안이 힘 실어 달라"

충청투데이

2.15

[특별기고] 도청이전이 시대적 요청이다

중도일보

2.15

‘도청소재도시 변경 조례안' 표결방식 관심

대전일보

2.15

보상.이주 원만한 대책 급선무

대전일보

2.15

沈지사 '민심 추스르기' 나섰다

중도일보

2.15

충남도 관사촌 처리 '고민'

대전일보

2.15

충남도청 2012년 신청사시대

대전일보

2.15

홍성.예산읍 '입조심·몸조심'

대전일보

2.16

"도청부지, 생태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오마이뉴스

2.16

"서민들 살맛나는 충남 건설" 강조

중도일보

2.16

"예술창조센터, 숲 조성 바람직"

중도일보

2.16

"용봉산 아래 최고 명당"

대전일보

2.16

[경제인 칼럼] 도청 이전, 충남발전 전기돼야

충청투데이

2.16

도, 對의회 로비 '전력투구'

중도일보

2.16

도청 이전지 부동산투기 '엄단'

중도일보

2.16

도청예정지 부동산투기 대책회의

중도일보

2.16

도청이전 사업추진 박차

중도일보

2.16

沈지사 내달중순 사퇴 유력

대전일보

2.16

재원확보 시,군 반발 등 난제

대전일보

2.17

"균형발전 이끄는 도시돼야"

대전일보

2.17

"빈틈없는 이주보상 대책을"

대전일보

2.17

"자연·생태조사 선행 필수"

대전일보

2.17

[대전/충남]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전면 제한

동아일보

2.17

[사설] 도청 활용방안 치밀하게 준비해야

중도일보

2.17

道, 도청이전 주민설명회 '고민'

중도일보

2.17

충남도청 이전에 모두 2조2천억 소요 예상

조선일보

2.17

홍성 도청이전지원 TF팀 가동

중도일보

2.17

홍성군 도청이전 지원업무팀 구성

충청투데이

2.17

홍성지역 부동산시장 꿈틀

대전일보

2.18

"주민 보상 정당하고 정의롭게"

중도일보

2.18

[독자투고] 도청이전과 이기주의

중도일보

2.18

도청신도시 건설비 2조2951억

대전일보

2.18

도청신도시 '생명도시' 만든다

대전일보

2.18

도청이전 비용 2조2951억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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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성공적인 도청 이전

대전일보

2.18

예산군, 도청이전지 건축허가 제한

충청투데이

2.18

'충남도청 신도시' 道부담액 7505억

충청투데이

2.18

충남도청 이전지 건축허가 제한

중도일보

2.19

도청이전 비용 2조2951억

조선일보

2.20

"고향떠나 어떻게 사나"

대전일보

2.20

[대전/충남]충남도청 이주비 2조 2951억

동아일보

2.20

도청 신도시 개발주체 선정 '고심'

중도일보

2.20

도청 이전 대전시민 불안감 크다

충청투데이

2.20

도청이전 대전총샌산 1% 감소

대전일보

2.20

도청이전 예산땅 '관심 고조'

중도일보

2.20

도청이전 효과 1360억 생산감소, 고용 감소
2900여명

충청투데이

2.20

도청이전조례 처리 '최대이슈'

중도일보

2.20

민선3기 이후 영속성 확보 절실

대전일보

2.20

이전 근거 명문화.. 통과될 듯

대전일보

2.20

충남도청 이전, 대전에 어떤 영향 미치나

중도일보

2.20

충남도청 이전비용 2조2천억원

경향신문

2.21

"도청 이전해도 원도심 타격 없어"

대전일보

2.21

"도청 탈락지역 균형발전 포함돼야"

대전일보

2.21

[독자기고] 충남도청, 도민의 품으로 돌아오라

충청투데이

2.21

도청이전 성공추진.. 탈락지역 지원 촉구

중도일보

2.21

도청이전 에정지 600만평 개발 제한

대전일보

2.21

도청이전후 대책에 지역경쟁력 담아야

대전일보

2.21

염 시장 간부회의서 "원도심 활성화 속도내자"

충청투데이

2.21

염시장, 도청이전 원도심 '추스르기'

중도일보

2.22

[독자칼럼] 도청이전 도민화합 계기로

중도일보

2.22

대산항 개발 2년 앞당겨

대전일보

2.22

'도청이전 노하우 전수해주세요'

중도일보

2.22

도청이전 힘, 지혜 모아 나가자

대전일보

2.22

충남도청 신도시 이름 용봉신도시·내포신도시 검토

충청투데이

2.23

"당위성, 균형발전 정책 홍보" 한 목소리

중도일보

2.23

"시청 이전 악몽 재연 안됐으면"

대전일보

2.23

[기고] 도청 이전을 위해 할일

중도일보

2.23

도청이전 관련 정책자문교수단 회의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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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도청이전 득실계산 '명암'

대전일보

2.23

신도청 도시 광역교통망 '숙고'

중도일보

2.23

충남도 정책자문교수단 "도청이전, 넘어야 할 山 많다"

충청투데이

2.23

충남도청 이전.. 대전 영향 없나

대전일보

2.23

홍성 홍북면 개발행위 발묶여

중도일보

2.23

홍성, 예산에 '이의없음'

대전일보

2.24

[독자기고] 도청이전, 이제는 우리가

충청투데이

2.24

충남 도정평가단 회의 "탈락 시,군 정책적 배려를"

충청투데이

2.25

道, 도청이전조례안 개정 '고민'

중도일보

2.25

도사무소 소재지 변경안 통과

대전일보

2.25

도청이전 조례안 28일 본회의 상정

중도일보

2.25

도청이전 확정쪽으로 '가닥'

중도일보

2.25

충남도청 이전 조례안 道의회 특위 통과

충청투데이

2.26

道廳이전 조례안 특위 통과

조선일보

2.27

균형발전대책 조기수립 촉구

대전일보

2.27

道, 도청 이전기관 설득 부심

중도일보

2.27

선장없는 충남號 '순항할까'

대전일보

2.27

신도청, 서해안시대 충남 성장거점

충청투데이

2.28

대전시, 도청이전 대책 T/F 운영

오마이뉴스

2.28

도사무소 소재지 변경안 오늘 처리

대전일보

2.28

도청이전지에 '체육회관'

중도일보

2.28

천안시청의 계륵

중도일보

2.28

충남도의회, 도청이전 조례안 가결

오마이뉴스

2.28

충남도청이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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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향후과제와 로드-맵
제1절 앞으로의 추진과제
1. 도청이전 재원대책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은 총건설비용중 민간기관, 유관기관 투자분을 제
외하고 행정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총사업비를 추정하고
-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2012년까지 도청과 유관기관이 이전하는 시기는 도시형성기로
인구를 5만명(100만평도시) 정도로 추정
- 도시확장기(2012～2022)에 10만명(200만평도시), 도시성숙기
(2022～2032)에 15만명(300만평도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총사업비 추정
구

분
계

1.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등)
2. 도시기반조성비
1) 조성비

(

단위 : 억원)

총 건설비용

총사업비(도청 등)

사업시행자

23,000

7,500

15,500

6,853

443

6,410

11,716

2,626

9,090

10,653

2,626

8,027
8,027

① 기본시설공사비

8,592

565

② 간선시설비

1,554

1,554

-

③ 설계비 및 부대비용

507

507

-

2) 직접경비(인건비 등)

228

-

228

3) 간접경비(금융비용 +일반관리비)

835

-

835

3. 건축비

3,338

3,338

-

2,000

2,000

-

2) 지방행정관리시설

290

290

-

3) 문화ㆍ복지시설

716

716

-

4) 기타시설

332

332

-

1,093

1,093

-

1) 충남도청사

4.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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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추정에 대한 내역>--------총 7,500억원
1. 토지매입비
- 충청남도에서 직접적으로 매입하여야 할 토지면적은 충청남도청사(3만
평), 지방행정관리시설(3.31만평), 문화복지시설(7.73평), 공급처리시설
(5.71만평) 등 전체300만평 중에서 19.75만평(6.58%)임
→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전체 6,853억원 중 443억원임
2. 도시기반조성비

→ 기본시설 공사비는 토지매입비율에 따라 8,592억원 중 565억원을 부담
→ 도시기반시설에서 간선시설(상 하 중수도)비 1,554억원, 설계비 및 부
대비용 507억원 등은 충남도에서 직접 부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도가 부담하게될 도시기반조성비는 총2,626억원임
축비

3. 건

→ 도에서 직접 투자할 공공건축은 충청남도청사(보건환경연구원 및 도
건설사업소 포함), 지방행정관리시설(면사무소, 우체국, 소방서, 경찰
서 등), 문화ㆍ복지시설 등이며, 인구수에 따른 면적과 건축비 등을
감안한 건축비용은 총3,338억원임

488 도청이전백서

□ 재원조달 대책
구
총

(
분

조달 가능액

계

비

1,890

Ⅱ. 도 가용재원 적립 (’07~’11)

2,460

1) 일반회계

2,000

2) 공영개발 청산금

460

Ⅲ. 국비확보

1,286

1) 상수도(보령댐 광역상수도)

415

2) 중수도

-

3) 하수도

167

4) 폐기물처리시설

153

5) 문화ㆍ복지시설

358

6) 기타시설

193

Ⅳ. 지방채 발행

∙상수도(국비 80%)
※ 중수도 : 신도시개발
시범 사업 추진
∙하수도(국비 70%)
∙페기물처리시설
(국비 30%)
∙문화ㆍ복지시설
(국비 50%)
∙기타시설 : 보건지소, 육아시설 등
(국비 50%)

1,864

1) 지방청사정비기금

564

2) 지역개발기금

1,300

2. 도청이전의 기대효과

□ 인구증가
○ 종사자 및 부양가족 이동규모(총 204개 유관기관 중)
- 166개 기관 이전시 : 5만 1천명 정도

- 도청만 이전시 : 1만 6백명 정도 이동예

고

7,500

Ⅰ. 도유지 재산 매각

- 114개 기관 이전시 : 3만 5천명 정도

단위 : 억원)

상

□ 지역경제 파급효과
○ 2025년까지 최대 70조원 정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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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효과

166개 기관 이전

43조2천억

27조2천억

562천명

115개 기관 이전

41조8천억

26조5천억

539천명

도청만 이전

39조7천억

25조3천억

504천명

□ 도민의 자긍심과 자신감 제고
○ 道民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청이전을 추진하여 성장역량을 배가
할 수 있다는 무형의 자산 확보
○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주민의 만족도 증대
3.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1)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운영 강화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유관기관별 전담부서 지정 운영
-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m「도 - 시ㆍ군」 합동 부동산 대책본부 운영(’06. 1.26 ～ )
- 예정지역 지가 동향 일일점검 및 합동단속 실시
m 현행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규제관리 강화
- 토지거래허가 구역 (14개 시ㆍ군), 투기과열지구(5개 시ㆍ군), 토지
투기지역 (14개 시ㆍ군), 주택 투기지역 (4개 시ㆍ군) 등
m 이동식 중개업 행위 단속강화
- 무등록 중개업자 및 거래질서의 교란행위자 등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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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
○ 도청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을 통해 난개발 및 과잉보상을
위한 각종 행위 원천 차단
1)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등을 활용한 개발행위 제한조치
○ 개발행위 제한 지역
- 홍성군 홍북면(신경리·석택리·대동리·용산리·내덕리 전지역 및 상하리·봉신리
일부지역)
- 예산군 삽교읍(목리·이리 전지역, 신리·수촌리 일부지역)
○ 예정지에 대한 개발구역 결정 고시후에는 관련법(택지개발 촉진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행위 직접 제한

① 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
○ 예정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가 관련법령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06.2.13)
○ 허가 제한 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1월이상)
② 건축허가 제한 등(건축법 제 12조 제 2항)
○ 도청이전 예정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관련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06.2.13)
○ 허가 제한 내용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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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 및 주민신고 포상제 실시

법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
- 1건당 50만원 내외 포상금 지급

m 불

4) 항공촬영 및 비디오 촬영

법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체증 및 과다보상 방지를 위해 항공촬영
및 비디오 촬영 실시

m 불

4.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 기본방향(안)
1) 보상업무 추진

○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
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추진
○ 법 절차에 따른 보상의 추진은 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 추진할 수
있으나 맞춤식 보상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지정전에 보상에 대한 주
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관·전문가로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여 보상에 대한 사전 이해·설득 추진
※ 보상추진 일정(안) :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업지구지정('07.상반기), ② 보상물건 기본조사('07.중반기)
③ 보상물건조서 공람('07.하반기), ④ 감정평가('07.하반기),
⑤ 보상착수('07.말)
2) 보상계획의 개요

□ 토지, 건물, 영업권 등 평가보상
○ 토지 및 물건조서를 근거로 하여 2～3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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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술평균하여 보상금액 산정
- 평가업자 선정 : 사업시행자 2인, 토지소유자 추전 1인
※ ① 평가보상 : 토지, 건물, 영업, 입목, 과수, 축산, 광·어업권,
분묘이장비
② 기타보상 : 농업손실,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토지보상법
를 의 하여 산

에 근거하여 계상)

□ 이주대책
○ 사업지구지정 공람일 이전부터 허가가옥 및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소유자
○ 허가가옥 소유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협의택지 공급
- 이주대책 : 이주정착금(500～1,000만원) , 분양아파트(85㎡이하, 분양
가), 이주자택지(50～80평, 조성원가 이하) 중 택일
※ 이주자택지 공급은 사업지구지정 공람일부터 1년이
전 거주자만 해당

- 협의택지 : 소유토지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에게 단독주택용지 공급
(50～70평, 유사사례, 협의가격)

□ 세입자 대책
○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지구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
전비 또는 주택 특별공급(임대아파트)
- 기준일 3월전부터 허가가옥에서 거주한 자로서 타 개발지역 유사사
례를 고려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보상추진협의회와 협의 추진
□ 생활대책
○ 사업지구 내에서 적법한 영업자, 영농, 축산, 공장경영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타 개발지역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보상추진협의회와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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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로드-맵

Ⅰ

都市基本構想

1. 건설이념

지속적인 균형개발의 거점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연친화를 기반으로
도민통합의 인간을 존중 하는 성장(成長)과 생명(生命)으로 설정
성장(成長)

□ 도민이 상호 합의와 협력을 통하여 인간을 존중하는 도시환경을 목표
로 건설되며, 미래지향성(futurity)과 형평성(equity)이 담보된 지속적
인 성장과 균형발전의「휴먼 충남」구현
생명(生命)

□ 생명을 위하여 환경 및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을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에코 충남」구현
2. 도시의 미래상(SUCCESS City)

① 환경친화적 특색을 갖춘 도시(Special Unique City)
- 자연친화 및 에너지절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충남만의 브
랜드를 갖는 아름다운 도시
② 평등하며 창조적인 문화도시(Creative Cultur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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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간 갈등이 없는 평등한 도시
- 편익시설을 갖추고 삶의 여유와 품격이 있는 창조적인 문화도시
③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효율도시(Efficient City)
- 토지이용과 자원보존 등 지속가능도시
- 투자가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효율도시
④ 선택이 가능한 인간존중 서비스도시(Service - Selective City)
- 인본중심의 행정서비스와 고속 유비쿼터스 실현 네트워크를 갖춘 정
보와 서비스도시

Ⅱ

移轉事業 推進計劃

□ 段階別計劃
① 건설계획수립단계 : ’06 ～ ’09
m 도청소재지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도청이전사업의 지속 추진
m 사업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m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정비 및 특별회계설치
m 보상계획 및 주민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용지매입 착수
② 건설단계 : ’10 ～ ’12년 말
m 부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축
유관기관)
m 택지분양계획 수립(토공, 주공 참여시 주택건축사업 추진가능)
m 예정지구내 이주자택지 시범단지 조성
③ 이전단계 : ’12년 말
m 도청 및 유관기관 이전
m 택지분양 및 민간주택 건설
m 청사건 (도청,

m 주민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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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 소재지
▪균형발전의 거점
▪지속가능한 도시

아름다운 충남
Eco Chungnam

인본충남

Human Chungnam

※ <段階別 主要課題 推進日程>
단

계

건설계획
수립 단계
(2006년)

계획 단계
(~’09년)

건설 단계
(~’12년 말)

이전 단계
(’12년 말 이후)

주 요 과

제

∙ 도청소재지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06년 상반기)
∙ 추진체계정비(’06년 상반기)
∙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 도시개발구역 지정(’06 ~ ’07년 상반기)
∙ 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 수립(’06 ~ ’07년 상반기)
∙
∙
∙
∙

사업시행자 지정(’07년 상반기)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 착수(’07년 상반기)
개발계획수립 착수(’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용지매입착수(’08년 상반기)

∙ 교통, 재해, 환경 영향평가 실시(’07년 상반기~’08년)
∙ 실시계획수립 착수(’08년 상반기)
∙ 공사착수(’09년 하반기)
∙ 부지 조성, 청사 건축, 기반시설 건설
∙ 조성토지 분양계획 수립
※ 주거용지에 대한 택지개발 추진(토공·주공)
∙ 도청 이전
∙ 유관기관 이전
∙ 주민 입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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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추진 절차(Flow Chart) ≫

예정지역 지정
(’06. 2. 13)
(15개월)

사업구역·지구 결정
(’07. 5)
(4개월)

건설기본계획 수립
(’06.9 ～ ’07.9)
(10개월)

개발계획 수립
(’07.7 ～ ’08.7)
(15개월)

실시계획 수립
(’08.5 ～ 09.10)
조성공사 착수
(’09.11)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정
사전환경성검토·협의(도시개발법)
�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계획수립 착수
�
�

(1개월)

(3년)

청사이전 및 주민입주
(’12.말 ～ )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조사 착수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택촉법)
각종영향평가 협의
-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용지매입착수

도청이전백서

부

록

1. 충남연표
2. 도청이전 세부추진일지
3.「도청이전추진위원회」명단
4.「도청이전자문위원회」명단
5.「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 현황
6.「도청이전 평가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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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 남 연 표
≪ 삼국시대 ≫

울

웅진(공주)으로 옮김
538년 성왕 16년 백제의 수도를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옮김
660년 의자왕 2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백제 멸망, 웅진도독부 설치
671년 문무왕 11년 소부리주(사비주)로 개편
686년 신문왕 6년 웅천주로 개칭
757년 경덕왕 16년 웅주로 변경
후삼국시대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영역에 속함
475년 문주왕 2년 백제의 수도를 한성(서 )에서

≪ 고려시대 ≫

삼

938년 고려가 후 국을 통일한후 성종 2년에 12목제 실시로 공주목 설치
995년 성종 14년 10도제로 개편 주(공주), 운주(홍성) 등 주현으로
이루어진 하남도 설치
1106년 10도 가운데 관내도·충원도·하남도의 3도를 합하여
충청주도 설치
1171년
주도와 충청주도를 분리
1314년 충청주도를
도로 환원
1356년 공민왕 5년 충청도로 경 (고려말기에
충청주도를 여서
도 는 충청도로 병용한 것으로 추정)

양광

양광 또

≪ 조선시대 ≫

웅

양광

양광

변

양광

양광

줄

1396년 조선초기 태조 4년
도를 경기도와 충청도로 분리
1505년 연산군 11년 충청도를 충공도로 개
1549년 명종 4년 충공도를 청홍도로 개 (이후에도 충청도의 명 은
공청도, 충청도, 공홍도, 충홍도, 공충도 등 수차 개 )

칭

순

칭

례 칭

1834년 조 34년 공청도를 충청도로 환원
1896. 8. 4 전국을 8도제에서 13도제로 개편 충청남도 설치

≪ 1930년대- ≫
1932.10. 1 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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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청이전 세부추진일지

정부수립 이전
1896. 8. 4 ― 충청남도 설치(8道制를 13道制로 개편)
1932. 10. 1 ―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1989～2004년
1989. 1. 1 ― 대전시와 대덕군 합쳐 대전직할시 승격 분리
1992. 12. 24 ― 도의회에 도청이전추진특위 구성 20명(시군당 1명)
1993. 1. 28 ― 「도청이전특위」1차 간담회 개최
1993. 6. 9 ― 「충청남도청이전추진 기획단설치조례안」(도청이전특위)
1993. 6. 14 ― 제74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 제정 의결
1993. 6. 30 ― 조례 제2318호로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공포
1993. 9. 23 ― 규칙 제2364호로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
시행규칙 」공포
1993. 10. 6 ―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설치
1993. 11. 10 ― 도의회「도청이전설문조사용역」발주(한국갤럽연구소)
1994. 1. 20 ― 도청이전특위 도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71%찬성)
1995. 12 ～ 96. 7 ― 도청이전기초조사 연구용역 실시(충발연)
1996. 12. 4 ― 기초용역 결과에 따른 토론회 개최(도청 대강당)
1997. 12. ― IMF 외환위기(～2001. 8.)
1998. 12. ― IMF 외환위기로 추진 유보(도의회 답변)
1999. 9. 2 ― 심대평 지사 2000년말까지 논의 유보 당부(제131회 도의회 임시회)
1999. 10. 13 ― 경제상황등을 감안 2000년부터 기획단 재가동
(국정감사, 이완구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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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논의가 재개되면 기획단 재가동
(도의회, 김중한의원 질의에 답변)
2000. 3. 27 ― 「도청이전추진기획단」전체회의 개최
2000. 3. 28 ― 「도청이전추진기획단」현판 제막식 거행
2000. 3. 31 ― 「도청이전추진기획단」2차회의 개최
2000. 4. 26 ― 「기획단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심의」(행정자치위원회)
2000. 4. 28 ― 제1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획단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2000. 5. 10 ― 「기획단설치조례 개정조례」공포(제2853호)
2000. 5. 16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도청 후보지 방문
2000. 6. 30 ― 「기획단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공포(제2811호)
2000. 9. 22 ― 박찬중 의원 「대전시와 통합 주장」(제142회 도의회 본회의)
2001. 1. 17 ― 시도통합민간 차원 논의 바람직(도지사 신년기자회견-사견전제)
2001. 2. 1 ― 광주ㆍ전남통합 및 전남도 이전 추진상황 조사분석 현지출장
2001. 4. 13 ― 오재일교수(전남대) 초청 직장교육 실시(도청 대강당)
“광주권에서의 도청이전과 시도통합 논의”
2001. 7. 18 ― 「도청이전 연구용역」도정조정위원회 개최(원안가결)
2001. 7. 30 ―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 평가연구용역 발주」(충발연)
2002. 7. 26 ― 도청이전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행정부지사 주재)
2002. 8. 30 ― 도지사에에 충발연 용역연구 추진상황 보고
2002. 9. 2 ― 제163차 도의회 행자위에 도청이전추진상황 보고
2002. 9. 9 ― 제1차 시군 자문ㆍ실무위원 토론회 개최(충발연 주관)
2002. 9.
― 행정수도 건설 대선공약 발표
2002. 9. 30 ― 도청이전추진상황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간담회)
2002.10. 4 ― 제2차 시군 자문ㆍ실무위원 토론회 개최(충발연 주관)
2002.10. 31 ― 제3차 시군 자문ㆍ실무위원 토론회 개최(충발연 주관)
2002.11. 27 ― 용역추진상황 보고(도지사 ← 충발연)
2002.12. 3 ― 연구용역추진상황 도의회에 보고(도의회 ← 충발연)
199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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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및 남악신도시 현장 방문(팀장, 실무자)
2002.12. 27 ― 연구용역추진상황 1차 보고(도지사 ← 충발연)
2002.12. 30 ― 연구용역추진상황 2차 보고
2002.12. 30 ― 연구용역결과 준공계 접수
2003. 2. 26 ― 행정수도 입지결정시 까지 추진유보 발표(기획관리실장)
2003.12. 22 ― 도지사 송년기자 회견(도청이전 유보 불가피성 설명)
2004. 8. 11 ―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최종발표(연기·공주)
2004. 9. 15 ―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7대의회 - 15인)
2004.10. 21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2004.11. 20 ― 도청이전 후보지선정과 향후추진계획 연구용역 계약체결(충발연)
2002.12. 11

2005년

― 도의회 도청이전특위 전남도청 방문(도의원,언론인)
2005. 6. 2 ― 특위와 간담회(보령 한화콘도, 김동완실장, 오찬규위원장등)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대책 및 추진위 구성 등 협의
2005. 7. 18 ― 부시장ㆍ부군수회의 개최(영상회의실)
부동산 투기단속 및 시장군수 승복합의서 추진 등
2005. 7. 20 ― 도청이전을위한조례 제정·공포(제3145호)
2005. 9. 7 ― 도청이전관련 부시장ㆍ부군수 영상회의 개최
2005. 9. 13 ― 성공적 도청이전추진을 위한 협약식 개최관련 실과장
시군방문 설명회(지역연고 실과장 16명)
2005. 9. 20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유혁)
도-시·군간 이전 성공 동의협정식 체결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안 의결)
2005. 9. 25 ―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과열유치행위 제재방안, 도청이전용역의 공개범위 의결)
2005. 10. 4 ― 도청이전특위에 추진상황 업무보고
200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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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자문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결)
2005. 10. 10 ―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구성(단장 박기청)
2005. 10. 12 ―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개정 의결(제191회 도의회임시회)
2005. 10. 13 ―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 부과계획 의결)
― 도청이전추진자문위원회 구성
2005. 10. 17 ― 시·군 과열유치행위단속 T/F팀 구성 및 1차회의(8개실국 16명)
2005. 10. 20 ―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도청이전계획안 및 입지기준안 의결)
2005. 10. 25 ― 자문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도시형태, 개발방식, 입지기준 선정, 평가대상 수 선정)
2005. 10. 26 ―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재원확보 기본방향, 이전사업비 추정)
2005. 10. 27 ― 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공청회 방법 및 시기 의결)
2005. 10. 31 ― 도청이전을 위한 개정조례 공포
2005. 11. 3 ― 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입지기준 및 이전계획 확정)
2005. 11. 14 ―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실무회의 개최
―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2005. 11. 15 ― 입지기준안에 대한 1차 공청회(1권역 ; 천안,아산,예산)
2005. 11. 16 ― 입지기준안에 대한 1차 공청회(2권역 ; 서산,태안,당진)
2005. 11. 17 ― 입지기준안에 대한 1차 공청회(3권역 ; 보령,서천,홍성)
2005. 11. 22 ― 입지기준안에 대한 1차 공청회(5권역 ; 논산,계룡,부여,금산)
2005. 11. 24 ―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공청회 입지기준 중간보고)
2005. 11 .25 ― 입지기준안에 대한 제1차 공청회(4권역 ; 공주,청양,연기)
2005. 11 .28 ― 자문위원회 제5·6차 회의 개최
200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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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입지기준 시·군 의견 수렴
2005. 12. 1 ― 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입지기준 확정)
2005. 12. 5 ― 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2005. 12. 7 ― 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2005. 12. 8 ― 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도청이전 규모결정안, 평가계획 공청회안 의결)
2005. 12. 12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등 운영규칙 공포
2005. 12. 13 ― 자문위원회의 제9차 회의 개최
2005. 12. 15 ― 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평가기준(공청회 안) 의결)
2005. 12. 20 ― 자문위원회의 제10차 회의 개최
2005. 12. 22 ― 추진위원장 당진군 방문 협조 요청
2005. 12. 23 ― 추진위원장 아산시 방문 협조 요청
2005. 12. 26 ― 추진위원장 천안시 방문 협조 요청
2005. 12. 27 ― 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2005. 12. 28 ― 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제2차공청회 개최안, 평가기준 공청회안, 평가대상지수
결정방법안 의결)
2005 .12 .29 ― 평가기준안 공개
2005.11.29

2006년

― 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평가단 구성, 평가기준 공청회)
2006. 1.16 ― 평가기준안에 대한 2차 공청회(한밭대)
― 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2006. 1.18 ― 자문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2006. 1.19 ― 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최
2006. 1.23 ― 평가기준 명료화 간담회
200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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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기준 관련 검증위원회 개최
2006. 1.25 ― 천안시,아산시 ’추진중단’ 공동 성명
―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기관장 회의
2006. 1.26 ― 평가기준 및 평가대상지(6개 지역) 확정
― 추진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2006. 2. 2 ― 평가단 확정
― 추진위원회 제16차 회의 개최
2006. 2. 3 ― 도지사ㆍ도의회의장단 간담회
2006. 2. 6 ― 도지사ㆍ시장·군수 간담회
― 도지사-시·군의회의장 간담회
2006. 2. 7 ― 추진위원회 제17차 회의 개최
― 도지사-지역원로 간담회
2006. 2. 8 ― 도청이전 예정지역 결정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발표
2006. 2. 9～12 ― 평가단 평가 실시 및 결과 발표
2006. 2.12 ― 추진위원회 제18차 회의 개최
2006. 2.13 ― 예정지역 도보 게재
―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의결
― 도청이전특위에 평가결과 보고
2006. 2.24 ― 도청소재지변경조례안 심의(도청이전특위)
2006. 2.28 ― 도청소재지변경조례안 의결(본회의)
2006. 2.28 ― 도청소재지변경조례 공포
2006. 1.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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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청이전추진위원회」명단

성 명

분 야

김유혁

일반행정

前 금강대 총장

온영태

국토도시

경희대 토목건축학부교수

이길영

”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명수

교통계획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찬규

건축분야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진우

경관조경

호서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신항식

환경복지

과기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김경숙

행정기획

공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연상

경제통상

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김용관
유덕준
김동완
곽유신
오찬규
강동복

문화관광
당연직

건양대 공연미디어학부 교수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충청남도기획관리실장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

〃
〃
〃
〃

現 근무처

비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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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청이전자문위원회」명단

소속 자문위원회

성 명

현 근무처

국토ㆍ도시계획
(5)

정순오
최봉문
박천보
황용주
정병한

한남대 교수
목원대 부교수
한밭대 부교수
前 중앙대 대학원 교수
株)동명기술공단(기술사)

문정식
박동주
도영준
김동령
차일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
서울시립대 교수
호남대 부교수
단국대 교수
서울산업대 교수

이정수
이진숙
김남춘
홍형순
이경진
송영일
정회성
최영국
이진헌
임경수

충남대 교수
충남대 교수
단국대 교수
중부대 부교수
공주대 부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원 팀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공주대 교수
株)이장(대표)

축

김상겸
한필원
임양빈
장동민
장세춘

대전대 교수
한남대 교수
건양대 부교수
샘건축사(건축사)
서림건축사(건축사)

제

김갑성
박종찬
김학민
김성순
정용화

연세대 부교수
고려대 교수
순천향대 부교수
단국대 교수
가천길대 교수

교

(5)

통

조경ㆍ경관
(5)
환

건

경

(5)

(5)

(5)

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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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특별위원회 (제4대 의회)
○ 활동기간 : '92. 12. 24 ～ '95. 6. 30

(1) 제1차 추진지원

직 위
계
위원장
간 사
위 원
〃
〃
〃
〃
〃
〃
〃
〃
〃
〃
〃
〃
〃
〃
〃
〃
〃
〃
〃

성 명
20인
김남호
나영진
윤용일
박종무
김재봉
이갑준
최원식
이기붕
유재원
박원래
유재갑
송선규
오찬규
우지명
김영창
한도원
김진경
김세호
김종성
장기일
강신국
강모준

출신지역
비례대표
공주시
천안시
대천시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연기군
공주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보령군
서천군

비고

’92.12.24～’93.1

’92.12.24～’93.1

’93.1.28 ～
’9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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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제7대 의회)
○ 활동기간 : '04. 9. 15 ～ '06. 6. 30

(2) 제2차 추진지원

직

위

계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
〃
〃
〃
〃
〃
〃

성 명

15인
오찬규
강동복
송민구
김광만
차성남
박태진
심정수
유환준
유병기
박영조
유영호
이종건
김기영
명귀진
성기문

출신지역

비 고

보령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특별위원회 (제8대 의회)
○ 활동기간 : '06. 8. 31 ～

(3) 제3차 추진지원

직 위

계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
〃
〃
〃
〃
〃
〃
〃

성 명

16인
오배근
이종현
홍성현
송민구
백낙구
이기철
이창배
송영철
김성중
김석곤
황우성
홍표근
오세옥
이정우
고남종
강철민

출신지역

홍성군
당진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비

고

부 록 511

6.「도청이전 평가단」현황
 分課別 配置

구 분

계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5분과

계

66

13

14

14

13

12

시ㆍ군
도의회
추진위

14
14
38

3
3
7

3
3
8

3
3
8

3
2
8

2
3
7

※ 年齡別 : 30代( 1명), 40代( 31명), 50代( 29명), 60代( 5명)
※ 男女別: 男 64명, 女 2명
 職

業

別

구 분

계

대학교수

연구기관

용역기관

기 타

계

66

48

13

5

-

시ㆍ군

14

13

-

1

-

도의회

14

8

4

2

-

추진위

38

27

9

2

 推進委 推薦者 緣故別(本籍, 住所)

구 분

계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추진위

38

6

5

1

1

2

5

2

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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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課別 評價團 構成現況)
【제1분과】- 지역정체성 분과

구 분

소속 및 직위

13명
공주대학교
교 수
중부대학교
교 수
혜전대학
지 역
교 수
전문가
신성대학
(6명)
교 수
청양대학
교 수
조화정치
연구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대전발전연구원 연 구
실장
진주산업대학교
교 수
익산대학
전문가
교 수
(7명)
상지영서대학교
교 수
경희대학교
교 수
서원대학교
교 수

성 명
(추천경로)

성별

전공분야

정환영
(공주)
김태복
(금산)
김진욱
(홍성)
신기원
(도의회)
양재경
(도의회)
김강녕
(도의회)
서순탁
(서울)
문경원
(대전)
강호철
(경남)
박율진
(전북)
이창환
(강원)
김동찬
(경기)
신용철
(충북)

남

지리학

남

행정학

남

행정학

남

행정학

남

생물자원

남

정치학

남

도시계획

남

지역개발

남

조 경

남
남

조경학
경관및
입지학

남

조 경

남

지역개발

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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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행정 효율성 분과

구 분

소속 및 직위

계

14명
충청대학
교 수
홍익대학교
교 수
공주대학교
교 수
우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건양대학교
교 수
공주대학교
교 수
한국도로공사
연구위원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재)울 산
발전연구원
동신대학교
교 수
전남대학교
교 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대구과학대학
교 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지 역
전문가
(6명)

전문가
(8명)

성 명
(추천경로)

성별

전공분야

이시우
(보령)
주상용
(연기)
이종상
(예산)
한경희
(도의회)
이규환
(도의회)
서만철
(도의회)
강정규
(경기)
박준필
(광주)
권창기
(울산)
이진우
(전남)
안영진
(전남)
권영인
(경기)
윤종섭
(대구)
임영태
(경기)

남

건

남

경영학

남

지역분석

남

건축토지

남

토

목

남

이

학

남

교통공학

남

도시계획

남
남

도시계획
도 시ㆍ
교통계획
지역발전

남

교통계획

남

도시개발

남

교통경제

남

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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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 위원】- 성장 잠재력 분과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추천경로
(
)

성별

전공분야

계

14명
한서대학교
교 수
한국전통문화
학교 교 수
아람건축사
사무소장
공주대학교
교 수
고려대학교
교 수
중부대학교
교 수
울산대학교
교 수
영남대학교
교 수
대진대학교
교 수
영산대학교
교 수
청주대학교
교 수
남도대학
교 수
단국대학교
교 수
경상대학교
교 수

이상엽
(서산)
이도학
(부여)
윤계환
(태안)
윤준상
(도의회)
윤성채
(도의회)
김진원
(도의회)
김재홍
(울산)
이성근
(대구)
김동선
(경기)
최양원
(경남)
장태현
(충북)
안종헌
(전남)
조명래
(서울)
안정근
(경남)

남

행정학

남

문화유적학

남
남

건 축
지역사회
개 발
경제학

남

국제통상학

남

사회학

남

지역개발

남

교통공학

남

교통공학

남

도시계획

남

도시계획

남

지역개발

남

도시계획

지 역
전문가
(6명)

전문가
(8명)

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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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 위원】- 지역 균형성 분과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추천경로
(
)

성별

전공분야

계

13명
건양대학교
교 수
건양대학교
교 수
공주대학교
교 수
청운대학교
교 수
우인건축사
사무소 소장
경일대학교
교 수

이철성
(논산)
소광섭
(서천)
구한모
(당진)
김준석
(도의회)
홍순백
(도의회)
문인수
(대구)

남

한국사

남

행정학

남

농

남

토목공학

남

건축설계

남

행정학

경남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장

김영규
(경남)

남

도시계획

주)삼 안
전무이사
제주대학교
교 수
부산대학교
교 수
경호엔지니어링상무이
사
대구대학교
교 수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장순천
(서울)
김문홍
(제주)
이희열
(부산)
진교남
(서울)
박기묵
(대구)
안승구
(서울)

남

환경ㆍ과학

남

생태학

남

지역개발

남

교통계획

남

행정학

남

환경공학

지 역
전문가
(5명)

전문가
(8명)

학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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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분과 위원】- 실현 가능성 분과

성 명
(추천경로)

성별

전공분야

목원대학교
교 수
청양대학
교 수
서해대학
부여교육관장
충청남도여성
정책개발원장

김혜천
(계룡)
이재철
(청양)
이용주
(도의회)
이재우
(도의회)

남

도시계획

남

토 목

남

경영학

여

교육학

사)보령문화
연구회 이사

황의호
(도의회)

남

지리학

대구카톨릭대학교
교
수
재)울산발전연구원
도시환경실장
제주대학교
교 수
사)아태환경∙
경영연구원
목포대학교
교 수
부산대학교
교 수
전북대학교
교 수

전영권
(대구)
김석택
(울산)
정대연
(제주)
김임순
(서울)
이동신
(광주)
이성호
(부산)
윤석완
(전북)

남

지리학

남

도시환경

남

사회학

여

환경보건

남

도시 및
지역개발

남

도시계획

남

경제학

구 분

소속 및 직위

계

12명

지 역
전문가
(5명)

전문가
(7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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