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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 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 강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 다. 용인시는 2012년 기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채무상환을 완료하 다는 에서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
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한 인식, 경 철사업의 실패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
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산 삭감 등의 행정부 조, 주민들의 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 안의 흐름은 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   세수증 , 
경 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 안의 흐름이 독립 으로 흐르다가 부동
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 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  요소와 결합
하 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한 계기  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 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조, 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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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bt zeroing policy process of Yong-in city based on 
the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in order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financial 
capacity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d on the Yong-in case 
because the city had a local debt of about KRW 800 billion as of 2012, but it completed the debt 
repayment in early 2017.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cy problem streams are the 
perception of Yongin City's debt indicator, the failure of the LRT project, and the failure of sale 
of buildinglots of Yukbuk district. Second, in the political stream, there have been the election 
of new governors, coope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nd citizens like budget cut. Third, policy 
alternative streams are the reduction of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the expansion of 
revenues through the sale of idle shared properties, the increase of tax revenues, and the 
activation of light rail. As the each streams flowed independently, the window of policy change 
opened by the re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sale of buildinglots of Yukbuk 
distric and combined with other policy factors such as the activation of the light rail. In this 
process, th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s such as negotiation and persuasion of the related 
institutions influenced achieving tight fiscal policy. As a result of this policy output, Yongin City 
achieved zero debt.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but also of the administrative and citizen cooperation and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such as  a large scale of the investment 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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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나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 히 지방재정

의 기는 학계  실무 차원에서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반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는 정치, 경

제, 사회, 행정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재정

운 과정에서 방만한 재정운 , 비효율 인 산운  

 징세, 문성  재무정보의 부족, 수입의 과  추정, 

여유자 의 재테크 잘못 등으로부터 발생한다[1]. 한국

의 경우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SOC 등

의 형사업 추진이나 지방공기업 부채증가로 인해 사

업 자체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의 산 기를 래

하게 되었다. 용인경 철 역시 2013년 당시 약 8000억

원의 채무를 진 바 있으며, 올해 5월 의정부경 철이 계

속된 자 으로 산선고를 받아 의정부시 재정에 

막 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기 문제는 더 이상 학계나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지자체 주민의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기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 지방자치단체 산 련 연구는 법제도  차원에서 

당  응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마 도 해외

의 한정된 사례 분석에 기반하여 국내  상황에 실성 

있는 정책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

치단체들은 기상황에서 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

족한 재원을 조달하여 심각한 재정 기를 겪는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2] 재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지방채무, 

반 인 경제 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건 성을 실 하기 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국내사

례를 심으로 정책학 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기  채무 7848억원으로 

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1 에서 2017년 채무제로를 

달성한 경기도 용인시 사례를 바탕으로 표 인 정책

실패사례에서 재정 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 흐름

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학습 

 정책환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례는 특히, 의정

부, 김해 경 철 등 규모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인하

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사례 

자체의 요성 뿐만 아니라 정책학  에서 정책과

정을 면 하게 분석함으로써 재정 기를 겪고 있는 다

른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한 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법제도  근이 아니라 

정책  근을 통해 이론 으로도 시사 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성 강화 뿐만 아니라 지방정

부의 재정역량 강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Ⅱ. 이론적, 제도적 논의 및 분석틀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Kingdon의 다 흐름모형은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한 모형으로 주로, 의제 형성 과정에서의 역동성과 복

잡성을 설명하는 모형이다[3][4]. 특히 사회  이슈가 

어떠한 사회  환경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정부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는지에 한 측면에 논의의 이 있다

[3-7]. Kingdon은 정책 문제 해결 과정의 구성요소를 

각각 정책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안의 흐름

으로 지칭하여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 내에서 각각

의 흐름은 독립 으로 개되다가 어느 시 에 결정  

계기를 통해 결합하여 정책이 형성되며 세 흐름이 결합

되는 순간을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는 순

간으로 본다[5-8]. 여기서 어떤 맥락에서 결합하는지에 

따라 정책의제의 내용과 형태가 다르게 결정된다[5]. 이

러한 Kingdon모형의 구조틀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이다[8].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일부가 요한 사안으로 여겨짐에 따라 공 의제가 

형성되고 이를 해결하기 해 정부가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정책의제단계로 볼 수 있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정책 의제로 넘어온 사회 문제에 해 정부가 주목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정책문제의 흐름이라고 한다[9-12]. 

둘째, 정치의 흐름이다. 정치의 흐름은 국민 여론의 

변화, 행정부  입법부 등 정권교체, 국가  분 기, 정

당의석의 변화 는 이익집단 활동 등에 의해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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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5][13]. 

세 번째 흐름은 정책 안의 흐름이다. 정책 안의 흐

름은 정부 료, 국회의원, 연구자 등의 문 인 정책 

공동체가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안을 정책결정가가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 정책공동체 구성원의 가치

체계 등에 따라 수용하거나 변화하면서 새로운 안으

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5][9]. 

이러한 3가지 흐름은 각각의 역학과 규칙에 따라 작

용하며 이어지다가 특정 시 에 3가지 흐름이 결합하

는 순간을 정책이 형성되는 기회로 보며, 이를 정책의 

창이 열렸다고 단한다[5][11][13][14]. 정책의 창이 열

리는 특정한 시 은 행정부 교체 등  정치  흐름의 변

화가 발생하거나 사회에서 강력한 문제 는 정책 안

이 나타날 때이다[11][15][16]. 

이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

정에서 특히 '정책 선도가(policy entrepreneur)'의 역

할이 요하다[13][17][18]. 정책 선도가는 ‘정책의 방향

이 자신이 기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 

각각의 흐름을 결합하고 정책의 창을 열어 정책의제 설

정이나 정책의 변동을 극 으로 유도하는 존

재’[8][11][19]이다. 따라서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논의 

개의 핵심이 정책선도자의 출   정책의제를 결정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Kingdon 모형에서 정책선

도자라는 요소는 가 정책 선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에 해 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방향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세력에 해 분석할 수 있는 틀

을 제공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5].

Kingdon의 다 흐름모형을 활용한 정책연구는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져 왔으며 Kingdon모형 자체의 

실성을 분석한 연구와 실제 정책의제형성과정에의 

용사례를 분석한 연구로 나  수 있다. Kingdon모형

을 활용하여 실제 정책의제형성과정의 용사례를 분

석한 연구의 경우 EU의 설탕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도  모호성의 향력을 도출한 연구, 지방정부의 긴

상황 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거나 온실가스배출

권 정책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20-22]. 

한 국내의 경우 주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 의제형성과

정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먼 , 복지정

책과 련하여 기 연 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변동, 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 등 복지정책의 도입

이나 변동에 하여 각 사례를 분석하 다[13][23-25]. 

한편, 교육정책과 련하여 아동성범죄자에 한 치

추  자장치 부착제도 형성과정, 학교폭력 방 책 

정책의 변동과정, 수석교사제 정책과정 등을 Kingdon

모형을 통하여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 다[5][12][26]. 

기존에 정책과정에 Kingdon모형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정책도입이나 입법과정을 분석한 연구 으며, 각 

사례마다 용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어느 하나의 

흐름이 요하다고 볼 수 없다. 한, 다양한 정책분야

에서 활용되지만 특히, 복지·교육정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Kingdon모형은 기본

으로 정책의제형성과정이나 정책변동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용인시의 채무 기 극복과정이 의제형성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책실패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의 역

학을 설명하기에 합하다고 단하 다. 즉, 채무를 극

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강조 뿐만 아

니라 우연성과 같은 비합리성, 정책의 창을 통하여 설

명할 수 있다는 에서 많은 이론 가운데 Kingdon모형

을 활용하 다. 

2. 지방자치단체 파산 관련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산과 련한 연구는 주로 사례분

석을 통한 정책 안 제시가 주를 이룬다[27-30]. 

Gelfand, M. D.(1978)에 따르면 뉴욕시의 재정 기극복

사례를 분석하면서 채무한계, 세입세출한계 설정을 통

한 지방재정통합을 제안하 다. Coe, C. K.(2008)은 지

방재정 기를 극복하기 한 세 가지 실천  시사 으

로서 재정 기를 사 에 측하기 한 지방정부의 모

니터링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지방 주체들의 

지원, 세율향상이나 지출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수단 등을 제시하 다. Zafra-Gómez, J. L., et al.(2009) 

역시 지방재정 기를 미리 감지하여 방하기 한 재

정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의 지자체 산과 련한 연구는 주로 법제도  

에서 사례연구나 제도소개, 산의 원인 악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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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어 이에 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미

국의 지방자치단체 산과 련하여 제도 소개  분

석, 한국에의 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많다

[1][31-34]. 한편, 일본의 재정 기 사례 련 연구는 주

로 유바리시 재정 산 사례를 심으로 재정 기  

응 략을 분석하여 국내 시사 으로서 거버 스 구축

방안, 지방정부 역할 설정, 효율 인 감시  통제 주체 

확보, 지방의회와 주민의 구체 인 역할 설정, 지방자치

법의 개정  지방재정 건 성 확보를 한 체계 인 

제도  법률의 제정 등이 제시되었다[35-37]. 장선희

(2011)는 지방자치단체 산의 특수성에 하여 로벌 

기 후 독일의 련 제도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의 

시사 을 도출하 으나 이 역시 법제도  에서 시

사 을 도출하 으며 국내의 상황보다는 외국 사례를 

심으로 분석하여 국내에 바로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제도 자체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지

방재정의 기 원인  행 응제도를 분석하여 지방

재정 기 극복을 한 자주재원확보, 지방세입 구조 개

편  세출사무 조정, 지방채 발행 시 주민투표를 통한 

승인, 재정 기 리제도(재정 기 리시스테 구축  

재정 산제도 도입), 지방재정자율성 확   재정책임

성 강화, 주민참여제도 개선  법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산제도를 제시하 다[2][39-42]. 

이상의 지자체 산 련 논의는 주로 외국의 한정된 

사례를 심으로 법제도  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는 에서 재정 기를 겪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

체 사례를 심으로 정책  에서 근한 연구가 필

요하다. 즉,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경과와 해결 

차를 분석할 때 보다 실성 있는 정책  시사 을 도

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용인시 사례를 바탕으로 술한 

Kingdon모형의 이론  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산

기의 극복과정을 분석하여 기존의 지자체 산 련 

연구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

1. 분석 사례

본 분석에서 분석 상으로 삼은 사례는 경기도 용인

시 채무극복 사례이다. 지방재정 기 사례로서 성남시

나 경 철사업으로 비슷한 정책실패를 겪고 있는 의정

부시 등 많은 사례를 두고 용인시를 상으로 한 것은 

용인시의 경우 8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로 국 지방자

치단체 채무 1 인 재정 기를 겪었던 것과 동시에 이

러한 막 한 채무를 3년만에 상환완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 철로 인한 정책실패, 역북지구 등 규모 

토지사업 실패, 자치단체장의 연이은 구속 등의 실패측

면과 긴축재정  주민 조, 단체장의 노력, 부동산 경

기 활성화라는 외부 인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풍부

한 함의를  수 있다. 즉, 정책실패와 성공을 비교하여 

살펴 으로써 정책학습 수단이 될 수 있고 비슷한 재정

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향후 기극복과

정을 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음에 용인시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용인시의 채무 기 극복과정을 분석

하기 하여 Kingdon의 다 흐름모형을 활용하 다.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에는 Kingdon 모형과 같은 

정책흐름모형 이외에 동형화이론, 사회  구성론, 포자

모형, 이슈 심주기이론 등이 있으나 Kingdon 모형은 

정책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변동의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다. 채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선도

가의 역할의 강조 뿐만 아니라 우연성과 같은 비합리

성, 정책의 창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에서 정책

실패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의 역학을 설명하기에 

합하다고 단하여  모형을 활용하 다. Kingdon에 

따르면 정책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 안의 흐름 그리

고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열린 정책

의 창을 넘어서야 정책결정이 이 질 수 있다는 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기반

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 다.

우선 용인시 재정 기 극복과정의 배경으로서 세 가

지 흐름을 확인하는데 첫째, 지표와 심집 사건, 환류 

등의 용인시 재정 기문제를 둘러싼 정책문제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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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용인시 재정위기 극복과정에서 정책

흐름모형

둘째, 정치흐름으로서 지방선거의 결과, 행정부의 

조, 여론의지지 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용인시 재정

기 극복을 하여 논의되었던 공식 , 비공식 인 정책

안들을 정리하여 정책 안의 흐름을 확인한다. 넷째,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세 가지 흐름이 만나 정책의 창

이 열렸는지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재정 기 극복

을 실 하는 데에 핵심 인 역할을 한 정책선도가를 분

석한다. 이를 통해 용인시의 재정 기 극복과정에서 

Kingdon 모형의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안의 흐름과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 정책선도가의 

역할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자 한다.

Ⅳ. 용인시 파산극복 과정 분석

1.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문제의 흐름은 ‘정책결정가가 정책  개입이 필

요한 사회여건을 인식하는 것’으로써[43], 정책문제흐

름은 구체 으로 사회지표(소비자물가, 실업률, 질병발

생률 등)의 변동, 기 는 재난, 심집 사건(focus 

event)의 발생 등으로 인해 발되며 정책결정가의 

심에 의해 비롯된다[13]. 본 연구에서의 정책문제 흐름

의 핵심은 용인시의 산 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

책문제의 흐름에 있어서는 환류보다 심집 사건과 

그로 인한 지표의 변동의 향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용인시 채무제로화 정책에서의 정책문제의 

흐름은 산과정  이를 정책결정자들이 인지하는 과

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지표의 변화이다. 지표는 취업률, 질병발생률, 

정부 산의 변화 등으로 정책결정가가 그 자체로 특정

문제에 심을 갖게 되는 정책문제의 흐름으로 작용한

다[9]. 용인시의 경우 2014년 7월 기 , 용인시 체 채

무는 약 8,000억원 이상이었다. 일반 회계상에 경 철 

등의 사업으로 4510억 원,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시설공

사 포함  2건에 40억 원 등 지방채 4550억 원이 있었다

[44]. 특히, 무리한 경 철 사업진행으로 2012년 용인경

철㈜에 투자비용을 돌려주기 한 명목으로만 5153

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한, 역북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한 용인도시공사의 융기  차입자  3209

억 원, 용지보상채권 89억 원 등 3298억 원의 채무가 존

재하 다[44]. 즉, 총 채무 7848억원에 융이자 363억

원까지 포함해 상환액은 8211억원이었다[45]. 이러한 

지표상의 변화는 정책결정가들이 용인시의 재정문제에 

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 다. 

둘째, 심집 사건이다. 먼  용인시의 재정에 가장 

큰 기 요인은 경 철 사업과 역북지구 사업 등의 

규모 사업이었다. 특히, 경 철 사업의 실패  이로 인

한 재정 기는 국 으로 민 력의 정책실패사례로 

논의되기도 하 다[46].

경 철 사업과 련하여 당  용인경 철은 2011년 7

월 말 개통 정이었으나 시와 캐나다 바디어사를 주

축으로 한 민간 컨소시엄(용인경 철㈜)간의 갈등이 불

거졌다[47]. 이 과정에서 용인시가 안 문제로 공허

가를 내주지 않았고 용인경 철㈜이 국제재 소에 소

송을 제기하게 되었다[47]. 결국 경 철 운 주체 용인

경 철㈜과 시설 건립비용 부담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

소하여 5천653억원이라는 돈을 시공사측에 갚으면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았다[44]. 한, 경제성과 수익

성을 제 로 따지지 않고 용역기 에서 승객수를 과

추정하여 무리하게 건설하 다. 용인시는 용인시 부담 

3천억원  민자 7천억여원 등 약 1조억원 의 자 을 

투자해 용인경 철을 완공하여 2013년 4월 26일 개통

하 다[47]. 2004년 약체결 당시 용인경 철 하루 

상 승객은 16만1천명이었지만, 2013년 4월 개통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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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1월까지 일평균 승객이 8천713명으로 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수요 측 실패는 당  

약에서의 최소수입보장조항에 따라 막 한 액을 

민간에 보 해주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셋째, 역북지구 택지분양 실패이다. 정부 료는 정책

에 한 환류과정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데 특히 

정책과정에서 산이 계획보다 무 많이 소요되거나 

상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문제에 주목한다

[9]. 먼 , 용인시 산에 있어서 측하지 못한 결과는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용인도시공사가 300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용인

도시공사는 2010년부터 시청 인근 명지  입구 역북동

에 아 트 등 약 4천 가구를 건설하는 역북지구 택지개

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토지를 매각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48]. 특히 '토지리턴제(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

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 과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로 택지를 매각했다가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

여 2천700억원을 출받아 갚게 되었다[48]. 

이러한 역북지구 분양실패  경 철 사업 실패 등으

로 용인시는 지표 부분에서 술한 막 한 채무를 지면

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이

러한 과정에서 용인시의 채무는 계속 으로 증가하

고 산 기를 래하게 되었다. 

2. 정치흐름

정치흐름은 선거결과나 행정부 교체, 국가  분 기 

는 여론, 압력집단 캠페인 등의 향으로 정책결정가

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나타난다[9]. 용인시의 정

치흐름에서는 시장선거 결과의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단된다. 본 사례에서 정책문제의 흐름이 산과정이

라면 이에 한 극복을 하여 정치의 흐름과 정책 안

의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인시 산극복과정에서의 정치의 흐름은 첫째, 지

방선거 결과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당선으로 볼 수 있

다. 용인시가 당면하게 된 재정 기의 원인을 모두 자

치단체장에게 돌릴 수는 없으나, 규모 경 철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비리, 뇌물 수수 등 용인시가 2014년 

재 막 한 채무로 시 재정의 탄을 래한 데에는 

자치단체장 요인이 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용인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민선 1기 윤병희

시장부터 재의 시장인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의 임

인 민선 5기 김학규 시장까지 모두 비리로 인하여 징역

형을 살게 되었다. 민선 1기 윤병희 시장, 민선 2기 강

환 시장, 민선 3기 이정문 시장은 뇌물수수 의로 각각 

징역 6년, 3년, 1년의 형을 받게 되었고, 민선 4기 서정

시장은 인사비리로 징역 10개월, 민선 5기 김학규시장

의 겨우 뇌물수수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

다[50]. 특히, 민선 3기 이정문시장 때부터 공약사업으

로 시행된 경 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부풀리기,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등 총체 인 비리로 인하여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의 결과,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이 당선되었다. 정시장은 취임 이 부터 용인시의 재정

기 극복에 방 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 고, 당선됨에 

따라 가장 큰 공약이었던 용인시 채무 제로화 정책을 

실시하 다. 먼  정 시장은 특히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해 직  홍보물을 들고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민원 발

생 장에서 시민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

다[51]. 한, ‘호화청사’로 많은 비난을 샀던 용인시 청

사를 물놀이장, 썰매장 등으로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

청사’로 바꾸고자 하 고 간부들과의 민원 장회의 주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 긴

축재정을 달성해나가고자 하 다[52]. 아직 임기 에 

있으나, 재까지의 상황만을 두고 분석하 을 때, 자치

단체장의 역량요인이 자치단체 재정 기를 래할 수

도 이를 극복할 수도 있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행정부의 조이다. 행정부가 교체된 것은 아니

지만 정찬민 시장이 극 인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용

인시 공무원 역시 인 경상비 감에 동참하 다. 

5  이상 공무원들은 기본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

고 용인시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50% 삭감했다[53]. 

 업무추진비, 과근무수당, 일일 숙직비, 연가보상

비, 여비, 수용비 등을 25~50% 삭감했으며 특히, 비품구

입비 감을 하여 정부기  최 로 사무용 가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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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등의 사무실 비품을 고로 구입하 다[53]. 시

장집무실 역시 지하1층 시민홀로 옮기면서 책상, 의자 

등의 사무용품, 각종 집기 모두 고로 매입하 다. 이

러한 용인시 공무원들의 긴축정책 동참으로 약된 

액은 약 104억원으로 체 채무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

로 볼 수 있으나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주민들의 

조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여론으로 볼 수 있는 주민들의 조이다. 인구 

100만 클럽  하나로 국 기 지자체 빅5에 포함됨에

도 불구하고 긴축재정 상태에서 공무원 증원과 련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최소한의 행정서

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비 이 있었으나, 시민들의 불

편을 감수하면서 증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기  인구 97만 여명인 용인시의 경우 공무

원 1인당 주민수가 441명으로 각각 380명과 354명인 안

산시나 안양시 등에 비하여 공무원 1인이 감당할 행정

력 부담이 컸고, 총 공무원수 역시 2천242명인 부천시(1

인당 주민수가 381명)와 비교하여 체 정원조차 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의 재정 기 

극복이 시민 개인의 삶과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고 '동민의 날'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련 

산을 반납하 다[54]. 2013년 이 과 비교하여 문화

술 산이 반 수 으로 삭감되고 시에서 주 하는 행

사들이 취소되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시의 긴축정책 기

조에 조 으로 동참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흐름은 정책 안으로 볼 수 있다[43]. 정책 기

단계는 여러 정책 안이 제기되어 떠돌아다니다, 기술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에 따라 어떤 정책은 사라

지고 어떤 정책은 살아남는다[9]. 용인시의 경우 규모 

투자사업 축소와 세수 증 , 경 철 활성화 정책들이 

산 감을 한 정책 안의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첫째, 용인시가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은 

규모 투자사업 축소이다.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

는 시민체육공원 같은 규모 사업의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고 사 재정심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

사제도를 강화하여 우선순 가 낮은 사업을 제한했다

[44]. 특히, 용인시민체육공원(부지면  22만667㎡, 연

면  7만2986㎡)의 경우 2001년부터 5천억 원  사업으

로 추진되었으나 산부족으로 3천 146억원 로 축소

된 뒤, 토지보상비로만 사업비의 반이 들어간 규모 

사업이었다. 착공 당시 용인종합운동장이 이미 운

으로 굳이 다른 경기장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

공되었으며, 이미 졸속 행정  과잉투자로 많은 비난

에 직면하 다. 특히, 주차장  연결도로 미비, 보조경

기장 무, 비효율 인 실내구조, 수익시설 유치문제 등 

완공 이후에도 운 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성이 높지 

않아 민간투자 역시 난항을 겪고 있었다[56]. 최근 공사

가 재개되어 내년 1월 공 정으로 여 히 논란 에 

있으나,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동안 투자사업

비 조정, 공사일정 연기 등으로 채무를 우선 으로 상

환하고자 하 다[57]. 시민체육공원 조성 계획 보류로 

토지보상비 1500억원, 공사비 300억원 등 약 1800억원

을 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 세수를 증 하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세입을 확 하고자 하 다[58]. 

공유재산 매각을 하여 시 홈페이지에 매각 가능한 공

유재산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묘지 등을 팔아 재원을 확

보하고자 하 다[58]. 한편, 모든 사업을 원 에서 재검

토하여 투자 우선순 에 따라 추진하면서 낭비성 산

을 이고자 하 다. 이를 통해 비슷한 축제를 통폐합

하여 낭비성 산을 이고 쓰 기 재활용을 통하여 수

익사업을 시행하 다. 소각장에서 쓰 기를 태운 열로 

력을 생산한 뒤 이를 한국 력공사에 매해 3억 

80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재활용품을 매해 4억 8

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하 다

[58]. 

셋째, 경 철 활성화 정책이다. 용인 경 철 약은 

체결 당시 비용보 방식(원 ·이자에다 경 철 수익

을 합한 액을 제외한 돈을 상환하는 방식)을 조건으

로 했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할수록 시의 상환액은 어

드는 구조이다[47]. 따라서 승객의 증가가 가장 주요요

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용인시의 경우 경 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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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 승객 증가  수익증가를 꾀했다. 2014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서 경 철 주요 역

사에 32개 버스 노선을 거치도록 했다. 경 철 역사와 

용인 , 강남  등 인근 학과 연계하여 셔틀버스도 

운행했다[59].  한, 역사 내에 각종 편익시설과 고

시설을 설치하고 화와 드라마 촬  장소로 여하는 

등 수익 창출을 유도했다[60]. 용인경 철 일 평균 이용

객은 개통 첫해 8천713명에서 2014년 1만3천922명으로 

증하 고, 2015년 2만3천406명, 2016년 2만5천857명

으로 꾸 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 5월에는 개통 

이후 최 로 하루 이용객 4만명을 과하 다[47]. 승객

증가에 따라 경 철 총 수입 도 2013년 25억8천400만

원, 2014년 50억5천만원, 2015년 62억2천만원, 2016년 

65억2천만원으로 늘었다[47]. 

한, 경 철 운 사를 기존의 바디어사에서 네오

트랜스로 바꾸면서 운 비 부담을 다. 용인경 철 

개통 후 3년간 바디어사에 운 을 맡기는 가로 연

간 320억원을 지불하던 것에서 계약만료  입찰을 통

해 신분당선 운 사인 네오트랜스로 변경하 다[48]. 

이에 따라 연간 24억원의 운 비를 감하 고 추가 발

생 비용에 있어서도 네오트랜스가 부담하는 내용의 계

약을 체결해 7년간 총 300억원 이상의 산을 감할 

수 있도록 하 다[48].  

즉, 용인시의 긴축재정 정책  산 감을 한 정

책  논의와 노력은 다방면에서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규모 투자사업 축소  연기는 단기간

에 들어가는 산을 감할 수 있으나 근본 으로 용인

시의 채무를 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고 세수증  

노력도 부분 으로 산 감에 기여할 수는 있었으나 

용인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결정 인 요인이라고

는 볼 수 없고 하나의 정책 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

다. 경 철 활성화 정책 역시 경 철 실패가 논란이 되

던 2012년 말, 2013년 부터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이

루어져 왔지만 규모 사업으로 인한 막 한 손실을 메

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 안들이 독립

인 상태에서 지속 으로 흐르고 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4.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가

용인시의 채무청산의 정책의 창은 부동산 경기 활성

화로 인한 역북지구 토지매각이라고 볼 수 있다. 역북

지구 개발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1만㎡에 인구 

1만1000명을 수용하는 규모 사업이었으나 부동산 경

기 침체로 토지 매각이 되지 않아 당시 용인도시공사의 

자본잠식에 부채비율이 448%까지 증하 다[54]. 즉, 

택지 미분양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빚이 쌓이면서 용인

시를 산 기로 몰고 갔다. 이에 정찬민 시장은 수년

동안 답보상태이던 역북지구내 토지매각을 해 CEO 

경 마인드로 근하여 직  홍보 팸 릿을 들고 아

트건설사 계자들을 상으로 여러차례 설명회와 면

담도 개최하는 등 직  세일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011년 4월부터 모두 19차례 토지 매각공고를 냈으나 

실패하 다. 이에, 시는 미분양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해 용 률을 상향 조정했고, 형 심에서 소형 심

으로 변경했다[61]. 공 가격도 조성원가 수 인 3.3㎡

당 평균 763만원에 8% 선납할인까지 용하여 최  3.3

㎡당 600만원 선에 공 하 다[61].

이와 동시에  201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되살

아나면서 2014년 말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17만5천여

㎡)과 2015년 단독주택용지(2만1천407㎡)에 매각되었

고 2016년 부분의 필지 매각, 2017년 3월 남은 필지를 

모두 매각하여 자 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다[61]. 

한 교  흥덕지구 아 트 분양 등 다른 지역에서 추

진한 사업이 성공하면서 역북지구 사업실패에 따른 손

실을 메울수 있게 되었다[62]. 즉, 역북지구 토지매각과

정에서 개발계획 변경  공사비 감 등의 노력 끝에 

약 5500억원에 달하는 역북지구 택지가 모두 분양되면

서 그동안 축 된 도시공사 융채무 3천298억 원을 모

두 갚았다[61]. 

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역북지구 매각 뿐만 아

니라 경 철 역 주변에 규모 아 트가 들어서면서 기

존의 경 철 이용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

록 호재로 작용하 다. 용인경 철 기흥역 주변에 5천

100가구, 명지 역·김량장역 주변에 5천가구, 운동장

역·고진역 주변에 4천600가구 아 트가 입주하면서 경

철 승객증가에 기여하 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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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심 인 역할을 한 주된 정책선도가는 

직 단체장인 정찬민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역북지구

의 매각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은 향 역시 

크지만 시장이 역북지구 매각을 해 직  50여개 건설

업체를 찾아가 설득한 것도 하나의 주요 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이  시장들에 

하여 반감이 있는 시민들로부터 긴축재정 동참을 끌

어내기 하여 본인 사무실 먼  고품으로 바꾸고 시

장실의 문턱을 낮추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

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조, 주민들의 

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이 의 용인시의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구속되고 시의 재정이 탄나면

서 시민들의 시정에 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실행정에서 벗어나 장 심의 행정을 통해 채무제

로 정책을 달성했다는 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핵

심 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정책의 창이 열림에 따라 기존의 여러 가지 정

책 안이 흐르고 있던 것에서 정책선도가의 극 인 

역할로 계기 에 한 상과 설득을 통하여 사업방

식 변경으로 기존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경 철 사업의 경우 승객 이용 활성화 등을 꾀하

고 있었으나 근본 으로 자 조달에서 많은 돈이 지출

되는 상황이었다. 용인경량 철(주)는 칸서스자산운용

을 표로 하는 주단에서 지난 2013년 평균 4.97% 

리로 자 을 조달했는데 상을 통하여 2017년  평균 

3.57%로 자 을 조달해 2502억 원의 고 리 차입 을 

상환했다[63].  이같은 자 재조달로 시가 향후 26년간 

지 할 이자가 1658억 원에서 1191억 원으로 감소하여 

단기간(2017년)엔 26억 원, 장기로는 467억 원의 비용

감 효과가 생겼다[64]. 이 같은 방식으로 흥덕지구에 건

립 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수에 있어서 기존 

규정 로 69억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하여 가

격산정 기 을 바꿔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하여 51억

원에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경기도교육청과의 분담비율을 60%에서 2017년부

터 3년간 50%씩 분담하기로 설득하여 2017년 한 해에

만 약 20억원을 감하 다. 같은 방식으로 주시와 7

 3으로 분담하는 팔당호 인근 용인· 주 인근 취수장 

인건비율을 5  5로 조정하여 산을 감하 다[63].

즉, 기존의 여러 가지 정치의 흐름과 정책문제의 흐

름, 정책 안의 흐름이 각각 독립 으로 는 상호작용

하며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역북지구 매각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정책선도가

가 더욱 극 으로 이를 이용하여 행정부와 시민들의 

조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한, 규모 사업에서 계

기 을 상 로 극 인 설득을 통해 기존의 정책 안

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14년 기  약 8000억원에 해당하는 지방

자치단체 채무로 인한 산 기에 있었던 용인시의 재

정 기 극복과정을 Kingdon의 다 흐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 기 극복에 있어서 

정책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

인시의 채무지표 8000억원, 심집 사건으로 볼 수 있

는 경 철사업의 실패, 측하지 못한 정책실패로서의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흐름은 기존

의 민선 1기부터 민선 5기까지 용인시의 모든 자치단체

장들이 비리로 구속되어 있던 상태에서 지방선거 결과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당선이 크게 작용하 으며, 공무

원들이 산 삭감 등의 행정부 조,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 주민들의 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 안의 흐

름은 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

한 세입확   세수증 , 경 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

안의 흐름이 독립 으로 흐르다가 역북지구 매각이라

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 철 등의 기타 요소와 결

합하 고 이 과정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

하 다. 경 철 지방채 2974억원은 2015년 9월 조기 상

환하고, 역북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용인도시공사 융

채무 3298억원 역시 2016년 4월에 모두 상환하 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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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 내용

정책문
제의
흐름

-지표: 용인시의 채무 8000억원,2014 기준
-관심집중사건: 경전철 사업 실패
-예측하지 못한 결과: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

정치의 
흐름

-새로운 자치단체장 당선:용인시 채무제로화 정책 적극
실시,긴축정책

-행정부의 협조:기본급 인상분 자진 납부, 사무용품 중
고구입

-주민들의 협조: 각종 행사 취소 및 예산 반납

정책대
안의
흐름

-시민체육공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 지연 및 축소
-세수증대, 공유재산 매각, 축제 통폐합
-경전철 활성화 정책

정책의 
창

-역북지구 매각 및 부동산 활성화

정책선
도가의 
역할

-자치단체장의 역할-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

성하 으며, 이로 인한 재정여유분은 그동안 채무로 인

해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  분야

에 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53]. 궁극 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용인시 2016년

도 산결산승인 용인시의회 보고에 따르면 용인시 채

무는 지난 2015년말 잔액인 1301억8800만 원을 지난해 

모두 상환해 재 채무는 남아 있지 않으며 지난해 결

산 총 은 총 세입이 2조5163억 원, 총 세출은 2조1275

억 원으로 3887억 원의 잉여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 결과를 표로 나타내고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분석결과의 요약(1)

표 1. 분석결과의 요약(2)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 역량 제고에 있어서 정책선도가로 볼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 문제이다. 용인시의 경우 

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채무가 가장 많은 사례에서 단

기간에 채무 상환을 완료한 극단 인 사례로 볼 수 있

다. 동시에 직 단체장 이 의 모든 민선 단체장들이 

비리로 인해 구속형을 살고 있는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용인시의 재정 기는 하루아침에 어느 한 단체장

의 비리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시 재정 

상태와 무 하게 선심성 규모 사업의 무리한 추진  

진행과정에서의 비리가 하나의 큰 축이 되어 재정 기

를 래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축의 심 행 자는 자

치단체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재정 기 상태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재정건 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심 

역시 자치단체장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 다고 볼 수 있

다.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단체장의 역량은 자치단체

의 행정 곳곳에 많은 향을 미치지만 특히, 자치단체 

체의 재정에 막 한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에서 

단체장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요하다. 

단체장이 공약이나 치 을 하여 규모 사업을 무리

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해도 이에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용인시의 

경우 경 철 실패에 한 책임을 묻기 해 직 시장 

3명  직 공무원 등을 상 로 주민소송을 냈으나, 

소송에서 단체장과 규모 사업실패 간의 인과 계 증

명이 어려울 수 있다. 용인시의 경우에도  소송에서 

시장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약 내용, 추

진 과정, 시민단체 의견 수렴 과정 등에 한 투명한 정

보공개를 통해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공개 매뉴얼을 개발하여 단체장과 사업 추진  실패와

의 인과 계를 증명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한, 단체장의 향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재정 기에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례 제

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규모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시사 이다. 

경 철 사업으로 인한 재정손실은 용인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부산-김해시, 주시 등 많은 지방정부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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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을 래하 다. 경 철 사업 뿐만 아니라 자치단

체에서 추진하는 규모 자체 사업에 하여는 이 ·삼

의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체장의 향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앙 정부 차원에서의 감시기구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 용인시 역시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지

방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무리한 규

모 투자사업 추진을 막지는 못했다. 의회의 경우 단체

장 소속 정당이 다수 의석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 추

진을 막기 어렵고, 시민단체의 경우도 지원  때문에 

독립 으로 소리를 내거나 반 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구체 으로 공약사업이나 규모 투자사

업 진행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나 이해 계자의 의견 반

 외에 이해 계가 없는 앙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재

정상태, 사업 추진의 실성 등을 검토하는 체계가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 분권 논의에 반하는 제

언일 수 있으나, 지방정부에 무조건 인 재량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몇몇 자체단체를 제외하고 

국내 지방정부의 앙에의 의존성이 높고 재정자립도

가 낮은 상황에서 지원을 하고 자치단체 자체 사업에 

하여 통제하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용인 사례가 나

타날 수 있다. 앙정부에 하여 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 에서 지원에 한 합당한 통제가 필요하며, 

규모 사업에 한 통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는 당장 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두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해

계가 없는 기계를 통하여 규모사업 추진의 실성

을 검토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핵심은 단

체장이나 지역주민 등의 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객

인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셋째, 정책과정에서 단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

부, 시민 등 정책행 자의 참여와 소통이다. 본 사례에

서도 여러 가지 정책 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정책

문제의 흐름이 각각 독립 으로 는 상호작용하여 흐

르다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우

연  요소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본격 으로 채

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창

이 열리는 것은  본 사례에서와 같이 정책행 자들이 

각각의 흐름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제 하에 

가능하다. 단체장의 역량이 아무리 좋더라도 행정부가 

따라주지 않거나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용인시는 재정 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를 통하여 재정 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이  사례에서의 정책이나 사건을 그 로 학습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게 단체장, 행

정부, 시민들 각각의 행 자들이 소통하고 참여하여 정

책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이론  시사 으로서 채무제로화 정책이 합리

성을 제하기 어렵다는 을 확인하 다[5]. 본 연구에

서는 정책의제설정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ingdon 

모형을 사용하 다. 이는 정책과정에서의 비합리성, 정

책산출물을 래하는 각각의 독립 인 흐름( 향요인), 

정책선도가의 역할 등이 본 사례를 설명하는 데에 가장 

합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ngdon모형의 기본 인 활용은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분석을 보다 간

결하게 용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이론  틀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 채무 뿐만 아니라 규모 투자사업 

실패, 방만한 재정경 , 고령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

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채무를 단기간에 상환한 용인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 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건 성 강화  재정역량 제고에 정책  시사 을 도출

하고자 하 다. 본 사례에 활용된 이론  틀이  정책

과정을 완벽하게 실성 있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추후, 보다 정교한 이론  틀을 통한 분석이 필

요할 것이다. 다만, 지방재정 기, 지방정부 산과 

련하여 정책학  에서 분석한 연구가 없고 이 흠결

을 보완하고 있다는 에서 본 사례의 요성  연구

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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