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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조례제정에 대한 연구
- 특히, 강원도 내 에너지 조례를 중심으로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논의하는 이론적 토대로 환경정의이론,
그중에서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절차적 정의는 단순히 주민의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실질적인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로 기능한다. 이를 토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는
법형식을 활용하여, 조례에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규정이 된다면, 주민의 참여를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하여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ʻ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ʼ를 비롯하여 ʻ원주시 에너지 조례ʼ, ʻ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ʼ를 제정하였으나, 주민참여와 관
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주민참여를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인 내용이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고 주민의 참여가 반영된 재생에너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조례로 일본의 이이
다시(飯田市)의 조례를 참고하였다. 이이다시는 ʻ지역환경권ʼ을 규정하여 지역의 주민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민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이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부족한
강원도가 지역적 특성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일본 이이다시(飯田市)조례

A Study on Enactment of Renewable Energy Ordin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 Especially, focusing on energy ordinance in Gangwon Province Gangwon Province is a suitable place to realize the renewable energy policy using an
excellent nature environment, and there is a need for a plan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d environmental justice theory and procedural justice
as a theoretical basis for discuss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Procedural justice is the basis
on which practical participation can be realized beyond just the formal participation of the
citizen. On the basis of this,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 fact that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cannot be ruled out recklessly if the ordinance provides provisions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Accordingly, Gangwon Province enacted the Ordinance on Energy of
Gangwon Province, Wonju-city, InJae-City on the basis of the “Energy Act” to supply
renewable energy, but the details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are not enough. In
particular, most of the contents, including participation of citizen, are mostly abstract contents
that lack specificity. The Ordinance of Ida city of Japan was referred to as an ordinance to
refer to the establishment of renewable energy ordinances reflect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ies. The city prescribes a ʻregional
environmental rightʼ to create a right for local citizen to live using renewable energy, thereby
creating a foundation for policies that allow citizen to participate in and operate policie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keyword : the Ordinance on the Energy of Gangwon Province, renewable energy, participation
of citizen, the Ordinance on the Energy of Ida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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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 혹은 바람
과 같이 소비되는 것보다 높은 속도로 보충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1)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적 환경 및 입지 조건이 중요
한 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행한 ‘2018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천혜의 자
연환경으로 태양광･태양열･육상풍력 등에서 시장 잠재량이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2)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재생에너지 시설의 상당부분이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3)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다양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지역적 관점이 중시되면서, 지역에 맞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4) 이러한 정책은 지역주민
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그로 인한 수익성을 얻는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상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비롯하여 원주시와 인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추상적으로 주민의 참여만을 규정할 뿐, 실질적으로 주민수용성을 보장하고
1)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재생가능한 에너지
(Renewable Energy)라고 표현하며, 이를 태양이나 바람과 같이 소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보충될 수 있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내는 에너지로 정의한다. 태양･풍력･지열･수력･바이
오에너지와 해양에너지 등이 재생에너지의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정
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
라는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3대 원칙(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미래의 신성장 동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등으로 2019년 10월부터 비재생폐
기물은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2) 잠재량의 산정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2018), ｢2018 신재생에너지 백서｣ 참조.
3) KBS(2019), “신재생에너지 갈등 확산… 진짜 친환경인가?” 참조.
4) 강원도(2015), ｢강원도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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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조례를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투명성까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의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해 조례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먼저 주민참여의 이론적 기초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의 이론과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다(Ⅱ). 다음으로, ｢에너
지법｣에 근거한 강원도 내 재생에너지를 논의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다(Ⅲ).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주민
참여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이이다시(飯田市)의 조례에서의 주민참여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하면서(Ⅳ) 마치고자 한다(Ⅴ).5)

Ⅱ.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주민참여의 이론적 기초
1. 재생에너지 정책에서의 주민참여의 의미
재생에너지 영역은 정부 주도로 행해졌던 과거와 달리 점차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고 주
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입지과정상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참여는 필수적이다. 오늘날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 형태는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의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6) 즉, 주민참여는 구성되는 사람들 혹은 행동목적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7) 다만, 주민참여의 개념이 다의적이라 할지라도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주
민참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먼저, 주민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지
방자치법｣제12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학자들마다 주민참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는 바는
다르지만 주장하는 공통점은 대체로 주민의 의견표명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8) 이는 법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에 주민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협의의 주민참여와
광의의 주민참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9)
5) 본고에서 논의하는 강원도의 ‘도민’, 원주시의 ‘시민’, 인제군의 ‘군민’ 일본 이이다시의 ‘시민’과
같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으로 묶어서 논하였다.
6) 이헌석(2007), “주민참여와 조례의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7(4): 3; 최봉석(2002), “주민참여의
고양과 지방의회의 활성화”, ｢한림법학｣, 11: 25.
7) Nancy C. Roberts(2015), The Age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Routledge, 6.

8) 高田清恵(1999), “社会保障立法における住民参加制度の現状と問題点”, 琉大法学(62): 77.
9) 이헌석(2007), 앞의 논문, 3; 홍정선(2018), ｢지방자치법｣, 박영사,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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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주민참여는 실정법에 규정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에 주민이 직접 참
여하는 것을 의미한다.10) 광의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내지 계획과정에서 주민
이 의사를 결정하거나 집행에 참여하여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고 본다.11) 본
고에서는 실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이나 행정에 영향을 끼치는 광의의 주민참여를 기초로 논의하고자 한다. 즉, 조례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정책 실현의 주체가 되는 주민의 참여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같이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 환경정의, 그중에서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한 환경정의이론
1) 환경정의의 등장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론적 토대를 환
경정의적(Environmental Justice)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걸쳐서 미국 연방정책의 아젠다로 등장한 비교적 최근에 논의된 개념이다.12)
이는 환경정의운동(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을 통해서 확대되었는데, 환경정의운
동은 환경적으로 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소수의 커뮤니티에게 적절하지 않은 부담을 부
과하는 것을 중단하고 환경적 악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포괄적인 기회를 부여면
서 건강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건설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을 의미한다.13)
이러한 환경정의는 단순히 아젠다로서만 기능을 한 것이 아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환경정의를 환경법, 규정 및 정책의 실행과
발전과 관련하여 인종, 국적 혹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대우와 의미 있는
참여라고 규정한 바 있다.14)

10) 홍정선(2018), 앞의 책, 216-217.
11) 이헌석(2007), 앞의 논문, 3.
12) William M. Bowen(2002), Environmental Justice Through Research-Based Decision
-Making, Routledge, 7.
13) Robert Cox(2012),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Sphere, SAGE Publications,
462.
14) 여기에서 언급하는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란 산업, 정부의 정책 등으로 파생된 부정적인
환경의 결과를 불균형적으로 떠맡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 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는 그들의 환경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행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여론이 규제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동체의 관심이 고려될 것이며,
의사결정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https://www.epa.gov/environmentaljustice/learn-about-environmental-justice, EPA 홈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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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환경정의는 다양한 법적인 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이는 기본
적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인권(Human Rights)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5)
물론 법적으로 환경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보호이익이 다를 수 있지만,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자연 혹은 인공 환경은 삶의 질과 인권에 필수적이라는 연설만 봐도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환경정의를 통해 환경문제의 중요한 정책과
인권의 문제까지 법적인 영역으로 이슈를 확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환경정의의
개념은 미국을 넘어 수많은 나라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까지 확산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
운동과 정책의 개발을 자극하였다.16)
2) 절차적 정의의 개념 및 내용
앞에서 논의한 환경정의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보를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가 강조된다. 먼저 절차적 정의란 “재화나 기회가 어
떻게 분배될지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17)을 의미한다. 즉, 환경영역에
서의 절차적 정의는 환경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혹은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청문회,
정보공개, 주민참여 등을 통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환경문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는 의
사결정인 ‘참여’로 귀결된다.18) 이와 같은 과정은 그동안 엘리트인 정책 결정자에 의해 소
외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절차적 정의가 환경문제에 단순한 주민의 의견 반영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및 의사결정과정 참여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직접 환경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확대된 절차적 정의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루어진다.19) 또한 절차적 정의는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의 규범적 판단도 의미한다. 절차적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공정한
참여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주민참여는 절차적 정의의 정당성을 이룰 수 없다.

3. 주민참여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재생에너지 정책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본이 되는 법적 근거로는 헌법을
들 수 있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

15) Andrew Harding(2007),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41.
16) 조명래(2013),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환경법연구｣, 35(3): 74.
17) Robert R. Khuhn(2000), “A Taxonomy of Environmental Justice”, Aboriginal Policy
Research Consortirum International(APRCi), 10688.
18) Hanne Svarstad et al.(2011), Three types of environmental Justice, POLICYMIX Issue, 10.
19) Hanne Svarstad et al, 앞의 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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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곧 주민참여의 토대로 기능을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주민참여는 결
국 지역의 문제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의 주민의 참여로, 법적으로 지역의 권한과
주민의 참여권이 부여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헌법 제117조20)와 제118조21)는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에 대해 명
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민참여는 결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987년 헌법 개
정’에 따른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헌법전문22), 제1조 제3항23), 제97조 이하 국가자치분
권회의 등의 규정24)을 통해 분권국가로 지향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행
헌법 ‘제8장 지방자치’를 ‘제14장 지방정부’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지방분권국가임을 의미하
면서 지방의 현행 헌법에 비해 지방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25) 게다가
개정안 제121조 제1항을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헌법과는 달리 주민에 의
한 지방자치를 의미하고, 주민 참여의 권리를 헌법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26) 다만 대통령
개헌안은 의원 불출석으로 인해(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가 불성립되어 자동 폐기되어 현행
헌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도
는 ｢지방자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위와 같은 권리는 헌법상 기
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라고 언급하였다.27) 다만 위 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법｣상 제시
되는 주민의 권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만 명시

20)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21)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2)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23)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24)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
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5)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낙후된 지방과의 상생을 국가발전 전
략으로 세웠으며,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연합뉴스(2018),
“[대통령개헌안] ⑧ 지방분권 개헌…‘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참조.
26)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최봉석(2018),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8(4) 참조.
27) 헌법재판소(2005. 12. 22.), 2004헌마530, 공보 제111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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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그 외의 폭 넓은 주민참여에 관한 권리는 없다. 특히,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주민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에너지법｣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역에너지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에서의 지역성을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4. 검토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주민참여의 이론적 기초로 환경정의, 그중에서도 절차적 정의와 법
적 근거를 논의하였다. 특히, 절차적 정의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 반영, 정책 운영의 방식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또한, 절차적 정의는 이념원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
에서의 인권 및 평등권까지 확장되고 그에 따른 수많은 법률에 규정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생겨나는 바, 이는 정책적으로 주민참
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
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공청회, 청문회 등의 참여창구를
제공하여 논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이미 사업의 인･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제대로 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28) 따라서, 선진
국을 중심으로 주민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정책에 직
접 참여하고,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정책과 같이 지역에
서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자체별로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지역 및 주민의 권한이 중요시되는데, 이러한 사
항이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법적 수단으로서 조례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에서는 강원도 재
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의 현황을 논의하고자 한다.

28) 이러한 부작용에 대비하여 환경부는 2018년경 사업의 인･허가 전 단계에서 사전에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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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원도 재생에너지 조례에서의 주민참여
1. 강원도 재생에너지 조례제정의 정당성과 유형
1) 조례제정의 정당성
강원도가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은 곧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 헌법 제117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
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명시한 것이지만, 단순히 권리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은 포괄적인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보고 있다.29)
한편,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참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제9조 이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의 지역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사무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속하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조례의 유형
앞에서 논의한 것을 근거로 강원도 내 18개의 시･군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조
례가 제정되어 있다. 먼저, 각 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규칙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 혹은 군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데, 태양에너지 설비
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저탄
소 녹생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여야 함을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에 의하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 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강원도 재생에너지 조례는 ｢에너지법｣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동법 제4조 제2항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
체인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주민참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영역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바, 앞으로는 ｢에너지법｣의 위임을 받은 각
지역의 관련 조례에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9) 정남철(2008), “조례제정권의 대상 및 규율범위”, ｢행정판례연구｣, 13: 426.

10｜ 강원논총 2019년 제10권 제2호

2. ｢에너지법｣ 제4조에 의한 강원도 재생에너지 조례 분석
1) ｢에너지법｣ 제4조에 의한 강원도 재생에너지 조례의 내용
(1)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제3장
에너지계획과 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 제4장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
급 노력 등, 제5장 도민의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목적(제1조)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
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도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및 에너지 복지 실
현을 위한 에너지 시책 추진, ② 산업체 및 도민･민간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것, ③ 에너지
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기본 방향
(제2조)으로 한다.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는 도의 에너지 시책 수립책무 및 사업자의 에너지효율 관련 책
무를 비롯하여 도민이 에너지 시책에 참여할 권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내지 제5조). 이 외에도 에너지 정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제6조), 부문별로 에너
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것(제9조 내
지 제9조의5)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참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0조 내지 제12조).
(2) 원주시 에너지 조례
원주시 에너지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제3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4장 지역에너지 계획 및 부문별 에너지 시책,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주시 에너지 조례의 목적(제1조)은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
한 기본 원칙과 지역에너지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
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시행계획, ② 신･
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보급 확대, ③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④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⑤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제2조).
원주시 에너지 조례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주체별 특
성에 따른 책무와 협력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와 유사하지만 주민
의 참여를 권리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제4조 내지 제6조).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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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본 조례와 유사하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사업에 있어서 행정지원
(정보, 기술, 홍보 등)과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제19조).
(3)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등, 제3장 에너
지위원회 설치･운영, 제4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 제5장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주시 에너지 조례와 유사하다.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는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
제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를 규정하여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인제군은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것, ②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산
업체･군민･시민단체･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조).
인제군은 에너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이
는 강원도 및 원주시와 유사하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시민단체의 감시･평가･실천 등 활
동의 노력과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주체의 책무를 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제4조 내지 제7조). 이 외에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
너지의 개발 및 보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제17조).
2) 기본조례와 개별조례의 구분
한편, ｢에너지법｣의 위임을 받아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원주시 에
너지 조례’,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강원도･인제군의 ‘에너지 기본
조례’와 원주시의 ‘에너지 조례’의 체계에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법이 개별법의
모법(母法)이 되는 것에 착안하여, 기본 조례도 개별 조례의 모조례(母條3)가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30) 우리나라는 기본법의 형태로 개별법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이
상당히 많다. 특히, 기본법의 특성상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도록 두고
기본법 내에서는 추상적이거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31) 일례로, 환경정책기
본법은 해당 법률 내에서 환경정책의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였고, 환경정책기본
법 제6조의2에서 언급하듯이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개별법과의 관계에
서 기본법에 의한 환경정책에서의 법적 체계성을 구축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자치기본조례(自治基本條3)가 있다.32) 자치기본조례는
30) 윤준병(2011), “주민자치의 규범적 실험”,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4): 247.
31)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참조.
32)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방분권일괄법(地方分權一括法)에 의하여 중앙집권적
성격을 탈피하여,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종래의 주종(主從)관계로부터 협력관계로 바꿔 주민 주도의

12｜ 강원논총 2019년 제10권 제2호

개별 조례에 대해 최고규범성(最高規範性)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3) 이러한 의미
에서 “자치체의 헌법”, “자치기본조례의 헌법성”이라고도 일컫는다.34) 따라서, 자치기본조
례가 제시한 공통의 기본 이념은, 개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자치기본조례의 기본 이념과
기본원칙을 토대로 상세하게 규정한다.35)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일본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의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조 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치기본조례와 조례의 우
위를 가릴만한 논거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36)
3) 소결
｢에너지법｣제4조에 의한 강원도 내의 재생에너지 조례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원도는 천혜
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게다가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
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상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세 조례가 모두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다. 주민의 참여와 관련하여서도 그렇다.
조례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본 조례와 개별조례의 관계에 있어서, 비록 일본에서는 기본
조례와 개별조례의 체계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
여 둘 사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본법의 개념이
정립된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
까지 기본법은 개별법이 나아갈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개별법에서
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기본
조례와 개별조례를 구분할 실익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원도의 ｢에너지법｣제4조에 의한 위임 조례의 경우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가 명확
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원
주시의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와 ‘원주시 에너지 조례’ 간 조례명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와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사이에서, 혹은 ‘원
주시 에너지 조례’와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사이에서 과연 기본조례와 개별조례의 체계
성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외에도 다수의 분야에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 조례와 개별 조례의 의미와 적용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개

33)
34)
35)
36)

행정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배경 속에서 홋카이도의 니세코(ニセコ)가 최초로 기본조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三宅雄彦(2012), “自治基本條3の憲法性”, 政策と調査(2), 58면.).
浜田 泰弘(2015), “自治基本条3の意義と制定における市民の協働参画”, ｢現代社会研究｣, 13: 131-132
참조.
浜田 泰弘(2015), 앞의 논문, 131-132 참조.
三宅雄彦(2012), 앞의 논문, 60.
三宅雄彦(2012), 앞의 논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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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조례가 기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따라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체계성에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내용뿐만이 아닌 조례명도 체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법적 통일성･체계성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3. 강원도 재생에너지 조례37)에서의 주민참여 규정
1) 민･관 협력의 강조
기본적으로 강원도와 원주시 및 인제군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시민･
민간단체와 더불어 시민단체･학교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협동의 원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보전을
위하는 등 환경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인근 주민 등의
협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38)
협동의 원칙은 환경과 발전에 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언급된 만큼 환경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39) 환경정
책 내지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을 배제하고 논의되기가 힘들고, 그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인 접근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정보의 격차를 줄이
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협동의 원칙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로 여겨진다.40)
2) 시민의 참여의 권리
한편, 강원도 재생에너지 조례에서는 시민이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노력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다.41) 이는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
37) 앞으로 논문에서 언급하는 강원도 재생에너지 조례는 편의상 ｢에너지법｣제4조에 의해 위임된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인제군 에너지 조례’를 모두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도민’이나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시민’은 조례에 직접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으로 논의한다.
38) 박균성･함태성(2015), ｢환경법｣, 박영사, 76.
39) 환경과 개발을 위한 리우선언 제7조: 각 국가들은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완전한 상태를 보전,
보호 및 복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구 환경 악화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감안할 때, 국가는 일반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
40) 박균성･함태성(2015), 앞의 책, 76-77.
41)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
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이 완료된 생활용품 등은 환경 친화적인 폐
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도민의 합리적 에너지이용과 에너지절약 실천분위
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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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
22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노력규정은 법문 내에서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행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형태의 법문도 아니며,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42) 이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의 규정
을 노력의무규정이라고 정의하며, 본 규정은 권리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인 원칙이나 지침을 의미하는 프로그램 규정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43) 게
다가 노력규정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노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앞서 논의한 조례는 주민에게 단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만
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조례의 노력규정은 권리의무를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도지사･시장･군수가 에너지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고 에너지절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도
노력규정이므로 도지사･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에너지 등 환경 영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환경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민
을 주체로 하는 절차적 정의의 관점의 결과이다.

4. 검토
지금까지 강원도 재생에너지 조례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조례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
로 환경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 주민의 참여도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체로 노력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단지 주민들의 형식적인 참여
만이 보장될 뿐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참여는 명백하게 권리로 규정을 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원도가 지향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주민이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이 에너지 정책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 영역
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이자 분산형 에너지 정책의 목표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의 다양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이 특성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로서의 자연자
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42) 박영도(2015), “노력의무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법제연구｣, 49: 205-206 참조. 본 논문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노력의무규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43) 다만, 구체적으로 기술된 노력의무규정의 경우 그 법문 내의 구체성으로 인하여 차후 강행규정
으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박영도(2014),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530
이하; 박영도(2015), 앞의 논문, 21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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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원주시 에너지 조례’와 ‘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는 지역의
독특한 환경적 특성 내지는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시책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주민의 참여도 추상성
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다른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에서 주민의 참여를 규정한다면 민주적 정
당성 하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면서,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
성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주민의 참여가 함부로 배제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논의
할 일본 이이다시의 에너지 조례는 구체적으로 지역의 환경적･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재생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민의 참여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이
다시의 사례는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Ⅳ. 일본 이이다시(飯田市) 재생가능에너지 조례의 분석
1. 일본 이이다시 재생가능에너지 조례의 등장배경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사건을 계기로 그 당시 전국
원자력 발전소가 어쩔 수 없이 정지되었고, 재생에너지로의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
기 시작하였다.44) 이이다시 또한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자연환경이 바탕이 되었는데,
전국 기준 일사량과 일조시간이 높아 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기후를 배
경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다.45)
이이다시는 위와 같은 자연적 환경을 토대로 다양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1996년 ‘신에너지비전’을 책정한 이후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과 절약에 관하여 다양한 모
델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성과는 2009년에 전국에서 12 시정촌(市
町村)이 선정된 ‘환경모델도시’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표된 행동계획에서는
2030년에 온실효과가스의 가정부문의 배출을 2005년 대비 40~50% 삭감하겠다는 적극적
인 목표도 세운 바 있다.46)
일본 이이다시 재생가능에너지 조례의 정확한 명칭은 ｢이이다시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에 의한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飯田市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導入による持続可
能な地域づくりに関する条3, 이하, 이이다시 재생가능에너지 조례)｣이다. 위 조례는 이이다
시 자치기본조례의 이념 하에 제정되었다. 이이다시 자치기본조례는 시민, 시의회 및 시의

44) 白井信雄(2018),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よる地域社会の構造的再生の評價と関与”, ｢環境科学会誌｣,
31(1): 13.
45) 渡部 喜智(2011), “公民協同で再生可能エネルギー活用を進める”, 農林中金総合研究所, 1.
46) 渡部 喜智(2011), 앞의 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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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시정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침을 정하
는 것에 의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협동해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이이다시 자치기본조례 제1조). 여기에서 언급하는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란 마을을 활
기차고 밝게 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제3조 제6호), 시민들이 주체적으
로 시민상호 및 시와 협동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마을만들기는 시민들이 서로
협동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조직에 의해 행해지는데, 이러한 시민조직은 조례
에서 보장 및 지원하고 있다(제3조 제2호 및 제11조 이하).
마을만들기는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자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자치의 기본원칙(제4조), 시
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주체의 원칙(제5조), 시정(市政)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 공개하고, 시
민에 시정에 의견을 제출하여 시와 시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원칙(제6조),
시민이 시정에 참가하여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와 시민이 적절히 역할 분
담을 하여 협동하는 참가협동의 원칙(제7조)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이다시 자치
기본조례는 마을만들기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역할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이
하),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시정을 운영(市政運營)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이하).

2. 일본 이이다시 재생가능에너지 조례의 개념과 내용
1) 기본이념과 목적
이이다시 재생가능에너지 조례는 위에서 논의한 이이다시 자치기본조례의 이념을 따른다
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이다시민이 주체가
되어 이이다시의 구역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을 환경공생적인 방법에 의해 재생가능한 에너
지로서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이이다시민의 권리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더불어 해당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의 정책
을 결정하며, 이이다시의 에너지의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 및 지역에서의 에너지이용과
동반되어 배출되는 온실효과감축의 삭감을 촉진하고 재생가능한 지역만들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이다시 재생가능에너지 조례에서 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주민을 보장하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대부분 조례는 주민과의 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지만, 주민을 주체로
한다는 것은 주민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뜻하며 진정한 주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는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정법상 주민투표, 주민
소환, 주민소송 등과 같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민의 권리 및 의무 사항에
대해 정하는 조례는 직접적인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라기보다, 주민의 대표자로 이루
어진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므로 간접적인 주민의 참여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에서 주민을 주체로 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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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환경권 보장
(1) 지역환경권의 내용
이이다시 재생가능에너지 조례는 주민의 ‘지역환경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본 조
례에서의 지역환경권이라 함은 이이다시민이 자연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과 조화하는 방
법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서 이용하고, 이러한 이용에 따라
조화적인 생활환경 하에서 생활하는 권리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환경권은
법령에서 위임받은 권리가 아닌,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확립한 권리이다(제3조).47)
지역환경권은 ① 자연환경 및 다른 이이다시민이 소유하는 지역환경권과 조화하고, 차세
대에 이어주기 위한 방법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며, ② 공공의 이익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될 것, ③ 재생가능에서지 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단체에 의해 의사결정을
통해 행사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단체란 지연(地緣)에 의한 단체로 지
방자치법 제260조의 제1항에 의한 것과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이다시민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자는 반상회, 지역 공동체 혹은 지역커뮤니티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지연단체는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자는 ①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을 갖추고, ② 단체의 의사를 다수결 등의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하고, ③ 구성
원의 변경에 상관없이 단체가 존속하며, ④ 규약 그 외의 단체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하는 근본
규칙을 갖고 있는 요건이라면 가능하다.
(2) 지역환경권의 법적 문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헌법상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지 않았다.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권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공단체의 권능에 대해서 규정한
일본국헌법 제94조, 지방자치법 제14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결정해야 한다. 일본국
헌법 제94조에서는 일본의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의미는 조
례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반면, 조례의 내용이 법
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견해가 있으나 후자가 다수설이다.48) 또한, 지방자치법
제14조 등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치사무49)에 관한 규정을 정
할 수 있으며, 심지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조례제정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50)
47) https://www.cao.go.jp/bunken-suishin/closeup/kishu/cu_kishu04_1.html, 일본 내각부.
48) 木島康雄(2015), ｢行政法のしくゐ｣, 三修社, 64.
49) 일본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는 법정수탁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의미하며, 에너지 관련 업무는 지방
자치법 별표 제2호에 따르면 법정수탁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있다.
50)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례 중 조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백만 엔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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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이다시가 재생가능에너지 조례에 지역환경권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상위법이라
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FIT법 등에서는 지역환경권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고재판소 판례51)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는가의 여부는, 각각의 취지, 목적, 내용 및 효과를 비교해서, 양자 간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며, “이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
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하지 말고 방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될
경우 해당 규제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이다시 재생
가능에너지 조례의 상위법에서 지역환경권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판시의 내용을 보
면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
는 것이 법률 내지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에 규정되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해당 권리가 동시에 제3자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가할 경우에는 법령 내
지 상위조례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환경권과 관련하여 헌법에서는 명
문의 규정이 없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권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으며, 다른
지방공공단체에서는 환경권을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52)
3) 공민협동과 구체적인 지원책 보장
이이다시 재생가능에너지 조례에서는 시장, 시민, 사업자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는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도 규정된 사항이다. 특히, 시장은 이이다시민이 지역환경
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에서 시장의 주체적인 역할과 동시에 이이다시민의 지역환경권의 행사를 협동에
의해 지원할 것을 규정한다(제5조). 또한, 시민도 다른 이이다시민의 지역환경권을 존중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서 발생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제6조). 사업자는 이
이다시민의 지역환경권을 존중하고, 전기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재생가능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조례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시의 정책 및 다른 시민이 행하는 재생가능 에
너지 활용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제7조).
위와 같은 협력의 원칙을 근거로 본 조례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
을 열거하고 있다. 시장은 지연에 의한 단체 혹은 이이다시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의한 의사
결정을 거쳐서, 지역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사업 내지는 단체의 결정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 또는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지방
자치법은 조례에서 정하려는 벌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江藤隆
之(2017), “条3による罰則制定の批判的検討”, ｢桃山法学｣, 26 참조.)
51) 最高裁判所判3, 集団行進及び集団示威運動に関する徳島市条3違反, 道D交通法違反被告事件, 昭和
48年(あ), 910.
52) 예를 들어, 히코네시환경기본조례(彦根市環境基本条3)에서도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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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지역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협력해서 행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사업을 지원해
야 한다(제8조).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실시하
려고 하는 조례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서면에
의해 제출하며 신청해야 한다(제9조 제1항). 시장은 이 신청에 대해서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사업을 행하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인적 조건, 지역주민에의 공익적인 이익환원 및 본 사업
이 구비해야 하는 공공성, 재정적 조언,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신청자의 역할 및 책임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지도, 조언 등을 행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러한 신청에 의해 시
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로 하는 조언, 비용 조달하기 위한 노
력,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제10조).

3. 검토
강원도와 이이다시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일찍이 재생에너지 정책의 잠재성을 가
진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강원도는 재생에너지 조례는
구체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에서 이이다시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례는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많
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이다시 조례는 주민참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와
유사하게 주민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노력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내
용이 더욱 구체적이다. 노력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
으로 ‘지역환경권’이 있다. 이이다시 재생가능에너지 조례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재생가능에
너지를 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환경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환경권은 세대에 걸쳐 후손에게까지 물려
줘야 할 재산으로 고려하여 주민의 참여와 환경성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단체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
거가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례를 통한 주민의 참여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로 주민의 참여를 규정하고자 한 것은 조례가 주
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례를 근거로 하는
주민의 참여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실효성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의견을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이이다시는 실제로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펀드, 발전소 운영 등은 주민참여를 규정한 조례의 실효성을 의
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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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그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
이 사실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정책은 과거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들어서
환경 및 주민수용성이 강조되면서 지역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에 주민수용성
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는 결국 갈등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
이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원리 하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란 주민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
명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정의, 그중에서도 절차적 정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절차적 정의는 단순히 이념적 아젠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법규범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한 점에서 강원도 재생에너지 조례는 주민참여를 규정하여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
급을 확대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대부분의 규정이 추상성을 지닌다는 점은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
이다시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례는 주민참여의 구체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
이다시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례는 주민참여에 있어서 ‘지역환경권’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각
주체별 역할과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단순히 결과적 목표만을 우선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
다. 에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태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강원도 철원의 두루미 태양광은 민관이 협력
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결국 해당 지역의 주민의 참여가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에너지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 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이 하향식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상향식 정책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에너지에 대한 인
식이 ‘의존’하는 상태에서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담론을 포함한 ‘환경’은 현 세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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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위수지역 폐지 정책 분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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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Policy Process in regard to Abolition of
the Garrison Area(Off Duty on-leav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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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위수지역 폐지 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국방부의 군 장병 위수지역 폐지의 정책 결정 과정 분석을 통해 강원도가 이후 효과
적인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수지역 폐지 발표
전후를 비교하여 신문기사와 정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Moore
(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분석틀로 하여 강원도 위수지역 해제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였다.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의 관점에서 위수지역 폐지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지역
상권 생존 위협”이라는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분석과 주민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강원도는 국방부와의 협상에서 위수지역 유지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최종적으로는 위수지역을 폐지하게 되어 협상에서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 장병들의 인권과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라는 가치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공적 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공공부문
마케팅의 일환으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의 지역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접경지역, 정치적 관리, 지역개발, 위수지역, 강원도

Analysis on the Policy Process in regard to Abolition of
the Garrison Area(Off Duty on-leave A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that Gangwon-do should pursue
for effective border region development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Ministry of the Defense's decision to abolish the military guard area. As a
method of research, we conducted qualitative case stud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wordcloud analysis. And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policy implementation by referring
to newspaper articles and government press releases, and analyzed in-depth policy
process on the in regard to the Garrison Decree(off duty on-leave area) in Gangwon-do
based on Moore(1995)'s political management perspective.
As a result of an analysis on the abolition of the Garrison Area from the perspective on
political management, Gangwon-do uses a framing strategy as “regional economic crisis”
and tries to gather public opinion through policy analysis and community meeting on the
local economy. Gangwon-do reached an agreement to maintain the Garrison Area in
negotiations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ut it could be said that the negotiations
failed because it finally abolished the Garrison Area. Citizens' public deliberations were not
made about the human rights of military soldiers and the viability of local merchants. As part
of the public sector marketing, a survey was conducted on military soldiers, but it had
limit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securing
regional development competitiveness in the border region.

keyword : Border Region, Political Management, Regional Development, Garrison Area,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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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강원도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군사지역으로 서울 면적의 4.2배에 달하는 2,555㎢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김범수, 2015). 이는 강원도 행정구역 면적의 55.9%에 이
르는 규모로 특히 철원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이 군사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김범수･
김경남, 2014). 강원도 접경지역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전선으로 기
능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규제들로 인하여 지역발전 기
회를 희생해 오도록 하였다.
이에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 통용되던 용어를 ‘평화지역’으로 변경하여 분쟁과 소외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접경지역을 평화와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지로 전환시킨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고성군과 대명그룹이 ‘평화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
무협약을 맺고, 군부대 통폐합과 위수지역 확대로 지역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해당 지역
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비즈니스포스트, 2019.3.7). 과거에는 접경지역이
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군사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
을 살려 지역 공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비전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쟁과 분단의 프레임에 의해 평가절하되거나 간과되었던 지역 자원에 대한 가
치를 재평가하고, 지역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지역개발 전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경지역이 금단의 공간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시
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지나, 2019).
지난 2018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청사
진을 제시하였다. 강원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경제특구’는 강원도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예견하는 단초로 볼 수 있다(김갑삼･최민섭, 2019). 과
거 독일이 통일을 목표로 서독과의 접경지역을 19년 동안 지원 및 육성해 왔다는 점을 고
려할 때, ‘통일경제특구’는 그동안 군사지역으로서 희생해 온 강원도가 지역개발을 통해 ‘평
화지역’으로서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이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위
수지역 폐지 문제이다. 접경지역 개발이라는 장기적･거시적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군 장병
들의 인권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라는 가치 갈등 하에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당초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발표했으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위수
지역 해제 재검토를 철회하라는 국민청원 여론이 대두되면서 현행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재차 위수지역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대안으
로 군 장병의 평일 외출제도가 시행되는 등 일련의 정책변동과정이 나타났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군사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접경지역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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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주체이다. 북한과 접하고 있는 군사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되, 접경지역 개
발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즉, 강원도는 공공관리자로서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접경지역 개발 및 균형발전
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개발이라는 정책 이슈에 대하여 강원도가 다양한 정책행위자들과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특히 위수지역이
폐지된 현 시점에서 강원도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개발에 대한 비전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강원도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비전을 정립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강원도의 주요 경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정책
변동과정을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개발
전략으로서 지침을 설정하는 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심층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문기사와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고, 뉴스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bigkinds)를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개념과
다섯 가지 전략을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위수지역 해제를 둘러싼 정책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다섯 가지 정치적 관리 전략을 분석틀로 하여 강원도 위수지역 해제에 따른
정책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도가
접경지역 개발 전략으로 보완 및 강화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접경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중 특히 위수지역 폐지 사례를 심
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도 위수지역 해제는 국방부와 군 장병,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책문제이다. 위수지역 폐지는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이기도 한 군 장병들의 기본권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 장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성상, 위수지역 해제는
군 장병들의 이동권 및 서비스 선택권과 지역사회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행
정구역 대비 59.6%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김범수, 2015), 강원도는 군 장병들의 기본
권을 보장하는 한편, 위수지역 해제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관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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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Moore
(1995)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여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란 공공관리자가 외부 정치적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공공가치를 창
출하고자 하는 전략적 관리기법이다(Moore, 1995). 이는 정책의 변동이 일어나거나, 정책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외부의 기관이나 시민들로부터의 협력이 요구될 경우 더
욱 중요하다. 공공관리자는 정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publicly
valuable outcomes)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지지(legitimacy and support)를 이끌어내며,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 등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운영 역량(operational capacity)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공
공관리자는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책기업가(entrepreneur)로
서 정치가나 정책 커뮤니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이 성공적으로 채택 및 집
행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Robert & King, 1991; Grady,
1992; Mintrom, 2000; 김혜원･이정욱, 2018에서 재인용). Moore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채
택, 집행되기 위한 정치적 관리기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1. 기업가적 옹호
기업가적 옹호(Entrepreneurial Advocacy)는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지지
를 확보하여 정책이 채택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공공관리자는 정책옹호자로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제고하는 한편 반대를 최소화 또는 중립화하여 특정한 정책대안이 채
택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의사결정 경로를 개방적으로 또는 폐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범위를 조정하고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시간을 늘
리거나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이슈 프레이밍을 통하여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책대안이
채택되기에 유리한 우호적인 의사결정 순간을 기다리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설득이나 네
트워크를 통해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서 현재 상황을 변경
하는 것 역시 정책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2. 정책개발관리
정책개발관리(Managing Policy Development)는 절차적･실질적으로 높은 정당성을 갖춘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논
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과 각 대안에 따른 예상
결과 등 중요한 사실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관리자는 단일 의사결정 측
면에서는 폭넓은 자문과정이나 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논의과정
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최종기한을 설정하여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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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정책분석을 통해 정책문제와 원인, 그 해결책을 예측하는 한편 정책대안의 불
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의사결정과 정책들
간 체계성과 정합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협상
협상(Negotiation)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이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협상가로서 경성적 접근방식과 연성적 접근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본래 의도를 숨기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자신의 목적을 밝히
고 개방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 논의과정에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거나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협상의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협상안에 대한 최선의 대안(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을 고려하여 자신의 BATNA를 강화하고 상대방의 BATNA를 약화
시킴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4. 공적 숙의와 사회적 학습, 리더십
공적 숙의와 사회적 학습, 리더십(Public Deliberation, Social Learning, and Leadership)
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관리 전략으로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 특히 중요한 전략이다. 당면한 정책문제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되는 정책 문제인 경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시민들이 공적 숙의와 사회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시민들이
정책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학습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Public Sector Marketing and Strategic
Communication)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정책
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공공부문 마케팅과 관련하여 공공관리자는 설문조
사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수요가 무엇이며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도
와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홍보나 정보 제공
활동을 통해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여 시민들의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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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원도 위수지역 폐지 정책과정 분석
분석에 앞서 강원도 위수지역 폐지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는 접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들 수 있
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 장병 수는 약 9만 5천여 명으로 강원도 접경지역 거주 주민등록
인구의 2/3 정도가 군 장병인 것으로 추정된다(김범수, 2015). 접경지역의 군 장병들은 ‘외
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에 따라 유사 시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위수지역으로만 외출
및 외박이 허용되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면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PC방이나 숙박업소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해 왔다.

국방부

강원도

군 장병 및
군인 가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번영회 등
접경지역 주민

● 그림 1 ● 위수지역 해제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 장병들의 이동권 제약과 바가지요금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위
수지역 해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외출 또는 외박 시 과도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받는 군 장병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수지역 폐지를 추진하였
다. 군 장병과 군인 가족 역시 위수지역 외부에서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식당이나 PC방,
각종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조치에 찬성하였다. 반면, 군 부대가 위
치해 있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외출이나 외박 시에 군 장병과 그 가족 등이 외부 지역으
로 유출되어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수지역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강
원도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1) 등도 군사지역 지정으로 희생해 온 강원도 지역경제 활
성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위수지역 해제 철회를 요구하였다. 특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
회는 위수지역 폐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표명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정책행위자로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정치적 관리 전략별로 강원도의
위수지역 폐지정책 과정을 검토하였다.

1)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휴전선에 인
접한 접경지역 10개의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여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
성한 협의체를 말한다(국방부,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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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가적 옹호
접경지역에서 위수지역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해묵은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하여 국방부는 2018년 2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
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위수지역 폐지 방침
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강원도는 이슈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여 위수지역 폐지라는 국방부의 방침을 철회
시키고자 하였다.
● 표 1 ● 국방부와 강원도의 이슈 프레이밍 비교
국방부

강원도

“군 인권 보호”

“지역 상권 생존 위협”

국방

군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

군 전투준비 태세 약화

경제

군 장병에게 서비스 선택권 부여

상권 침체로 생존권 위협

프레이밍
근거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각 위수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군 인권 보호”와
“지역 상권 생존 위협”이라는 프레이밍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 측
면에서 초급 부사관의 영내 대기제도와 함께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접경지역 군 장병의 외출･외박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위수지역에 한정함
으로써 군 장병의 이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국방부는 군 장병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수
지역 내 부당대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존에는 위수지역 내에서 머물게 하여
군인들이 PC방이나 식당,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때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감수해야 하는 문
제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위수지역 폐지는 국방 경계를 약화하고 지역 상권의 생존을 위
협하는 문제로 규정하였다. 위수지역은 군 부대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위수지역 폐지는 군인이라는 특수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강원도민일보,
2018.2.23.). 여전히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에서 위수지역이 확대되거나 폐지
될 경우 유사 시에 군 전투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파이낸셜뉴스, 2018.
2.25.)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상권 침체에 따른 생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원 보호 등 중복 규제로 인해 60여
년 간 재산권이 제약되는 등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위수지역 설정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
수해 온 만큼 일종의 보상 차원의 시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 프레이밍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워드클라우드 분
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수지역 폐지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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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308건), “주민들”(198건), “장병들”(114건)이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제한 폐지”(77건), “폐지 방침”(43건)에 이어 “생존권”(29건), “불친절”(26건), “바가지요
금”(24건), “상경기 직격탄”(3건), “각종 불합리”(2건) 등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
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 정책 이슈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2)

● 그림 2 ● 워드클라우드 분석에 따른 주요 프레이밍

2. 정책개발관리
1) 절차적 측면 : 폭넓은 자문과정
강원도는 정책개발관리와 관련하여 절차적 측면에서 폭넓은 자문과정을 활용하였다. 즉,
위수지역 폐지 철회라는 정책대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
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2018년 3월 8일과 4월 5일 2차례
에 걸쳐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접경지역 주
민 대표들이 참석한 1차 간담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군인의 외출, 외박 구역제한 폐
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확고”하며 “주민들과 도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설명
하였다(강원도민일보, 2018.3.9.; 2018.4.6.). 이와 더불어 강원도 내 5개 접경지역 지방자
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민･관･군이 참여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여론을 적극적
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폭넓은 자문과정은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위수지역 폐
2) 분석기간은 위수지역 폐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2018년 2월 21일)부터 사실상 위수지역 폐지 관련
논의가 마무리된 당해년도 연말(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검색 키워드는 “위수지역” 또는
“접경지역”이다. 총 352건의 기사에 대하여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분석하는 가중
치 방식으로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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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철회안의 더 높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2 ● 위수지역 폐지 관련 주요 간담회
일시

주체

내용

참석자

2018.3.7

강원도

1차 주민 간담회

접경지역 주민대표

2018.3.16

인제군

위수지역 제한 폐지 관련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1차)

군수, 군의장, 사회단체장

2018.3.28

인제군

위수지역 제한 폐지 관련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2차)

군청, 사회단체, 군부대 관계자

2018.4.5

강원도

2차 주민간담회

접경지역 주민대표

2018.5.30

강원도 외

민･군･관 정책간담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강원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민간단체 등

자료 :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정리.

2) 실질적 측면 : 정책분석
정책개발관리 전략 중 실질적 측면에서는 정책분석을 통해 위수지역 폐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8년 3월 30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
회는 접경지역 전반에 대한 공동 용역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방개혁 및 위수지역 폐지 논의
가 대두된 상황에서 접경지역의 경제 상황 및 산업구조를 비롯하여 지역 내 상가와 시설
투자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군 장병의 지출 비용 및
증감 추이, 군 장병들이 원하는 시성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었다(프레시안,
2018.3.29.). 이는 위수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위수지역 유지 또는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8월~10월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군 장병들을 대
상으로 평일 외출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위수지역 폐지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
들과 상인들의 반발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평일 외출제도는 군부대 통폐합과 위수지역 폐지 논의에 따라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위협을 느껴온 접경지역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강원도 내 군인과 지역상인 인터뷰
결과 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의 문제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
았다(강원방송, 2019.2.21.). 즉, 위수지역 내 경제적 상황과 군 장병들의 서비스 선호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노력이 지역상인들의 서비스 제공 행태에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고 위수지역 폐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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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
위수지역 폐지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국방부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2018년
2월 21일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다가 강원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3월 7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중앙일보, 2018.3.7.). 이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월 1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나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중앙일보,
2018.3.12.). 강원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
으나,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외출과 외박 때 지역 제한을 폐지
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강원일보, 2018.10.19)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
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위수지역 범위를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거리까지 완화함으로써 사실
상 위수지역 제한이 폐지되었다.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강원도의 협상 전략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경성적인 접
근방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방부가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
으로 위수지역 폐지 철회를 요구하여 이를 1차적으로는 관철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
방부가 입장을 번복하여 재차 위수지역 폐지를 주장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협상가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재차 발표하면서 인제군과 양구군 등은 이를 1년 유예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못하였다. 반면, 국방부는 위수지역 폐지가 백지화된 이후 위수지역 범위를 대중교통으로 2
시간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을 월 2회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매일경제, 2018.12.27.). 즉, 협상 전략에서 연성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동시에 강원도에 비
하여 설득력 있는 협상 결렬 시 최적의 대안(BATNA)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공적 숙의와 사회적 학습, 리더십
위수지역 폐지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적 숙의와 사회적 학습은 상
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국방부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강
원도민일보, 2018.2.23.)했다는 비판은 이러한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앞서 정치적 관리의 두 번째 전략인 정책개발관리 중 ‘폭
넓은 자문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수지역 폐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등이 개최되어
공적 숙의의 장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군 장
병들의 기본권 보장 등 위수지역 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
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당시 주민간담회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위수지역 폐지 방
침을 둘러싸고 해당 정책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에 반발하는 지역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군 장병들의 인권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는 가치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적 숙의의 장은 마련되었으나, 이를 통하여 위수지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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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이해나 지지를 도출해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과 최문순 강원도
지사의 노력으로 초기에 국방부의 의견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재하는 리더십이 일부 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의사소통
1) 공공부문 마케팅
공공부문 마케팅 측면에서 공공관리자는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
함으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화천군에서는 군
장병과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강원일보, 2018.3.28.). 이는 군 장병
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업체나 부당요금 및 부당대우 경험, 택시나 시내버스 이용 시 불
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다만, 이
러한 설문조사는 위수지역의 폐지 또는 유지라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와 만족도를 제고하기보다, 정책이 결정된 이후 실태를 확인하거나 직면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
서는 제한적으로나마 공공부문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위수지역”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위수지역과 관련하여
최초로 국민청원이 등장한 시점인 2017년 10월부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민청원 시점
인 2019년 3월까지 총 134건의 국민청원이 검색되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114건이 위수지역에 대한 확대나 폐지, 그리고 폐지 반대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하
였다. 이 중에서 위수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11건,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은 96건, 폐지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은 7건으로 집계되었다.

● 그림 3 ● 위수지역 관련 국민청원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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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지역 확대에 대한 국민청원자 수는 6,720명,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청원자 수는
8,900명, 위수지역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자 수는 88명으로 총 15,708명이 국민청원에 참여
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8년 2월 4일 군 장병 구타사건 직후에 위수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2,820명이 서명하였고, 2018년 2월 동안 총 2,859명이 위수지역 확대
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강력한 반대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월 동안에는 총 1,084명이 위수지역 폐지
에 동의하였고, 2018년 3월에는 5,961명이 위수지역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서명하
였다.3) 한편, 위수지역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자 수는 이와 비교했을 때 88명에 그치고
있으며, 청원 건수 자체도 7건(6.14%)으로 국민청원자 수는 전체의 0.56%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해 보면 군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 차원에서 위수지역을 확대하고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 상인들의 부당한 교통비･숙박비･PC방 이용요금이나 불친절함에 대
한 각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2월 군 장병 평일 외출 제
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위수지역 상인들의 담합에 따른 부당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청원 내용도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명령이 하달되더라도 외박지역
확대나 위수지역 제한 폐지 등의 문제는 각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에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일부
청원 내용 중에는 경기도 포천의 부대에서는 외박지역 확대가 적용되었음에도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는 정책이 실행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공공관리자의 측면에서 국민청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 집행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 여론의 방향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반면, 위수지역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강원도에 대한 지지는 거의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국방부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실제 집행하는 것은
개별 군 부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정책 채택 및 집행이 부대마다 다
르게 적용됨으로써 군 장병들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국민청원으
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기사 인터뷰 내용을 통해 강원도 내 군장병이나 지역주민,
상인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면 아직까지 위수지역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으로 제시된
군 장병 평일 외출 제도의 실효성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

3) 특히 2018년 3월 7일에는 국방부가 위수지역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018년 3월 8일에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3월에 국민청원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편, 최근에는 지역 상인들이 거듭해서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시
간과 외출 제도의 내용에 대해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기사의 댓글에는
지역 이기주의와 서비스의 질을 비판하는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다자간 이해관계
속에서 강원도가 지역 주민들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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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그렇다면 이처럼 위수지역 확대 또는 폐지에 대한 여론이 더욱 큰 상황에서 강원도는 위
수지역 폐지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취하여야 하는가? 전략적 커뮤니케
이션은 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용
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이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해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5)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와 강원지역 지역언론사로 구분하여 여론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 위수지역 폐지 방침 발표 이전
(2011.7.1.~2018.2.20., 총 13,030건)

위수지역 폐지 방침 발표 이후 ~ 현재
(2018.2.21.~2019.9.30., 6,654건)

● 그림 4 ● “접경지역”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 전체 언론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접경지역”을 키워드로 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위 그림과 같다. 위수지역 폐지 방침 발표 전까지 총
13,030건의 뉴스기사 중 가장 빈도 수가 높은 키워드는 “DMZ”(763건)로, “철원”(737건),
“주민들”(695건), “강원도”(652건), “경기도”(6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낙후”(260건)는 15
위, “군수협의회”(241건)는 17위, “동서평화고속도로”(157건)는 20위로 분석되었으며 “간
담회”(149건)가 21위, “각종 규제”(106건)가 28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인 2018년 2월 21일부터 현재 2019년 9월 30일까지 분석한 결과를 살
펴보면 총 6,654건 중 빈도 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경기도”(814건)로 “국방부”(793건),
“강원도”(782건), “주민들”(705건), “DMZ”(599건)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군부대”(428건)

5) 가령 신촌 연세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는 불특정다수의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보다는 ‘상권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지구 도입에 반대하는 지역상인
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김혜원･이정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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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3위, “위수지역”(363건)은 15위, “외박구역”(212건)은 20위, “장병들”(201건)은 21위,
마지막으로 28위는 “생존권”(91건)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강원도(4위→3위), 철원(2위→7위), 고성(6위→12위), 화천(7위→8위),
양구(9위→10위)로 순위가 변화하였고, 위수지역 폐지 방침 발표 전에는 “낙후”라는 단어와
“각종 규제”라는 단어가 순위권 내에 있었던 반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는 “위수지
역”, “외박구역”, “장병들”, “남북정상회담”, “생존권”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순위권 내에
진입하였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 위수지역 폐지 방침 발표 이전
(2011.7.1.~2018.2.20., 총4,047건)

위수지역 폐지 방침 발표 이후 ~ 현재
(2018.2.21.~2019.9.30., 1,134건)

● 그림 5 ● “접경지역”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강원지역 언론사
위의 그림은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한 결과이다. 이는 전체 언론사의 키워드 분석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 지역의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발표하기 이전에 총 4,047건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철원”이 총 1,560건으로 가장 빈도 수가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고, 2
위가 “DMZ”(1,083건), 3위가 “인제”(1,055건), 4위가 “양구”(1,007건), 7위가 “강원
도”(822건), 9위가 “군부대”(333건), 10위가 “국회의원”(325건), 11위가 “활성화”(299건),
12위가 “국방부”(244건), 22위가 “장병들”(125건), 27위가 “각종 규제”(81건)로 나타났다.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키워드 빈도 수에 따른 순위를 이전과 비교하여 살펴
보면, 국방부(12위→6위), 주민들(8위→7위), 장병들(22위→20위), 남북관계(23위→17위) 등
의 순위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기존에 30위권 내에 있던 “활성화”(11위), “낙후”(18위) 등
의 키워드는 순위권 내에서 사라지고 “평화지역”(9위), “국방개혁”(11위), “군장병”(13위),
“위수지역”(14위), “남북정상회담”(16위), “외박구역”(19위), “국방개혁 2.0”(21위), “통일경
제특구”(23위), “군사시설보호”(24위), “생존권”(25위), “기대감”(26위) 등의 키워드가 새롭
게 순위권 내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주요 행위자들이 주민, 군부대, 국회의원,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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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군수협의회, 장병들 순으로 나타났고 장병들의 빈도 수는 125건으로 22위에 머물러 있
었다. 반면에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는 국방부, 주민들, 군부대, 군 장병, 장병들로 행
위자가 축소된 반면, 군수협의회와 국회의원이 순위권 내에서 사라졌고 “군 장병” 키워드가
315건으로 13위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요 행위자가 주민들과 군부대, 국방부, 군
수협의회 위주로 신문기사 키워드가 나타났던 반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는 군 장병
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국방개혁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
정상회담과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기대감과 생존권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고, 폐광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강원도 내의 쟁점사항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양하게 이슈화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위수지역 폐지 이전에는 전국 언론사를 대상으로 분석
했을 때에는 “주민들”, “낙후”와 “규제”가, 강원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군부대”, “주민”, “국회의원”이라는 키워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여론과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된다.
강원도 접경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이 지역적인 낙후와 규제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주된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위수지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이는 강원도가 국방부의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 내 지역주민들의 여론만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 혁신 등을
바탕으로 위수지역 유지에 대하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강원도는 위수지역
유지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홍보와 설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강원도가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라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지역경제 현안인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정책과정을 Moore
(1995)의 정치적 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이 강원도 지역경제에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첫 번째, 기업가적 옹호 전략으로 국방부는 “군 장병의 인권 보호”, 강원
도는 “지역 상권 생존 위협”이라는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 정책개발관리 측면에서 강원도는 절차적 측면에서
주민 간담회와 민･군･정책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자문과정을 활용하였다. 이는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위수지역 유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실질
적 측면에서는 정책분석을 통해 위수지역 폐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분석을 통한 진단은 위수지역 유지 또는 폐지에 따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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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협상 전략에서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재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협상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위수지역 제한이 폐지되는 결과가 야기되었
다. 이는 강원도가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위수지역 폐지라는 경성적인 협상 방식을 고
집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 제도라는 대안을 제
시함으로써 위수지역 폐지라는 당초 방침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네 번째, 공적 숙의와 사
회적 학습, 리더십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방적으로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발표
하여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지 못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주민들
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적 숙의의 장이 마련되었으나, 군 장병들의 기본권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라는 가치 갈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적 숙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
였다. 다섯 번째,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는 설문조사 등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실효성 있는 공공 마케팅을 통한 정책 수용도 및 긍정적 이미지를 제
고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국민청원과 전국 대상 언론지에 나타난 위수지역 폐
지 찬성 여론과 강원지역 언론지에 나타난 위수지역 유지 찬성 여론 간 괴리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여론의 형성을 기대했던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보
다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었으나 한계를 보였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위수지역을 둘러싼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장병들의 인권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어떠한 군･민 상생방안을 도출해내는가에 달려 있다. 첫째,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군
장병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우 대부분 군 장병들이 전체 지역주민의 과반수 혹
은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군 장병들을 복무기간 동안 잠시 머물렀다 가는
외지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하는 지역 주민으로 보아,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군 장병들이 외출 시 가장 많이 이용
하는 장소가 PC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PC방 요금에 대한 담합을
금지하고 전국 평균 요금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숙박업소나 식당
등의 가격도 소위 ‘바가지 요금’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관･군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군 장병, 강원도와 해당 기초
자치단체가 서로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순히 일회성에 그
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
질과 다양성, 불친절한 서비스, 가격 담합 등의 문제를 점검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규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군 장병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책 수
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강원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군사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는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을 주시하고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공공관리자
로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개발을 위한 성장동력이자 전략으로서 발전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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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논란은 결과적으로 위수지역을 폐지하고 군 장
병들의 인권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역 현안에 직면하여
해당 문제에 국한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병영문화 혁신과 인권 제고 등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접경지역 개발 차원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실효성을 도출
해내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거나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
야 한다. 단순히 위수지역의 확대나 폐지, 혹은 평일 외출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
화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접경지역 개발의 틀에서 거시적 차원의 발전 방안
제시와 정책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군 장
병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동의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
체적인 차원에서 강원도 지역개발 정책이 신뢰를 얻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할 것이 요구된다.
원 고 접 수 일 : 2019년 9월 30일
1차심사완료일 : 2019년 10월 17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9년 10월 24일

강원도 위수지역 폐지 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41

참고문헌
김갑삼･최민섭(2019),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7(1): 285-304.
김범수･김경남(2014), “접경지역의 근사규제와 지역상생 방안”, ｢정책메모｣, 강원연구원, 419.
김범수(2015), “접경지역의 민군관계, 실태와 개선방향”, ｢정책메모｣, 강원연구원, 511.
김재한(2016), “접경지역 지원의 목표달성 평가”,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167-176.
김지나(2019),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김태형･김한빛･문명재(2019),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16(2).
김혜원･이정욱(2018).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가”, ｢지방정부연구｣,
21(4): 209-237.
김혜원･이정욱(201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정치적 관
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4): 99-125.
대한민국정부(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대한민국정부. 발간등록번호 11-1500000001588-14.
백재환･김태형(2018), “접경지역 내 위수지역 해제의 정책변동 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
로”, ｢접경지역통일연구｣, 2(1): 169-205.
전명숙(2019), “DMZ접경지역 도보관광 개발 방안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5(1): 145-154.
정해용(2019),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접경지역 이미지 분석: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
회지｣, 25(1): 150-162.
Moore, Mark H.(1995),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Grady, Dennis O(1992), “Promoting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Taylor & Francis, Ltd., 16(2): 157-171.
Mintrom, Michael(2000), Policy Entrepreneurs and School Choice, Georgetown University Press.
Robert, Nancy C & King, Paula J.(1991), “Policy Entrepreneurs: Their Activity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Policy Proc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 Theory, The Public Management
Research Association, 2: 147-17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 빅카인즈.
강원도민일보(2018.2.23.),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생존권 차원 대응”.
강원도민일보(2018.2.26.), “군장병 외출외박 구역 제한 해제 강력 반발”.
강원도민일보(2018 3.9), “도 “위수지역 폐지 반대 의사 분명히 전할 것”.
강원도민일보(2018.4.6.), “최문순 지사, 지역 방문 광폭 행보”.
강원도민일보(2019.8.29.), ““국방개혁 대비 퇴소식 외출 시간 확대･특별외박 허용 실질적 대책 필요”.
강원일보(2018.2.26.),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일파만파] 평일도 8시면 한산… 지역상권 붕괴될 것”.
강원일보(2018.3.28.), “[화천]위수지역 논란 화천군 개선점 찾는다”.
강원일보(2018.10.19.), “육참총장 “외출･외박 위수지 폐지” 접경지역 주민 또다시 거센 반발”.
경기신문(2019.4.8.),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 ‘스타트’”.
경기일보(2019.6.24.), “균형위, 김포대ㆍ신한대 등 접경지역 9개 대학과 지역협력 협의”.
경인일보(2019.4.4.), “동서 접경지 잇는 광역교통망(강화∼간성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가시밭길’”.
뉴시스(2018.12.3.), “국방부, 접경지역 자치단체장과 위수지역 폐지 논의”.
매일경제(2018.12.27.), “국방부, 병사 평일 외출 내년 2월부터 허용…휴대전화는 시범 운영”.
비즈니스포스트(2019.3.7.), “최문순, 강원도 접경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팔 걷어붙여”.
연합뉴스(2019.9.27.), “강원 접경지 군 장병 이용금액 30% 상품권 환급..국방개혁 대책”.
중앙일보(2018.3.7.), “군 장병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논란에 국방부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 검토하겠다””.
중앙일보(2018.3.12.), “‘위수지 제한 폐지’ 놓고 송영무 만난 최문순 “주민들 큰 희생을 감내해왔다””.
중앙일보(2019.8.30.), ““군인 휴대폰 사용시간 줄여달라” 강원 주민 호소한 이유”
파이낸셜뉴스(2018.2.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장병 외출･외박 지역제한 폐지 검토… 지역 상인 “생존
위협””.
파이낸셜뉴스(2019.6.12.), “X대통령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실현””.
프레시안(2018.3.29.), “접경지역 시장군수協, 접경지 사회구조 전반 분석 착수”.
국방부(2018.3.7),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간담회 개최 결과”,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2018.7.27), “국방개혁2.0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 국방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2019.2.8),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해 성장동력 마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42｜ 강원논총 2019년 제10권 제2호

저자소개
김태형 taehyung@yonsei.ac.kr
2013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 공공관리, 정책수단, 사회적기업 등이다. 주요 논문은 ‘Using Social Enterprises for Social
Policy in South Korea: Do Funding and Management Affect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2017)’와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활동에 관한 연구(2019)’ 등이다.

김혜원 kimhw24@yonsei.ac.kr
2011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성과관리, 전략적 정책관리 등이다. 주요 논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2019)’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가(2018)’ 등이다.

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inancial Investment on Research Performance

이영환 Lee, Young-Hwan
박재용 Park, Jae-Yong

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대학재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재정투자가 대학의 연구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의 재정자료와 연구성과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대상 대학은
수도권 대학이 34개, 비수도권 대학이 61개 대학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재정투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결과 연구비가 저서 수를 제외한 연구성과에 모두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임교원 1인당 인건비는 연구비 수혜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학술지 논문 수, SCI급 학술지 논문 수, 저서 수에서 인건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첫째, 대학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둘째,
연구성과 중 저서 수는 다른 연구성과와 다른 형태를 보이면서 저서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정투자 이외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대학의 연구성과로서 논문에 대한 인용, 특허, 기술이전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한계상 사립대학에 대한 분석만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사립
대학과 국립대학을 비교하여 연구성과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대학재정, 대학교육성과, 패널데이터

Effects of Financial Investment on Research Performance
Interest in university finances is increasing amid rapid changes in the university environment
due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university
financial investment on the research performance of universities.
Thus, from 2013 to 2018, the financial and research performance data of universities
were collected, and 34 non-capital universities were composed of 61 universities. Using
various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financial investment, research funds have significant value for all research achievements
except for books. The cost of human resources per full-time faculty member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mount of research grants. The cost of human resources per
full-time faculty member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mount of research grants.
However, labor costs do not have significant impact in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by
domestic academic journals, SCI-level academic journals.
The analysis results, first of all, the result of confirming that universities are labor-intensive
industrial organizations. Seco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books can be judged
to be factors other than financial investment, as the number of books in the research
performance shows a different form from other research achievemen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universities, which failed to
take into account various variables such as quotations for papers, patents and technology
transfers. And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data, they only conducted analyses of
private universities.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analysis on what factors
influence research performance by comparing private and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future.
keyword : University finance, University education performance, Panel data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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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교육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글로벌 교육 협력과 경쟁 심화,
국제화의 진전, 학령인구의 감소 및 전직 등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수요 확대, 대학 정원
조정과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
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대학재정의 악화,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으로 대학들은 이전에는 경험
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대학 입학정원이 대학지원자 수보다 많아 고등교육
시장에서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들은 심각한 재
정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동규, 1998). 이를 통해 경쟁우위를 도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재정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투자 결과 대학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 봉사와 같은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조직이다. 대학의 역할 가운데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의 생성과 확산은 국가의 경쟁력과 발전에 기여하며
그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학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그동안 대학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Golden & Cartensen, 1992a; Dundar & Lewis, 1998; Rushton & Meltzer, 1981).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학이라는 조직과 재정투자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은 다수의 복합생산물을 생산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일부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존재하며, 대학은 노동집약적 산업(Winston, 1999)으
로 한계생산체감법칙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성격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재정투자는 시차를 가지고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
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대학의 재정 지출이 대학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증적
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재정에 있어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지, 대학에 있어 연구의 성과가 무엇인지, 연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학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대학의 전략방향 설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 도모, 대학의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학 운영에 대한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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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재정
대학재정은 대학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데 필
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및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유현숙 외,
2002). 이와 같은 대학재정은 대학의 질과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투입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학재정의 운영 원칙으로 평등성, 자율성, 효율성을 들 수 있다(윤정일, 2004). 평등성은
교육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도록 교육재정이 배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율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은 확보 배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보다 적은 투입으로 일정한 산출을 유지하거나 일정한 투입으로 보다 많은 산
출을 가져오도록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책무성, 효과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Balderston, 1995).
재정운영원칙에 있어 효율성이 강조된 것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이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대학에서도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관리와 시장 지배구조(market governance)가 강조되게 되었다(Reed, 2002).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시장원리가 강조됨에 따라 대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효
율성과 시장성이 강조되었으며 대학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효율성과 시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등록
금과 대학 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1년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등록금상
한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비의 상승은 대학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교육비를 활용하여 대학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의 문제로 연
결되었다(Alexander, 2000).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대학 재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산
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론하고 대학 재정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대학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는 대학이 수행하는 기능 중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학 경쟁력, 국가경쟁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연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김민희･나민주, 2010) 각종 국고 사업에서도 연구
성과가 대학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투자의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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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 연구 및 연구가설
1. 선행연구
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연구는 대학연구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력, 시설, 학교의 명성과 사명, 재정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인력과 같은 요인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학교에서 학생 수,
교수 수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Rushton & Meltzer, 1981; Jordan Medor &
Wlater, 1988; Baird, 1991; Dundar & Lewis, 1998), 대학원생 수(Graves et al., 1982)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시설은 도서관 규모와 같은 요인이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Porter & Toutokoushian, 2006). 대학의 명성과 사명이 연구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Jordan et al(1988)와 Porter & Toutkoushian(2006), Long(1978)
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와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나 연구자와 연구방법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대학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였지만 재정투자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된다.
첫째, 변수선정의 문제(selection bias)이다. 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재정투자를 소수 변수에 국한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Golden &
Cartensen(1992a)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비교하면서 사립대학이 더 많은 급여와 인센
티브를 제공함으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우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 재정 투자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우 재정투자의 요인으로 교수의 급여와 인센티브와
같은 요인만 고려하고 학생경비와 실험실습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대학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 인건비와 같은 요인도 중요하지만 실험실습비, 연
구학생경비와 같은 요인도 존재하는데 이들 요인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요인이 다양하며 각 변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인을 누락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추정값의 편의성(bias)과 효율성(efficiency)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대학의 연구 성과는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표만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Dundar &
Lewis(1998)는 프로그램 크기, 학부의 교수의 숫자, 학부의 교수숫자 제곱, 전임교수 퍼센
트지, 도서관에 대한 지출비용, 교수와 학생의 비율, 외부로부터 연구비 수주 받는 교수의
퍼센트지와 같은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종속변수인 저널의 발표 숫자를 분석하고 있
다. Rushton & Meltzer(1981)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의 169개의 대학에서 발표된 출판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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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를 분석하면서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자의 수, 연구학생의 수, 도서
관의 책과 저널의 수, 그리고 대학 재정의 수준이 중요한 요인이라 분석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성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논문 수, 저서 수, 연구비 수혜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성과들도 상호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
존 연구들은 종속변수를 소수 변수로 국한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분석대상과 관련된 이슈이다. 기존 연구들은 개별 대학 내 학과를 분석하는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과학계열, 공학계열을 비교한다든지, 특정학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Crewe(1988)는 영국의 정치학과의 연구생
산성을 연구하면서 학과별로 편차가 심하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Johnes(1988)는
영국의 경제학과의 연구산출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학 운영에 있어 재정투자의 우
선순위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의 재정투자의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통계적 분석 방법의 문제이다. 대학 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분석에 있어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OLS)을 활용하거나 패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Johnes(1988)은 통상 최소자승법을
활용하여 영국의 경제학과의 연구산출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박경호, 백일우(2008)는
패널 자료를 이용한 BK21 사업과 대학의 연구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9년,
2002년 2005년 3개년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대학 재정 투자가 연구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가 산출되기까지의
메커니즘이나 대학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성과의 경우 재정투자
가 이루어지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또는 그 이후에 시차(Time lag)를 두고
나타날 수 있지만 기존 연구의 경우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
지 못하다. 또한 대학 연구의 성과는 다양하며 이들 성과들 간에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대학이 사회발전을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 왔는지는 대학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사
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대학은 연구와 조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개발,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의
지식의 전승,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의 활용은 공통적으로 대학이 수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김철, 2004). 대학은 연구를 통하여 지식을 창출하며 교육을 통하여 현재까지
전수되어 온 지식 또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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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또한 개인들이 향후 직업세계와 사회에서 살아갈 경제적, 사회적, 지적, 정신적 능력
을 제고하도록 돕고 산업과 기업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대
학은 사업의 일종으로 교육서비스를 고객에게 생산 판매하는 조직이다(Winston, 1999).
대학은 다중 목적을 가진 전문적 기관(multi-purpose professional organization)으로 대
학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다양하고 이를 생산하는 메커니즘도 복잡하다. 즉, 대학은 교육
과 연구, 봉사와 같은 기능을 동시에 생산하는 결합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산출
물이 재정적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어떠한 성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
석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에 대한 대학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교육생산함수모형((Hanuschek, 1986), Schumpeter 모형, 영향요인
모형, 시스템 모형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교육생산함수모형은 교육활동을 하나의 생산과
정으로 보고 최소의 교육투입요소를 사용하여 최대의 교육 산출효과를 내는 관계를 수학적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간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교육생산함수이다. 이 접근법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도입
된 것으로 재정투자와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Schumpeter 모형은 민간 연구조직에서 연구개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이론
으로 연구개발에 있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존재하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규모 조직에서
연구개발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조직에서 연구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구
개발인력에 대한 투자, 재료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이후에 성과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Cohen & Klepper, 1996). 이 이론은 민간기업에서 연구개발 메커니즘을 설명하
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대학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Abbott & Doucouliagos, 2004).
영향요인 접근법은 조직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목적이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있다는 가정
하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을 제
시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이 접근법도 연구조직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나 대학과 같은
연구물을 산출하는 조직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영향요인 접근법에서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자원의 배분방식에 따라 연구성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이
론에서도 재정투자는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고자 한다.
가설 : 대학에 있어 재정투자는 연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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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수선정 및 연구방법
1. 변수선정
1) 독립변수
모든 정책이나 연구의 규모를 결정하고 계획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재정에 관한 기초
자료는 무엇보다도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재정투자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윤정일, 1977). 교육재정은 그것이 지원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하여 수
단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 대학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자금계산서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자금계산서에 있어 자금의
지출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등과 같은 비용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는 대학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항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대학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이 가지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고려하여 인
건비를 중요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연구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연구비와, 연구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시설과 기반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급여와 교원상여금,
연구비, 실험실습비와 기계기구매입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다.
대학재정과 함께 대학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모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와 관련한 연구는 대학 규모가 클수록 교육성과가 높다는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Lloyd, Morgan & Williams(1993)는 호주의 대학 간 합병에 관한 연구에
서 소규모 대학의 경우 단위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학 조직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일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Hashimoto & Cohn(1997)는 일본의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일본
대학의 경제적 규모에 대한 연구에서 교수-학습 면에서는 대학이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유리하지만 대학 교육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 면에 있어서는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경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는 학교의 재정
규모와 학생의 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다.
2) 종속변수
재정투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반해 대학
의 성과는 타당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측정이 어렵다. 그 결과 학자들마다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Van Raan(2005) 연구성과물을 CI indexes와 관련된
논문의 수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논문은 논문, 노트, 리뷰를 포함한다. 하지만 출판물과 논
문과 같은 것을 연구성과로 정의내리는 것에 대해 이는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다수 존재한다. 그 이유는 수준이 높지 않은 연구들을 동일한 연구성과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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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Effendi & Hamber(1999)는 출판에 대한 집착은 개별 연구자들
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찮은 출판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Le Grance(2003)는 수준 낮은 출판물의 양산은 국고보조금과 연구지원기관과 기관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될 경우 동일한 연구성과물을 그 제목을 바꾸어 연구성과물을 재생산
하는 salami slicing과 같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등
교육기관에서 연구성과는 연구논문, 출판물, 저널과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된다
(Baird, 1991; Golden & Cartensen, 1992a; Crewe, 1988; Rushton & Meltzer, 1981;
Dundar & Lewis, 1998; Graves et al.,1982; Golden & Cartensen, 1992b). 본 연구에
서도 연구논문, 출판물과 같은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 표 1 ● 재정투자의 연구성과 분석을 위한 변수
구분

세부항목
전임교원 1인당 인건비
전임교원 1인당 성과급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실험실습비
전임교원 1인당 기계기구매입비

독립 변수

전임교원 1인당 도서구입비
학생 수
통제 변수

공대설치 여부
의대설치 여부
지역
전임교원 1인당 국내학술지 논문 수

종속 변수

전임교원 1인당 SCI급 학술지 논문 수
전임교원 1인당 저서 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금액

2. Data
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의 재
정자료와 연구성과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대상 대학은 수도권 대학이 34개, 비수도권 대
학이 61개 대학이며 이 중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은 5개 대학으로 구성되었다. 학생규모별
대학구성은 5,000명 미만은 22개,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대학은 33개, 10,000명
이상은 40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의대설치 여부에 따라 연구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의대미
설치 대학은 66개, 의대설치 대학은 29개로 나타났다. 공대설치 여부에 대한 검토 고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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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공대가 설치된 대학일 경우 연구비 수혜실적과 같은 분야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대설치 여부에 대해서 82개 대학이 공대를 설치한 대학으로 나타났다. 재정변
수에 대해 살펴보면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 중 인건비와 성과급이 다른 변수
들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임교원 1인당 인건비 평균은
60,106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23,099천 원, 최대값은 250,884천 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전인교원 1인당 성과급은 9,388천 원이 평균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0원, 최대
값은 49,48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평균이 7,629천 원이며 최소
값은 161천 원, 최대값은 69,456천 원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표 2 ● 독립변수 기술통계
(단위 : 천원)
항목

Mean

Std. Dev.

Min

Max

전임교원 1인당인건비

60106.04

29712.66

23099.56

250884.8

전임교원 1인당성과급

9388.123

10725.75

0

49489.43

연구비

7629.353

8065.407

161.8674

69456.59

실험실습비

4360.083

3270.009

594.1139

22278.78

기계기구매입비

7014.081

6475.379

530.3566

57807.51

도서구입비

2551.329

2104.466

0

23875.37

종속변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국내학술지 논문 수의 평균은 0.621로 나타났다. SCI급
학술지 논문 수의 평균은 0.237이나 표준편차는 0.248이어서 국내학술지 논문 수보다 분산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 표 3 ● 종속변수 기술통계
(단위 : 편수, 천원)
항목

Mean

Std. Dev.

Min

Max

국내학술지 논문 수

0.62141

0.314521

0.0757

2.0617

SCI급 학술지 논문 수

0.237984

0.248144

0.002

2.0969

저서 수

0.103671

0.06521

0.0081

0.4434

연구비 수혜금액

46996.36

71041.46

1928.5

712343.3

3. 연구방법
재정투자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LS
Least Square Regression)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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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and    

 = 국내학술지 논문 수, =재정 투자 vector
    ln′   

   and    

 =SCI급 학술지 논문 수, =재정 투자 vector
    ln′   

   and    

 =저서 수, =재정 투자 vector
ln    ln′   

   and    

 =연구비 수혜금액, =재정 투자 vector
OLS 이후 이분산성(heteroskedasity)과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에 대해 검토하고 이
들 문제가 존재할 경우 일반화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자료가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패널회귀분석은 횡
단면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자료로 패널 개체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 패널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ln′     

   and    

 =대학 성과의 vector, =재정 투자 vector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차항 의 시간불변한 개체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가설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Breush_Pagan Lagrangran Multiplier test를 통
해 가능한데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0을 검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패널
개체의 특성을 따로 고려할 필요 없이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되고 이 가설이 기각되면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Breush_Pagan Lagrangran Multiplier test를 통해 패널회귀분석모형을 선택할 경우 고
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랜덤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
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고정효과모형은 오차항 를 모수로 간주하고 추정하는 것을 말한
다. 즉           형태로 모형을 가정하고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확률효과 모형은 오차항 를 랜덤
변수로 가정하고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와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 선택을 위해 hausman test를 수행하고자 한다.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에 있어 재정 투자는 당기에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시차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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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성과는 다양하며 이들 연구성과는 서로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논
문의 성과가 높을 경우 연구비에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으며 연구비가 높을 경우 논문도
많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할 때 보기에는 무관한 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활용하여 추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연립방정식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SUR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ln     는 재정속성벡터 는 성과벡터          

대학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노동집약적인 사업(labor intensive firm)이라 할 수 있는데 교
육서비스 생산에 필요나 자원이나 교수의 노동 등을 투입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Winston, 1999). 이는 재정투자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이 아니라 곡선
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를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항회귀모형도 
  ′   ′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모형을 통해 인건비와 성과급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ln  ln   는 인건비벡터 는 성과벡터          

Ⅴ. 재정적 투자가 대학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먼저 재정투자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먼저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국내학술지 논문 수
와 저서 수를 제외하고 의대설치한 대학이 모두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대설
치 대학은 연구비수혜금액에서 공대미설치 대학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대설치대학은 국내학술지 논문 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내학술지 논문 수는 인건비와
성과급이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기울기도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험실습비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났다. SCI급 학술지 논
문 수는 인건비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국내학술지 논문 수와 회
귀계수의 기울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비 수혜금액은 많은 설명변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회귀계수의 값도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OLS를 통해 추정했기 때문인데 이 경우 패널회귀분석에 비해 추정방법
이 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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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최소자승법 추정결과
구 분

국내학술지
논문 수

SCI급 학술지
논문 수

저서 수

연구비 수혜 수

지방대학

-0.025

-0.099***

0.018*

-0.524***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0.011

-0.047

-0.009

-0.331**

10,000명 이상

0.059

0.006

-0.028*

0.010

의대설치대학

-0.122***

0.129***

-0.033***

0.505***

공대설치대학

-0.147***

0.040

-0.016

0.354***

학교 설립연도

-0.002***

-0.000

-0.000*

-0.004**

전임교원 1인당인건비

0.105*

-0.055*

0.029**

0.314**

전임교원 1인당성과급

0.024*

0.009

0.007**

0.150***

연구비

0.018

0.056***

-0.003

0.354***

실험실습비

-0.093***

0.032**

-0.017**

0.151**

기계기구매입비

-0.003

-0.013

0.006

0.093

도서구입비

0.034

-0.027*

0.006

-0.167**

상수

4.405***

0.837

0.353

9.776***

*** p<0.01, ** p<0.05, * p<0.1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의 경우 이분산성의 문제와 자기상관의 문제가 존재
할 수 있어 BLUE 추정이 되기 어렵다. 이분산성에 검정을 위해 Breusch Pagan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차항에 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살펴보았는데 하나의 패널 개체 내에서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패널 개체 간의 동시적 상관관계(contemporaneous correlation)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반화된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이
분산성(heteroskedasity)와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을 통제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최소
자승법(OLS)에 비해 효율적인 추정이라 할 수 있다.
● 표 5 ● 일반화 최소자승법 추정결과
구 분

국내학술지
논문 수

SCI급 학술지
논문 수

저서 수

연구비 수혜금액

전임교원 1인당인건비

0.110***

-0.040*

0.017

0.120

전임교원 1인당성과급

0.023***

0.011**

0.004*

0.102***

연구비

0.020

0.026***

-0.002

0.179***

실험실습비

-0.067***

0.019**

-0.010**

0.128***

기계기구매입비

0.002

0.001

0.004

0.012

도서구입비

0.006

-0.016**

0.006*

-0.062*

상수

4.203***

0.843

(dropped)

11.064***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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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패널데이터 분석은 패널 개체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패널 data regression이 필요한지에 대해 Breush_Pagan Lagrangran
Multiplier test를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0.001 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BP 검정 이후 고정효과모형이 적합
한지, 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하지에 대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귀무가설      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0.001 수준에서 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설명변수와 오차항 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재정투자가 대학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학술지
논문 수에 대해 전임교원 1인당인건비, 전임교원 1인당성과급이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서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전임교원 1인당인건비, 전임교원 1
인당성과급이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확률효과 모형 중 실험실습비
는 SCI급 학술지 논문 수와 연구비 수혜금액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랜덤효과모형 분석결과
구 분

국내학술지
논문 수

SCI급 학술지
논문 수

전임교원 1인당인건비

1.067***

전임교원 1인당성과급

0.176*

저서 수

연구비 수혜금액

0.140***

0.003

1.384***

0.021**

0.004

0.146***

연구비

0.062

0.000

-0.005

-0.013

실험실습비

-0.207

-0.039*

-0.007

-0.227**

기계기구매입비

-0.125

-0.009

0.007

-0.009

도서구입비

0.204

0.005

0.011

-0.067

상수

-7.183*

-1.146**

-0.009

-3.689

*** p<0.01, ** p<0.05, * p<0.1

연구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SUR 모형을 사용하였다. 먼
저 회귀모형의 잔차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SCI급 학술지 논문 수는 연구비수혜금액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7 ● 잔차의 상관계수
구 분

국내학술지
논문 수

SCI급 학술지
논문 수

저서 수

연구비 수혜금액

국내학술지 논문 수

1

-

-

-

SCI급 학술지 논문 수

0.2538

1

-

-

저서 수

0.5833

-0.0098

1

-

연구비 수혜금액

0.1079

0.6067

-0.103

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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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에 대한 추정 결과 연구비가 저서 수를 제외한 연구성과에 모두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임교원 1인당인건비는 연구비 수혜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학술지 논문 수, SCI급 학술지 논문 수, 저서 수에서
인건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보기에는 무관한 모형의 분석결과
구 분

국내학술지
논문 수

SCI급 학술지
논문 수

저서 수

연구비 수혜금액

전임교원 1인당인건비

-0.052

0.044

0.001

0.571***

전임교원 1인당성과급

0.018*

0.018**

0.003

0.167***

연구비

0.049***

0.078***

-0.002

0.504***

실험실습비

-0.025

-0.003

-0.001

-0.039

기계기구매입비

-0.027

-0.033**

0.004

0.045

도서구입비

0.080***

0.001

0.005

0.018

상수

-0.234

-0.551

-0.076

-0.574

*** p<0.01, ** p<0.05, * p<0.1

마지막으로 다항회귀(polynomial regression)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 결과
는 저서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전임교원보수 값이 증가하면 연구성과는 증가하지만 이
는 규모체감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과급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투자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 표 9 ● 다항회귀분석 결과
국내학술지
논문 수

SCI급 학술지
논문 수

저서 수

연구비 수혜금액

전임교원 1인당인건비

6.568***

4.263***

-0.387

23.398***

전임교원 1인당인건비
제곱항

-0.295***

-0.189***

0.018

-1.015***

전임교원 1인당성과급

-0.209**

-0.264***

-0.011

-1.841***

전임교원 1인당성과급
제곱항

0.016**

0.018***

0.001

0.132***

상수

-35.287***

-22.882***

2.242

-118.520***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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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즉 학령인구의 감소, 열악한 재
정으로 인하여 대학의 문제가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서 대학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활
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과 대학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대학재정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성과인 연구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대학재정은 이들 교육과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와 같은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이를 통해 대학 재정의 효율적 활용
이 가능하며 재정 지원이나 대학 지원을 위해 어떠한 평가지표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리와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구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학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인구
의 유출을 방지하고 학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도 대학
이 경쟁력을 가질 때 학생의 모집이 수월하며 학생의 모집이 이루어져야 강원도 대학의 지
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대학들은 올바른 자원배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이 필요하다. 대학의 발전과 성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데 대학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불확실한 사회
환경과 경영환경에서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대학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
하고 어떠한 분야에 투자가 효과적인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전략 설정,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강원도 대학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또한 강원도 대학들이 대학의 고유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연구에서 성과를
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의 연구가 특허나 기
술이전과 같은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허나 기술이전을 통해 강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대학들은 지역산업체
와 파트너십, 협동적 네트워크, 대학연구의 경제화, 기술이전, 산학협력, 산업 클러스터, 지
역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연구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또한 강원도 도정이나 관련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사회 구성
주체들과 대학 간의 협동적 연계를 통하여 강원도 지역이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능동적으
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지역적 기여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 과정에 지역정책 담당자들은 어떠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판단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정책담당자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재정적 투자가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BK21 사업과 같은 세부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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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몇몇 존재하지만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투자가 어떠한 성과
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재정적
투자가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 분석 방법을 다
양하게 수행하였는데 이는 자료의 구조, 대학이라는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패널 분석은 대학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측할 수 없는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재정투자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추정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UR 모형은 연구성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분석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성과급을 대상으로 다항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관측되지 않는(unobserved time
invariant) 변수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전년도의 연구성과 중 논문은 이번 연도의 연
구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나 연구비 수주는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 대학 연구성과들은
상호 관련이 존재한다는 점, 대학의 연구성과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보이나 인건비에 대
한 투자는 한계체감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
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변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
과는 대학의 성과가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변수라 판단된
다. 나머지 변수들은 분석방법과 추정 모형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대학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통계분석 방법에 따라 회귀계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인건비의 경우 대부분
의 모형에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둘째, 연구성과 중 저서 수는 다른 연구성과와 다른 형
태를 보인다. 랜덤효과모형, 보기에는 무관한 모형, 다항회귀모형과 같은 분석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저서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정투자 이
외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함께 한계도 가진다. 먼저 대학의 연구성과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한다. 논문에 대한 인용, 특허, 기술이전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요인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한계상 사립대학에 대한 분석만 수행하였다. 향후 사립대학과 국
립대학을 비교하여 연구성과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또한 대학 연구성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그간 선행연구
논의에서 검증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함의를 충분하게 고려하
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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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8개 시군 임업경제 분석
-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18개 시군 임업경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시군 단위의 임업경제 데이터의
경우, 직접 계측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간 등의 방법을 통해
추산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거시적 성장모형은 보간된 데이터를 통해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평창군,
4개 시군과 철원군에서 추정모형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업
경제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 산림산업, 지역경제,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The Spatial Econometric Analysis on Forestry Economy in
Regional Cities of Gangwon-do
- Focusing on Geometr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This study analyzed forestry economy of regional cities in Gangwon-do. However,
regional data had been not measured generally and gathered directly. Thus this paper used
the data that generated with several methods including interpolation and weighted methods,
etc. And the macroeconomic growth model was estimated by using the geometrically
weighted regression on the generated data. According to the result, some coefficients of
variables turned ou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ities located highway. This result provides
some policy implications of forestry economy in Gangwon-do.

keyword : Forestry economy, Regional economics, Geometrically Weighted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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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역경제 분석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가용성(data-ability)이다. 전국 단위 데
이터에 비해 지역 단위 데이터는 데이터가용성에 늘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다양한 방식
으로 데이터를 보간(interpolation) 및 외삽(extrapolation)하고, 대리변수(proxy)를 찾는 방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 추산, 집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정합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이러한 과정이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살펴본 방법이 다른
지역의 다른 경제부문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임업경제의 경우, 농업경제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임업에서 산출
되는 임산물과 농업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은 때로는 다소 작위적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농업
과 임업을 겸업하는 겸업 임･농가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구분되는
임업경제만의 특징이 존재하기에, 임업경제 분석의 데이터를 계측하고, 그에 따른 연구방법
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글은 임업경제를 분석함에 있어, 지역입지계수 등과 같이 미시
적인 방법 대신에 거시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두어,
지리적 가중회귀모형(Geometr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통한 시군별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을 강원도 18개 시군에 적용하여 각 시군의 임
업경제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강원도 내 임업 관련 산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흐름을 따른다. 이는 일반적인 분석의 절차와 같다. 먼저
데이터의 취합 후,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을 제시한다. 이 때, 지도화된 그래프
를 통해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내총생산 및 임업총생산 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거시적
성장모형 중 대표적인 모형인 솔로우 모형(Solow Model)을 유도하고, 이를 회귀분석을 실
시하기 위해 로그 변환을 실시한다. 또한 Global Moran’s I와 Local Moran’s I를 통해, 지
리적 이질성 여부를 판별한다. 이제 계량경제학적 추정모형을 설정(specification)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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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estimation)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통계학적 추론(statistical
inference)을 제시한다. 다음의 <그림 1>은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제시한 도표이다.

● 그림 1 ● 연구의 흐름

Ⅱ. 연구사례
임업경제와 관련된 연구사례를 보면, 장철수(2010)는 임업경쟁력 결정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임업경쟁력의 결정요인을 생산요소조건, 정부의 역할, 수요여건, 연관산업 및 임업경영
체를 포함하는 5개로 구분하였고, 각 요인별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39개로 구성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임업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부의 역할로 나타났으며,
임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임업 관련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또한, 김점수(2017)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강원도 산림산업의 새로운
성장방안을 제시한다. 강원도는 전국 최대의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량을 비롯하여, 고부가가
치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림
등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림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생태관
광, 산림휴양 및 복지, 유용식물산업화 등은 새로운 산림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처럼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산지활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산림산업의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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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미선(2019)은 1962년에서 2016년까지 임업정책 및 경제와 관련된 논문
452편을 수집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국내 임업정책 및 경제와 관련된 연구
는 정량적･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임업정책 및 경제와 관련된 연구
의 주요 이슈는 도시숲, 기후변화, 비목재임산물, 산림 치유 및 치료 등의 신분야로 이와 관
련된 신임업의 개발과 적용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업경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산림산업의 육성 및 임가소득 창출 등의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라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신산림산
업 및 임가소득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임가소득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활
용하여 강원도 지역의 임업경제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경제분석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Solow(1956)는 가장 대표
적인 거시적 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통의 투입을 통해
생산물이 산출되는 경제적 과정을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 형태를 통해 구현
한다. 이때, Harrod-Domar 모형과는 달리 요소대체율이 상수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솔로우 모형을 추정할 때, 그 잔차를 총요소생산성, 즉 기술(technology)로
해석한다.
그 다음으로 Brunsdon, et al(1996)는 지리적 가중회귀분석(Geometr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제시한다.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은 공간지리정보 상에서의 비정상성
(non-stationarity)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회귀분석의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전국
적’ 모형(‘global’ model)과는 달리 커널분포(Kernel distribution)를 활용한 캘리브레이션
(calibration)을 통해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를 반영한, 즉, ‘국지적’ 모형
(‘local’ model)을 가능하게 한다.

Ⅲ. 임업 총생산 추산치 및 일반 현황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강원도 18개 시군(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다.

2. 데이터 및 추산방법
임업은 통계청, 지역계정 중에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농림어업’으로 분류되어, 임업
부문만 따로 계측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지역계정 중,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에서 추출한 농림어업 부문에서 임업부문을 추출하였다. 농림어업부문 중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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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추출방법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Appendix에서 다룰 것이다. 본 글
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농가･어가･임가 비율에 따라 가중하여 임업부문을 추출하였
다(방법5).1) 이는 농･림･어업인구의 소득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수반한다.
이때 농가･어가･임가인구는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를 통해 확인가능
하다.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 5년 단위의 전수조사인 반면, 농림어업조사는 매년 단위
의 표본조사이다. 농가의 경우 매년 단위로 보고되는데, 임가와 어가의 경우는 농림어업총
조사에서 5년 단위로 조사되기 때문에, 보간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spline 방법을 통해
보간(interpolation) 및 외삽(extrapolation)을 실시하였다.

3. 추산 결과
<그림 2>은 2016년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것은 원주시로 7.95조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춘천시 6.48조 원, 강릉
시 4.85조 원, 동해시 2.62조 원으로 나타난다. <그림 3>은 이 중 농림어업의 지역내총생
산(GRDP)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높은 곳은 홍천군으로 2,573억 원, 그 다음으로 횡성군이
2,402억 원, 평창군이 2,198억 원, 철원군이 2,165억 원으로 나타난다.

고성_0.95
철원_1.59
속초_1.59
양구_0.87
화천_1.21
인제_1.38
양양_0.87
춘천_6.48
홍천_2.28

(7,8]
(6,7]
(5,6]
(4,5]
(3,4]
(2,3]
(1,2]
[0,1]

횡성_1.53

강릉_4.85
평창_1.7

동해_2.62

정선_1.33
원주_7.95

삼척_2.27
영월_1.3

태백_0.96

● 그림 2 ● 강원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2016년, 조 원)

1) Appendix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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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_631
철원_2166
속초_383
양구_776
화천_556
인제_768
양양_461
춘천_1306
홍천_2573
횡성_2402
(2500,3000]
(2000,2500]
(1500,2000]
(1000,1500]
(500,1000]
[0,500]

원주_1001

강릉_1186
평창_2198

동해_249

정선_1092
삼척_1051
영월_805

태백_198

● 그림 3 ● 강원도 시군별 GRDP 중 농림어업 (2016년, 억 원)
이제, 앞서 소개한 방법에 따라,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부문에서 임업 부문을
추출하면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평창군이 656억 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홍천
군이 522억 원, 그리고 정선군과 횡성군, 삼척시가 각각 375억 원, 373억 원, 316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고성_48
철원_102
속초_20
양구_90
화천_101
인제_258
양양_124
춘천_137
홍천_522

(700,800]
(600,700]
(500,600]
(400,500]
(300,400]
(200,300]
(100,200]
[0,100]

횡성_373

강릉_189
평창_656

동해_34

정선_375
원주_124

삼척_316
영월_155

태백_72

● 그림 4 ● 강원도 시군별 임업 GRDP (2016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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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각 시군의 GRDP 중 임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것이다. 역시 평창군이
3.86%로 그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정선군이 2.82%, 횡성군이 2.45%, 홍천군이
2.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임업GRDP의
수준(level)과 비율(rario)의 순위가 대략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성_0.51%
철원_0.64%
양구_1.03% 속초_0.13%
화천_0.83%
인제_1.87%
양양_1.42%
춘천_0.21%
홍천_2.29%

강릉_0.39%

평창_3.86%
횡성_2.45%

(3.5,4]
(3,3.5]
(2.5,3]
(2,2.5]
(1.5,2]
(1,1.5]
(0.5,1]
[0,0.5]

원주_0.16%

동해_0.13%

정선_2.82%
삼척_1.39%
영월_1.19% 태백_0.75%

● 그림 5 ● 강원도 시군별 GRDP 중 임업 비중(2016년, %)
● 표 1 ● 강원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2008-2016, 조 원)
연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6 6.48 7.95 4.85 2.62 0.96 1.59 2.27 2.28 1.53 1.30 1.70 1.33 1.59 1.21 0.87 1.38 0.95 0.87

● 표 2 ● 강원도 시군별 임업 총생산량(GRDP) 추이(2008-2016, 억 원)
연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6 137 124 189

34

72

20

316 522 373 155 656 375 102 101

90

258

4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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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원도 임업 거시경제 분석
1. 거시적 성장모형과 데이터
본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장 간단한 거시성장모형을 고려한다. 임업 총소득(Y)이 생산
요소인 자본(K)과 노동(L)의 투하결과의 함수라고 하자. 그리고 이 함수에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를 대입할 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성장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을 위해, 양변에 로그를 취해 주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log  log  log
그러나 국민경제 단위가 아닌 지역경제 분석에 있어서, 임업의 자본과 노동의 값을 직접
계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서 확보한
순자본스톡 데이터를 앞서 추정한 강원도 각 시군별 임업 GRDP의 비중에 따라 가중하여
도출하였다. 즉, 국민소득 중 각 시군별 임업 GRDP의 비중을 국민경제의 순자본스톡에 곱
하여 확보하였다. 또한 노동은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서 각 시군별로 확보할 수 있는
임가인구를 확보한 후, 이를 spline 방식으로 보간하여 확보하였다. 이제 2016년 횡단면데
이터를 기준으로 단순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통해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표 3 ● 성장모형의 단순회귀분석 추정결과
Coefficient

Std. Error

t-value

p-value

Capital

0.4042

0.2972

1.360

0.193

Labor

1.1728

0.1922

6.102

1.53e-05***

위 결과를 보면 노동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업
GRDP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임가인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로
추측된다. 또한, 지역별 회귀분석의 경우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regression)이 존재
하여,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시군별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리
공간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공간 자기회귀분석(Geometrically Autoregressive
Regression; GWR)은 지역별 계수값을 달리하여 계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시군별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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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공간 자기회귀분석
1) Global Moranʼs I
Moran’s I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도출된다.

   
   




 

  
















이를 앞서 설명한 거시적 성장모형의 변수들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그 결과이다.

● 그림 6 ● Global Moran’s I Scatter Plot
<그림 7>을 보면, 세 경우 모두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p-value를 살펴보면, 임업 GRDP와 임업 순자본스톡은 p-value가 0.098으로
영가설을 p<0.1을 기각역으로 할 때 기각되지만, 노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2) Local Moranʼs I
이제 Local Moran’s I를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있는지 검정해 보자. 다음은 Local
Moran’s I를 통해 도출한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지도이다. LISA
지도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양(+), 음(-)의 결합에 따라, HH(High-High), HL(High-Low),
LH(Low-High), LL(Low-Low) 총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지도로 표시해 준다.
<그림 8>은 Local Moran’s I를 통해 도출한 LISA map이다. 이는 <그림 7>에서 확인한
Global Moran’s I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임업 GRDP와 임업 순자본스톡이 횡성군, 홍
천군, 평창군에서 HH 영역으로 나타나고, 임업 노동은 p<0.1를 기각하는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유사한 결과는 임업 GRDP와 임업 순자본스톡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대리변수가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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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LISA Map
3) Geometrically Weighted Regression
지리공간 간의 상호종속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ve analysis)은 이러한 지리공간 간의 상호종속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공간가중행렬 W를 가중(weighted)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상쇄하는 것이 특징으로,
일반적인 계량경제학에서 사용하는 Weighted Least Square와 같은 방식이다. 특히, 지리
적 가중회귀분석(Geometr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은 비선형적 Kernel 함수의
지역 간 공간가중행렬 W를 적용하여, 공간적 자기회귀성과 동시에 지리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계수값을 도출할 수 있다. 수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이때, Kernel 함수의 분포계수(bandwidth, θ)를 산정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교차검정법
(CV; Cross-Validation)의 Score 함수법을 활용하여 최적 분포계수를 설정하였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지리공간 자기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지도이다. 시군명과 함께
계수값을 병기하였고, 기각역 p<0.1을 기각하지 못하는 영역은 흰색으로 표기하였다. 먼저,
자본, 노동변수 모두 철원군과 함께,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철원군을 제외하면 이들 지역은 모두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는 곳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임업경제 성장에 있어서, 고속도로와 같은 광역교통망이 위치하는
곳에서만 자본과 노동 투입을 통한 일반적인 성장이 구현된다는 것으로 추론된다.
평창군의 경우, 성장모형의 가장 선명한 결과를 보여주는 곳 중 하나이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통해 임산물 생산이 증가함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며, 임업 GRDP, 임업 GRDP의 비
중 모두 가장 높은 곳이다. 이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으로, 이를 활용한 임업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변수에서는 음(-)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 또한 관찰된다. 먼저 철원
군과 횡성군의 경우 자본변수가 각각 –0.10, -0.35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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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변수가 –0.04로 음(-)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결과와는
다르다. 가장 기초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면 오히려 음(-)의 산출이 나온다
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생산요소가 해당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가령, 횡성군이나 철원군의 경우 임도망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중장비 투입
의 생산성이 오히려 음(-)의 효과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지역들은 자본투입의
경우 음(-)의 계수를 가지지만, 노동투입의 경우 유의하게 양(+)의 계수값을 가진다. 특히,
철원의 경우 노동투입의 계수값이 다른 지역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집약적
인 임산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원주시의 경우 계수값은 비록 낮지만, 자본집약도 대비 노동력 투입이 과도하여 오히려
음(-)의 효과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주시는 강원도내 시군별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자본투하 역시 가장 높게 추산되었지만, 임업 비중은 0.16%로 현격히 낮으며,
농림어업 비중 역시 2.97%로 낮다. 이는 원주시내 임업에 대한 전문적인 종사업체나 종사
자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자본과 노
동 각각의 한계수확이 체감하는 형태를 고려할 때, 일면 타당한 것이다. 다른 생산요소가
고정일 때, 자본 또는 노동의 투입은 점점 생산성의 증가율이 낮아지다가, 일정한 지점 이
후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본 글에서 자본과 노동만을
고려하는 단순한 성장모형을 사용하였기에, 임도망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같은 추가적인 생산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 역시 추정의 결과를 달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된 모든 데이터들이 보간이나 가중치 등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추산방법을 달
리하는 것에 따라 결과값을 역시 달리할 수 있다.

고성_0.41
철원_-0.1
속초_0.42
양구_0.94
화천_0.12
인제_-0.1
양양_-0.32
춘천_0.05
홍천_1.61
횡성_-0.35
(2,3]
(1,2]
(0,1]
(-1,0]
(-2,-1]
[-3,-2]
No data

강릉_0.39
평창_0.67

동해_0.52

정선_0.26
원주_2.43

삼척_0.83
영월_0.43

태백_-0.95

● 그림 8 ● 임업부문 자본변수 계수(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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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_1.15
철원_2.02
속초_1.14
양구_0.79
화천_1.33
인제_1.55
양양_1.59
춘천_1.43
홍천_0.47
횡성_1.65
(2,3]
(1,2]
(0,1]
(-1,0]
(-2,-1]
[-3,-2]
No data

강릉_1.13
평창_0.96

동해_1.05

정선_1.23
원주_-0.05

삼척_0.86
영월_1.12

태백_2.03

● 그림 9 ● 임업부문 노동변수 계수(p<0.1)
● 표 4 ● 공간지리 자기회귀분석 결과
지역명

자본변수

노동변수

p-value

춘천시
원주시

0.05

1.43

0.94

2.43

-0.04

0.10

강릉시

0.39

1.13

0.10

동해시

0.52

1.05

0.30

태백시

-0.95

2.03

0.76

속초시

0.42

1.14

0.10

삼척군

0.83

0.86

0.53

홍천군

1.61

0.47

0.29

횡성군

-0.35

1.65

0.08

영월군

0.43

1.12

0.32

평창군

0.67

0.96

0.06

정선군

0.26

1.23

0.18

철원군

-1.00

2.02

0.08

화천군

0.12

1.33

0.12

양구군

0.94

0.79

0.83

인제군

-0.10

1.55

0.42

고성군

0.41

1.15

0.16

양양군

-0.32

1.59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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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글은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업경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임업경제의 경우,
시군별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임
업 지역내총생산, 임업 순자본스톡, 임가인구 등을 가중 및 보간･외삽하여 추산하여 사용하
였다. 이렇게 추산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시적 성장모형을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한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4개 시군과 철원군에서
자본, 노동변수에 대한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평창군의 경우 자본
과 노동 변수가 모두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창군은 2016년 임
업의 지역내총생산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내총생산 중 임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 임업경제의 성장이 기대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음(-)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철원군과 횡성군의 경우 자본변수가
음(-)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원주시에서는 노동변수가 음(-)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이들 지역에서 노동생산성 또는 자본생산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임도망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중장비 투입이 오히려 생산
성을 낮추거나, 전문적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등으로 추론된다.
또한 데이터 부족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의 임업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리변수, 보간 및 외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추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단위 데이터 집계의 편재를 재편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Ⅵ. 부 록
1. Appendix. 농림어업 중 임업 부문의 추산방법과 그 쟁점
1) 한국은행 및 통계청의 데이터 편제
국민소득(GDP)은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대외대차대조표, 국민대차
대조표를 통해 집계되며, 이때 국민계정은 ‘지출항목별(민간소비, 정부소비, 등)’, ‘제도부
문별(가계,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정부 등)’, ‘경제활동별(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 국민
소득이 각각 계측된다. 또한, 국민계정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역계정은 통계청에서 집계
하여, 취합되는데, 지역계정의 경우 시도 단위와 시군 단위로 나뉜다. 이때, 시도 단위와
달리 시군 단위에서는 ‘경제활동별’ 지역소득만 계측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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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농림어업 업태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국민계정 상에서 대분류
로 임업의 총생산이 계측된다. 그러나, 통계청, 지역계정의 지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은
업태로만 분류되고, 임업만 따로 계측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추산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2) 용어법 및 데이터
GRDP(i) = 통계청, 지역계정, 지역내총생산(GRDP)
AGD

=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

AGD(i)

= 통계청, 지역계정, 지역내총생산(GRDP) 중 농림어업

FGD

=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내총생산(GDP) 중 임업

FOR(i)

=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시도별 임산물총생산액

FIC(j)

= 산림청, 임가경제조사, 권역별 임업순생산

FNM(i)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시도별 임가인구수

SNM(i)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시도별 어가인구수

ANM(i)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시도별 농가인구수

AVR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농림어업 부가가치율

3) 농림어업 중 임업부문의 추산방법
(1)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AGD)과 임업(FGD)과의 비율을 활용한 방법(방법1)
첫 번째 방법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제공하는 임업 총생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국 단위 임업의 총생산을 각 지역에 분배한다. 각 시도 또는 시군의 농림어업 총생산에서
임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취한다. 즉,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과
임업의 비율을 구하여, 각 시도 또는 시군의 농림어업 총생산에 곱하여 계산한다. 식은 다
음과 같다.

   ∙ 
    
  

where,   

(2) 시도별 임산물총생산(FOR)에서 농림어업 부가가가치율(AVR)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방법2)
강원도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 추계방법에 따르면, 임업은 임산물생산조사의 임산물총
생산실적에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의 부가가치율은 산업연관표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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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활용한다.2)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데, 산업연관표에서 제공하는 부가
가치율은 ‘농림어업’으로 구분되고, ‘임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2014년까지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 
    
  
(3) 시도별 임산물총생산(FOR)에서 임업 부가가치율(δ2)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방법3)
방법2와 유사한 방법으로 임산물총생산에서 부가가치율을 곱하되, 산업연관표에서 구할
수 있는, 농림어업의 부가가치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물생산조사의 임산물생산
실적과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 중 임업을 통해 임업 부가
가치율을 계산하여 활용한다. 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 
    
  

where,   

(4) 임업순생산에(FIC)서 시도별 임가수(FNM)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방법4)
산림청, 임가경제조사의 임가소득액에서 임가수를 곱하여, 총임가의 소득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단, 임가경제조사에서 임업순생산, 즉 임가의 평균소득은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강원도와 타 시도를 비교 및 시군 단위 계측에는 한계가 있다. 식
으로는 다음과 같다.

   ∙   
    
  

2) “임산물의 산출액은 산림청의 임산물생산통계를 이용하여 정부서비스생산자의 산출액으로 처리되는
국유림, 공유림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역별 임업의 산출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는 산업연관
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추계한다.”(통계청(2013),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개념
및 추계방법｣,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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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별 지역소득 중 농림어업(AGD(i))에서 시도별 임가수(FNM(i))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하는 방법(방법5)
앞서 서술한 방법들은 모두 시도 단위 계측에서 사용될 수 있다. 시군 단위 계측을 위해
서는 시군마다의 특성이 반영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 농림어업
총조사에서 시군 단위로 식별되는 임가인구 수, 어가인구 수, 농가인구 수를 활용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부문을 전체 농림어업인가 중 임가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시군 단위 임업 총생산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어업인가의 소득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또한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농가인구와는 달리, 임가인구와 어가인구는 5년 단위로 계측
되므로, 데이터를 연단위로 보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

  
          

원 고 접 수 일 : 2019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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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치료를 활용한 강원도 자살예방정책 개선 방향성 연구
: 노인 자살예방 중심으로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점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현재 실시
되고 있는 강원도의 노인 자살예방정책에 대해서 검토한 후, 실시되고 있는 정책은 우울증 검사,
약품 보관 등의 선별적 또는 통제적 성격의 정책이 대부분이며 노인들의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수가 지역별 자살률에 비례하지 않아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자살 이유를 고립감 또는 외로움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정의한
후 소통을 활용한 인문치료 방법을 제시하며, 또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하는 것
이다.
연구방법은 강원도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살예방정책을 검토, 강원도의 지역별 의료 및 복지
시설 인프라 검토를 토대로 정책의 한계점을 탐구했으며, 인문치료의 치료 방법과 효과를 빌려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노인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로 불렸던 핀란드는 1980년대부터 자살에 대한 광범위한 원인분석을
통해 1992년부터 대책을 본격 가동했고, 우울증 등 극단적 심리불안과 같은 병적 증세를 정신 질환
으로 판별하지 않고 ʻ마음의 병ʼ으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자살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계속되었다. 상담을 토대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내담자 개개인에 맞춤식 관리를 형성하여
사회적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 주는 방식이었다. 이는 핀란드의 자살률이 대폭 낮아지는 결
과를 만들어냈다.
강원도 역시 핀란드와 같이 노인 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우울증 검사가 아닌
노인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
이라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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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3년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1위로
기록되었다(강원통계청, 2003).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면서 우리나라는 자살예
방기본계획을 2004년에 처음 수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5년 단위로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04~2008),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12~2018), 그리고 현재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16~2020)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이 해결해야 할 정책의제로 설정된
후 자살예방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 및 운용하는 등의 시
도를 해 왔지만, 2003년부터 13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늘 한국을
따라다녔을 정도로 제도 장치의 효과는 미미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60명으로
1990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7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116.2명이다.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노인인구 10만 명당 2013년 64.2명,
2014년 55.5명, 2015년 58.6명, 2016년 53.3명으로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속적으로 2~3배 이상 높아
노인의 자살률이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다.
노인층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층이 자존감이 낮고 고독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노인층은 더 이상 사회에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라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는 노인층이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소통이 단절되는
존재로 만든다. 인문예술치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
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
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노인층의 사회적 소통의 부재를 인문예술치료를 통해 해소하고 노인자살률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강원(15.7%)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요구되었고, 각 지역은 이를 시행하였다. 이에 강원
지역은 기초 209개소, 광역형 16개소에 해당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운영 및 지원하는 중
이며1)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중독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행복e음 보건
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심리적 부검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도내
일부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고령화와 자살 비율이 높은 군 단위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대상지역이 춘천 근교의 특정 시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는(김주원, 2014: 7)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2017), “2017년 정신건강 사업안내”,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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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사업에서의 접근성이라는 한계
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그 사업의 실효성의 입증과 강원도 특성에
맞춘 형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자살의 원인인 소통의 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한 후 소통을 중심으로 한 인문치료 예술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에 강원도
지역의 접근성 및 인프라 집중화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후 지역 특색에 가장 걸맞는
‘홈티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는 순으로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
1. 자살에 관한 이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자살을 “자살 행위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및
생리적 변인들에 주목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성적, 공격적,
충동적이고 완벽주의적이어서 융통성이 없거나 우울증에 잘 걸리는 성격 패턴을 갖는 경향
이 있다고 판단한다.(김지훈, 김경호, 2017)
자살에 관한 이론은 여러 관점 또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사회학적 모형, 심리학적
모형, 생물학적 모형, 스트레스-취약형 모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자살을 사회학적 모형에서
보았을 때, 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전쟁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사회적 존재
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개인이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없을 때나 사회응집력이
낮아 사회 문화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개인의 고립감이 높아질 경우에 해당한다.
심리학적 모형에는 정신역동적, 행동주의적, 인지적 접근 등이 있다. 정신역동적 접근은
Freud가 자살에 대한 통찰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는 우울증 환자에게서 관찰된 자기증
오가 본래는 사랑하던 대상에 대한 분노에 의해서 생긴 것이며, 그 대상에게 향했던 분노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 향해진 것으로 본다. 행동주의적 접근은 자살이 개인의 생활에서 지속
됐던 강화의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본다. 강화적인 자극이 없어짐으로써 개인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며, 이러한 경우 자살은 긍정적 강화를 의미한다. 인지적인 접근
에서는 정서･행동･인지의 영역 중 자살에 대한 인지적인 왜곡이나 역기능을 중시하였고, 이
러한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면 보다 적응적인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본다.
유전･생물학적 모형은 자살에 취약한 유전적 특질이 있다는 이론이다. Baechler(1979)는
“자살자와 그 가족의 자살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일반적으로 자살자의 가족이 다른 일반
사람에 비해 자살률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살을 일으키는 특질이
존재하며 이런 특질은 유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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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은 자살을 개인의 특성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입장
이다.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이상행동은 개인이 지닌 유전적 취약성과 개인이 속
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다.
이와 같은 자살에 관한 모형 중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모형과 심리학적 모형이 노인자
살률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판단하고 초점을 두기로 했다. 두 모형에 따르면 노인들이 빠
르게 발전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으며 고립감과 박탈감을 받게 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강화자극을 찾기란
쉽지 않으며 이는 개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자살이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고령층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정체성을
보장해 주고, 개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찾아주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층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력과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방법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이 근본적이다. 이는 지방 정부의 사회적 관심이 자살률과 부(-)의 관계를 가지며,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노인들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사회적 보호 장치 역
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중요성이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즉, 지방 정부
주도하에 노인의 자살 생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자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안정적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방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노인 분
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강원은 고령층의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과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자살고위험
군 관리강화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고위험군 선별 관리 및 생애주기별 상담지원>과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강화와 자살수단 접근성 제한>,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정책 추진사업을 통한
<자살실태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과 <강원도정신건강보건사업지원단의 자살예방 통합지
원>을 진행 중이다. 강원은 자살예방을 위해 여러 사업을 병행하여 자살률을 낮추는 데 효
과를 보였지만, 진행되는 사업의 구성체계는 우울증 검사를 통한 예방, 위기대응체제 구축,
응급실 기반의 자살시도자 관리 및 연계, 자살수단에의 접근성 관리 등의 통제적이고 수단
적인 자살예방책이 대부분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고령층 자살예방에 대한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의 제도적 접근의 효과는
입증되었지만, 치료적 관점에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사회복지나 정신보건 인프라를 늘리는
것보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늘리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자살예방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이라는
선행 연구결과가 있듯이 노인은 사회참여를 독려하여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되는 고립감과
박탈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개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심리 차원에서 우울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아 존중감 기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지훈, 김경호, 2016: 393-415)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내
적인 자원으로 주변 환경에 처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으로 향한 부정인 태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김지훈, 김경훈, 2016: 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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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인문치료를 활용해 보려 한다. 인
문치료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단순히 정신적･정서적 고통의
치유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봄으로써 가장 인간다운 삶을 지향
하도록 돕고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어가며 자아 존중감을 향상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치유법이다. 또한 인문치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실존적 문제들과 그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소통을 중요시한다. 경제적 어려움의 뒤를 이어 외로움이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의 자살이유라는 통계자료가 있을 만큼 노인자살예방에 소통을 활용
한 인문치료는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원 지역의 자살예방사업의 접근성에서의 한계점과 더불어 사전 검사 및 관리강
화에 치중된 자살예방사업의 치료적 관점에서의 부족한 점을 소통을 통한 인문치료적 접근
으로 보완가능 여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소통 중심 인문치료
서론에서 언급했듯 노인의 자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나 인프라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노인의 사회참여를 늘려야 한다. 사회참여를 늘리는 것은 정체성 혼란에서 비
롯되는 고립감과 박탈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어 자살 예방에 보다 효
과적이다.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집단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인문 치료를 선택했다. 여러 인문
치료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소통을 통한 치료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소외의 문제인데, 소외된 존재가 생겨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소통의
부재이다. 인문 치료는 소통의 문제를 완화시켜 사회 제반의 소외 현상을 개선해 나가는 치
료법이다.
소통의 구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예 소통을 못하게 되는 경우 소통의 대상들로부터 소
외당하게 되고, 이것이 심화되어 사회적 고립으로 발전되어 불안하고 불균형적인 정서 형태
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소통의 부재로 인한 소외는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이며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억눌린 자아나 혹은 인지 치료에서 논하는 그릇된 구성개념과 동일한 차
원에 위치시킬 수 있는 치료모델의 구성요소이다.(김익진, 2010: 347-348)
이렇게 개인 간의 소통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소외의 문제는 인문 치료의 입장에서 심리
치료나 정신과 치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소외나 부적응은 단순히 심리상
태나 정신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실적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 비용을 감당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의 경우 소외의 문제는 근본
적으로도 주로 사회적 소수가 겪고 있는 고통인 소외의 문제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아도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
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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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강원에서는 정신적 빈곤의 해결과 풍요로운 삶의 구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 인문 치료사업단에 의해 인문치료가 제창되
었다.
국내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는 인문 치료예술은, 인문학의 전통적 방식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며 미술, 영화, 음악, 연극 등의 예술적
기법들을 통합, 융합한 학제적 학문이다.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문 치료예술의
범위는 문학, 철학, 역사, 언어, 예술과 같이 넓고 다양하다.
인문 치료예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변형하여 각자의 입맛에 맞게 모델링하여 치유를 한
사례들도 간간히 볼 수 있다.(김익진, 2010: 358) 예시를 들자면 인문 치료 중에 그림치료를
활용하여 심리적 에너지를 치유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연구내용은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
는 노인들로 질적 관찰법을 사용해 총 30회기에서 노인들과의 대화 내용과 그린 그림을 관
찰하고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림그리기가 정서를 표현하고 소통능력이 함양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후반기에는 그림그리기 표현 기술이 다양
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심리적 유연성으로 연결되는 통합성이 높은 그림을 그려내 자신의
내면세계를 투사하고 자기표현의 표출을 한껏 드러내어 노인들의 기술 습득과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도록 촉진시켜 소통능력도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인문치료의 인프라가 사업단을 통해 구축되어 있는 강원도이기에 소통을 기반
으로 한 인문치료의 도입은 노인 자살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Ⅲ. 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과 강원도 현황 실태
1.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접근성
접근성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사용자 혹은 집단이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편리
하게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나타낸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
을수록 사용자나 집단이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접근성이 낮으면
사용자나 집단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정도에 따라서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여기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게이츠(1980)는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건으로 접
근성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접근성이 서비스 전달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다
양한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접근성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인식
적 장벽을 허물어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필수 선행조건이다. 이러한 중요성
으로 인해 접근성은 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의 필수적인 기준으로서 대부분의 연구에 적용되
었다.(선필호, 2012: 215-236)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의 수준을 높이
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인문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문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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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석하고자 하고, 강원 지역의
자살예방사업의 접근성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거주노인에 비해 농촌 지역의 거주노인의 자살에 대한 생각의 빈도 수와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나오면서, 시군구 단위의 보건복지 인프라의 수적 차이 또는 접근성에 따라 노인
자살률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된다.(Yoon, M. S, 2012: 213-238) 즉, 노인들의
의료, 복지 차원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자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등의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정신보건센터, 복지센터,
보건진료소와 같은 의료 및 복지 시설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은 유효하다. 현재
강원 지역 역시 각 시군구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 및 복지 시설을 통해 노인 분들에게 지속
적인 사회적 지지와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강원 지역의 의료 및 복지 시설이 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7년, 2018년 행정구역별 지역별 65세 이상 85세 미만 노인인구 수와 독거노인비율을
보았을 때 <표 1>과 <표 2>와 같다.
● 표 1 ● 시군별 65세 이상 고령자 수(명), 강원통계청
행정구역별

2017년

2018년

춘천시

84,681

88,344

원주시

85,374

89,236

강릉시

74,133

77,404

동해시

29,064

30,399

태백시

17,359

18,049

속초시

25,120

26,052

삼척시

28,258

29,117

홍천군

30,248

31,358

횡성군

22,477

23,467

영월군

19,146

19,907

평창군

18,862

19,687

정선군

16,676

17,203

철원군

17,225

17,839

화천군

9,491

9,798

양구군

8,132

8,409

인제군

11,208

11,608

고성군

13,806

14,267

양양군

13,944

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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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시군별 독거노인가구 비율(%), 강원통계청
행정구역별

2017년

2018년

춘천시

7.3

7.6

원주시

6.4

6.7

강릉시

9.3

9.6

동해시

9.6

10.1

태백시

11.7

12.8

속초시

9.3

9.7

삼척시

12.8

13

홍천군

12.1

12.6

횡성군

13.1

13.3

영월군

15

15.4

평창군

13.1

13.7

정선군

13.3

13.9

철원군

10.2

11.1

화천군

10.6

11.2

양구군

9.6

9.9

인제군

10

10.4

고성군

13.9

14.6

양양군

13.9

14.6

시군별로 보았을 때 춘천시, 원주시 같은 시 지역에 고령자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군 지역 고령자 수를 합한다면 시 지역과 비슷할 뿐더러 독거노인가구 비율로
보았을 때 군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고령자를 위한 보
건업 및 사회복지시설 수와 종사자 수는 <표 3>과 같이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높다.
● 표 3 ● 시군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와 종사자 수, 강원통계청
20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시군별

사업체(개소)

종사자(명)

강원도 전체

4,571

57,417

시

3,448

44,061

군

1,123

13,356

노인들의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의 수가 부족한 지역에 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에 대해 신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접근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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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같이 시군별 학교, 경로당, 문화시설을 현재 부족한 의료 및 복지 시설의 수는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표 4 ● 시군별 문화시설 수, 강원통계청, 2017
시군별

학교 시설

경로당(노인정)

문화시설

총합

시

128

1,533

66

1,727

군

136

1,455

68

1,659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이 사회참여 형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동창회나 향우회, 계모임 등의 친목모임을 제외했을 때, 경로당(노인회관)과 평생교육 프로
그램 또는 문화시설에 참여하는 비율이 20% 이내로 뒤를 잇는다.(장수지, 2017: 17)
즉, 소통의 부재, 고독과 같은 요인이 노인자살률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소통
과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인문치료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며, 노인인구 수가 많고 독거
노인의 수가 많은 지역이 높은 노인자살률을 보일 수 있음에도 해당 지역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사업체가 적다는 사실은 사회문화 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인문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Ⅳ.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1. 인문치료를 활용한 자살예방사업
강원 인문과학 연구소는 1년 간 강원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인문치료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바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들의 인문학에 관한 호기심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이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참여자들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무학에
서 대학졸업자들까지 섞여 있는 참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인문
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들의 자활의지를 가로막는 공통적인 문제를 찾는 일
이었다. 공통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들에게 자존
감이 두드러지게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김익진, 2013: 565).
기존 강원도의 고령층 자살예방사업은 앞에서 볼 수 있듯 치료적 측면, 접근성의 측면에
서 한계를 보인다. 2010년 이후 노인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의하면
자살예방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았다고 논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기존에 실시 중인 통제적이고 수단적 성격을 띠는 자살예방책의 한계점을 인문치료를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기존 자살예방 사업의 구조와 목표는 자살을 심리･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단면적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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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고, 단면적 접근의 문제점으로 인문･사회구조적 원인의 자살이 경시되는 경향이 발생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강원도 자살예방 사업은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강원도 자살예방 사업이 심리학적･사회과학적 모형의 자살을
대하는 단순한 대응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접근성과 단면적 접근의 문제점을 고려해 사업
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사업의 구조와 목표를 수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성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문･사회구조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인문학적 차원에서 노인층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으며 인문･예술학적 성격을
내포한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구조적 접근으로 강원도 자살 관련
센터가 극히 일부 지역에만 존재한다는 현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고령층 자살예방 프
로그램의 창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문치료 센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참여 독려 및 자아 존중감 회복
(1) 지역 내 시설을 활용한 인문치료 센터 구축
현재 강원도 고령층 자살예방사업은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대상 상정, 프로그램 창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방향성은 일부 효과를 보았으나 강원도 자살예방사업은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정보의 단면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사회･과학적 통계와 프로그램은 자살을 단편적 원인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과학적 자살의 원인 이외의 이유로 자살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들은 도움을
요청해야 할 국가의 정책에서 멀어졌다. 그러므로 기존 강원도 고령층 자살예방사업에서 실
시하는 사회･과학적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 즉, 심리치료, 사후관리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PTSD)센터와 같은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PTSD센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 혹은 트라우마 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상들을 이해,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띄는 독립 기관이다. PTSD센터는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전쟁, 군･경의 국가 치안을 위해 노력
하는 사람, 재해 등의 원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대
한민국 전국을 통해 봤을 때도 특정 직업군과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대중적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체계이지만, PTSD센터의 구조체계와 전문성을 본받는 인문예술학적 치유센터
를 설립한다면 강원도 고령층이 겪는 자살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 자살 예방에 대한 실질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PTSD센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문예술학적 치유센터가 운영된다면 기존의 사회과학적
자살예방 프로그램에서 대우하지 않는 자살 고위험군과 잠재적 자살 고위험군 즉, 강원도
대부분 고령층의 적극적 참여와 도 차원에서의 센터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실시하고 있던 사회과학적 접근이 상정한 대상을 고려하고, 사회과학적 치료
프로그램의 장점 또한 발휘할 수 있다.(강원발전연구원, 2014)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령층의 경우, 치유센터의 인문예술학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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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감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확보할 수 있다(신민주, 2017). 또한
인문예술학적 치유 센터를 통한 고령층의 적극적 인문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는 고령층을
위한 교육과 헬스 케어의 차원에서 실질적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차진태, 2019: 62-63).
일련의 센터 운영 과정을 통해 연 단위의 통계를 본다면 노인 교육의 발전을 통한 사회나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미미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강원도 고령층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임으로 인문예술학적 치유 센터는 그 자체로도 존재 가
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본문에서 논의한 PTSD 구조체계와 전문성을 띠는
인문예술학적 치유 센터는 기존 사회과학적 자살예방사업을 병행할 수 있고, 기존의 사업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자살 징후자와 잠재적 자살 징후자에 관심을 가져 사전 예방적 성격의
실질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 효과로 고령층의 센터활동은 자연스럽게 노
인교육과 헬스케어의 가치까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듯 인문예술학적 치유센터의 운영에 강원도 고령층 자살예방이 확실한 효과를 가져
다 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도시, 동네에 전문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원
도 내 센터 활성화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기존 기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
다. 강원도 내의 각 도시나 동네의 학교나 경로당, 기존 문화센터, 문화회관의 활용이 바로
그것이다. 강원도 내 예술회관이나 극장이라 불릴 수 있는 시설은 도시마다 하나씩 보유
하고 있다(강원도청, 검색일: 2019). 도시별 문화시설, 각 동네의 경로당, 학교와의 조정을
통해 인문예술학적 치유센터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자살
예방 사업으로서의 치유센터 방안이 불가능할 것임을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강원도 고령층 대부분에게 평등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주어짐을 의미할 수 있다.
(2) 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인문치료 프로그램
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등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인문치료와 예술치료를 병합한 인문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문과 예술을 병합한 치료방법도 많은 예시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를 더하고자 한다.
미술치료에 대해 먼저 논해 보자면, 미술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되
고 있다. 미술치료를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술 습득을 통한 미술치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술활동이 치료목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노인들에게는 미술 활동 자
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낯섦이 느껴지거나 긴장된 상태에서는 정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술 습득을 통
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필 드로잉교육을 접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기술 습득을 통한 그림 그리기 활동 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자발적이고 동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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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용으로 촉진되고, 개성적인 그림의 결과물은 자신감이라는 심리적 에너지로 전환되
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박서령, 2017: 7).
또한, 그리기 매체를 통해 무언가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회상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자기표현을 함으로써 내적 세계의 혼란, 우울 등의 감정과 소통
할 기회를 갖도록 해준다. 이 과정 안에서 자기표현이 그림으로 표출되고 그림으로서 수용
되는 지각경험들은 정서적 이완 및 해방감으로 연결되었고, 그림 속에 그렸던 소재에 대하여
주관적 느낌을 말로 표할 수 있는 용기로 연결되면서 안정된 정서표현의 장으로 촉진된다
(박서령, 2017: 8).
이야기 치료는 이야기 속의 인간의 고통에 주목하여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로 치료하는
마음치료이다(천명주, 2019: 2). 이야기 치료는 주로 기억이나 경험 등 자신의 삶과 연관된
이야기를 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회상하고 표출함으로써, 기억이나 경험을 토
대로 억눌린 감정과 고통을 직면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고통을 새
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노년기 우울과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생애 회고적 이야기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여인숙,
김춘경)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경험을 긍정적 의미로 재구성하는 데 이야기 치료가 회상집
단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Agnes와 Colin(2005), Caldwell(2005)의 제안이 우리
나라 노인의 우울과 죽음불안 감소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 치료와 이야기 치료의 효과들을 확인했다면, 본 논문의 제안으로 돌아가서 둘을 병
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이 센터에서 활용되는 만큼 미술 치료에서는
기술을 노인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이를 통해 우선 미술에 대해 흥미를 느
끼도록 해야 한다. 기술 습득을 한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이 묻어나는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한다. 그런 다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이야
기로 다시 재구성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미술치료를 통해 회상을 촉진
하고, 회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렇게 하면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으며, 둘을 한 번에 진행
함으로써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측면이 부담이 적어지고, 치료의 효과도 하나의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극대화될 것이다.
2) 홈티(Home Therapy) 프로그램을 통한 확보와 이에 따른 효과
(1) 홈티(Home Therapy)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성 확보
현재 대한민국에서 홈티(Home Therapy)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가정방문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홈티 프로그램은 특수교육이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
한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사가 가정에 방문해 심리학적 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홈티 프로그램의 성격을 띄는 다양한 종류의 방문치료는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효과를 증명해내고 있다. 뇌졸중이 동반되거나 어떠한 문
제로 인해 재가하는 장애인들에게 방문치료를 했을 때 여러 방면에서 큰 개선이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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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주정열, 2015: 426). 그리고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물리치료사를 대
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정방문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이 긍정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까지 방문치료의 필요
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주장하고 있다.
● 표 5 ● 가정방문물리치료에 대한 환자와 물리치료사의 인식 및 필요성(정대인, 김찬규,
고대식, 2014: 301)
매우 그렇다

A

B

C

D

E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Pt(n=96)

6(6.3)

16(16.7)

19(19.8)

53(55.2)

2(2.1)

PT(n=130)

10(7.7)

66(50.8)

26(20.0)

27(20.8)

1(0.8)

Pt(n=96)

11(11.5)

59(61.5)

15(15.6)

11(11.5)

0(0.0)

PT(n=130)

23(17.7)

69(53.1)

35(26.9)

2(1.5)

1(0.8)

Pt(n=96)

10(10.4)

63(65.6)

20(20.8)

3(3.1)

0(0.0)

PT(n=130)

12(9.2)

51(39.2)

55(42.3)

11(8.5)

1(0.8)

Pt(n=96)

8(8.3)

38(39.6)

47(49.0)

3(3.0)

0(0.0)

PT(n=130)

18(13.8)

59(45.4)

38(29.2)

14(10.8)

1(0.8)

Pt(n=96)

13(13.5)

67(69.8)

15(15.6)

1(1.0)

0(0.0)

PT(n=130)

17(13.1)

54(41.5)

51(39.2)

5(3.8)

3(2.3)

Pt: patient; PT: physical therapist; A: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인지; B: 방문물리치료는
필요하다; C: 방문물리치료 참여여부; D: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되면 환자에게 질적 치료가 가능하다; E: 재활팀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등) 도입 시 참여 여부

지금까지 논한 방문치료예술의 근거들이 물리치료, 보호가 필요한 아동 혹은 재가 장애인
이 대상이라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근거들은 공통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방문치료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눈에 띄게 입증한 것들이
다. 방문치료의 긍정적 효과와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홈티 프로그램 혹은 방문치
료의 프로그램은 자살예방 사업에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
원도 고령층 자살예방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의 접근성 문제로 고려되지
않는 대상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인문예술치료사나 구술사를 통한 홈티 프로그램이 자살예
방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지역은 본문에서 지적하듯이 자살예방 센터나 프로그램이 존재해도 극히 일부 지
역에 있으며, 넓은 강원도 지역의 고령층 혹은 자살 징후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불
가능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인문예술학적 치료센터를 강원도 모든 도시, 동네에서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홈티 프로그램
처럼 인문치료학적 치료 센터에서 심리상담사와 함께 인문예술치료가 가능한 자격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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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구술사나 인문예술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인문예술학적 치료센터의 구술사 혹은 전문적인 인문예술치료사가 배정된 지역 혹은 한 동
네에 방문을 하여 센터에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고령층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불가능한 대상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문치료사 프로그램 또한 현실적 문제로 양･질적 인재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 인재부족은 어느 분야에나 고민인 부분이다. 하지만
방문치료사 프로그램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각을 기존의 인재풀에서 더 넓게
바라본다면 오히려 강원도 도약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방문치료사 인재를 강원도 내 대학
생들에서 찾는다면 상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에게 방문치료사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방문치료사로서의 업무에 대해 일정 급여를 주거나 봉
사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인재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인의 소양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결국 방문
치료사 프로그램은 자살예방을 돕는 인문예술치료를 통해 소외된 자살 징후자, 잠재적 자살
노출자에게 자아 존중감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이고, 전문인문예술치료사와
방문치료사를 지원한 자격 갖춘 학생들에게는 일정 급여나 인문예술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 될 것이기에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구술을 활용한 홈티 프로그램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홈티 프로그램은 소통을 중요시한다. 홈티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경로당과 같은 노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홈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소통을 바탕으
로 한 치료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논문에서는 소통을 바탕으로 한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구술을 통한 인문치료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구술이라는 치료적 수단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구술자의 인생과 직면
하게 됨으로써 그것에 대한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술자의 안
전감, 명예 회복 및 자긍심 함양 문제 등에 대한 최고의 윤리의식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
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김귀옥, 2013: 161).
인간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과정에서 구조화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즉, 구술은 인간 내면이나 기억을 소리를 통해 발화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소통
속에서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김호연, 2010: 10). 구술을 통한 치료
방법은 단순히 구술이라는 것 그대로 말을 내뱉는 것과 같다.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치료냐고 할 수 있겠지만, 홈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확률
이 높다. 이들에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말하는 과정에서 구조화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홈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
인들은 파견된 상담사와 소통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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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되어 있던 사회적 관계를 상담사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에도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나 센터의 전
문 상담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가
정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홈티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상담이 필요한 노인
들이 소통을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흘러
가,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강원도 내의 대학생 인재들을 양성해 그들을 홈티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면, 인재양성과 더불어 강원도 노인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Ⅴ. 결 론
노인의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강원도는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
라 구축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이 시행되었다. 강원은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중독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심리적 부검사
업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살예방사업의 내용이 정신질환 변별을 위한 시험의 성격과
약물 통제와 같은 구조적 성격에 집중되어 있고, 춘천 근교의 특정 시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경제적 어려움의 뒤를 이어 외로움이 노인 분들의 자살이유로 선정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외로움은 노인 자살률에 큰 영향을 끼치며, 외로움은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이는 개인의
자아 존중감의 수준에 따라서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연구를 토대로, 소통을 중심으로 한
인문치료를 노인 자살예방사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판단이라 결론을 지었다.
인문치료를 활용한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강원도의 실태에 맞추어, 현재 강원 인문과학 연구
소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 인문치료의 학문이 다양하여서 치료법 역시 다양
하다는 점, 의료 및 복지시설이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는 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강원은 학교나 문화시설 같은 시설을 활용하여 인문학교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2)을 들어 기존 시설(학교, 경로당, 문화시설)을 활용한 인문치료 센터 운영과 인문치료를
활용한 홈티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았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소외의 문제이며, 이는 노인 분들도 예외는 아니
며, 오히려 노인 소외는 더욱 심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이 개막되면서 자살예방
사업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현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적 지
원을 확대하는 방향보다 다양한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이 강원도 자살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다.

2) 강원대 인문예술치료학과의 유강하 교수는 관계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문치료
모델 학교-‘꿈집’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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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과 영상차분 기법을 이용한 산불
및 화재감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re Detection by Deep Learning and Image
Differential

류진규(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스마트안전시스템전공)

딥러닝과 영상차분 기법을 이용한 산불 및 화재감지에 관한 연구
2014년 이후 4년 간 통계에 따르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감소하지 않아 산불 예방과
관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주로 적용되는 산불감시장비는 자동형 인공지능 방식보다는 인력에
의한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장비이다. 게다가 재난상황 판단도 인력 중심이어서 완전무인형 감시
장비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차분을 통해 움직임이 발생한 영역을 검출하고 이를 검출후보영역으로
이용하여, 딥러닝 기반의 합성곱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 상황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데이터 셋은 불꽃, 연기 그리고 연무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연무데이터 셋 학습을 통해 영상 전체
영역에 대해 옅게 퍼진 형태의 연기도 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성상의 화재감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이러한 실시간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의 인력에 의존한 산불 모니터링시스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드론 등을 이용한다면 광범위한 산림지역의 산불감시를 통해 피해규모를
줄이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 Study on Fire Detection by Deep Learning and Image
Differential
According to the fire statistical yearbook after 2014, the fire frequency has not decreased
despite many efforts to prevent forest fi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he method of forest
fire prevention and management is improved.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limits of the currently-used monitoring systems and devise
a fire detection algorithm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ase on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and image differential technique.
The data set for detecting forest fires is composed of the three types : flame, smoke,
and mist. By training the smoke data, it was also possible to detect a lightly-spread form of
smoke over the entire area of the image, allowing detection of fires that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By using these real-time video analysis algorithms, it is possible to respond faster to
disasters than the existing forest fire monitoring systems which depend on human resources.
If drones are use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further reduce and prevent forest fires
through wide rang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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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19년 4월 도로변 전신주에서 발화되어 강풍을 타고 확대된 강원도 고성, 속초 산
불은 3일 동안 축구장 1,000개 규모인 700ha의 산림을 소실시켰고, 소방청의 최고 대응
수준에 의한 신속한 출동으로 더 큰 참사를 막아내며 진화되었다.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삼척 등 5개 지역 산불, 2005년 낙산사 산불과 2014년 이후 4년간 통계를 볼 때 다양하고
많은 산불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 발생 빈도의 감소 추이가 보이지 않으며, 봄철 건조한
날씨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예
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4년 간 발생한 산불 건수의 경우 2015년에 공유림 등에서 총 1,736건의 산불이 발생
하였고, 2016년에는 1,321건, 2017년에는 1,467건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또한 국유림이나 공유림에 비하여 사유림에서 산불화재 발생 빈도가 6배 이상
높은 것을 보면 관리주체에 따라 발화원에 대한 사전 관리와 방법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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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2015-2017년 산불 발생 통계
산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동대처를 위한 신속한 인력투입을 통해 골든타임을 지키
거나 산불의 발생을 직접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광범위한 면적과 개방된
공간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첨단기법의 도입을 통해 감시 인력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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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과 방법
현재 산불감시 카메라는 조망형 1,063대, 밀착형 385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그림 2>.
이 중 일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범죄 예방용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어 산불감시에 적합
하지 않은 장비들도 함께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림 2 ● 조망형과 밀착형 산불감시 카메라
또한 현재의 산불감시장비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형태보다는 인력을 통
한 감시로 영상장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직접 재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완전무인형 산불감시장비로서 활용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갖는 종래의 화재감지 시스템을 보완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영상 전처리기법들을 통해 정확도를 보완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의 화재감지를 위한 기존연구로는 Y. Wang이 2016년 연구 발표한
광학흐름(optical flow)과 이미지의 질감 특성에 기초한 화재연기 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영상에 대해 가우스 혼합 모델링과 배경차분을 통해 유동하는 물체를 검출후보로 추출
하게 되고, 이러한 연기 특성추출을 통해 연산부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검출된 후보영역에 대해 LBP(local binary pattern) 및 LBPV(Local Binary Pattern
Variance) 기법을 통해 해당 영역의 질감특성을 추출하고, 이미지 피라미드에 기초한 광학
흐름기법을 통해 추출된 영역의 움직임 특성을 추출하게 된다. 이렇게 추출된 두 가지 특성
을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통해 연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다른 연구로 SG. Kong이 2016년에 발표한 영상 내에서 색상의 성분 비율과 움직임
특성을 적용해 화재를 검출하는 연구를 하였다. 영상이미지의 YCbCr 색공간의 색상 성분비
율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화재일 확률을 분석하고 설정된 임계값을 넘게 될 경우 화
재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화재발생 후 평균 탐지시간이 1.81초 정도로
빠르고 기존에 연구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의 화재감지 모델들보다 감지속도 대비 오작동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객체검출을 위한 단순한 영상분석이나 색상 성분비율을 통한 분석
알고리즘으로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 감시시스템이 갖고 있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을 이
용한 화재감지(불꽃, 연기, 연무 등)의 접근방법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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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곱신경망의 경우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모델로 2016년
알파고(alphago)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이 연구 분야에서 연구자들
은 사람의 시각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 작업을 분석해 왔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
및 영상을 수집, 처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 현실에서 수치 또는 기호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쉽게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딥러닝은 컴퓨터의 성능과 데이터의 크기가 큰 영상콘텐츠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대중성 때문에 과거에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산에 소모되는 시간과 하드웨어의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과거에는 신뢰성이 떨어져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고
성능 그래픽 처리장치를 이용한 병렬처리 형태의 인공신경망 연산을 통하여 빠르고 광범위
한 이미지 처리와 복잡한 통계예측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하드웨어의 발전을 통해 2012년 앤드류 응(Andrew NG)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와
구글은 16,000개의 컴퓨터를 사용해 1,000,000,000개 이상의 신경망으로 구성된 심층신경
망을 개발하였고, 이 심층 신경망은 유튜브(Youtube)로부터 10,000,000개의 이미지를 추출
해 분석한 후 컴퓨터 자체에서 고양이와 사람 사진을 분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심층신경망을 통하여 고양이의 전체적인 특징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을 학습
하는 데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최근 연구결과들을 보면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능력은 이미 인간의 능력을 앞서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미지 데이터셋의 수집과 반복학습을 통해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것은 기존의 고전적인 객
체감지 알고리즘들보다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화재에서 발생하는 불꽃 및 연
기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셋(dataset)을 구성하여 딥러닝 학습에 사용한다면 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진보된 화재감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화재감지 방법은 <그림 3>과 같이 수집된 화재 관련 이미
지를 딥러닝기반의 합성곱신경망모델의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사용되고, 이 때 화재이미지를
불꽃, 연기, 연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에 대해
테스트 영상으로부터 영상전처리과정을 거쳐 영상 내에서 움직임이 발생한 영역을 관심영
역으로 사용하여 화재 여부에 대해 추론하게 된다.
테스트 영상 입력

영상전처리
관심영역추론

웹으로부터 이미지
데이터셋 수집

화재패턴분리
불꽃, 연기, 연무

합성곱신경망모델
학습

● 그림 3 ● 연구방법

화재여부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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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화재 시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고, 연무가 형성된 실내 이미지를 추가로 학습
하여 실내 전체 영역에 대해 연무 형성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꽃이나 연기
의 움직임 혹은 특징을 감지하기 어려운 연무 형태의 화재가 발생하여도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인공지능기법의 이론적 배경
1. 딥러닝
딥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반복학습을 통해 데이터를 정의하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기반의 기계학습 분야 중 하나이다. 신경망 계층이 다층구조로 이루
어져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이라고도 하며,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
(output layer) 사이에는 한 개 이상의 은닉층(hidden layer)을 포함한다<그림 4>.
과거의 딥러닝은 과적합(overfitting) 문제나 학습연산에 필요한 많은 시간 등으로 인해
인공신경망의 층을 깊게 쌓기에는 비용적 제약이 커 활용도가 높지 않았으나, 현재는 하드
웨어의 성능 대비 가격하락과 GPU의 병렬처리 기법의 개발을 통해 심층신경망 형태의
깊은 학습을 실행하기에 용이해졌다.
특히 본 논문에서와 같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의 적용을 위해 영상 및 이미지로부터 전
처리 분석 및 학습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나, 현재는 개인용
컴퓨터 수준의 사양으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해졌다.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 그림 4 ● 은닉층을 포함한 딥러닝 구조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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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사하강법
딥러닝 이론의 바탕이 되며,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손실함수(loss function)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가중치 에 대한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뜻
하는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통해 손실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된다. 여기서 경사하강법의 학습률(learning rate)을 작게 설정하면, 손실 감소를
위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점과 지역 최소값(local minimum)을 학습의 최종점인 전역
최소값(global minimum)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학습을 제대로 종료하지 못할 수 있다. 반
대로, 학습률을 크게 설정하여 학습을 진행할 경우, 최소값으로 빠르게 접근하게 되지만 최
소값 주변으로 발산하게 되어 전역최소값을 찾지 못할 수 있다. <표 1>은 기계학습 알고리
즘에서 손실의 최소값을 구하는 선형회귀 및 손실함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 표 1 ●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들
알고리즘

설명
⦁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모델은 회귀함수    가 입력 벡터  에 대해 선형이
라고 가정할 때, 이에 대응하는 스칼라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선
형회귀분석에서, 독립적인 회귀변수     으로부터 미지의 모델 파라미터를

선형회귀

학습한 선형 예측함수를 사용하여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와 가장 비슷한
값 
 를 출력하는 함수    를 찾는 것이다. 선형회귀 모델의 가장 간단한 형식은
입력 변수의 선형 조합으로 구성되며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 손실함수는 신경망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손실함수 혹은 다른 표현으로 비용함수
(cost function)라고도 한다. 손실함수는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 사이에 발생하는 오차값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 이 손실함수의 값이 최소화되도록 가중치와 편형의 값을 찾는 것이 학습의 목표이다.
주로 기계학습 모델에서는 평균제곱오차와 교차엔트로피 오차가 손실함수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실함수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로써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손실함수











  

(2)

⦁ 교차엔트로피 오차(cross entropy error, CEE)는 학습모델이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으로 적용되었을 때 주로 사용되는 오차 계산법으로 식 (3)과 같이 표현
된다.

 

′ log  






(3)

여기서  는 분류하고자하는 라벨의 개수이고  는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값에 해당
되며 ′ 는 실제 정답인 라벨의 값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델이 예측한 값을 자연로그로
취한 뒤 실제 정답값을 곱하고 전체 라벨의 값을 더해주는 형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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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곱신경망
합성곱신경망은 딥러닝분야에서 이미지인식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되고 있다. 합성곱신경망은 이미지로부터 추상화된 특징을 추출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2012
년에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를 통해 기존 인공지능
모델들의 성능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으며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사용된 신경망은 인접하는 계층의 모든 뉴런이 결합된 Affine 계층이라는 이름으
로 구현된 완전연결(fully connected) 형태였다. Affine 계층구조는 1차원 데이터만을 입력
받기 때문에 3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환하여 입력해야 한다. 이때 3차원 데이터의 공
간적 특징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합성곱신경망은 인접한 픽셀간의 특징을
유지하며 3차원 정보를 그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픽셀의 공간적 특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다. 합성곱 연산은 이미지내의 모든 픽셀에 대해 반복을 통해 처리하게 되며 합성곱 필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합성곱계층은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합성
곱을 수행하여 계층의 특징(feature)을 추출한다. 합성곱 연산을 통해 추출된 특징은 다시
특징맵(feature map) 위에 올려지게 된다<그림 5>.

    
    
           



(4)

● 그림 5 ● 합성곱계층 연산을 통한 특징맵 생성
그리고 풀링계층을 통해 특징맵의 크기를 줄이는 다운샘플링(down sampling)과정을 거치
게 된다. 2차원 이미지( ×  )에 대해서  ×  크기의 필터를 모든 위치에서 합성곱
연산이 될 수 있도록 이동시키고, 스트라이드(S)와 패딩(P)을 적용하여 출력되는 특징맵의
크기( ×  )는 식 (4)와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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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재감지 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및 추론에 대한 전체 흐름은 <그림 6>과 같다.
하단과 같이 영상으로부터 추론 수행 시 불꽃이나 일반적인 연기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영상
화면 내에서 유동적인 움직임이 존재하므로 영상 전처리기법을 통해 움직임이 발생한 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영역으로 검출하여 합성곱신경망 모델을 통해 불꽃이나 연기에 해당되는지
추론을 하도록 하였다.

● 그림 6 ● 합성곱신경망의 학습과 영상분석을 통한 화재감지 분석의 절차
하지만 연무형태의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델은 관심영역이 아닌 영상 전체 영역에 대해
연무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검출방법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였다. 그림
상단 부분은 이미지데이터의 학습 과정으로, 사용된 데이터셋의 종류는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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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화재감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의 종류
좌측부터 불꽃(flame) 데이터셋, 연기(smoke) 그리고 연무(haze) 데이터셋 순으로, 연구
초기에는 화재를 감지하기 위해 단순히 불꽃과 연기에 대한 데이터셋을 습득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화재 영상에서는 초기에 불꽃이나 연기의 유동이 보이기도 하지만 공간
안에 안개 즉, 연무형태로 연기가 옅게 퍼지며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형상의
차이로 화재가 진행될 때에는 <그림 7>의 좌측과 같이 화재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불꽃데
이터셋과 연기가 확산되는 형태가 보이는 연기데이터셋 그리고 실내 전체에 천천히 연기가
퍼진 연무 형태의 데이터셋 3가지로 구분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데이터셋의 수는
<표 2>와 같다.
● 표 2 ● 화재감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의 수
Dataset

Amout

Flame

870

Smoke

922

Haze

1200

각각의 데이터셋은 순수한 학습에 필요한 학습셋(train set)과 학습 도중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증셋(validation set)으로 8대 2 비율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였다.

1. 영상차분을 통한 후보영역 검출
Faster R-CNN 등과 같은 R-CNN 기반의 후보 위치영역 검출과 합성곱신경망을 통한
분류방법은 합성곱신경망 모델을 통해 단순 분류만 하는 경우보다 이미지 내에서 객체의
위치까지 검출한다는 점에서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하드웨어의 연산과 시간 소모가 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에서 일정 시
간차가 존재하는 두 프레임을 차분하여 영상 내에서 움직임이 발생한 부분을 관심영역으로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식 (5)는 일정 간격 프레임에 대해 차분을 통해 관심영역을 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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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은 처음 저장된 영상 프레임이고  는 일정시간 뒤의 영상 프레임으로 두 개의 차분을
통해 임계값(threshhold)  보다 큰 경우 움직임이 발생한 영역으로 판단하여 관심영역으로
사용되게 된다. 그리고  프레임이 저장된 시점에 다시 새로운 영상 프레임이  에 저장
되고 위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영상차분을 수행하기 전 각 프레임은 카메라의 센서나
디지털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노이즈들로 인해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변화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우시안필터를 통해 해결하였다.
또한 영상 전처리과정에서 가우시안필터링을 사용함으로써 검출된 픽셀의 중앙은 큰
가중값을 갖고 중앙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은 가중값을 갖게 하였다. <그림 8>의 좌측은
영상 전처리기법을 통해 움직임이 발생한 영역으로 검출후보로 추출하고자 하는 원본영상의
한 장면이고, 이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차분을 한 데이터를 가우시안 필터링을 수행한 결
과가 우측에 해당한다. 영상 내에서 변화가 클수록 밝게 나타나고, 작을수록 어둡게 나타난다.
여기서 영상 내에서 노이즈일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은 설정된 임계값에 의해 무시된다.

● 그림 8 ● 원본영상으로부터 시간차가 있는 두 프레임의 차분 결과
관심영역은 <그림 9>와 같이 필터링된 영상과 인접한 픽셀들을 합성하여 구성된다. 이들
인접한 픽셀들은 임계값 이하에서 삭제되어 생성된 픽셀데이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우측에 보이는 것이 최종적으로 움직임이 발생한 관심영역을 검출후보로 형광색 바운딩
박스(bounding box)로 처리하여 나타내었다.

● 그림 9 ● 차분결과 픽셀의 확대와 결합을 통해 최종적인 관심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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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에서 사용된 합성곱신경망 모델
본 연구에서 합성곱신경망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인터프리터(interpreter)방식의 프로그
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사용하였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케라스(keras)를 통해
신경망을 구성하였다. 과거 케라스는 텐서플로우(tensorflow)와 함께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였으나 현재 케라스는 텐서플로우와 통합되어 사실상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라이브러리가 작동된다. 케라스와 텐서플로우 이외에 테아노
(theano), 토치(torch) 등이 있으나, 합성곱신경망을 구현하기에 가장 직관적인 모델인 케라
스를 이용하였다.
합성곱신경망계층의 구성에서 입력이미지의 크기는  × (pixel)크기에 3가지 RGB
컬러로 구성된 일반적인 포맷의 이미지파일을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다<표 3>.
● 표 3 ● 학습을 위해 사용된 합성곱신경망계층의 구성
Layer

Size

Kernel Size

Activation

Input Image

120x120x3

-

-

Convolutional

120x120x32

3x3

ReLU

MaxPooling

40x40x32

2x2

-

Convolutional

40x40x64

3x3

ReLU

Convolutional

40x40x64

3x3

ReLU

MaxPooling

20x20x64

2x2

-

Convolutional

20x20x128

3x3

ReLU

Convolutional

20x20x128

3x3

ReLU

MaxPooling

10x10x128

2x2

-

Dropout

50 %

-

-

FullyConnected

1x512

-

Sigmoid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합성곱계층을 사용하였고 계층 사이에는 다운샘플링이 목적인
풀링 계층이 존재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크
게 다운샘플링을 하게 될 경우 이미지의 특징 손실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불꽃이나 연기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의 경우 형상이 일정치 않아  × 크기의 최소한의 커
널사이즈로 풀링 계층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 문제를 줄이고자
합성곱-풀링 계층 마지막 단에는 50%의 노드 가중값 탈락률을 갖는 드롭아웃을 추가하였고,
최종계층의 활성화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여 찾고자 하는 객체인지 아닌지 두 가지로
분류하도록 설계하였다.
불꽃 이미지의 원본과 특징맵을 디지털 이미지로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상단에 있
는 것은 원본 화염 이미지이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첫 번째 합성곱계층의 합성곱 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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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징맵에 담겨진 것을 시각화한 것으로 32개의 합성곱커널이 생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이때에는 합성곱연산이 수행되더라도 원본사진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와 특징들이 유
지된다. 아래측의 그림은 마지막 다섯 번째 합성곱계층의 특징맵을 시각화한 것으로 128개
의 커널이 합성곱을 수행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합성곱계층이 깊어질수록 이미지는 변화
하여 큰 특징이 될 만한 부분이나 윤곽만 남기고 이외의 노이즈나 필요치 않은 정보는 사
라지고 추상화되게 된다.

● 그림 10 ● 합성곱연산이 수행된 특징맵의 시각화

3. 합성곱신경망 모델의 학습 및 검출결과
불꽃데이터셋에 대한 합성곱신경망 모델의 학습결과 정확도와 손실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11>과 같으며. 파란색 곡선은 학습데이터셋을 학습하고 다시 학습데이터셋으로부터
분류에 대한 정확도(train_acc)와 정답에 대한 신경망 모델의 오류 지표인 손실(train_loss)
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증가할수록 손실은 반비례하여 줄어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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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주황색 곡선은 앞서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분류해 놓은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검
증용 데이터셋을 통해 정확도와 손실을 평가한 것이다.

● 그림 11 ● 불꽃데이터셋의 학습 정확도와 손실 그래프
이때 학습데이터셋의 정확도는 높은데 검증데이터셋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 차이가 큰
경우 과적합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과 검증데이터셋의 정확도가 유사하게 나
타날 때는 과적합 없이 학습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확도와 손실의 수치
가 일정 수준에 머무르고 수렴하는 학습 횟수에서 학습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각각 연기와 연무데이터셋을 학습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
로 연기보다 연무데이터셋에 대한 학습 정확도가 빠르게 도달하여 불꽃이나 연기데이터셋
보다 조기에 학습을 종료하였다.

● 그림 12 ● 연기데이터셋의 학습 정확도와 손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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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 연무데이터셋의 학습 정확도와 손실 그래프

<그림 14>는 학습한 합성곱신경망 모델의 평가를 위해 영상으로부터 움직이는 영역을
관심영역으로 추출하여 해당 영역의 불꽃 여부를 추론한 결과를 나타낸다. 추출된 영역은
합성곱신경망을 통해 학습된 모델에 입력되어 추론을 하게 된다. 이때 불꽃으로 판단되면
빨간색 바운딩 박스로 나타내게 하고 불꽃이 아닐 경우 파란색 바운딩 박스로 나타나게 하
였다.

● 그림 14 ● 영상내에서 움직임 검출과정과 불꽃의 검출 결과
<그림 15>는 영상 내에서 연기를 검출한 것으로 불꽃의 추론과 마찬가지로 추출된 관심
영역이 연기일 경우 빨간색 바운딩 박스로 나타내고 움직인 물체가 사람이나 다른 객체일
경우에는 파란색 바운딩 박스로 나타낸다.

116｜ 강원논총 2019년 제10권 제2호

● 그림 15 ● 영상 내에서 움직임 검출과정과 연기의 검출 결과
<그림 16>과 <그림 17>은 실내 전체 영역에 대해 연무의 형성 여부를 추론한 결과로써,
영상으로부터 별도의 관심영역 추출을 하지 않고 입력 이미지가 연무가 형성된 실내인지
판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16 ● 연무가 형성된 실내 이미지에 대한 추론 결과

● 그림 17 ● 연무가 형성되지 않은 실내 이미지에 대한 추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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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연무가 형성된 실내 이미지의 추론 결과 중 일부이며 합성곱신경망 모델로
부터 연무가 형성된 실내로 추론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7>은 연무가 형성되지 않은
실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연무가 형성되지 않음을 추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그림 가장 아래에 있는 수치는 모델이 예측한 객체일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0.5 이상일
경우 연무가 형성된 실내이며, 0.5 미만은 연무가 형성되지 않은 실내로 추론하게 된다.

4. 검출결과에 대한 정확도 평가
합성곱신경망 모델을 통한 불꽃 및 연기 그리고 연무 검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식 (6)의 정확도, 식 (7)의 정밀도 그리고 식 (8)을 통해 검출율을 구하였다.

  
   
      

(6)



Pr   
  

(7)


  
  

(8)

TP(true positive)는 영상 관심영역 내에서 화재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인공지능 모델이
해당 객체로 올바르게 판단한 횟수에 해당되고, FN(false negative)은 화재가 존재하지만
인공지능 모델이 화재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FP(false positive)는
화재와 관련이 없는 영상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화재로 잘못 판단한 경우, TN(true
negative)는 화재가 아닌 것으로 올바르게 판단한 경우이다.
<표 4>는 화재영상으로부터 움직임을 검출하여 불꽃으로 합성곱신경망 모델이 올바르게
판단한 횟수와 비화재영상으로부터 불꽃으로 검출한 횟수를 기록한 것이다. 영상 하나당 모
델이 추론한 장면들 중 50장씩 임의로 선별하여 올바르게 추론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마찬
가지로 연기가 발생되는 화재영상과 비화재영상에 대해서도 50장씩 선별하여 올바르게 추
론하였는지 <표 5>에 기록하였다. <표 6>은 연무이미지와 연무가 아닌 이미지에 대한 추
론결과를 기록하였다.
● 표 4 ● 불꽃 및 비화재영상에 대한 불꽃 추론 평가
Model

Flame
dataset

Flame
video

Predict
(TP)

Non-flame video

Predict
(FP)

Video 1

46/50

Video 1

5/50

Video 2

43/50

Video 2

6/50

Video 3

44/50

Video 3

5/50

Video 4

42/50

Video 4

4/50

Video 5

45/50

Video 5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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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연기 및 비화재영상에 대한 불꽃 추론 평가
Model

Smoke dataset

Smoke
video

Predict
(TP)

Non-smoke video

Predict
(FP)

Video 1

42/50

Video 1

8/50

Video 2

39/50

Video 2

3/50

Video 3

43/50

Video 3

6/50

Video 4

41/50

Video 4

4/50

Video 5

46/50

Video 5

9/50

● 표 6 ● 연무 및 일반실내 이미지에 대한 추론 평가
Model

Haze image
(TP)

Non-Haze image (FP)

Haze dataset

49/50

3/50

이를 통해 식 (6)~식 (8)을 이용하여 평가지표들을 구하게 되면 영상에서의 불꽃감지는
정확도 88.2%, 정밀도 88.3% 그리고 검출율은 88%를 기록하였고, 연기이미지의 감지 정
확도는 86.2%, 정밀도는 87.5% 그리고 검출율은 84.4%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연무감지의
경우는 정확도 96%, 정밀도 84.2% 그리고 검출율은 98%로 나타났다. 불꽃 및 연기이미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보였으며, 객체의 외형적 특징을 학습하는 불꽃 및
연기데이터셋의 정확도보다 더 낮게 나올 것이라 예상한 이미지 전체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 연무데이터셋에 대한 평가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Ⅳ. 결 론
최근 합성곱신경망 기반의 이미지 분류모델뿐만 아니라 이미지 내에 객체에 대한 위치영
역정보까지 예측하는 객체검출 모델들 또한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상차분을 통하여 움직이는 객체를 관심영역으로 추출하여 이를
합성곱신경망을 통해 화재 여부를 추론하도록 하여 기존 객체검출기법들이 픽셀 전체에
대해 특징들을 검색하면서 발생되는 연산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영상 전처리를 통해 관심영역에 대한 불꽃 및 연기 검출을 하였으며, 추가로 실제
산불발생시 카메라 영상에서 불꽃이나 연기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전체 영역에 대해 연무형태의 연기 형성 여부 또한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기검출의 경우 불꽃과 달리 빛을 투과하여 반투명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감지의 어려
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불꽃의 검출보다는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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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초기에는 불꽃, 연기, 연무 세 가지 유형 중 영상의 전체 영역에 대한 특징을 이해해
야 하는 연무감지가 가장 정확도가 낮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학습
과정에서도 가장 빠르게 낮은 손실과 높은 정확도에 수렴하였고, 실제 검출결과에서도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딥러닝 기반의 합성곱신경망 모델이 단순히 사물의 형태를 학습하는 것만이
아닌 이미지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학습하는 것에도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데이터셋의 보강, 모델의 추론 결과에 대한 확률의 임계값
설정 조정이나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한다면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가 예상된다. 또한 딥러닝
기반의 산불감지기술을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체를 통해 활용한다면 넓은 범위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산불로부터 국토와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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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딥러닝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화재감지 프로그래밍
1. 케라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모델의 화재이미지 학습 프로그램
#케라스 초기화
model = Sequential()
#첫 번째 합성곱계층 파라미터 설정, 입력이미지는 120x120크기에 3컬러 포맷
model.add(Conv2D(32, (3, 3), padding="same", input_shape = (120,120,3)))
#합성곱계층 이후 ReLU 함수를 활성화함수로 사용
model.add(Activation("relu"))
#다운샘플링을 위한 풀링계층 파라미터 설정
model.add(MaxPooling2D(pool_size=(3, 3)))
#두 번째 합성곱계층 파라미터 설정
model.add(Conv2D(64, (3, 3), padding="same"))
#합성곱계층 이후 ReLU 함수를 활성화함수로 사용
model.add(Activation("relu"))
#세 번째 합성곱계층 파라미터 설정
model.add(Conv2D(64, (3, 3), padding="same"))
#합성곱계층 이후 ReLU 함수를 활성화함수로 사용
model.add(Activation("relu"))
#다운샘플링을 위한 풀링계층 파라미터 설정
model.add(MaxPooling2D(pool_size=(2, 2)))
model.add(Dropout(0.5))
model.add(Conv2D(128, (3, 3), padding="same"))
#합성곱계층 이후 ReLU 함수를 활성화함수로 사용
model.add(Activation("relu"))
model.add(Conv2D(128, (3, 3), padding="same"))
#합성곱계층 이후 ReLU 함수를 활성화함수로 사용
model.add(Activation("relu"))
#다운샘플링을 위한 풀링계층 파라미터 설정
model.add(MaxPooling2D(pool_size=(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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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해 3차원파라미터를 1차원을 변형
model.add(Flatten())
#1차원으로 변형된 데이터는 512x1크기로 변형
model.add(Dense(512))
#이후 ReLU 함수를 활성화함수로 사용
model.add(Activation("relu"))
#과적합을 줄이기 위한 드롭아웃 설정
model.add(Dropout(0.5))
#클래스 개수
model.add(Dense(1))
#한가지 클래스에 대해 참 혹은 거짓 이진분류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사용
model.add(Activation("sigmoid"))
#최소화 알고리즘은 아담(adam optimizer)를 사용하고 손실함수는 교차엔트로피로 설정
model.compile(optimizer='adam', loss = 'binary_crossentropy', metrics = ['accuracy'])
↓

↓

↓

↓

이하생략

2. 영상 전처리를 통한 관심영역 추출 및 인공지능 추론 프로그램
#케라스 초기화
model = Sequential()
#부록 1번 단계를 통해 생성된 학습모델 로드
model=load_model("flame.h5")
while True:
#첫 번째 프레임을 읽어서 frame 변수에 저장
frame = vs.read()
#읽을 프레임이 없으면 프로그램 종료
if frame is None:
break
#저장된 프레임은 폭 500픽셀로 변환
frame = imutils.resize(frame, width=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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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변수에 frame변수로부터 읽어온 BGR색상채널프레임을 회색조로 변환하여 저장
gray = cv2.cvtColor(frame, cv2.COLOR_BGR2GRAY) #default COLOR_BGR2GRAY
#gray 변수에 저장된 프레임에 가우시안흐림 효과 적용
gray = cv2.GaussianBlur(gray, (3,3), 0) #default gray (21,21),0
#firstFrame 변수에 최종 변환된 프레임 저장
firstFrame = gray
# 0.2초 정지
time.sleep(0.2)
#frame2 변수에 4프레임 연속저장
frame2 = vs.read()
frame2 = vs.read()
frame2 = vs.read()
frame2 = vs.read()
#frame2 변수에 앞서 저장한 프레임을 폭 500픽셀로 변환하여 저장
frame2 = imutils.resize(frame2, width=500)
#frame2 변수에 저장된 프레임을 BGR컬러채널에서 회색조로 변환하여 저장
gray2 = cv2.cvtColor(frame2, cv2.COLOR_BGR2GRAY) #default COLOR_BGR2GRAY
#가우시안흐림효과 적용
gray2 = cv2.GaussianBlur(gray2, (3,3), 0)
#secondFrame 변수에 저장
secondFrame = gray2
#frameDleta 변수에 앞서 저장한 두 프레임을 차분하여 결과 저장
frameDelta = cv2.absdiff(firstFrame, secondFrame) #subtract
#차분한 결과값에 대해 변화량이 적을 경우 필터링되고 임계값이상만 유지
thresh = cv2.threshold(frameDelta, 50, 255, cv2.THRESH_BINARY)[1]
#20픽셀이내에 인접해있는 값들은 뭉쳐주기위한 설정
thresh = cv2.dilate(thresh, None, iterations=20) #default=2
#컨투어를 통해 관심영역 윤곽선 설정
cnts = cv2.findContours(thresh.copy(), cv2.RETR_EXTERNAL,
cv2.CHAIN_APPROX_SIMPLE)
#관심영역 좌표값을 x y w h 변수에 각각 저장
(x, y, w, h) = cv2.boundingRect(c)

#프레임으로부터 관심영역 좌표값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det 변수에 저장
det = frame[y:y+h,x: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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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에 저장된 이미지정보를 파일로 저장
cv2.imwrite('1.jpg',det)
#저장된 이미지를 120x120크기로 불러옴
test_image = image.load_img('1.jpg', target_size=(120, 120))
#이미지를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문자배열로 변환
test_image = image.img_to_array(test_image)
#인공지능 모델에 차원 변환 (a,b,c)->(0,a,b,c)
test_image = np.expand_dims(test_image, axis = 0)
#정확도 향상을 위해 픽셀의 평균화(normalize)
test_image /= 255
#result 변수에 케라스가 추론한 결과를 저장
result = model.predict_classes(test_image)
#proba_result변수에 모델의 추론 정답 확률 저장
proba_result = model.predict_proba(test_image)
#onehot_result 변수에 원-핫인코딩된 추론 결과 값 저장
onehot_result=result[0][0]
#추론결과가 임계값 이상일 경우
if proba_result >0.2:
#관심영역 좌표에 파란색 바운딩박스 생성
cv2.rectangle(frame, (x, y), (x + w, y + h), (255, 0, 0), 2)
#바운딩박스 위에 “Non-flame“ 텍스트 표시
cv2.putText(frame,"Non-flame", (x,y-5), cv2.FONT_HERSHEY_SIMPLEX,
0.5, (255,0,0),2)
#임계값 이하일 경우
else:
#관심영역에 빨간색 바운딩박스 생성
cv2.rectangle(frame, (x, y), (x + w, y + h), (0, 0, 255), 2)
#바운딩박스 위에 “Flame” 텍스트 표시
cv2.putText(frame,"Flame", (x,y-5), cv2.FONT_HERSHEY_SIMPLEX, 0.5,
(0, 0, 255), 2)
↓

↓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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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의 서핑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정책 제언

손예은･김이욱･김채은･김희수･방민주
방해은･이건후･임지홍･정재원･조항인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원도 양양군의 서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핑 유입 전후 양양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핑이 양양군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양양군 서핑산업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양양군의 여러 서핑스폿과 춘천의 사업 관련 기관들을 현지조사지로
설정하여 인류학적 현지조사 방법론에 기초한 답사를 진행했다.
서핑은 쇠락한 양양군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로 관광객의 증가로
주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상권을 형성케 했다. 두 번째로 서핑객들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
면서 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양양군에 점차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동적 문화인 서핑이 들어오면서 고령화된 지역의 이미지를 젊은 이미지로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았
으며 군청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양양군이 새로이 수립한 서핑의 산업화
기본계획에 잘 드러난다.
반면 이전에 없었던 문화유형의 산업이 들어오면서 여러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연구자
들이 발견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서핑 정체성의 모호함 문제,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의 해변공유의
문제, 환경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문제 개선과 서핑산업
육성을 위한 두 가지 정책아이디어를 제언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해변공유의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마을 공동체 구성을 통한 주민 협의체 생성과 마을기업 운영이다. 또한 서핑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양양군만의 특별함 찾기와 동절기 서핑, 관련 대회 주최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이들 정책은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양양군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서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양양군은 강원 동해안의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나 지역 소멸위기가 가시화된 지역으로 그
방안이 절실하다. 군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서핑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단계가 아직 미비하며 현지 스폿들에서 발견되는 문제들도 구조적인 것들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다.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보다 나은 양양군의 미래와
환경 그리고 번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점들과 정책아이디어를 지방정부가 세밀히 검토

하여 서핑사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외부유입인구를 늘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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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최근 몇 년 사이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해양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그 수요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해양 스포츠 중에서도 최근 국내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서핑(surfing)
이다. 서핑은 높은 파도가 밀리는 해안에서 서프보드를 타고 몸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밀려
오는 파도를 타는 스포츠이다.1)
국내 서핑의 역사는 동해안에서 2008년부터 서핑객들과 서핑샵이 강원도 양양군에 유입
된 것이 시작이다. 과거 지역 특색이 없던 강원도 양양군은 주변 도시인 속초, 강릉과 비교
할 때 절반도 넘지 않는 관광객이 방문하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서핑으로 인한 관광객이
늘며 활기를 찾고 있다.
양양군은 2008년 이후로 점차 서핑의 성지로 이름을 알리며 관광객이 증가했다. 더불어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서핑을 향한 관심도 높아지
고 있다. 양양군의 서핑은 2008년도에 서핑객들이 서핑하기에 좋은 파도를 찾아 왔다가 정
착하고 서핑샵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기사문해변에서 시작한 서핑문화는 동호
해변, 인구해변으로 퍼지며 각 해변마다 상권 형성이 시작되었다. 특히 2015~2016년 양양
군 일대 곳곳에 많은 서핑스폿2)이 만들어졌다. 양양군은 사람들의 방문과 입소문을 통해
서핑 붐을 일으키며 서핑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현재 양양군은 인구해변, 죽도해변, 동호해
변, 기사문해변에서 서핑 상권을 이루고 있으며 중광정 해변에는 서피비치가 자리를 잡고
있다. 서핑을 즐기러 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며 양양군은 여름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
에 발맞추어 양양군은 서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핑특구지정사업과 서핑비치로드조성사
업을 진행하고자 각각 약 20억 원과 21억 원의 사업 자본을 확보했다.
양양은 2002년 이래로 매년 감소세를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2019
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극복한 것과 더불어 서핑 산업 활성화에 따른 서핑객들의 유입이
그 이유다.

1) 이태신(2000), 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2) 본 글에서는 서핑 명소인 해변을 중심으로 서핑 사업에 관한 상권이 형성된 구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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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적은 인구의 소멸위험지역인 양양군에 어떻게 서핑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으며, 서핑이 양양군에 미친 여러 영향과 그것으로 인한 양양군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해 보았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관련 학문적 추이를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자 유형 분석(박상
규, 2008)을 하거나, 해양레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홍장원, 2013) 거시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단순히 국가 주도적 차원에서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서핑과
같이 지역적으로, 시민 주도로 부흥하기 시작한 스포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는 양양지역의 서핑이 이미 성장하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해양레저스포
츠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 연구와 검증을 통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인터뷰를 분석하고 문
헌자료들을 검토하여 양양 지역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서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성을 제시하려 한다.
2) 연구목적
양양군이 어떻게 서핑 명소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양양군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
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서핑이 갖는 의미와 영향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현재
양양군의 서핑 산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할 새로운 정책 아이디
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양양군은 강원도 영서지방의 속초와 강릉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 지역인 속초와 강
릉에 비해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오염원이 없어 청정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한 관광개발
자원이 풍부하다. 평지는 해안을 따라 2~4km 너비로 길게 발달되어 있다. 해안선은 매우
단조롭고, 곳곳에 사빈･사취･석호가 발달했다. 양양군의 암석해안은 해식애를 이루며 부근
의 사빈과 어우러져 좋은 관광･휴양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양양지방은 태백산맥의 급경
사이면서 동해와 접하는 해안에 위치하여 해양성 기후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평
균 기온이 12℃ 내외, 연교차는 34℃ 이하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편이다.3)
양양군은 서핑이 미디어를 통해 크게 알려지며 관련 지역이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쇠락한
군내 중심지구와는 다르게 서핑스폿들을 중심으로 서핑객들이 정착하며 새로운 상업지구가
나타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 적은 인구의 관광도시로 지역의 경제가 외부에 크게 의존
하고 있다는 점은 바뀌지 못했으나 새로운 인구가 정착하고 기존 관광과는 다른 패러다임
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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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모두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생으로 인류학현지조사방법인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해 인류학적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장
을 직접 관찰하며 양양군의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며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연구의 현장성을
높였다. 인터뷰를 통해 서핑객들과 주민들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실제로 관련 사업에 종사
하고 있는 이들이 말하는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2019년 5월 말부터 준비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양양지역에서 현지 조
사를 수행했다. 구체적인 연구지는 하조대해변, 중광정리해변(서피비치), 낙산해변, 죽도해
변, 인구해변이었으며 추가로 양양군청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현지 서핑샵의 운
영자들, 서핑산업에 정책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 밖에도 춘천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뷰는 7월 4일, 강원연구원 도시재생과 연구원과의 인터뷰는 7월
12일에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녹음기를 이용해 녹음을 진행한 후
녹취록을 작성했다.
● 표 1 ● 인터뷰 대상 개요
구분4)

양양

나이

성별

서핑샵 사장

A

40대

남

서핑샵 포토그래퍼

B

30대

남

서핑샵 직원

C

30대

남

서핑샵 사장

D

40대

남

해수욕장운영사업 대표

E

40대

남

해수욕장 방문객

F

28대

여

서핑협회장

G

40대

남

H

70대

여

I

60대

여

인구리 주민

J

30대

여

인구리 환경미화원

K

40대

남

인구리 경로당 노인

춘천

이름

인구리 마트 사장

L

60대

여

양양군기획감사실 직원

M

40대

남

양양군도시계획과 직원

N

30대

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O

30대

남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P

50대

남

4)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인용되는 모든 참여자들과 점포, 기관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연구에서 장소, 공간적 특징들이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공
간의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드러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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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유령도시에서 서핑의 도시로
1) 양양군의 쇠퇴
양양군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도시이다. 강원도 대부분의 도시가 농촌도시이지만 과
거 양양군은 강원도 내에서도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강원도 내 곡
식의 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고, 그로 인해 강원도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과거 강원도 지방의 문화권 형성에서 양양군은 강릉, 원주, 춘천과 함께 빠질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의 지명이 과거 다양한 변화를 거칠 때, 원양도, 강양도
등으로 양양군이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두 번씩이나 이름을 올린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1960년대 강원도 곡식 생산량 6위로, 강원도 내에서 높은 생산량을 자랑했다.
그러나 1970년대 고도성장기를 지나며 많은 농촌인구가 탈농, 탈촌하기 시작했고, 전반
적으로 국내 농촌사회가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양양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고, 양양군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높아지기 시작
했다. 그에 따라 양양군은 현재 강원도 내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도시가 되었다. 이는
양양군의 강원도 내 입지와 현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표 2 ● 고령인구비율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7.03

7.36

7.70

8.07

8.49

8.86

9.30

9.87

10.23

강원도

9.26

9.77

10.33

10.91

11.52

12.13

12.75

13.45

13.92

양양군

12.06

13.17

13.90

14.81

15.58

16.61

17.54

18.65

19.7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58

10.90

11.24

11.74

12.22

12.70

13.15

13.53

14.21

14.76

14.36

14.81

15.18

15.71

16.18

16.57

16.89

17.16

18.06

18.75

20.50

21.27

21.99

22.97

23.81

24.58

25.19

25.65

26.88

27.63

출처 :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 고령인구비율

위 표에서 2000년을 살펴보면 양양군의 고령화 수치는 12.06%로, 전국 및 강원도 평균과
비교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그 수준이 더욱 심각해졌는데, 전국과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
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양양군은 19년 동
안 그 수치가 두 배 이상 폭등했다. 또한 양양군은 강원도 내 도시 중 노령 인구 증가비율
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양군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계속된다면 수년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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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만이 사는 지역이 될 것이고 심각하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다.
● 표 3 ● 양양군 주민등록인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구(명)

30,076

29,480

29,187

29,132

28,661

28,472

28,115

27,957

27,929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구(명)

27,929

27,942

27,802

27,659

27,521

27,479

27,218

27,207

27,347

출처 :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 인구 수

<표 3>을 보면 지난 19년 동안 약 2,000명 인구가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가 많
은 대도시가 아닌, 과거에도 30,000명의 인구를 간신히 유지했던 양양군에서 2,000여 명의
감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2000년에 간신히 30,000명을 유지하던 인구는 2003년
이후 20,000명대로 감소해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고령화는 결국 양양군의 쇠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양양군은 과거 강원도 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곡식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강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생산량에 비례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농업에 종사했던 만큼 고도성장기의 탈농, 탈촌에 대한 피해가 컸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갔고, 지역 인구가 줄어가는 동시에 연령층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이 결과로
양양군은 강원도 내에서 고령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고, 지역의 쇠퇴를 겪게 되었다.
결국 양양군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 양양군 경제 활성화의 핵심, 서핑
과거 양양군보다 곡식 생산량이 훨씬 적었던 인접 도시인 속초와 강릉은 양양군이 쇠퇴
하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 이유는 각 도시의 방문객에서 찾을 수 있다. 속초와 강릉
은 강원도 내에서도 관광 도시로 유명세를 날리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 방문객들이 많은 도
시로 손에 꼽히고, 방문객들로 인한 경제효과 역시 어마어마하다. 그에 비해 양양군은 토지
면적에 비해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매우 적다. 2009~2014년 양양군 평균 방문객 수는
7,156,098명으로, 이는 주위 도시들과 비교하였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방문객 수다. 실
례로, 양양군과 인접해 있는 강릉시의 2009~2014년 평균 방문객 수는 13,969,846명으로
양양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며, 속초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양양군의 1/5밖에 되지 않음
에도 평균 방문객 수가 12,185,982명으로 이 또한 양양군과 비교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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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방문객 추이
(단위 : 명)
행정
구역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릉시 16,561,180 14,476,400 15,773,454 13,721,567 12,822,379 15,012,733 12,012,541 11,984,088 11,556,798
속초시 12,343,013 11,978,236 11,782,250 11,468,282 11,793,374 12,337,848 13,755,900 13,839,469 14,294,069
양양군 10,872,952 6,153,306 7,214,421 5,548,111 6,496,865 8,600,026 8,923,859 11,338,340 11,294,580
출처 : 국가통계포털, 유무료 관광지별 내외국인 방문객 수, 2019.07.17.검색.

그러나 양양군의 방문객 추이를 보게 되면, 2015년부터 양양군의 방문객은 300만 명 가
까이 늘어 강릉시를 따라잡을 수준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
통과 서핑의 영향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양군은 과거부터 서핑을 하기에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서핑객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다. 양양군이 서핑으로 점점 유명세를 타
서핑의 메카로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2015년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게 되었다. 서핑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서핑 체험을 하기 위해 양양군에 방문하고 있으며, 서핑에서 이름을
딴 관광지인 서피비치까지 생기게 되며 양양군은 서핑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현재 양양군에
서핑이 가져다 주는 경제효과는 연 약 130억 원5)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찾
지 않는 유령도시였던 양양군은 서핑을 통해 관광도시로서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2. 서핑의 도시, 그 이후
1) 양양군 서핑의 역사
한국 서핑의 역사가6) 그리 오래되지 않은 만큼 양양군의 서핑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양양군에 서핑샵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 경이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들은 국내에서도 파도가 좋은 스폿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양양군은 가장 유명
한 지역이다. 양양군의 서핑샵들은 2008년 이후 점차 그 수를 늘리며 해변을 끼고 스폿을
형성해 나갔고, ‘1세대’라 불리는 초기 서핑샵의 사장들은 양양군에 정착하며 취미를 직업
으로 삼기 시작했다.

일단 한적했고요,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해수욕장은 사람이 많잖아요 … 그런
데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또 파도도 질이 좋았고 - A, 남, 40대, 서핑샵 사장

5) 한국일보, “양양하면 요트와 서핑이죠”, https://www.hankookilbo.com(2019.07.17. 검색).
6) 한국 서핑협회는 2004년 필리핀에서 ‘한인 서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한국 서핑클럽은
2008년 양양의 기사문에서 비로소 처음 운영되기 시작했다.
한국서핑협회 홈페이지, http://www.surfingkorea.org(2019.07.0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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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샵 사장 A씨는 2012년, 양양군뿐 아니라 국내에 서핑샵이 많지 않았던 시절 기사문
에 서핑샵을 차렸다. 그가 서핑을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 취미로 즐기던
서핑이 직업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위 인터뷰 내용처럼 처음에 소위 ‘아무것도 없었던’ 해변
에 서핑샵 3~4개가 생기고 이 사실이 소수의 서핑마니아들에게 알려지면서 점차 규모가
확대되었다.
양양군의 파도가 좋다고는 하지만, 3면을 바다로 하는 한국의 많은 해변 중 왜 양양군에
서핑 빌리지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처음 서핑샵이 양양군에
생겼을 때 서핑은 한국인들에게 생경한 분야였고, 소수의 서핑 마니아들을 제외하고는 관심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담은 구체적인 자료들은 세월을 지내온 본인들만이 가지
고 있다. 다만 여러 서핑샵 사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측하건대, 2008년 기사문에 처음
으로 서핑클럽이 생기고 이러한 정보가 서핑객들에게 퍼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원래 이제 바다에서 하고 싶었었고, 샵을 운영하고 싶었었고, ⋯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잖
아요? ⋯ 그런 것들은 서핑샵을 원래 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하면서 실제로 눈으로 이제
본 거죠 ⋯ 이제 활성화되고 많이 생기고 ⋯ - A, 남, 40대, 서핑샵 사장
올해로 3년째 죽도에서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는 서핑샵 사장 A씨는 서울에서 8년 동안
윈드서핑샵을 운영해 왔다. 그는 2016년, 한창 양양군에 서핑샵들이 많이 생겨날 때 그 대
열에 합류했다.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서울에 있을 때 바다서핑에 대한 로망을 가
지고 있었다. 그 후 서핑객 커뮤니티에서 양양군에 서핑 스폿이 생겨나고 있다는 정보를 접
한 이후 곧장 양양군으로 내려왔다.
서핑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재에도 한국의 주류 스포츠는 아니다. 그러나 2015년
경 양양군에 스폿이 있다는 사실이 대중 매체들을 타게 되면서 조금씩 대중화되기 시작했
다. 그중에서도 서피비치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흐름을 잘 탄 장소이다. 서피비치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양양군의 중광정리 해수욕장에 만들어졌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핑’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이국적인 해변을 구현해내었다.

서핑은 솔직히 말하면 제 첫 번째 기획안에는 없었어요 ⋯ 서핑 아이템을 원래 기획안에
다 플러스를 시킨 거죠. 너무 사실적인가? ⋯ 저는 서핑을 타 본적도 없어요 ⋯ 아까 얘기
했지만 동해바다에 대한민국의 젊은 아이들이 오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게 사랑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운이 좋았던 거에요. 갑자기 서핑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
는 바람에. 운이 좋았죠. - E, 남, 40대, 해수욕장운영사업 대표
해변의 이름을 서피비치라고 했지만 사실 이 해변은 서핑만을 위해 꾸며진 장소가 아니다.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서피비치의 대표는 서핑으로 유명한 양양군의 특징을 서피비
치의 방향성보다는 장소 자체가 가지는 분위기에 이용했다. 서피비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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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바는 전문적인 스포츠라기보다는 휴양과 레저인데, 화끈하고 시원한 미국 등지의
서핑문화 그 자체의 분위기를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다.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
분 서핑에 있어서 초심자이고 서핑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서핑을 하는 해변의 활기찬 클럽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서피비치는 이에 더해 상업적 자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2015년 개장한 이래로 10편 가량의 광고를 이곳에서 찍었고, 2017년에는 큰
맥주기업의 후원을 받아 ‘선셋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자동차, 음료회사 등의
후원을 받으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피비치가 표면상으로라도 서핑을 내세우
고 있는 만큼 이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설령 서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서피비치는 양양군의 서핑 대중화를 이루며 양양군을 서핑의 메카로 이끄는 데 일
조했다.
양양군과 강원서핑협회에서도 이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양양군은 최근 국
도교통부에서 지역 수요 맞춤지원 대상사업7)의 일련으로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에 선발되
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서핑특구지정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한
궁극적 목표는 양양군을 ‘서프 시티’로 만들며 지역의 부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
업들을 통해 양양군은 초고령화 지역에서 좀 더 젊은 도시로 도약하는 반전을 기대하고 있
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에서는 서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죽도
를 중심으로 서핑객들이 이용하기 편한 길을 조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들거나 주위에서 죽도정을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을 설치하고 내수
의 활성화를 위해 활어회센터를 건설하는 등의 계획들이 있다. 또, 파도가 없거나 지나치게
심한 날 육상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구조물을 들여오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서핑
특구지정사업에서는 총 21개의 양양군 해변 중 10여 개의 거점 해변에 소규모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서핑 스쿨을 지을 예정이다. 샤워시설이나 흡연부스와 같은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서핑스쿨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서핑 종목에서의 선수들을 양
성할 것이다.
2) 서핑관광의 중심, 양양
(1) 관광객 증가
강원도 양양군의 죽도해변과 인구해변은 2㎞ 넓게 펼쳐진 백사장, 그리고 수심이 낮고
넓은 해변 때문에 초보들이 타기에도 좋은 해변이라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부산에 이어 사계절 대표 서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8) 또한 최근 유행인 카페와 맛집,
펜션 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서핑객들은 물론 젊은 여행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7) 도로, 주차장, 교량 등 기반시설(H/W)과 문화, 복지 콘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민밀착형 소규모 창조융합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2019.07.07. 검색).
8) 천지일보, “서퍼들의 성지 ‘양양’ 핫플레이스… 죽도･인구해변 서핑 이용객 연일 급증”, http://www.
newscj.com(2019.07.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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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인구해변은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서핑샵(67개 업체)이 이곳에 모여 있을 정도로 국
내 서핑객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서핑 명소다. 특히 서핑샵의 위치가 죽도 해변과 가까워 바
다와 접근성도 좋고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다양한 서핑 강습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다.

해변에 (사람들이) 마, 많이 오지~ 옛날에도 여름이면 많이 왔거든? 여름철에 이제 놀러
많이 왔는데, 지금 야들이 배 타는 아들인지 … 널빤지 타는 아들이야 - H, 여, 70대, 인구
리 경로당 노인
양양군의 서핑산업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 현황은 위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인구리 경로당의 한 인터뷰 대상자는 과거부터 인구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많았고, 최근에는
서핑을 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과거 해수욕만 이루어지던
인구해변이 현재는 서핑으로도 이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배수인 것 같아요 내가 왔다가 재미있으니까 또 친구 데리고 오고, 또 친구의 친구 데려
오고, 그래서 … 그 다음에 배수로 … - A, 남, 40대, 서핑샵 사장
위 인터뷰 대상자인 인구해변 서핑산업 종사자 A씨는 지난해에 비해 양양군을 찾은 서핑
객의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서핑객 증가의 양태는 한 번 방문한 이들이
또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재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서핑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양양군의 부동산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뒤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데다, 서핑 등을 즐기는 레저 인구 증가로 방문객
이 늘어난 것이 양양군에 호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9) 양양군의 서핑스폿에는 전국 약
60% 가량의 서핑샵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간 20~5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젊은 관광객
과 새로운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양양군의 해변으로 새로운 경제적 축이 만들어지고
있다.
(2) 인구 증가
다음으로 살필 수 있는 점으로는 인구 유입과 청년층의 유입이 있다. 강원도는 국내 2위의
초고령화 진행 지역이다. 특히 강원도 내에서도 양양군은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고령화 인구의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이에 양양군은 양양군으로 청년 인구를 유입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과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었다. 양양군 인구
는 근 5년간 연 평균 113명씩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인구가 2002년 감소를 지속한 이래
2019년에 들어서며 16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양양군에서는 이러한 인구 증가
현상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서핑객의 대거 유입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2017년 서울양

9) 조선비즈, “3년 만에 아파트값 2배… 양양에 무슨 일이?” http://biz.chosun.com(2019.07.13.검색).

136｜ 강원논총 2019년 제10권 제2호

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양양군 내 주거지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양양읍과
내곡리, 강현면에 아파트가 준공되며 872세대 중 570세대가 입주하였고, 연도별 준공된 단
독주택의 수도 2016년 168개에서 2017년 212개로 26% 가량 상승했다.10)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양양군 지역이 국내 서핑의 성지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양양군 현남면 죽도, 인
구 일대를 중심으로 서핑객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는 단순히 서핑객들의 서핑지가 된 것
뿐만 아니라 서핑객들의 주거지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핑객들의 유입은 청년 유입뿐만 아
니라 저조했던 양양군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지금 양양 인구에 개띠 출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갑자기 출산율도 많아지고 이 동네
저희 동네 있잖아요. 기저귀를 안 팔아요. 신생아들이 신생아용 기저귀들을. 하도 신생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강릉 가서 사오고 그 정도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그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 G, 남, 40대, 서핑협회장
G씨는 위 인터뷰에서신생아가 아예 없어 기저귀를 팔지 않던 양양군에 최근 서핑으로 인
해 인구가 유입되며 기저귀 수요가 생기는 현상을 설명했다. 2018년생인 개띠 신생아들이
증가했다고 말하며 서핑으로 인한 인구 유입의 현재 상황과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현재
까지 서핑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양양군의 인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
로의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다 (직원들의) 주소지를 (양양군으로) 옮겨서 살고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이랑 삶이랑 분리가 안돼요. 다 숙소생활을 하기 때문에. - E, 남, 40대, 해수욕장운영사
업 대표
해수욕장운영사업을 하는 위 인터뷰에서 E씨는 외지인으로 구성된 직원들의 주소지를 양
양군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20명 가량의 상주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수기에는 약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양양군의 인구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면 제주도 일 년 살이 이런 거 했을 때 보면 뭘 내가 뭐 카페에서 일을 하던 서핑
산업에서 일을 하던 진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
이 여기를 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다 외지인, 거의 다 외지인이라고 보면 되죠. 서핑
좋아서, 어, 나 여기(양양군) 내려와서 좀 살아볼까? 하면서 뭐 돈도 벌기도 하면서. 여기서.
그런 거죠. - B, 남, 30대, 서핑샵 포토그래퍼

10) 조선일보,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각광… 양양에 무슨 일이?”, http://realty.chosun.com(2019.
07.0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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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서핑을 하기 위해 양양군에 방문했다가 정착하게 된 외지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현재 인구 해변의 상인과 서핑객들은 서핑을 즐기기 위해 양양군을 찾았다가 서핑스
폿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 매력을 느껴 정착한 외지인이 다수다. 양양군 해변의 젊은 상인들
은 서핑을 즐기기 위해 인구에 정착하고, 생계를 위해 창업을 시작한 서핑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서핑은 외지인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서핑으
로 인해 양양군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는 서핑과 정
착하는 서핑객들로 인해 양양군의 경제 핵심지가 바뀌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3) 서핑도시의 이면
(1) 해수욕장 개장기간의 문제
①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 시설관리 및 이용 문제
국내 해수욕장은 해당 지역의 관리청이 그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장기
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11) 이 때 개장기간은 기후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
으로 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해수욕장은 관례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양양
군의 경우 매년 45일로 동일하다. 이 기간에는 각종 상업시설 및 샤워실, 수돗가, 화장실
등 해수욕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된다. 그리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해상안전요원을
고용해 운용한다.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는 개장기간 내의 해수욕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래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핑객들은 해변의 부가시설이
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화장실 청소 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샤워장을 돈 받고 청소해 주고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인명구조원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물놀이가 아닌 그런 뭐 저기 보트를 타
거나 서핑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아니래도 할 수 있어요. - M씨, 남,
40대, 양양군기획감사실 직원
해수욕장 운영은 지역주민과 상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주가 되어 진행된다. 그들은 관리청
과의 협의를 통해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정하고 해수욕장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요원, 안전
장치 배치 등의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인건비다. 위 M씨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해수욕 기간에 고용하는 안전요원과 시설 관리인들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없다. 기관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간 양양군에 방문하는 서핑객을 약 20~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양양군서핑협회에서는
1년에 누적방문객을 약 150만 명으로 추정할 만큼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그렇지만 해수욕
장 개장기간 외에 해변을 방문하는 서핑객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 수돗가 같은 시설들이
개방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서핑샵 서비스에 기댈 수밖에 없다.

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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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의 해변 공유의 문제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해변마을이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다. 주민들은 해수욕
기간에 유료 샤워실 운영, 테이블과 파라솔 대여, 가판대 운영 등으로 이익을 창출한다. 이
때 서핑을 목적으로 해변에 방문한 이들은 해수욕객들에 비해 시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
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그들은 ‘돈이 안 되는’ 사람이다. 게다가 서핑객들은 기존에
원주민들이 독점하고 있던 해변에 들어오며 ‘한집 두 살림’의 형태로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
에서 여름 장사를 하는 주민들에게 서핑객들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아래 양양군기획감사실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 해수욕장에 서퍼와 해수욕객들과의 공존의 문제, 이게 몇몇 해변에서는 매우 심각한
갈등이에요. 다수 십년간 해변은 오로지 마을에서 그 여름해수욕장의 한철 계절 영업을 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 여름 해수욕장 기간에는 다 우리 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 서퍼들한테 떼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 M씨, 남, 40대, 양양군기획감사실 직원
양양군에 서핑문화가 유입된 것은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전 양양군의
해변은 해수욕장으로만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은 해수욕 시즌에 사실상 독점
의 형태로 이윤을 창출했다. 본래 국내 대부분의 해변은 공유수면12)으로 국가에서 해수욕
장의 운영권을 지역에 위탁한 것일 뿐 주민들이 독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새로운 해변
문화인 서핑의 유입은 기존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해수욕객들과 서퍼들이 같은 공
간을 공유할 경우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그 동안 해변 전체를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던 마을주민이 외부에서 들어온 서핑객으로 인해
자신들의 이권을 뺏겼다는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인식은 45일로 제한된 해수욕
장 개장기간으로부터 시작됐다. 마을주민들은 45일이라는 한정된 시공간에서 한철장사를
한다. 그렇다보니 자신들의 이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의 일부 해수욕
장들은 아예 해수욕 시즌에는 서핑을 금지하는 곳도 있다.
해수욕 시즌의 해변 공유문제는 비단 마을주민과 서핑객들만의 갈등이 아니다. 해수욕객
들은 수위가 깊은 곳은 들어갈 수 없으며 안전선을 넘어가는 것은 규칙위반이다. 하지만 서핑
객들은 안전선을 넘어 수심이 깊은 곳에서부터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긴다. 게다가 해수욕
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안류13)가 발생하고 있을 때나 풍랑주의보가 뜨면
일반인의 해수욕장 이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서핑객들은 오히려 이안류를 이용하여 바다 멀
리에 나가 강한 파도를 즐긴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 일반 해수욕객들은 서핑객들이 자신들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할 때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항의를 한다.
이런 항의 때문에 서핑객들과 일반 해수욕객을 구분하기 위해 서핑객들에게 외슈트의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풍랑주의보가 떴을 경우에는 입수신고서를 쓰고 보드와 리쉬코드(발목줄)를
필수로 장비를 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을 강화했다.
12) 바다, 하천, 호수,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13) 이안류는 해안에서 바다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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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객들에게 파도가 거칠게 치는 것은 최고의 환경이지만 일반 해수욕객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한 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서핑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환경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양양군 인구 해변의 서핑산업 종사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10년 전, 국내에서 서핑이 지
금처럼 흥하기 전엔 동해안을 통틀어 고성부터 해서 포항까지 서핑샵이 네 개 정도밖에 없
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서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
서 2017년 20만 명으로 3년 사이 5배나 증가했다.14) 그에 따라 십여 군데 서핑 스폿이 있
는 양양군에도 매년 서핑과 서핑문화를 즐기기 위해 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
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방문객 증가에 비례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서핑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음대로 갖다 아무데나(버린다) - L, 여,
60대, 인구리 마트 사장
인구해변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위 인터뷰에서 마을에 서핑이 들어오고 생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더욱이 백사장 안쪽은 환경 미화원의 관리 권한이 없다. 그
래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상인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짝에 (서핑) 장사하시는 분들이 … 제대로 (쓰레기) 관리를 안(한다) - K, 남, 40대,
인구리 환경미화원
환경 미화원 B씨는 위 인터뷰를 통해 서핑샵 상인들에게 불만을 표했다. 해변 안쪽은 마을
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소수 업주들이 관리에 소홀해 쓰레기 문제 개선이 안 되고
불법쓰레기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 또한 들을 수 있었다.

혹시 쭉 다니면서 쓰레기 버릴 수 있는 데 봤어요? … 해변에는 아예 없죠. 그런데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니 … 나무 심고 도로 깔고.. 샤워장 만들고 뭐 하고 하는데 … 쓰레기통
이 하나 없다는 게 - A, 남, 40대, 서핑샵 사장
반면 해변 근처 서핑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지자체에 공통적으
로 바라는 것 또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14) 스포츠한국, “[서핑과 요트] 해양레포츠 신흥강자, 관광산업 선도”, http://www.dailysports
hankook.co.kr(2019.07.0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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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그들은 해변을 찾는 방문객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시
설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없기 때문
에 해변이 그토록 더럽혀지는 것이라는 얘기다.

유행이니까 (서핑을) 나도 한번 해볼게. 이런 식. 서핑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레저
놀이. 그니까 자기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 쉽게 쉽게 쓰레기 버리고… - D, 남, 40대, 서핑
샵 사장
더불어 D씨는 책임감 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방문객들에 대해 말했다. 서핑이 대중매체를
타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이끌었고, 관광객들에게 서핑은 유행에 따른 일회성 놀이로 자리매
김하게 되었다. 그들은 유행처럼 번진 서핑에 일회성 호기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관광객일
뿐이다. 서핑을 단순한 레저 놀이로 인식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책임감 없이 놀러 와서 며칠
머물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버리는 일부 관광객들로 인해 서핑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즉 마을 주민, 환경 미화원, 서핑산업종사자 등 많은 이들이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의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타 서핑 해변의 위협, 양양군 정체성 문제
인터뷰를 통해 현재 양양군이 아닌 다른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도 서핑 산업 발달을 꾀하
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양양군의 서핑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퍼, 서핑샵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뭐 고성에도 가고 강릉에도 가고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죠, 그다음 거기 가서 뭐 저렴하게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가
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 M, 남, 40대, 양양군기획감사실 직원
위 인터뷰 대상자는 최근 부상하는 서핑산업으로 인해 양양군 해안가에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점점 비싸지는 임대료에 상인과 서핑객
들은 인근지역인 고성, 강릉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으로 인해 양양군에 거주하던 서핑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 이는 양양군의 서핑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게 또 외지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 올리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오는 거죠. … 그러다 보니까 밀려난 상인들이 (타지로) 밀려나서 … 양양군
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그 자기 단골 고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강릉이나 고성
이런데 샵을 차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로 몰린단 말이죠 - M, 40대, 남, 양양군기획
감사실 직원
위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양양군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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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서핑객들을 따라 관광객들도 이동하게 된다. 양양군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 양양군은 서핑산업을 이끌 인재들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관광객의 발길을 옮기고, 양양군만의 서핑이라는 특수성을 다른 지역에 양보하게
한다.

● 그림 1 ● 동해안 5지역 네이버 데이터랩 ʻ(지역)서핑ʼ 키워드 검색 분석결과(19.07.09.검색)
<그림 1>는 사람들이 강원도 동해안의 5개 지역 중 ‘(지역)서핑’으로 검색한 최근 2년간
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양양군의 검색양이 독보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해안의 다른 지역들도 서핑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서핑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여전히 양양군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서핑 산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양양
군이 서핑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객들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재방문을 위
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강릉,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해안에서도 서핑산업에 많은 투자
를 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에서 2019년 8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릴 만큼 해
양레저 사업에 관심이 크다. 또한 시흥시는 지난 5월 동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인
공서핑장인 ‘웨이브 파크’에 착공하여 시흥시를 서핑중심도시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지리적
으로 양양군보다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
된다.15) 2020년 도쿄올림픽에 서핑이 공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 전 지역 1시간 거리에 인공서핑장이 생기는 것은 양양군 서핑산업
15) 시흥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heungblog(2019.07.0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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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양양군은 풍부한 해양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광객을 지
속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양양군만의, 서핑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3. 서핑 관련 해외 사례와 국내 정책
1) 일본 서핑 산업의 사례
양양군의 서핑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 육상관광지의 포
화상태 등으로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관심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적절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서핑을 포함한 해양관광레저 시장은 세계해양산업협
의회(ICOMIA)의 통계에 따르면 해양레저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6년 470억 달러에서
2010년 751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2,32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한다(이동원, 2016: 11). 이처럼 해양레저관광은 현재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서 현재 인구문
제나 개발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해안지역에게 좋은 문제해결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해양
레저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9월 인구 감소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본부 설치를 통해 급속한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라는 주요 이슈에 대해 각 지역별로 자율적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
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스포츠청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 지역 자
원과 스포츠를 결합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관광을 장려하며 스포츠 관광을 통해
지역개발 촉진을 이루고자 했다.16)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향성은 침체되어 있던 해안지역
에 큰 기회가 되었다. 대표적인 해안지역개발의 모델로는 미야자키현이 있다. 이곳은 이미
1930년대부터 열대낙원을 모델로 하여 경관조성을 통해 관광업이 지역 중심산업이었다. 미
야자키현의 열대낙원 이미지와 서핑을 비롯한 해양레저스포츠가 융합되어 서핑이 점차 지
역의 대표적인 콘텐츠가 되었다(Adam Doering, 2018: 7). 이후 전국적인 서핑행사를 개최
함으로써 서프시티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1990년 세계 아마추어 서핑 선수권
대회를 개최와 서핑프로페셔널협회의 월드투어를 유치하는 등, 세계적인 프로서퍼들을 오게
함으로써 일본 서핑의 중심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의 일본은 국내 여행
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기조가 퍼지기 시작하여 사람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거나 일본
내 다른 서핑해변으로 분산되었다. 이후 일본 경제가 저성장기에 돌입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야자키 현은 리조트, 실내 파도풀인 오션 돔 건설 등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는 재정적인 실패로 이어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할 만큼 버려진 호텔과 파칭코 매장,
빈집 등이 늘어나며 유령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재개발을 통한 외지인의 유입으로
미야자키 현 서핑 산업의 재기를 노리고 있다.
양양군은 아직 체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좋은 파도가 치는 해변이
많아 서핑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따라서 외부에서 서핑을 즐기는 젊은 층이 유입되어
16) JAPAN SPORTS AGENCY,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Sports Tourism”, http://www.mext.
go.jp(2019.07.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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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점점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페이스북(facebook) 등 SNS를
통해 전국적인 서핑명소로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가 2017년에 완공되며 수도권의 서퍼들 혹은 관광객들의 접근성
이 크게 확대되었다. 게다가 양양군이 2019년을 서핑산업화의 원년으로 삼고 실업팀 창단
및 시설개선 등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함으로서 아직 제대로 서핑문화가 보편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서핑의 메카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야자키
현의 사례를 보았을 때 본래 서핑으로 흥했던 지역이 다른 지역의 서핑사업의 발달이나 해
외여행 등으로 관광객들이 분산되어 침체를 겪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양양군 역시 수도권에
인접한 서핑해변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동해안의 강릉, 고성, 속초 등 여러 도시들이 서핑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동해안 최고
의 서핑의 메카라는 지위는 위협받고 있다.
2) 국내 정책 관련 논의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논의이다.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정책은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수립되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경제적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정책들이 주로 제시되었다(엄철호, 2019: 19-20). 제 3차 강원도 종합계획17)
에서 레저스포츠와 휴양지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후 도내의 계획들은 동계
올림픽과 함께 레저스포츠가 강원도 권역에서 활성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핑이 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떠오르면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들과는 별개로 서핑
을 체험하기 위해 양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최근 3~5년 간 그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에 양양군은 2018년 서핑비치로드조성사업, 서핑특구지정사업과 같이 서핑산업을 육성하
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서핑을 산업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김진하 양양 군
수는 서핑산업을 육성하는 목표에 대해서 “서핑이 주는 활력과 도전적인 이미지를 양양의
도시이미지로 결합해 젊은 도시, 살아있는 도시로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해 가겠다.”
고 말했는데18) 이는 곧 양양군의 저발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서핑산업이 지속가능한 발
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서핑비치로드조성사업은 도시지역인19) 죽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군
내의 서핑스폿들은 거리가 있는 해수욕장들에 산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타당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죽도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을 고려해야 할 때 발전 정도
에 있어서 이미 도시지역인 곳으로 군내의 어떤 해수욕장보다 훨씬 나은 시설들을 가진 지
17) 2012년에서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기조
및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기존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재수립한 계획이다.
18) 강원타임즈, “양양군, 2019년 서핑산업화 원년 추진”, http://kwtimes.co.kr(2019.07.17. 검색).
19) 양양군의 도시지역은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핑스폿이 다수 포진해 있는
서면과 현북면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행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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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다. 그러나 서핑 스폿들을 중심으로 서퍼와 관광객들이 모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스폿 한 곳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의문이 든다.

그게 태풍이 한번 오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샌드지형이기 때문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지형이 바뀌어요. (죽도가) 평균적으로 파도는 좋은 데 여기가 매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한번 지나가서 지형이 바뀌어 버리면 여기도 다음 태풍이 올 때나 다음
큰 파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지형이 유지가 되요. … 대부분 파도가 터지면 이제 파도가 크게
터지면 크게 잘 받는 스폿들이 있어요. - D 남, 40대, 서핑샵 사장
위의 인터뷰는 서퍼들이 양양군에서 활동하면서 서핑스폿들을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해수욕장의 지형은 1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데 지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서핑에 필요한 파도가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하는 등 서핑하는 데 ‘좋은 파도’가 항상 유
지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베테랑 서퍼들에게 있어 파도의 크기와 스웰
(swell)20)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서핑을 체험하는 관광객들에게 있
어서는 중요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젊은 양양군을 만들겠다는 기
존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면, 죽도를 중심으로 한 개발은 비효율적이며 재고
해야 할 정책이다. 급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서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핑비치로드조성사업의 사업구역 지정 절차에서도 주민
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가 있지만 이는 죽도의 주민들로 이미 정해진 지역에서 또 다시
서핑 관련 조성물들을 만들 지역을 정한 것이다. 결국 양양군 내 다른 서핑스폿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정해지지 못하였고 이는 곧 편협한 시각에서 진행되는 개발정책을 가져온
것이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왜 안할려고 하시지? 왜 거부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참여하기 위한 기회와 그리고 수단을 우리가 지원한 적이 있는가’ 에 대해서 우
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능
동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매개연계가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 P 남, 50대, 도시재생 지원센터
결국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 크게 두려워
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
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변화가 찾아와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개발, 재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는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아도 될
생계를 찾아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 서핑문화를 가져온 서퍼들에게는 기존
주민들 간 질서를 이해하고 기존 사회에 융화되겠다는 태도가 요구된다.
20) 너울, 파도의 모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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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대부분 다 좀 껄렁껄렁해 보이고 문신들도 많고 … 되게 자유분방하다보니까 이
제 뭐 머리들도 많이 기르고 수염들도 잘 정리를 안 하고 좀 그렇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지인 거에요. 어느 날부터 되게 시커멓고 거지같고 되게 문신 많고 인상도 되게 험악한
애들이 뭐 웃통벗고 다니고 바다에 자기들 어업활동하는 데인데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죠.
- D 남, 40대, 서핑샵 사장
위의 인터뷰는 8년 전 인구리에 들어와 정착한 올드서퍼21)에게 주민들과의 관계를 물었을
때의 대답으로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에 서퍼들이 급격히 찾아왔을 때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수욕객인 젊은이들과는 바다를 즐기는 방식이 다르고 외형적으
로도 다른 부분이 있어 기존 주민들과 융화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드서퍼들은
기존 주민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스스로 해수욕장을 청소하고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밥
을 대접하는 등 이해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마을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대부분 사
라졌다. 이는 곧 서핑이 레저산업으로 육성되면서 생길 수 있고, 지금 생겨나고 있는 기존
주민들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나 서퍼들이 서핑을 향유하는 태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객들은 가볍게 관광지에서 즐기고 떠나면 되지만 이는 곧 올드서퍼
들이 마을에 정착할 때 주민들이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다시 불러오게 만든다. 다른 점
으로 관광객들은 잠시 동안 마을에 방문한 사람들로 기존 주민들은 신경을 쓸 사안이 아니
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이 서핑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 때 서핑은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
을 인지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정책 제언
1. 마을공동체조직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양양군의 성공적인 서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연장과 자연환경의 파괴, 그리고 서핑산업 종사자와
기존 주민들 간의 갈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해수욕장은 마을의 어촌계가 관리하는 곳으로 양양군에서는 관습적으로 45일간 해수욕장
을 개장한다. 따라서 부속된 샤워장, 화장실도 이 때만 개방되는데 서핑을 위해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기존 서핑객들은 개장 기간 이외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연구자
들이 제안하는 것은 서핑산업 종사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책이다. 조율을 통해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계절 내내 서핑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한다.

21) 2008년부터 기사문 해변에 서핑샵이 생기기 시작하며 양양에 정착한 1세대 서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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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해수욕객을 위주로 45일간만 운영되는 음식점과 민박업체를 서핑객들을 대상
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아닐 때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서핑산업 종사자들은 서핑관광객
수요를 파악하고 구성된 공동체를 통해 각 개장기간, 휴장기간, 개장기간 연장 등을 협의체
구성원들과 논의하여 주변 상권의 영업기간을 늘린다. 이는 여름 이외에도 서핑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또, 현재까지는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
이전에 지자체 또는 경찰, 해경 측에서 각종 안전 교육 및 주의사항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때
서핑산업 종사자, 음식점, 민박업체, 슈퍼의 교육을 각각 따로 진행하거나 서핑산업 종사자
들에게만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은 단순히 어느 한 집단만
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구성된 공동체를 통해 서핑샵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 집단들은 분리된 것이 아닌 바다, 해변이라는 매개를 통해
상생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성된 공동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마을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위의 과정으로 서핑샵뿐만 아니라 마을 구성원 모두가 규칙에 따라 각자 행동함으로
써 해변 내 문제 상황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핑산업 종사자처럼 외지인으로서 마을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는 분
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마을에 들어온 서핑산업종사자들은 상인들의 일을 돕거나 견학하며
원주민들과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서핑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서핑스폿 마을로서 대표되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을주민들에게 제시한다. 서핑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된 새로운
직종의 수요가 생겨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예시로 서핑보드 제작을 들 수 있다. 최근 서핑객
들에게 유행하는 서핑에서 사용되는 나무보트를 깎는 것이다. 이는 마을기업으로 지역 주민들
에게 접근해 능동적으로 서핑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서핑산업
종사자와 주민간의 교류를 빈번하게 만들고 더욱 강한 유대를 형성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정책들은 각 집단들이 마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서핑산업이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생업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기존 주민들로부터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핑은 서프보드 하나만 보유하면 쉽게 해양을 즐길 수 있는 비교적 간
편한 해양스포츠이기 때문에 마을의 특색을 보드에 담는 것으로 충분히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정책에도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해수욕장의 기반 시설 운영 기간이 늘어
나게 되면 운용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부족한 인력을 마을 공동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 공동체가 주민들의 높은 참
여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 서핑 정체성의 확립
다음으로 양양군의 서핑 정체성 문제에 대해 본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몇 가지 대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로 언급할 점은 양양군을 대표하는 상징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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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스코트인 ‘바루’는, 양양군의 특산품인 송이를 캐릭터로 만든 것이다. 양양군을 서핑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과 달리 양양군 시내를 둘러보면 서핑에 관한 홍보물은 찾아
보기 힘들다. 대신 송이와 관련된 홍보물이나 마스코트를 훨씬 쉽게 접할 수 있다. 물론 송
이가 양양군의 대표 특산품으로 기능하지만 양양군이 서프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마스코트인 바루는 최근 양양군이 지향하는 서핑
중심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는다. 양양군에서 서핑과 송이버섯은 각기 단독적인 개체로 홍보
되고 있는데 이를 합쳐 양양군에서 유명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스케이트를 타거나 보드를 타는 이미지로 홍보되었다. 마찬가지로 양양군을 대표하는
송이에 최근 떠오르는 서핑을 추가함에 따라 두 가지 특징을 결합시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는 바루’ 또는 ‘서핑 해변에서 햇볕을 즐기는 바루’의
모습 등을 제안한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한데 모아 양양군을 대표하는 것에 어떤 것이
있는지 방문자들로 하여금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서핑’이 가지는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핑’은 젊음과 열정, 자유로움,
자연보호 의식, 이국적인 해변 등의 이미지를 갖는다. 이러한 서핑의 이미지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해 성공을 거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양양군의 ‘서피비치’이다. 양양군을
포함한 국내의 서핑스폿들은 전반적인 해수욕장들과 그 분위기나 구성이 비슷하다. 특별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일반 해수욕장과 서핑해변에는 방문객이 튜브를 타는지와 보드를
타는지에 대한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양양군이 한국의 일률적인 해변에서 보다 특별해지
기 위해서는 다른 해변들이 하지 않는 차별화된 지원시설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서핑 자체가 시민들에게 주는 이미지이
다. 통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이국적인 그늘막이나 정자,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해변, 그리고
시원한 파도를 즐기는 서핑은 방문객으로 하여금 양양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한국의
전형적인 울긋불긋한 파라솔 대신 자연을 표방하는 독특한 구조물 조성과 이국적인 감성을
충족하는 콘텐츠 개발만으로도 타 지역의 해변과 차별화되는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서핑의 계절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필요하다. 서핑 해변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계절에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찾는다는 것이다.
양양군에 가을이 다가옴과 동시에 방문자의 수는 급격히 줄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수입도
낼 수 없는 대부분의 서핑 관련 직업 종사자들은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가게 문을 닫는다.
이러한 현상은 양양군의 서핑 비치에서 큰 문제로 대두된다. 서핑 관련 직업 종사자들이 여
름에만 양양군에 머무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주지는 양양군 외부에 있고, 때문에 양양군에
경제적으로 직접적 긍정 효과를 내지 못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엄철호(2019: 68-71)의 논
문에서도 언급되는데, 그는 서핑 관련 직업 종사자들이 양양군에 오랜 시간 지내지 않기 때
문에 기존의 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짧은 기간 돈을 벌고 나가는 젊은이들에 대해
기존 주민들이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진다고 말한다. 이들을 4계절 내내, 양양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본 연구
자들은 한국의 파도가 여름보다 겨울에 더 좋다는 특성을 제안한다. 한국의 경우 여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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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파도가 스웰이 더 좋다고 서핑업계 종사자들은 말한다. 이때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
대한 걱정은 방한성이 좋은 서핑 수트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양군은 겨
울철 날씨가 한국 평균기온 대비 높아서 부담 없이 사계절 내내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실제로 서핑 마니아들은 파도를 더욱 즐기기 위해 겨울철을 골라서 양양군을 방문하기도
한다. 서핑이 4계절 스포츠라는 인식은 축제나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
다. 무작정 한국 서핑의 특징을 홍보하기보다 효과적으로 예비 방문객의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해가 일찍 지는 겨울에, 오전에는 파도를 타고 밤에는 맑은 겨울밤을
배경삼아 서핑의 자유로움과 환경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봄
과 가을에는 ‘파도 소풍’을 배경으로 이국적인 해변에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파도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여러 컨셉의 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양양군이 서핑도시라고 유명한
것과 달리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6개의 서핑 대회 중 오직 1개만이 양양군에
서 진행된다.22) 서핑대회는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관심을 가질만한 소재로,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대회가 열릴 수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서핑에 대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완벽하게 진행된다 해도 이 모든 사실이 예비 방문객에게 전달되
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근 가장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SNS가 떠오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앞서 언급한 서피비치는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서
피비치에 사진을 찍으러 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양양군의 SNS를 통한 홍보의 결실이
아닌 단순히 방문객들의 일상적인 SNS 활동의 부가효과일 뿐이다. 양양군의 SNS 활동은
간단한 블로그나 페이스북 활동이 전부이고 이 또한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가
장 인기가 많은 인스타그램에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 양양군에 대해 가장 많은 것
을 알고 있을 양양군에서 주체적인 발전을 위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큰 결점
이다. 현재 시민들과 가장 쉽게 접촉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 점에는 큰 아쉬움이 있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위의 네 가지 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방하고자 하는 것은 양양군의 지역발전이다. 서핑
비치의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양양군에 정착했지만 지역 안에서는 외지인으로 분류되는 서
핑 관련 직업 종사자들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양양군만의 특별함으로 꾸려지는 해변과
사시사철 지속되는 콘텐츠는 그들이 양양군에 잘 녹아들 수 있게 한다.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초고령화 사회로 급진하던 양양군에 젊음의 파도를 선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유입은 양양군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재원들이 서핑을 향한 긍정적인 방면에 다시 쓰이게 되면서 경제와 내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우려할만한 점 또한 존재한다. 서핑이 가지는 열정과 젊음의 열기
는 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쉽다. 실제로 죽도를 비롯한 양양군 해변의

22) KSA, “2019년도 대회일정 안내”, http://www.koreasurfing.org, (20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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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해변을 끼고 있는 도로의 바로 건너편에 주민들의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소음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 또한 위의 작업들을 양양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
문이 존재한다. 양양군은 30,000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작은 도시이다. 때문에 군내에
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 양양군이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갖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으로는 앞서 언급한 주
민공동체를 통해 의견공모를 수행하고, 사업 기획서를 작성해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공모 사
업들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Ⅳ. 결 론
본 연구의 지향점은 양양군의 서핑 산업에 대한 정착과 부흥의 과정을 살펴보고, 서핑산
업 개발과정 중 서핑이 양양군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현재
양양군의 서핑산업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것을 보완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핑을 통한 양양군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현장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강원도 양양군 내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현지 조사는 지역 주민, 서핑산업 종사자, 양양군 방문객, 지자체 관
계자 14명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문헌연구 및 심층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해 자
료를 분석했다.
양양군은 과거 강원도에서 농업이 매우 활성화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1970~80년대를 지
나며 탈농, 탈촌 현상이 시작됐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다. 이후 양양군은 강원도에서
도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되었다. 반면 양양군보다 곡식 생산량이 훨씬 적었던 인접
도시들은 관광 산업을 통해 더욱 발전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인접 도시들에 비해 관광객 수
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도시가 낙후되던 중에 서핑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유입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5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서핑
산업은 점차 입지를 넓혀갔고 유령도시가 되어가던 양양군은 서핑을 통해 경제 성장, 인구
유입 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의 서핑산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동반했다. 우선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의 해변 공유의 문제와 서핑 환경 관리로 인한 주민과 서핑 관련 산
업 종사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장기간이 여름 중 45일로 정해져
있어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서핑을 즐기러 양양군에 방문한 서핑객들이 서핑을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 관리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 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과 서핑산업 종사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양양군의 이미
지가 서핑과의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부분이었다. 양양군이 서프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양군만의 ‘서핑’ 도시로서 더욱 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양양군은 서핑과
의 이미지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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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구성을 통한 주민 협의체 생성과 마을
기업 운영과 지역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동절기 서핑과 관련 대회,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현재 양양군의 서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양양군의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인구를 유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서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절벽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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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은퇴예정자의 주거선택요인과 강원도 지역유형별 대응방안
최근 강원도는 수도권 은퇴예정자의 탈수도권 의사의 증대와 도내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주거이전계획을 가진 은퇴예정자의 거주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거주 은퇴예정자의 주거이전선택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지역 선택요인을 토대로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특성 및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지역별 은퇴예정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은 은퇴 후 주거지역을 선택할 때 주거편의 및 접근성,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주거 쾌적성, 취미･여가･사회기여의 4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와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도내 18개 시･군을 군집분석한 결과 1군집은 홍천･횡성･영월･평창의
4개 군지역으로 도출되었으며, 2군집은 춘천･원주의 2개 시지역, 3군집은 강릉･동해･태백･속초･삼
척시의 5개 시지역, 4군집은 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의 5개 군지역의 4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1군집의 홍천 등 4개 군지역은 주거 쾌적성과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요인을 중시하는 은퇴
예정자가 선택할 확률이 높았으며, 2군집의 춘천･원주의 시지역은 주거편의 및 접근성, 생활 및 일
자리 지속성, 주거 쾌적성, 취미･여가･사회기여의 4가지 요인 모두를 원하는 은퇴예정자가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3군집의 강릉 등 5개 시지역은 주거편의 및 접근성, 취미･여가･사회기여 요인을 중시
하는 은퇴예정자가 선택할 확률이 높고, 4군집의 철원 등 7개 군지역은 은퇴예정자가 선택할 확률
이 매우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내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대응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1군집은 중소지역의 특성을 살린 은퇴자마을을 개발하고, 취미나 여가활동이 가능한 테마형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2군집은 조기 퇴직자들을 위해 기업체, 공공기관과의 일자리 연계 및
지원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골프장, 관광시설, 문화센터 등과 제휴를 통해 은퇴자들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등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차별화를 시행하여야 한다. 3군집은
도시근교에 휴양레저형 은퇴자마을을 개발함으로써 은퇴자들에게 휴양 및 주거단지에서의 교제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소득의 기회를 창출하고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
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제4군집은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동서고속철도 역세권을 거점으로
은퇴자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생태계자원과 교육을 연계한 은퇴자마을을 단계별, 점
진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강원도 내 지자체들은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은퇴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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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간의 기대수명은 식생활 개선, 의료기술의 발달, 여가활동 등으로 점진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인간 수명의 절대한계가 125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
업 근로자들은 법적 정년 연령과는 무관하게 명예퇴직, 희망퇴직제 등을 통하여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건강하고 활동적인 퇴직자의 증가와 퇴직 이후 늘어난 생
활기간은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2010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는 은
퇴 이후의 주거지역 선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 황선혜
외(2010)는 주거선택 결정요인은 하나의 가구가 어떤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주택의 물리적
구조물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다. 권연화･최열
(2016)은 대체적으로 연령의 증가는 주택소유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건강상태의 변
화, 가구구성의 변화, 가족환경의 변화 등이 노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와 주거선택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요조사에서 전인수(2013)는 베이비부머 2명 중 1명 이상은
은퇴 후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으며 높은 이주 의향률을 보이고 있고 임기흥･백성준
(2015)은 베이비붐세대의 62.4%가 은퇴 후 주거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에 이한나･김승희(2018)는 은퇴예정자(준고령자)의 주거이동의사가 비교적 높고 전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려는 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갤럽 설문조사(2017
년)에서는 수도권 거주 은퇴예정자 840명 중 532명(63.3%)이 은퇴 후 주거이전계획이 있
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50명(9.4%)이 수도권 다음으
로 강원도를 선택하였다.
강원도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지방공동체 위기 등으로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생활
수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백두대간, 동해안, 관광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양양고속도로, 경강선 KTX 등의 개통으로 강원지
역에 대한 관광객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서고속화철도(서울~춘천~속초)가 개통 예
정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교통의 발달은 오염된 도시생활에 찌든 수도권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들에게 많
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도는 이러한 기본요인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잠재적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의 탈수도권 의사와 강원도 교통발달의 접근성 개선
에 따른 상호요인이 강원도 지자체들의 지역발전에 더 좋은 기회의 시점으로 다가올 것으
로 본다. 특히,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이 강원도 지자체에 정주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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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유형별 맞춤형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 과제로
써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제1단계로 본 연구를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설문조사(2017)를 실시하여
수도권 거주 은퇴예정자(45세~64세)의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을 변수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을 명명한다. 제2단계로 선행연구와 수도권 은퇴예정자의 주거선
택 요인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계연보 시스템 등에서 추출하고 강원도 18개 지자
체를 대상으로 군집분석 및 F검정을 실시하여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한다. 제3단계로 주
거지역 선택요인과 지자체 간 유형 및 특성을 상호 비교하고 유형별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주거선택의 영향요인
거주자가 주거를 선택할 때 미치는 영향요인은 주거선택의 대상인 주거환경을 어떻게 인
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환경은 넓은 의미로 인간이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
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 조건을 포함한 유형 또는 무형의 외부적 조건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 주택 그 자체 또는 주택의 내･외부와 관련된 여러 조건과 주택의 배치에 따라 주변
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된다(박찬규, 1982).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R.W.Marans
& W.Rodgers(1975)는 주거환경에 대한 객관적 환경, 사회심리학적 환경,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였으며, G.C.Glaster & G.W.Hesser(1981)는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속성을 물리적
주거속성, 이웃관계 속성, 개인적 속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 속성을 포함하였다.
M.Amerigo & J.I.Aragans(1997)은 주관적･객관적 환경 외 물리적･사회적･심리적 영향요
인을 모두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속성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M.A.Mohit at. al.(2010)은 주거환경의 객관적 속성과 주관적 속성의 관계
를 정립하고, 주거환경을 주거단위, 주거지원서비스, 공공시설, 사회적 환경, 근린시설 등으
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범주는 공통적으로 물리
적 환경, 사회･심리적 환경, 조직적 환경, 커뮤니티 환경,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영향요인의 영향력이나 순위는 비록 주택이나 근린의 위치가 고정
적일지라도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거환경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거주자의 주거욕구나 가치가 주거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분석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영향요인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1)

1) 이주택(1990)에 의하면 거주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나 가치가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그 영향요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기법으로 군집분석, 요인분석, 다
차원 태도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이주택, 199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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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주거선택과 관련된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선행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
다. 주거선택 행위라 함은 한 가구가 주택의 소유형태를 결정하고 주택 규모와 주거지역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박경숙, 1995). 주거선택 결정요인
은 하나의 가구가 어떤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주택의 물리적 구조물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다(황선혜 외 2010). 그리고 권연화･최열(2016)
은 노년층과 잠재 노년층의 주거선택 비교분석에서 대체적으로 연령의 증가는 주택소유형
태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건강상태의 변화, 가구구성의 변화, 가족환경의 변화 등이 노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와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표 1 ●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주거선택요인
구분

R.W.Marans &
W.Rodgers (1975)

물리적 환경

주택관리, 유지관리,
밀도, 교통, 수목,
공기

사회･심리학적
환경

이웃, 안전성,
편리성, 이웃형태

조직적 환경

개인적 특성

경제적 환경

개인적 특성

G.C.Glaster &
G.W.Hesser (1981)

M.Amerigo &
J.I. Aragans (1997)

M.A.Mohit at. al.
(2010)

주택 내･외부 수준,
배관 및 난방시설,
욕실, 규모, 밀도

건축의 질, 내부,
규모, 조명, 욕실

거주지역, 주방,
침실, 욕실 등

이웃관계, 이웃과
상호작용, 이웃소음,
범죄율, 호감도

이웃과의 관계,
친밀감, 사회적 참여

소음, 범죄, 사고,
보안, 지역사회관계

공공서비스 만족도

공원, 공공서비스,
교통 가로조명,
건강센터, 병원,
도서관, 양로원,

주차, 도로, 학교,
경찰서, 병원,
쇼핑센터, 공공도서관,
하수구, 쓰레기 수거

연령, 자녀유무, 인종,
가계수입, 교육수준,
사회적지위, 거주기간

개인적 성향

나이, 학력, 가구구성,
소득, 거주기간 등

주택가격,
가계평균소득,
비주거용 토지, 빈집

자료 : 이한나(2018), Amerigo& Aragans (1997) 토대로 재작성.

201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와 저출산･고령화
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는 노인 주거복지를 필두로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
류혜지(2009)는 전국 50세~59세의 예비 노인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예비노
인층은 노후에 다른 집으로 이동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그 이유는 노인이 생활하기에
는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창호･박창수(2009)는 주거만족도가 베이
비부머의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 베이비부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지방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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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변의 농촌이나 전원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선혜 외(2010)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이동계획 패턴 연구에서 노후에 대한 계획 주거이동에 대한 다양성
을 확인하였다. 노후가 긴 기간인 만큼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주택에 머문
다기보다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승권(2011)은 서울 및 수도권 중･장년층(40세~46세)
의 노후주거 선택요인을 살펴본 결과, 중장년층은 노후 주거환경에 관심이 많고 노후를 준
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안락한 노인주택의 건강서비스, 문화서비스가 노인
주택의 입지, 구성, 배치형태 선호도와 함께 주거이주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원자
(2013)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50세~58세)가 노후 주거선택에
있어서는 주택가격 등 경제적 요인과 주변 환경, 교통의 접근성 등 입지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희･강혜경(2000)은 주거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주
거환경 구성요소 중 쾌적성, 안정성, 주거지 분위기와 교통환경 그리고 교육환경 등이 매우
중요하게 인지되어지는 구성요소로 분석하였다. 박남희･김준영(2004)은 분당신도시 거주민
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환경을 주택환경과 주변 환경으로 나누었으며, 주
택환경보다 주변 환경에 더 만족하였다. 박영근 외(2006)는 주거환경은 주거선택기준･주거
가치･주거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거선택 기준은 주거가치, 주거만족에 정(+)의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환･최영문(2008)은 주거환경 만족도와 주거선택요소 중
요도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집의 구조, 자연환경, 조망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영(2014)은 노년기에 주거이동을 실행한 노인
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변인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파악 한 결과, 자연환경이 좋
은 곳, 노후에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의 이동 동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주거이동은 강한 동기나 뚜렷한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것보다 노후에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파악하였다. 임기흥･백성준(2014)은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선택을 고찰하기 위해 은퇴 후 주거선택 기준, 선호하는 주택 유형, 규모
및 주거이동 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한국 베이비붐세대는 첫째, 은퇴 후에는 은퇴
전과 다른 기준으로 주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쾌적성과 편의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둘째, 은퇴 후 아파트거주 비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전원주택 및
타운하우스의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 후 62.4%가 주거 이동을 계획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양상을 특정한 유형으로 구분하려는 연구는 이미 학문의 관심 영역
이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의 삶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황남희 외(2014)는 고령화 연구패널자료(2010)를 활용하여 예비노인(50세~64세)의 삶을
소득･건강･여가의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비노인의 삶은 향유형, 여유형
보통형, 결핍형의 4개로 유형화되었다. 김미혜 외(2006)는 군집분석을 통하여 한국노인의
삶을 성공적 노후라는 관점에서 이상 근접형, 배우자 결핍형, 적당 유지형, 성공적 노후요소
결핍형의 4가지로 유형화한 후 이들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백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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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은 노인가구의 지출유형을 의료지출형, 여가지출형, 교육지출형, 주거지출형, 관계 지
출형, 식비지출형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최옥금(2011)은 의료지출 중심형, 주거지출 중심
형, 기본생활지출 중심형, 관계지출 중심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류종현(2018)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서울 및 수도권
에서 강원도 내 전입권역 특징을 보면 전입자 수는 동해안지역, 원주권, 춘천권, 접경지역,
강원남부권 순이나 전입률에서는 접경지역, 강원남부권, 춘천권의 역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강원도 외 지역에서 도내로의 전입은 강원도 전 지역이 고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소멸위험 및 고위험으로 분류된 지역이 2005년 71개소에서 2015년 116개
소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강원도가 더 이상 소멸안전지대로 볼 수 없으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제까지의 주거선택, 주거환경 및 유형화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베이비부머세대, 저출
산･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 비하여 은퇴예정자를 분석대상
으로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일정 지역을
기준으로 수요 측면과 공급 또는 자원 측면과의 연계 비교를 통해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
또한 소수에 불과하다. 더더욱 은퇴예정자의 주거지역 선택요인에 따른 지역유형화와 정책
대응방안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서 차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의 특성비교를 통하여 유형화하고 대응방안을 제
시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 다른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은퇴예정자의 주거지역 선택요인에 따른 강원도 지자체 유형화를 통해서 유형별 맞춤형 정
책적 대응방안 제시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한다.
둘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비교 지표는 두 측면 모두 사회,
경제적 지표인 통계지표를 활용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수요조사와 강원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계지표와의 비교를 시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 거주자의 실질적인 주거지역 선택 니즈 측면과 강원도 보유 지역특성을
연계시켜 유사지표를 추출하고 유형화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비교
우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생산해내는 재화나 서비스가 타 지역과의 경
쟁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차별성을 두고 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최근 들어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의 탈 수도권 의사와 강원도 교통발달의 접근성 개선에
따른 상호요인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발전에 더 좋은 기회의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이 주거지역 선택요인에 따라 은퇴 후 선호하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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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유형별 맞춤형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 과제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거주 은퇴예정자들의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니즈 항목에 따라 사회･경
제지표를 추출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을 유형화하고 주거지역 선택요인에 따른 특성과 차
이를 분석하는 데 연구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는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은퇴예정자와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
어 진행하였다. 첫째, 수도권 거주 은퇴예정자(45세~64세)를 대상으로 2017년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한 ‘주거에 대한 니즈 및 수요조사’ 중에서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에
대한 항목변수를 추출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요인별로 구분하고 명명한다. 둘째,
주거지역 선택요인과 연관된 사회･경제지표를 통계사이트, 통계연보,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추출하고 강원도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표를 표준점수화하고 군집분석 및 F검정을 이
용하여 지자체별 유형화를 시도하고 특성 및 차이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은퇴예정자 주거
지역 선택요인에 따른 지자체 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상호 비교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림 1 ● 연구모형

2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1) 수도권 은퇴예정자 니즈 및 변수선정
서울 및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 생애주기상 가족수축기2) 에 해당하는 연령층(45
세~64세)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2017년 한국갤럽을 통하여 ‘주거에 대한 니즈 및
수요조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 항목은 인구･사회적 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은퇴 후 주거생활 니즈 및 은퇴자마을 주거환경 니즈,
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생애주기를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1단계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가족형성기(25세~34세), 제2단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가족 규모가 확장되는 가족확장기(35세~44세), 제3단계 자녀의 독립으로 가족이 축소되는 가족
수축기(45세~64세), 제4단계 노부부의 사망으로 가족이 소멸되는 가족소멸기(65세 이상)로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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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마을의 3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설문 항목과 문항은 최승호(2009), 이승권(2011),
신한호(2015), 김대성(2017)의 선행연구에 의거, 수정하고 보완하여 <표 2>와 같이 구성하
였다.
● 표 2 ● 설문의 구성항목
항목
일반적 특성

은퇴 후 주거계획
및 생활에 대한
니즈
은퇴자마을

요인

인구･사회적 특성(성, 지역, 연령, 직업, 학력, 가족 수 등)

주거특성(주택유형, 주택규모, 점유형태 등)

경제특성(월평균 소득, 순자산 규모, 자산구성비율 등)

은퇴 후 주거생활양식, 주거이전계획, 주거이전계획지역 및 이유 등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 생활방식, 선호 거주형태 및 주택유형, 노후생활
준비, 예상소득 및 지출 등

은퇴자마을 이미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및 이유, 은퇴자마을 미 거주 의향 및
이유, 입지조건, 수도권과의 시간 및 거리, 내부 선호시설, 선호 프로그램 등

이 연구에서는 은퇴 후 주거계획 및 주거생활에 대한 니즈 중에서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
중요도 6개 변수와 은퇴 후 생활방식 중요도 4개 변수를 합하여 총 10개 변수를 <표 3>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는 은퇴 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하고 보람된 제2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
러한 선택요인을 바탕으로 관련 선행연구, 각종 통계지표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표를 추
출하고 강원도 지자체를 유형화하여 유형 특성에 따른 미래 주거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했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SPSS 22 통계프로그램 패키지 이용하며 통계적
분석은 변수요인 간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주거지역 선택요인을 유사한 요인끼리 유형화하고 명명하고자
한다.
● 표 3 ●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 항목변수 추출
구분

항목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 시 중요도

자녀, 친지와의 거리, 병원 등 의료시설과의 거리,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
방범, 안전 등 환경, 자연 등 쾌적한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연계

은퇴 후 생활방식
중요도

쾌적한 자연에서 여유로운 삶, 적정한 근로활동 유지, 여행, 취미, 오락 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 기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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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자원 측정지표 추출
강원도 지자체 간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고려한
상위 범주와 수도권 은퇴예정자인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10개 변수를 하위범
주로 참조하여 <표 4>와 같이 부문별 측정지표3)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의
구성요소 중 주택 특성 및 개인적 특성은 개별적 속성이므로 제외하였고, 조직적 환경에 대
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상위범주는 물리적 주거환경, 사회･심리적 주거환경, 경제
적 주거환경을 구분하고 수도권 은퇴예정자 수요조사에서 추출한 항목변수를 하위범주로
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관련은 물리적 주거환경, 방범･안전･청결･커뮤니티 관련사항은 사
회･심리적 주거환경, 소득･일자리 관련사항은 경제적 주거환경 범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쾌적한 주거환경, 취미･여가･사회기여 활동과 관련사항은 사
회･심리적 주거환경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세부지표로 선정된 3개 범주 29개 지표를 토대로 지역자원별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다. 각 지자체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z-score값을 사용하여 각각 다른 단위의 지
표를 같은 단위로 표준화한 후 사용하며 지역별 분석지표는 강원도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이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 및 F검정을 실시하고
군집 유형화에 따른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 표 4 ●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지역자원 측정을 위한 지표 분류
주거환경
주택의 물리적
특성(제외)
조직적 환경
사회･심리학적 환경
경제적 특성
개인적 특성(제외)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세부지표 (29개)

물리적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시설
관련 범주

의료기관 수 외
8개 지표

▶

▶

▶

사회･심리적
주거환경

방범･안전･청결
커뮤니티 관련 범주

교통사고 외
14개 지표

경제적 주거환경

소득･일자리
관련 범주

사업체 수 외
4개 지표

강원도 지자체 지역자원 유형화를 위한 3개 하위 범주 29개 세부지표는 다음〈표 5>와
같다. 첫째, 의료･생활편의 시설 관련 범주에는 의료기관 수 외 8개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국가통계포탈, 지자체 통계연보 및 강원도 통계정보를 활용하기로 한다. 둘째, 방범･안전･청결
3) 지표는 2017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는 물론 정부의 공식통계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
강원도 통계사이트 및 각 지자체별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객관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선정 및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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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관련 범주에는 교통사고 외 14개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국가통계포털, 지자체 통계
연보 및 강원도 통계정보를 활용하기로 한다. 셋째, 소득･일자리 관련 범주에는 사업체 수
외 4개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국가통계포털, 지자체 통계연보를 활용하기로 한다.
● 표 5 ● 지역자원 측정을 위한 세부지표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료･
물리적
생활편의
주거환경
시설
관련 범주

방범･안전
사회,
청결･커뮤
심리적
니티 관련
주거환경
범주

소득･
경제적
일자리
주거환경
관련 범주

세부지표

지표 설명

비고

의료기관 수

지역 내 의료기관 수의 합계

강원도 통계정보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의 합계

강원도 통계정보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의 합계

강원도 통계정보

인구천명당 공무원 수

지자체 인구 천명 대비 공무원 수 비율

지자체 통계연보

상수도보급률

전체 가구 수 대비 상수도 보급가구 비율

국가통계포털

하수도보급률

전체 가구 수 대비 하수도 보급가구 비율

국가통계포털

중심성지수

데이비스의 지능지수법에 의한 중심성 측정

-

대중교통 이용 현황

1주일 단위 대중교통 이용 건수

지자체 통계연보

도로포장률

전체도로대비 포장도로 비율

국가통계포털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표준화

국가통계포털

화재

화재 발생 비율을 표준화

국가통계포털

범죄

범죄 발생 비율을 표준화

국가통계포털

자연재해

자연재해 발생 비율을 표준화

국가통계포털

생활안전

생활안전 점수 표준화

국가통계포털

자살

자살발생 비율 표준화

국가통계포털

감염병

감염병 발생비율 표준화

국가통계포털

공원면적

지역 내 공원면적의 합계

강원도 통계정보

도시공원개소

지역 내 도시공원개소의 수

강원도 통계정보

십만명당 문화시설 수

십만명당 문화시설 수의 합계

강원도 통계정보

자전거도로 길이

지역 내 자전거 도로 길이의 합계

강원도 통계정보

주택보급률

가구 수 대비 주택의 보급 비율

국가통계포털

주택증감률

전년도 주택대비 증가 비율

국가통계포털

주택자가점유율

주택수 대비 자가보유 비율

지자체 통계연보

신규주택률

주택수 대비 10년이하 주택 비율

국가통계포털

사업체 수

지역 내 사업체 수의 합계

국가통계포털

종사자 수

지역 내 종사자 수의 합계

국가통계포털

지역내 총생산액(억 원)

지역 내 총 상산액의 합계(억 원)

지자체 통계연보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한 사람의
비율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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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수도권 은퇴예정자의 주거지역 선택요인 도출
1) 일반적 특성
수도권 거주 은퇴예정자 총 840명 중 남자는 498명(59.3%)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8.6%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55~59세가 312명(37.1%)으로 가장 많고, 지역은 서울 거주자가
496명(59%)으로 경기도 거주자보다 18.0% 높았다.
이러한 은퇴예정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주거특성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첫째, 인
구･사회적 특성에서 직업은 화이트칼라가 54%, 학력은 대졸 이상이 80.6%, 가족 수는 4인
가족 46.3%로 가장 높았다. 둘째, 거주하고 있는 주거특성으로 주택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
이 68.8%, 주택규모는 86㎡~120㎡(약 27평~36평)이 45.2%, 주택점유형태는 자가가
71.4%로 가장 많았으나 은퇴 후 선호 거주형태는 자가가 80.5%로 역시 가장 높았고 선호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52.0%로 아파트 3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은
은퇴 후 자가 소유의 단독주택형을 선호하였다.
● 표 6 ● 인구･사회적 특성 및 주거특성의 빈도 분석(N=840)
구분
성

연

별

령

거주
지역
직

학

업

력

가족 수

남자

빈도(명)

비율(%)

498

59.3

여자

342

40.7

45~49세

249

29.6

50~54세

159

18.9

55~59세

312

37.1

60~64세

120

14.3

서울

496

59.0

경기

344

41.0

자영업

131

15.6

블루칼라

88

10.5

화이트칼라

454

54.0

전업주부/기타

167

19.9

고졸 이하

163

19.4

대졸 이상

677

80.6

1인

45

5.4

2인

117

13.9

3인

232

27.6

4인

389

46.3

5인 이상

57

6.8

구분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점유
형태
은퇴 후
선호
거주형태
은퇴 후
선호
주택유형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주상복합
오피스텔
기타
60㎡ 미만
61㎡~85㎡
86㎡~120㎡
121㎡
자가
전세
월세
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실버타운
기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빌라)주택
상가주택
오피스텔

빈도(명)

비율(%)

79
100
71
578
10
2
97
228
380
135
600
154
86
676
25
100
32
7
437
318
58
6
9

9.4
11.9
8.5
68.8
1.2
0.2
11.5
27.1
45.2
16.1
71.4
18.3
10.2
80.5
3.0
11.9
3.8
.8
52.0
37.9
6.9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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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은퇴예정자의 경제적 특성으로는 조사시점에서는 월평균소득이 600만 원 이상
33.9%, 순자산규모가 3억 원~5억 원 사이가 가장 높았다.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
이나 준비상태가 보통 수준이었으며 준비된 사람보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
다. 월평균 예상소득금액은 242.58만 원으로 소득비율은 예상연금소득, 예상금융소득, 예상
임대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월평균 예상지출금액은 205.68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예
상식비, 예상의료비, 예상주거비, 예상여가활동비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예정자들은 노후 준
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보다 거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2배 더 높았고 은퇴 후 예상소
득은 연금소득, 예상 지출은 식비와 의료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표 7 ● 경제적 특성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N=840)
구분

월평균
소득

순자산
규모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상태

빈도(명) 비율(%)

구분

평균

표준편차

300만 원 미만

126

15.0

은퇴 후 월평균 예상소득액(만 원) 242.58

193.53

300~399만 원

127

15.1

예상연금소득비율(%)

53.31

30.77

400~499만 원

141

16.8

예상임대소득비율(%)

10.65

18.63

500~599만 원

161

19.2

예상금융소득비율(%)

21.46

23.10

600만 원 이상

285

33.9

예상기타소득비율(%)

14.58

24.74

1억 원 미만

167

19.9

은퇴 후 월평균 예상지출액(만 원) 205.68

121.67

1~3억 원 미만
3~5억 원 미만
5~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
거의 준비되지 않았음
보통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음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

185
204
185
99
101
237
324
164
14

22.0
24.3
22.0
11.8
12.0
28.2
38.6
19.5
1.7

예상주거비비율(%)

20.12

11.95

예상식비비율(%)

29.53

12.04

예상의료비비율(%)

20.42

9.54

예상여가활동비율(%)

19.01

10.24

예상기타지출비율(%)

10.93

10.73

은퇴 후

은퇴 후

2)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 도출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의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2017년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주거지역 선택요인 구성하는 10개 문항을 추출하고 문항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는〈표 8〉과 같다.
각 항목별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구하였다.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 시 중요도 6개 항목 간 α계수 0.71, 은퇴 후 생활방식 중요
도 4개 항목 간 α계수 0.60, 총 10개 항목 간 α계수 0.79로 α계수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으로 자연 등 쾌적한 주거환경 4.38(SD=.645), 쾌적한 자연환경
에서 여유로운 삶 4.26(SD=.681), 병원 등 의료시설과의 거리 4.25(SD=.669), 방범･안전 등
환경 4.23(SD=.658),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 4.14(SD=.675), 여행･취미･오락 4.08(SD=.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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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정근로활동 유지 3.84(SD=.732), 소득･일자리 연계 3.64(SD=.821),
자녀･친지와의 거리 3.55(SD=.900), 봉사활동 등 사회 기여 활동 3.49(SD=.752)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은 대부분 은퇴 후 의료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포함
되거나 근거리에 인접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필수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
구분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 시
중요도

은퇴 후
생활방식
중요도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Q4_1 자녀, 친지와의 거리

840

1

55

3.55

.900

Q4_2 병원 등 의료시설과의 거리

840

1

55

4.25

.669

Q4_3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

840

1

5

4.14

.675

Q4_4 방범, 안전 등 환경

840

2

5

4.23

.658

Q4_5 자연 등 쾌적한 주거환경

840

1

5

4.38

.645

Q4_6 소득, 일자리 연계

840

1

5

3.64

.821

Q5_1 쾌적한 자연에서 여유로운 삶

840

2

5

4.26

.681

Q5_2 적정한 근로활동 유지

840

1

5

3.84

.732

Q5_3 여행, 취미, 오락 활동

840

1

5

4.08

.684

Q5_4 봉사활동 등 사회 기여 활동

840

1

5

3.49

.752

Cronbach‘α

.71

.79

.60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에 대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판별 및 집중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직각회전방법 중 베리맥스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4개 요인의 아이겐값이 1 이상으로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어 전체 변
수에 대한 표본 적합도를 알 수 있는 KMO(Kaiser-Meyer-Olkin) 척도는 0.800으로 양호
한 값을 나타냈다.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존재에 대한 통계적 검증치로써 요인분석 모
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누적분산이 68.138%로 나타나 구성된 4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구성된 항목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에는 3개 항목, 세 번째, 네 번째 요인에는 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요인 적재 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만족하였으며 항목의 제외나 조정 없
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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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주거지역 선택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요인명명 및 분류지표 비교
item

1

2

3

4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
요인
병원 등 의료시설과의 거리
1
방범, 안전 등 환경

.829

.125

.053

.155

.739

.136

.209

.118

.664

.195

.352

-.019

소득, 일자리 연계
요인
적정한 근로활동 유지
2
자녀, 친지와의 거리

.203

.860

.076

.028

.096

.824

.166

.181

.376

.403

-.144

.313

요인 자연 등 쾌적한 주거환경
3
쾌적한 자연에서 여유로운 삶

.168

.081

.854

.055

.172

.086

.806

.175

요인 봉사활동 등 사회기여 활동
4
여행, 취미, 오락 활동

-.001

.237

.073

.845

.381

-.023

.291

.641

아이겐값

2.069

1.724

1.693

1.328

공통분산(%)

20.687

17.240

16.931

13.280

누적분산(%)

20.687

37.928

54.859

68.138

요인명
▶

주거편의 및
접근성 요인

▶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요인

▶ 주거 쾌적성 요인

▶ 취미･여가･사회
기여 요인

▽

KMO= .800, Bartlett’s x2= 2,108.609 (p<0.000)
▼

요인명

요인별
속성

주거편의 및
접근성 요인

▼
생활･일자리
지속성 요인

▼
주거 쾌적성
요인

▼
취미, 여가
사회기여 요인

편의성

근로활동

쾌적성

(생활편의 및 의료
시설, 방범 안전)

(소득, 일자리,
근로활동)

(자연환경,
여유로운 삶)

여가 및
봉사활동
(여행, 취미,
봉사활동)

▼

▼

▼

▼

-사업체 수 외
4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지역내총생산액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화재 외 10개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교통사고
-자연재해
-생활안전
-주택보급률
-주택증감률
-주택자가점유율
-신규주택률

-의료기관 수 외 8개
-의료기관 수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천명당 의료기관
세부지표의
병상 수
분류
-천명당 공무원 수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중심성지수
-대중교통 이용현황
-도로포장율

요인별 속성
-편의성
▶ -근로활동
-쾌적성
-여가 및 봉사
활동
▽

요인별 관련지표
-십만 명당 문화
시설 수 외
-의료기관 수 외
3개
8개
-십만 명당 문화
-사업체 수 외
시설 수
4개
-자전거도로
▶
-화재 외 10개
길이
-십만 명당 문화
-공원면적
시설 수 외 4개
-도시공원개소
총 29개 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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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인자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항목들의 요인별 특성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요인 1
은 ‘주거편의 및 접근성 요인’, 요인 2는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요인’, 요인 3은 ‘주거 쾌
적성 요인’, 요인 4는 ‘취미･여가･사회기여 요인’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편의시설, 의료시설,
안전생활시설 등이 근거리에 인접한 경우에 대해 ‘주거편의 및 접근성 요인’으로 명명된 요
인 1과 쾌적한 자연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주거 쾌적성 요인’으로 명명
된 요인 3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기흥(2015)은 베이비붐세대
가 은퇴 후에 주거를 선택할 때에는 쾌적성과 편의성을 중시하고 이정수 외(2014)는 노후
에 희망하는 주거입지로 주변 환경, 의료 및 편의시설을 꼽았다고 했다. 소득, 일자리 연계,
적정한 근로활동 등과 관련하여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요인’이라고 명명된 요인 2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이훈(2013)은 은퇴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해 나가는 한국만의 독특한 고령화
현상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여행, 취미, 오락, 봉사활동을 ‘취미, 여가, 사회기여 요인’이라고
명명된 요인 4는 최인근(2007), 진태하(2010)는 여가활동 실태조사에서 여행, 취미, 오락
등을 여가활동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위와 같이 명명된 요인은 강원도 지자체 유형화를 위해 추출한 총 29개 세부지표와 연관
성을 살펴보면 요인 1(주거편의 및 접근성 요인)은 의료기관 수 외 8개 지표가 분류되었고
요인 2(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요인)는 사업체 수 외 4개 지표, 요인 3(주거 쾌적성 요인)은
화재 외 10개 지표, 요인 4(취미, 여가, 사회기여 요인)는 십만 명당 문화시설 수 외 3개
지표가 분류되었다.

2. 강원도 지자체 유형화에 따른 특성 및 차이 분석
강원도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위하여 주거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수도권 은
퇴예정자의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이 반영된 사회･경제적 지표를 추출하고 강원도의
18개 지자체에 대한 군집분석, F검정을 실시하고 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강원도 지자체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위해 추출한 총 29개 지표를 표준점수화(z-score)
하고 강원도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 <표11>, <표
12>와 같다. 총 29개 지표 중 8개 지표를 제외한 21개의 지표가 군집의 형성에 유의하다
고4) 나타났으며, 강원도 지자체 간 군집은 4개 군집으로 유형화되었으며 1군집은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의 4개 군, 2군집은 춘천시, 원주시의 2개 시, 3군집은 강릉시, 동해
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의 5개 시, 4군집은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
성군, 양양군의 7개 군으로 구성되었다.
각 군집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분석해 보면, 군집 1은 강원도 홍천군 외 3개 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은퇴예정자 주거지역 선택요인과 비교 시에는 주거 쾌적성 요인(3.19),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요인(0.19), 취미･여가･사회기여 요인(-1.51), 주거편의 및 접근성(-3.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간 유형별 비교에서는 주거 쾌적성은 가장 높았으나 생활 및 일

4) 유의수준이 0.05 이하인 경우 지표가 군집의 형성에 유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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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지속성은 2군집에 비해 낮았다. 주거 쾌적성의 세부지표 역시 다른 군집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1은 주거 쾌적성을 유지하고, 주변도시 연계 및 지역특성을 살
리고 은퇴예정자의 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0 ● 주거지역 선택요인에 따른 지자체의 군집분석 결과 1

요인분류

주거편의
및
접근성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주거
쾌적성

취미,여가
사회기여

2군집
춘천, 원주

지표5)

1군집
홍천, 횡성
영월, 평창

3군집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4군집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27

1.96

.36

-.66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02

1.27

.66

-.82

의료기관 수

-.39

2.39

.20

-.60

중심성지수

-.41

2.39

.11

-.52

대중교통 이용 현황

-.53

2.40

.20

-.52

도로포장률

-.25

.90

.83

-.71

인구천명당 공무원 수

.14

-1.57

-.71

.87

상수도 보급률

-.90

.83

1.01

-.44

하수도 보급률

-.99

.81

.86

-.28

계

-3.62

11.38

3.52

-3.68

사업체 수

-.40

2.29

.24

-.59

고용율

.63

-1.09

-1.06

.71

경제활동참가율

.64

-.92

-1.22

.77

종사자 수

-.38

2.39

.15

-.57

지역 내 총생산액(억 원)

-.30

2.41

.06

-.56

계

0.19

5.08

-1.83

-0.24

주택보급률

.58

-1.04

-.83

.56

주택증감률

.40

2.15

-.10

-.76

주택자가점유율

1.25

-1.55

-.81

.31

신규주택률

.96

1.31

-.65

-.46

계

3.19

0.87

-2.39

-0.35

자전거도로 길이

-.68

1.99

.38

-.45

공원면적

-.39

2.25

.25

-.59

도시공원개소

-.44

2.46

.06

-.49

계

-1.51

6.7

0.69

-1.53

군집 2는 강원도 2대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은퇴예정자 주거지역 선택요인과 비교
시에는 주거편의 및 접근성(11.38), 취미･여가･사회기여 요인(6.7),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요인(5.08), 주거 쾌적성 요인(0.87) 순으로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간 유형별
5) 군집 간 비교를 위하여 군집분석을 하기 전 Z-SCORE로 각 지표를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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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서는 주거쾌적성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서 높았다. 세부지표 역시 모든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편의 및 접근성 요인에서 지표 수가 많았다. 따라서 군집 2는 도시지역
으로 주거편리성은 자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적정한 소득을 위한 근로활동과 취미･여
가･봉사 활동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1 ● 주거지역 선택요인에 따른 지자체의 군집분석 결과 2

▼
각 군집별 속성
-5

1군집
(+)주거쾌적성〉생활･
일자리지속성
(-)취미･여가･봉사활
동
〉주거편의･접근성
2군집
(+)주거편의･접근성〉
취미･여가･봉사활동〉
생활･일자리지속성〉
주거쾌적성
3군집
(+)주거편의･접근성〉
취미･여가･봉사활동
(-)생활･일자리지속성
〉주거쾌적성

주거편의･접근성
0

-1.51

생활･일자리 지속성

5

-3.62

10

주거 쾌적성
15

-0.35
4군집
(-)생활･일자리지속성
〉주거쾌적성 〉
취미･여가･봉사활동
-1.53
-0.24
〉주거편의･접근성

25

0.19 3.19

11.38

-2.39

여가･봉사활동
20

-1.833.52

5.08

0.87

6.7

0.69

-3.68

군집 3은 강원도 강릉시 외 4개 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은퇴예정자 주거지역 선택요인과
비교 시에는 주거편의 및 접근성(3.52), 취미･여가･사회기여 요인(0.69), 생활 및 일자리 지
속성 요인(-1.83), 주거 쾌적성 요인(-2.39)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간 유형별 비교에서
는 주거편의 및 접근성, 취미･여가･사회기여 요인은 군집 2보다 낮았다. 세부지표에서도 생
활 및 일자리 지속성, 주거 쾌적성이 낙후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3은 중소 도
시군으로써 수도권과는 제일 먼 곳인 동해안에 접하고 있어 휴양레저형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 4는 강원도 철원군 외 7개 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은퇴예정자 주거지역 선택요인
과 비교 시에는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요인(-0.24), 주거 쾌적성 요인(-0.35), 취미･여가･
사회기여 요인(-1.53), 주거편의 및 접근성(-3.68) 순으로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지
자체간 유형별 비교에서는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주거 쾌적성 요인은 군집 3보다 높았다.
세부지표에서도 주거편의 및 접근성, 취미･여가･사회기여 요인이 낙후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4는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개발 및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불모지역
으로 단계별, 점진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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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군집유형별 세부지표에 따른 특성 차이

구분

지표

주거
편의 및
접근성

생활,
일자리
지속성

주거
쾌적성
여가 및
봉사
활동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명)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의료기관 수
중심성지수
대중교통 이용 현황
도로포장률
인구천명당 공무원 수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사업체 수
고용율
경제활동참가율
종사자 수
지역 내 총생산액(억 원)
주택보급률
주택증감률
주택자가점유율
신규주택률
자전거도로 길이
공원면적
도시공원개소

1군집
2군집
홍천, 횡성 춘천, 원주
영월, 평창

1.57
3.16
8.16
14.61
41.00
355.00
38.55
230.41
3655.50 147572.50
84.70
95.59
12.97
5.00
76.80
94.80
70.10
91.00
4588.50 25742.00
65.00
58.10
67.42
61.30
19679.20 125801.50
17011.50 72149.00
120.20
104.10
113.20
130.60
76.36
51.72
30.99
33.15
14.75
290.50
1360.50
7282.50
29.25
178.00
**p〈0.05 ***p〈0.01

3군집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2.03
11.57
107.80
74.24
39517.20
94.94
8.98
96.70
91.60
9671.40
58.20
60.14
40129.60
24595.00
106.10
108.20
58.21
21.03
124.80
2812.60
55.20

4군집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30
4.19
17.00
30.53
3870.80
80.33
16.38
81.50
78.30
3123.29
65.30
67.92
12183.10
11723.00
119.90
101.60
68.13
22.22
39.14
911.29
26.43

F검정

10.586**
6.944**
32.625***
22.998***
32.364***
5.248**
15.313***
9.022**
6.152**
5.575***
23.020***
39.060***
8.115***
11.154***
18.731**
28.861***
21.338***
16.423**
34.872**
26.725***
25.238***

1군집 : 홍천, 횡성, 영월, 평창

2군집 : 춘천, 원주

3군집 :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4군집 :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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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특성별 대응방안
수도권 은퇴예정자의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이 주거편의 및 접근성,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주거 쾌적성, 취미･여가･사회기여 요인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을 이
루는 항목변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강원도 지자체 유형화를 위해 주거환경과 연관된 지
표를 추출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군집분석, F-검정을 실시하여 은퇴 후 주거
선택요인에 따른 지자체 간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그
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 특성과 차이 및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은 공통적으로 강원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편리한 도시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과의 근접성
은 물론 치안, 방범 등 안전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은퇴 후, 소득･일자리 연
계에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상태는 보통 수준이 가
장 높았으며 은퇴 후 수입으로는 연금수익 53.31%, 지출은 주거비 및 식비가 49.65%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강원도 지자체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편의
시설을 기본으로 이주지역에서의 새로운 삶과 교제를 위한 차별화된 공간 및 서비스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건강한 연금생활자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적정한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형별 특성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1군집은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의 4개 군지역으로 지리적으로 강원도 서부에서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홍천과 횡성은 수도권과 인접되고 경기 2020 비전에 의거, 수도권
연결 통일순환철도 계획구간인 원주와 춘천구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평창군과 영월
군은 고급 전원주택, 별장 등이 산재되어 있기도 한다. 1군집 유형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
자리가 있고 생활이 편리한 지역을 중시하는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강원도 주요 거점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
충분한 주거 편의시설, 취미･오락･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등은 주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연계 활용하도록 하고, 지자체들은 민간개발업체를 통하여 건강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중소지역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은퇴자마을을 공급하고, 유사한 취미
나 여가활동이 가능한 테마형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군집은 춘천시, 원주시의 2대 도시지역으로 고속도로와 철도가 발달하여 수도권으로 접
근이 매우 용이하며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고 특히, 경제･산업 발전도가 원주시, 춘천시 순
으로 높다. 도시지역이라 주거의 쾌적성 요인이 제일 낮지만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이 주거선
택 시 고려하는 4가지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다. 건강한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
로 종합 서비스 프로그램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일자리 및 취미･여가･봉사활동
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때 이 군집에 속한 지자체들은 조기 퇴직자들을 위해 기업체, 공
공기관과의 일자리 연계한 특화된 프로그램 체계의 구축이나, 시니어 스타트업 같은 은퇴자
들의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및 시니어의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주 혹은 기금
지원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 골프장, 관광시설, 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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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취미･여가 시설들과 제휴를 통해 은퇴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여가･봉사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사회참여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등의 차별화
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3군집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의 5개 중소도시지역으로 자연자원과 관
광자원이 풍부하며 동해안과 접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강원도 주요 지점에 위치한 중소 거점
도시로써 주거편의 및 접근성과 취미･여가･사회기여 요인을 갖추고 있으므로 건강한 은퇴
자들을 대상으로 도시근교에 관광휴양과 주거공간의 복합 형태인 휴양레저형 은퇴자마을을
개발할 시에는 은퇴자들에게 이 지역에서의 교제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2 ● 군집분석에 따른 강원도 지자체 군집유형 결과
4군집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의 7개 군 지역으로 정
선군을 제외하고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자원, 생태계 보전지역 등으로 알려져 있
으며 또한,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불모지로 생각했던 지역이 현실로 다가
서고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의 주거지역 선택요인 모두가 불충분한 낙후지역
으로 보고 선택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거처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장점을 충분히 어필하여 은퇴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귀농･귀촌 등의 정주형과 일정 기간 체류하는 체류형 등으로 나누어 유형에 맞는
은퇴자마을을 공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도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동서고속철도 역세권을 거점으로 은퇴자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생태계자원과 교육을 연계한 은퇴자마을을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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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원도의 지자체들은 각 군집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수도권 은퇴예정자의 주거선택 및 이전 수요에 부응한 주거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을 차별화
하여 향후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최근 들어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의 은퇴 후 탈수도권 의사와 강원도의 교통발달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대라는 상호요인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발전에 더 좋은 기
회의 시점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금번 기회에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2017년) 내용을 바탕으로 수도권 은퇴예정
자들의 주거지역 선택요인에 따른 강원도 지자체 유형화와 맞춤형 대응방안 수립에 연구중
점을 두고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의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 10개 변수를 선정하고 요인분
석을 한 결과, 주거편의 및 접근성,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주거 쾌적성, 취미･여가･사회기
여의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주거환경에 따른 선행연구와 은퇴예정자들의 주거지역 선택요인을 통하여 3개 범주
29개 세부지표를 추출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군집분석한 결과, 4개 부문 21개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1군집은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의 4개 군지역, 2군집은 춘천
시, 원주시의 2개 시지역, 3군집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의 5개 시지역, 4
군집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의 7개 군 지역으로 유형화
되었다.
셋째, 강원도 지자체 1군집은 수도권 은퇴예정자들이 주거 쾌적성, 생활 및 일자리지속성
요인을 중시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2군집은 주거편의 및 접근성, 취미･여가･사회기여,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주거 쾌적성 요인 순으로 중시하는 지역으로, 제3군집은 주거편의
및 접근성, 취미･여가･사회기여 요인을 중시하는 지역으로, 제4군집은 주거편의 및 접근성,
취미･여가･사회기여, 생활 및 일자리 지속성, 주거 쾌적성요인 모두를 중시하지 않는 지역
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형특성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대응방안과 각 군
집별 대응방안을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강원도 지자체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대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기본으로 이주지역에서의 새로운 삶과 교제를 위
한 차별화된 공간 및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한 연금생활자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
하여 적정한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형
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지자체 1군집은 강원도 주요 거점도시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
상, 중소지역의 특성을 살린 은퇴자마을을 개발하면서, 유사한 취미나 여가활동이 가능한
테마형 주거단지를 개발해야 한다. 2군집은 관련 지자체들은 조기 퇴직자들을 위해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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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과 연계된 일자리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거나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와 관련된 인프라를 조성하고, 주변 골프장, 관광시설, 문화센터
등과 제휴를 통해 은퇴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하여 다양화되
고 차별화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군집은 도시 근교에 관광휴양과 주거
공간의 복합형태인 휴양레저형 은퇴자마을을 개발할 시에는 은퇴자들에게 휴양 및 주거단
지에서의 교제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소득의 기회를 창출하고 여유로운 경제생활
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4군집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귀농･귀
촌 등의 정주형과 일정기간 체류하는 체류형 등으로 나누어 유형에 맞는 은퇴자마을을 공
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도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에 속해있는 지역으로
동서고속철도 역세권을 거점으로 은퇴자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생태계자원과
교육을 연계한 은퇴자마을을 단계별, 점진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3 ● 군집 유형별 대응방안
결론적으로 강원도의 지자체들은 각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은퇴자마을을 조성하
고, 수도권 은퇴예정자의 주거이전 수요에 부응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향후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한계점으로는 첫째, 수도권 은퇴예정자의 주거선택 요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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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은퇴자마을 니즈에 대한 수요분석과 연계한 미래형 주거정책을 제시
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강원도 18개 시, 군 기초 행정단위별 특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시간상의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은퇴예정자의 주거지역 선택요
인에 따른 강원도 지자체 유형별 연관성 비교 분석은 각 지자체별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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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

이동준(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박사과정)

강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비점오염관리 방안 연구
국내에서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건기 시 다양한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원을 지칭한다.
비점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토양유실이 많은 고랭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관
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한강 상류에 위치한 강원도에는 총 6개의 지역을 비점
오염관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과 재원 투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의 토사유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토양유실에 따른 한강수계 환경문제, 상･하류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토양유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작지 관리보다는 저류시설, 인공습지,
와류형 시설 등 경작지 외부에서 유실된 토양을 관리하는 시설형 사업들이 주로 진행되어 투자 대비
효과가 반감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경사가 급한 경작지들로 주로 구성된 강원도 내 비점
오염관리지역에서는 기존의 시설설치 위주의 관리방안에서 발생원관리 중심의 관리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발굴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의 환경문제 관련 정책들은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규제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규제
방식은 다양한 환경요인과 유동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정책비용도 발생시킨다. 또한, 환경문제와 결부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문제
인식의 차이를 조정하여 객관적인 접근을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 규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환경정책 분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원도 비점
오염관리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협력형 대책수립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비점
오염관리지역인 만대･가아･자운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원관리방안 위주의 주민협력형 비점오염
관리 대책을 제안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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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에서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건기 시 다양한 토지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유기물, 영양염류, 중금속, 입자상 물질, 각종 유해 화학물질 등)이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원을 지칭한다(환경부,
2014).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 및 배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차집이 어렵고, 유역의
기상조건 및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 접근이 필요하다. 2007년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에서는 고랭지밭이 집중된 유역을 중심으로 6개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 지정
되어 있다(전만식, 2015). 이러한 정부의 대책과 재원투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의 토
사유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토양유실에 따른 한강수계 환경문제, 상･하류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4).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토양유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작지 관리보다는 저류
시설, 인공습지, 와류형 시설 등 경작지 외부에서 유실된 토양을 관리하는 시설형 사업들이
주로 진행되어 투자 대비 효과가 반감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발생원으로부터 토양유실이
일어난 후 관리를 하는 시설형 사업들의 경우 유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
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국립환경과학원, 2014). 하지만 현재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으로는 한강수계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별 복잡한 토지이용, 산림의 개간, 객토 등 다양한 농업활동들은 토양유실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주로 경사가 급한 경작지들로 구성된 강원도 내 비
점오염관리지역에서는 기존의 시설설치 위주의 관리방안에서 발생원 관리 중심의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발굴이 필요하다.
발생원 관리 중심의 비점오염관리를 위해서는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농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발생원 관리기법들은 대부분 경작지 내에 설치하기 때문
에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밭갈이와 같은 영농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비점오염원관리기
관과 농민들과의 계약,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상,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지급 없이는 정상
적인 관리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한 현장조사, 계획수립,
비점오염원 저감공법선정 등 어느 한 부분에서도 지역주민이나 농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
치가 없다. 기존 시설형 사업 시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의견수렴 절차는 존재했었지만, 발
생원 관리사업 지역주민이나 농민이 무엇을 참여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장정렬, 2017). 발생원 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될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농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와 참여에 따른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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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비점오염관리지역 중 3곳을 선정하여 기존 환경정책 분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정된 강원도 비점오염관리지역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발생원 관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지역 및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발생원 관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강원도 내 비점오염관리지역 중 만대지구, 자운지구, 가아지구를 선정하였다. 발생원 관리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파악하여 관리지구 내 현황
에 적절한 사업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지역 내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 내 기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제공해 주는 강수 자료를 활용하여
연차별 강우량 값과 강우 강도를 산정하였다(기상청, 2019).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
는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지형특성을 분석하였다(국토교통부, 2019). 비점오염
원에 의한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수질측정 자료를 활용하였다(환경부,
2016; 환경부, 2017; 환경부, 2018).
발생원 관리 중심의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역 내 인구 현황
및 발생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대･가아･자운지구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으며(통계청, 2019), 농경지 현황 분석은 환경부에서 구축한 고랭지
밭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와 기존 문헌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환경부, 2019).
2) 발생원 관리대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발생원 관리 중심의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의 주요 역할은 농민 또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발생원 관리사업의 대상지는 주로 경사도가 높고 경사장과 면적이 큰 고랭지밭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생원 관리대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
요하고, 사업에서 설치할 공법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민들의 발생원관리 대상대책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랭지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발생원 최적관리방안 연구(Ⅰ)”
자료를 활용하였다(환경부, 2019). 발생원관리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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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원 관리대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활용하였다(환경부, 2019). 인식도 조사는
만대･가아･자운 지구 내 거주하고 있는 농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1 면담 또는 설
문지 작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에 응한 농민과 지역주민은 총 161명이다. 설문조사에
는 비점오염에 대한 인식도, 기존 고랭지밭 사업, 발생원 관리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2. 지구별 현황 및 특성 분석
1) 만대지구
소양호 유역 내 비점오염관리지역 중 하나인 만대지구는 유역면적이 총 64.14㎢이며,
양구군 해안면과 인제군 서화면으로 2개의 시･군과 8개의 법정 동･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구군 해안면 내 설치된 해안 기상대의 자료(2009년~2018년)를 기반으
로 만대지구 기상 현황을 분석하였다. 10년간 연평균 강우량은 1,272㎜이며, 평균 강우
강도는 3.0㎜/hr이다. 만대지구 내 강우량과 강우 강도 모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표 1).
● 표 1 ● 만대지구 강우량 및 강우강도 분석결과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강우량
(㎜)

1,574

1,563

1,466

983

1,321

강우강도
(㎜/hr)

3.8

2.8

2.6

2.2

3.1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강우량
(㎜)

811

1,075

1,222

1,194

1.515

강우강도
(㎜/hr)

2.7

3.3

3.1

3.0

2.9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지표표고모델(DEM)과 GI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만대지구의
표고와 경사도를 분석하였다. 만대지구 내 최저 및 최고 해발고도는 각각 340m, 1,240m로
표고차는 약 900m이며, 평균 해발고도는 683m이다. 만대지구의 평균 경사도는 23.9%로
다소 낮게 분석되었는데, 분지 형태인 만대지구 특성상 중앙부의 완만한 경사로 인하여 평
균 경사도가 낮게 평가되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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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만대지구 표고와 경사도 분석
만대지구 내 수질 오염 현황 분석은 만대지구 말단 하천에서 측정한 수질항목 중 부유유사
(Suspended Sediment; SS)항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환경부, 0000). 만대지구 말단 하천
인 만대천 내 수질측정지점에서의 비강우시 수질은 SS 13.7mg/L, TP 0.052mg/L로 각각
대체로 일반하천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였고, 이는 봄철 융설 및 강우의 영향, 농번기의 탁
수발생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강우시 수질은 2009년에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고
SS, TP 농도는 각각 669.6mg/L, 0.557mg/L으로 비강우시에 비해 수질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부터 2018년까지 측정한 수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대지구 내
수질 오염을 분석한 결과, 상류에 있는 하천(큰지골천, 둔정골천 등)에서 높은 수질농도를
보였다. 특히, 부유물질(SS)의 농도가 다른 하천들에 비해 높았고, 이는 고랭지 밭 경작지와
더 인접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유물질(SS) 수질항목은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다소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2010년대에
환경부에서 진행한 비점오염관리 사업들에 의해 수질이 개선되었으나 비점오염관리 시설
유지관리 미흡, 지속적인 농업활동 등에 의해 수질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만대지구 내 인구 현황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통계청,
2019). 만대지구 내에는 1,22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포함되는 인제군 서화면(가전리,
심적리)에는 거주하는 인구가 없다. 해안면 내 총가구 수는 639세대가 있으며, 이 중 농가
508가구(79%), 비농가 131가구(21%)이다.
만대지구의 밭의 주요 작목을 분석할 결과, 인삼이 만대지구 총 밭면적(15.37㎢)의
3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감자 18.2%, 과수 9.2% 순으로 나타났다. 인삼 재배면적
은 2005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29ha로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인삼
작물은 다년생 작물로 약 4~5년간 재배한 이후에는 연작이 어렵게 되므로 휴작을 하거나
객토 등의 복원을 통해 단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수확 이후 농지 대부분이 나
대지로 방치되거나 단년생 작물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양유실이 발생하고 있다. 만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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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 인삼재배의 대부분은 지역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의 투기성으로 재배되는 경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총 재배면적 중 지구 내 주민에 의한 재배면적은 35.8ha(27.8%)로 나타났
으며, 외지인에 의한 재배면적은 93.1ha(72.2%)로 나타나 외부인에 의한 면적이 월등히 많
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전만식, 2010). 최근에는 사과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삼재배
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규모 자본과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가유입에 따른 외지인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과밭의 경우는 경작지의 대부분 토지가 피복에 되어 토양유실이
억제되고 있어 비점오염원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반조성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만대지구의 문헌연구 결과, 만대지구는 다른 지구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만대
지구 내 경작지들은 6.25 전쟁 이후 개간된 경작지들로 정확한 지적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즉, 한 경작지 내에 국유지, 무주지, 사유지와 같이 여러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매각 및 대부계약 체결 시 토지분할에 따른 행정상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다. 만대지구는 밭 면적의 약 80%가 국유지 및 무주지로 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기계화에 따른 지속적인 밭뙈기 면적의 대형화 등으로 비점오염
원 저감 사업효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즉, 80% 이상이 국유지인 상황에서 제도적
또는 법적인 개선 없이는 발생원 관리 중심의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의 추진이 더욱이 어려
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만대지구 내 발생원 관리 중심의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지적 개선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자운지구
소양호 유역 내 비점오염관리지역 중 하나인 자운지구는 유역면적이 총 133.18㎢이며,
홍천군 내면 창촌리, 광원리, 자운리로 3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천군 내
설치된 기상대의 자료(2009년~2018년)를 기반으로 자운지구 기상 현황을 분석하였다. 10
년간 연평균은 1,355.9㎜이며, 평균 강우 강도는 2.8㎜/hr이다. 강우량은 연차별로 크게 변
동하였으나, 강우 강도는 대부분 2.5~ 3.0㎜/hr 사이를 유지하였다(표 2).
● 표 2 ● 자운지구 강우량 및 강우강도 분석결과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강우량
(㎜)

1,560

1,360

1,868

1,501

1,469

강우강도
(㎜/hr)

2.5

2.1

2.7

3.6

2.6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강우량
(㎜)

737

897

1,262

1,519

1,392

강우강도
(㎜/hr)

2.8

2.6

2.7

3.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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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지구 지형자료분석은 지표표고모델(DEM)과 GIS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자운지구의
최저 및 최고 해발고도는 각각 520m, 1,427m로 표고 차는 약 900m이며, 평균 해발고도는
828m이다. 만대지구의 평균 경사도는 38.2%로 경사도가 유역 전체 면적의 약 53%가
20~50%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2).

● 그림 2 ● 자운지구 표고와 경사도 분석

자운지구 내 수질 오염 현황 분석은 15개의 소하천 중에 7개의 하천에서 측정된 수질 모
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구 내 상류하천에서 측정된 모니터링 자료는 대부분 단기간으
로 수행되어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자운지구 말단에 있는 모니터링 지점(자운
교)은 2015년부터 수질 모니터링이 수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운교 지점에서
측정된 자료만을 활용하여 자운지구 내 수질 오염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운교 지점에
서 비강우 시 부유물질(SS)항목 수질은 SS 3.4mg/L로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강우 시 부유물질(SS)항목의 수질은 257.7mg/L로 증가하여, 강우 시 많은 양의 토
양유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운지구는 강우 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해
집중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운지구 내 인구 현황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통계청,
2019). 현재 자운지구 내에는 1,88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가구 수는 896세대가 있다.
거주자 중 25% 수준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조사되었다.
자운지구 밭의 주요 작목을 분석한 결과, 과채류(풋고추, 파프리카 등) 작물이 주요 재배
작물로 조사되었으나, 근채류(무, 당근 등)와 엽채류(배추, 상추, 시금치 등)의 전체 재배면
적의 약 4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많은 양의 토양유실을 일으키는
근채류 또는 엽채류에 대한 경작지에 대해 발생원 관리 위주의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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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자운지구의 소유자별 밭 면적은 사유지가 83.9%로 가장 많으며, 국유지 14.0%,
군유지 1.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운지구 내 발생원 관리 위주의 비점오염원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아지구
소양호 유역 내 비점오염관리지역 중 가아지구는 유역면적이 총 47.3㎢이며, 인제군 인제
읍 가아리 1개 읍, 1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제군 북면 내 설치된 원통 기
상대의 자료(2009년~2018년)를 기반으로 가아지구 기상 현황을 분석하였다. 10년간 연평
균 강수량은 1,153.4㎜이며, 평균 강우 강도는 2.5㎜/hr로 3개 지구 중 가장 낮았다. 강우
량은 연차별로 크게 변동하였으나, 강우 강도는 대부분 2.5~ 3.0㎜/hr 사이를 유지하였다
(표 3).
● 표 3 ● 가아지구 강우량 및 강우강도 분석결과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강우량
(㎜)

1,345

1,390

1,598

1,029

1,255

강우강도
(㎜/hr)

2.8

2.6

2.5

2.1

2.9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강우량
(㎜)

679

819

1,125

1,112

1,185

강우강도
(㎜/hr)

2.2

2.9

2.5

3.0

2.0

가아지구 지형분석은 지표표고모델(DEM)과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가아지구의 최
저 및 최고 해발고도는 각각 220m, 1,200m로 표고차는 약 900m이며, 평균 경사도는
45.9%로 높게 분석되었지만, 경작지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낮은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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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가아지구 표고와 경사도 분석
가아지구 내 수질 오염 현황 분석은 가아지구 말단지점인 가아천에서 측정된 자료를 활
용하였다. 비강우시 가아천의 부유물질(SS) 항목 수질은 2.7mg/L로 양호한 수질 상태를 유
지하였으나 강우시 부유물질(SS)항목 수질은 95.0mg/L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소양호 상류
의 다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들과 비교하면 비강우시와 강우시의 수질농도 차이가 크지 않
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다른 관리지역들에 비해 유역면적 대비 고랭지 밭 면적이 적고, 적
은 객토량 및 주 재배작물 등 영농형태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아지구 내 인구 현황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통계
청, 2019). 가아지구 내에는 약 4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가구 수는 198세대가 있다.
거주자 중 30% 수준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조사되었다.
가아지구의 밭의 주요 작목을 분석할 결과, 과채류(풋고추, 파프리카 등)의 작물이 주요
재배작물로 조사되었으나, 근채류(무)와 엽채류(배추)의 전체 재배면적의 약 18%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많은 양의 토양유실을 발생시키는 근채류 또는 엽채류
에 대한 경작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생원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아지구의
소유자별 밭 면적은 사유지가 85.7%로 가장 많으며, 국유지 10.7%, 군유지 3.7%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아지구 내 발생원 관리 위주의 비점오염원 감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발생원 관리대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만대･가아･자운지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생원 관리대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도출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식도
조사는 1:1 면담 또는 설문조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식도 조사에는 비점오염에 대한 인식
도, 기존 연구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발생원 관리 위주의 비점오염원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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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강원도 내 비점오염관리지
역 특성상 대부분의 고령 인구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64%를
차지하고 있다(표 4).
● 표 4 ● 관리지구별 설문응답 지역주민 연령분포
대상지역

30세 미만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합계

만대지구

0

1

4

17

23

14

59

자운지구

0

0

0

7

12

6

25

가아지구

0

2

6

22

24

23

77

합계

0

3

10

46

59

43

161

경작형태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만대지구는 자가경작보다 자가+임대경작, 임대경작의
경작형태가 높았으며, 가아･자운지구에서는 자가경작의 형태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경작
면적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만대지구와 자운지구의 지역주민 중 10,000평(3.3ha) 이상의
대규모 면적을 경작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만대지구 53%, 자운지구 42%에 해당하였으며,
가아지구의 경우 5,000평(1.6ha) 이하로 경작한다는 응답자가 56%였다.
연구대상 지구의 주요 재배작물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별로 재배작물에 큰 차이가 있었다.
만대지구는 감자와 시래기가 주요 재배작물로 조사되었으며, 가아지구는 고추, 더덕, 콩, 감자
순으로 조사되었고, 자운지구는 감자, 무, 배추, 산채작물 순으로 조사되었다. 만대지구는
감자를 3~8월에 재배한 후 시래기 무를 8~9월에 파종하여 11~12월 경에 수확하는 농업
적 특성을 나타냈으며, 자운지구는 무, 배추, 감자 등이 주요 재배작물로 조사되었다. 가아
지구는 과거 무, 배추 등 토양유실이 주로 발생하는 재배작물에서 고추, 더덕 등의 작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작지 객토 시행 여부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3개 지구 통합하여 26.1%가 객토를 시
행한다는 응답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지구별로 만대지구 8.5%, 가아지구는 모든 응답자가
객토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자운지구의 경우 약 50%에 가까운 인원이 객토를
시행한다는 응답을 나타내었다(표 5).
● 표 5 ● 연구대상 지구별 객토실시 여부 설문조사 결과
구분

객토 실시

객토 미실시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만대지구

5

8.5

54

91.5

가아지구

0

0.0

25

100.0

자운지구

37

48.1

40

51.9

3개 지구 통합

42

26.1

119

73.9

190｜ 강원논총 2019년 제10권 제2호

자운지구는 재배작물의 특성상 객토가 필요한 작물인 무, 감자, 당근 등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객토를 시행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객토의 주기는 3년과 5년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전체의 81%로 나타났으며, 객토를 많이
시행하는 자운지구에서는 3년 응답자가 17인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고랭지 농업으로 인한 토양유실 발생과 관련된 인식도 조사에서는 고랭지 농업으로 인해
토양유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결과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인
원이 전체의 84%로 대부분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4%로 조사되었다. 지구별
로 가아지구가 고랭지 농업이 토양유실의 발생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만대지구 88%, 자운지구 78%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점오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이 고랭지 농업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에
대한 질의결과 3개 지구 모두 객토(35%)가 가장 많은 응답 결과를 나타냈으며, 작물종류,
저감시설 부족, 경운 방향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객토를 많이 시행한다고 응답한 자운지
구는 흙탕물 발생의 원인으로 객토를 응답한 인원이 전체의 4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냈으며, 가아지구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부족을 원인이라 응답한 인원이 전체의 24%를 차
지하였다(그림 4).

만대지구

3개지구 통합
기타
14%

기타
10%

저감시설
부족
15%

객토
35%

농경지면적
7%
작물종류
20%

경운방향
13%

농경지면적
10%

자운지구
저감시설
부족
15%

기타
15%
객토
25%

농경지면적
6%

작물종류
18%
경운방향
12%

작물종류
27%

경운방향
9%

가아지구

저감시설
부족
24%

객토
28%

저감시설
부족
12%

기타
4%

농경지면적
4%

객토
47%

경운방향
18%
작물종류
12%

● 그림 4 ● 흙탕물 발생 주요 원인에 대한 주민 인식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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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저감 교육참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61명 중 97명(60.2%)
이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관리지구별 참여경험은 가아지구 92%,
자운지구 66%로 39%인 만대지구에 비해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농민 비율이 높
게 조사되었다. 비점오염원 저감 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전체 97명 중 78명(80.4%)이 교육의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효과가 없다
는 응답은 19명(19.6%)으로 파악되어 비점오염원에 대한 인식제고 등의 교육적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점오염원 발생 저감을 위한 향후 관련 교육 시 참여 의사에 대하여 질의결과 응답자의
85%(137명)가 ‘교육참여 의사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흙탕물 저감을 위한 교육활동
에 대하여 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문에 대해 질의한 결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유지
관리방법’ 43%, ‘주민참여 방법에 관한 사항’ 28%, ‘흙탕물 저감을 위한 영농방법에 관한
사항’이 26%, 기타 3% 순으로 응답하였다. 관리지구별 응답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3개
지구 통합결과와 거의 유사한 응답 결과치를 나타냈으나, 만대지구는 ‘영농방법’ 항목(32%)
이 ‘주민참여방법’ 항목(1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작물전환’에
관한 교육과 ‘흙탕물 발생원인’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에 관련된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인 경작지에 비점오
염 저감시설 설치 여부의 질의결과, ‘설치되어 있다’라는 응답은 70명(43%), ‘설치되어 있
지 않다’라는 응답은 85명(53%), ‘모른다’는 6명(4%)으로 응답하였다. 경작지에 설치된 저
감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수로시설(36%), 개비온(31%), 녹비작물재배(10%)가 주요한 응답
결과로 나타났으며, 관리지구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에 설치된 저감시설의 효과성에 대한 질의결과 ‘매우 효과있다’와 ‘효과있다’라고 응
답한 인원이 전체 인원의 80%를 차지하였으며, ‘효과없다’ 16%, ‘모르겠다’ 4%로 현재 설
치된 저감시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기존에 설치된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주체에 대한 질의결과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총 75개의 응답 중 군청･읍면사무소 등 ‘관공
서’로 응답한 인원이 전체의 62%(46명)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농업인’이 관리한
다는 응답이 37%(28명)의 순이었다. 향후 경작지에 우선으로 필요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개비온(25%), 수로(24%), 작물전환(17%), 밭 기반 정비
(14%) 등의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사업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유출경로 관리사업이
전체의 38%, 발생원 관리사업이 62%로 응답하였다. 발생원 관리사업의 경우 작물전환, 개
비온, 밭기반 정비, 녹비작물재배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작물전환과 관련한 사업의 확
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원 관리 위주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경작지 내 식생완충대
설치, 장경사장 밭두렁 조성, 급경사 농경지 매입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참여 의사, 효과성
높은 발생원 관리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개 지구 통합으로 경
작지 내부 식생완충대 설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 의사가 67.7%, 장경사장 밭두렁 조
성사업이 55.4%, 급경사 농경지 관리사업이 37.9%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 농업인의
2/3 이상이 식생완충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를 나타냈으며, 이는 농업활동의 유지와 흙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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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만
대지구는 가아･자운지구에 비해 급경사 농경지 관리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높았으며, 이는
해안지구의 특성상 경사지가 높은 지역에 있는 농경지가 많음에 따라 적극적인 발생원 측면
의 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판단된다. 3가지에 발생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사업별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총 171건의 응답 결
과를 받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경작지 내부 식생완충대 설치’를 선택한 응답자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장경사장 밭두렁 조성’이 34%, ‘급경사 농경지 관리’가 16%를 나타냈다.
발생원 관리 위주의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작물전환 지원 필요’
응답이 1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최근 만대지구와 자운지구의 과수와 산채작물로의
전환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흙탕물 저감시설의
확충, 관리 필요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현재 지구별로 추진 중인 녹비 작물 및 양파망 보급
사업의 확대를 원하는 의견이 있었다.

4. 발생원 관리 위주의 비구조적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조사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 관리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시설형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경사가 급한 경작지가 많은 강원도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발생원 위주
의 관리 위주로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발행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였
다(국립환경과학원, 2014).
1) 식생완충대 설치
식생완충대는 경작지 말단에 식물을 심어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유사를 감소시키는 방법
이다. 최적의 관리를 위하여 폭은 50㎝ 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뿌리조직이 잘 발달할
수 없는 1년생 초본보다 싸리나무 및 잔디 등과 같이 뿌리의 발육이 좋은 다년생 식물을
심어 많은 유출량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6월 중순 우기 전에 식생대의 뿌리가 완전히
활착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여야 하며, 식생의 키가 너무 크면 식생의 상부만 무성하고 물
이 흐르는 하부는 조밀하지 않아 유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낮아지므로 식생 길이는 20∼
30㎝ 이내로 짧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생대 조성 후 식생대의
폭 유지, 잡초제거, 주기적인 시비와 풀 깎기, 퇴적물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비점오염원 저감 방법이다.
2) 지표면 멀칭(Mulching)
지표면 멀칭은 경작지의 표면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농수단으로서 작물 뿌리를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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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바로 제거하지 않고 다음 경작까지 보존하거나 농작물의 수확 후 산물을 경지표면에 깔
아 덮음으로써 강우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경사 12%의
경사사면의 경우 볏짚을 5톤/ha, 15%의 경사사면에 10톤/ha 정도를 깔면 침식량의
75~80%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
해서는 경작지 표면 보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비점오염관리 방안 중 핵심과제로 권장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닐과 같은 투수성이 낮은 물질로 경작지 표면을 멀칭하는 것은 지표
유출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배수로와 인근 하천 수로의 침식과 토양유실을 증가시키므로
그 사용을 지양하고 식물잔재물이나 투수성이 큰 멀칭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친환경 배수로 조성
비점오염원 관리에는 영농방법에 따른 오염원의 사전 발생 저감이 중요하나 토양유실이
발생한 이후 비점오염원이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는 배수로를 관리하는 것도 또
한 중요하다. 배수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경작지 주변의 배수로는 홍수에 대비한 배수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서 경작지에서 발생한 오염 저감 기능과 생태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형태의 친환경배
수로 조성 기술이 필요하다.
4) 녹비재배 및 다년생 식물 식재
강원도 경작지는 계절마다 작물을 재배하는 특성이 있다. 계절마다 작물을 재배하는 경
우, 작물 수확 후 다른 작물이 성장하는 동안 강우 발생 시 토양유실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작물에 의한 토양 표면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작부체계 등을 반영한 지역농업계획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작지의 표면이 노출되어 강우에 의한 침식이 우려되는 시기 및 지역에
대하여는 녹비작물 또는 다년생 식생에 의해 토양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방
법은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해야 하므로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가 가중되고 있으며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 및 토양 양분 수지 불균형, 과다한 경운 등으로 인한
토양 침식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5. 강원도 내 발생원 관리 중심의 비점오염원 관리 방향
1) 정부(지자체)-전문기관-민간 구조 재정립 방안 및 환경 거버넌트 도입
강원도 지형 및 재배작물 특성상 비점오염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형 위주의
관리방법보다는 발생원 관리 중심의 비점오염원 관리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발생원 관리
중심의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농민, 지역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정책 결정과 사업집행을
주도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사업지 내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과 협력하고 조력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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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Delmas et al.(2009)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
사회 등으로 구성된 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했다(그림 5). 제시된 환경 거버넌스 체계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며, 부문별 및 부문 간 파트너 관계로
구성된다. 협력 파트너 관계는 부문별이나 부문 간의 파트너 관계 구축을 통해 합의된 이행
기간과 환경 목표를 정하거나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환경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 즉,
이 그림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이 환경 거버넌스에서 각각 어떤 역
할을 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그림 5 ● Governance for the Environment: New Perspectives
(Delmas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생원 관리 위주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Delmas et al.(2009)가 제시한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 구조가 필
요하다. 중앙 및 지방 정부 내에서,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는 환경부서만으로
는 한계가 있고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부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연구대상 지역 중
만대지구는 경작지의 약 80% 이상이 국유지 또는 무주지이기 때문에 환경관리를 위한 수
단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기계화에 따른 밭뙈기 면적의 대형화 등으로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즉, 80% 이상이 국유지인 상황에서는 발생원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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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감 사업의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 거버넌스 도입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농민, 지역주민을 사업에
참여를 증가시킬 방법이기도 하다. 대부분 관리대책은 농민들과 평생 함께한 경작지 내에서
진행되고 사업 진행 시 농민들은 경제적인 피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기
준을 설정하여 일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센티브
를 관리하는 주체로서는 유역에 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합하나 비점오염에 대한 전
문성이 부족하고 사업비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환경 거버넌스 구조는 정부(지자체)-비점오염원 관련 전문기관-농민 또는 시
민다체 체제이다(그림 6). 비점오염 관련 전문기관은 제시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정책
적 문제점들을 찾거나 농민 또는 시민단체의 생각을 반영하는 정책안들을 정부 또는 지자
체에 전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비점오염원 저감 및 공법 유지관리 교육, 사업
시행 현장조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림 6 ● 강원도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정부(지차체)-비점오염관련
전문기관-농민(시민단체) 구조안
정부는 농민과 시민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비점오염 전문기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비점오
염 저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점오염 전문기관은 다양한
정책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농민
또는 지역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 가능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비점오
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 기관은 담당 유역의 수질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들을 평가하고, 환경전문가를 통해 새롭게 적용될 다양한 발생원 관리
기법들의 비점오염원 저감율을 예측하여 정량적이고 효과적인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비
점오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주민협력형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
와줄 수 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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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비점오염 전문기관의 정책도구 활용방안
2)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대책 수립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점오염 전문기관은 관리하는 지사를 관리 유역 근처에 두어 주기
적인 만남을 통해 주민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관리지역 내 비점오염
원 저감시설 설치 및 휴경농지 주민에 친환경 영농직불제 등과 연계하여 지원을 검토하고
일정 경사도 및 표고 이상 오염원 과다 유출 경작지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면적은 적극 매수를 추진하는 등 보조금 등 지원 또는 매입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부와 협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작방법을 평가항목에 포함함과 동시에, 필수항목에 비료 성분과 토양의 유출방지시설 및
농법 등의 실시 여부를 추가하고 고랭지 채소의 경우 멀칭재배, 등고선 경운의 표기 및 가점
부여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농산품 생산과 유통 전 과정(LCA)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객토원 및 채토장 관리요령을 마련･보급하여 과다한 객토를 제한하고 채토장 관리를 강
화함과 동시에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 사후관리 역시 비점오염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이다.
3) 지속적인 비점오염관련 모니터링 및 모델링 실시
유역을 관리하는 지사는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대표적인 소하천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소하천 집수 구역 내에 토지이용 형태별로 최적의 저감
효율을 갖는 다양한 유형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소하천 수질 변화
추세를 종합 모니터링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강원도 내 비점오
염관리지역은 강우 시 오염 배출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우시 샘플
링을 통한 수질분석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지역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별하여야 한다.
유역 단위의 종합모니터링은 대상 소하천 유역의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시설설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단계별로 실시하고, 타당성 조사, 지역선정, 시설설치･운영 등 사업의 초기부터
건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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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문제가 되었던 시기,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야 하며 수문모델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된 다양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자발적 참여 환경프로그램 교육
비점오염 전문기관은 농촌정비사업과 밭 기반 정비사업과 같은 관리지역에 진행되는 다
양한 사업 시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을 강화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을 수립･추진(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하고 고랭지밭에 맞는 표준시비량 설정과 환경친화적
해충방제 시스템 개발과 경작자에 영농방법 지도 및 저감시설 설치 유도 등 농약 살포 및
비료의 적정 시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식생대･야자매트 설치 등 관리요령 교육과 고랭지밭 현장점검 및 지도를 위한 표준
요령 개발･교육 등 농민･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고랭지밭 표준 관리요령 등 교육을 강화하
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농민 의식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
과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민들
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Ⅲ. 결 론
기존 정부의 규제를 통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규제 주체의 행동이 재빠르
지 못할 뿐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도외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정
부기관들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분야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이
많은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효과를 신속하게 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외
의 연구결과는 정부규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 문제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규제방식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관리 지역인 만대･가아･자운지구의 일반현황 및 지역 내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비점오염관리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부-전문기관-농민이 수평적 구조이며 효율적으로 비점오염을 감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은 강원도 내 비점오염을 저감을 위
한 자율적 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론적이고 탐색적인 선행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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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제안한 주민협력 위주의 대책을 통해 농민들은 기존 규제방식이 고집했던 일률적
인 규제 대신에 인센티브 및 규제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점은 그동안 피규제 대상에 머물러 있었던 많은 농민으로 비점오염
원 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환경 거버넌스 프로그램은 비점오
염원 관리지역 내 거버넌스의 중요한 행위자집단인 동시에 중요한 구성집단인 정부와 지자
체, 그리고 농민 집단의 역할이 비점오염관리 체계에 어떻게 작동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점오염원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 간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인지를 고찰하는 데
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하지만 비점오염원 저감을 정부의 기존사업에 의존하듯이 농민들
의 자발적 의무수행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정부와 농민 간의 신뢰구축, 적절한 수준의 규제
(전문기관의 관리,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인센티브 제공, 시민단체의 견제와 참여 등 정책
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제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본 논문은 주민협력형 비점오
염원 저감 대책의 발생배경, 필요성, 작동기제, 사례의 유형 등을 이론적이고 탐색적으로 연
구함으로써 향후 개별 사례에 관한 질적 연구 및 효과성 평가와 바람직한 운영방안 제시
등과 같은 후속적인 연구에 유용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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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역 마케팅 협의체(DMO) 도입을 통한 강원도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국가적으로 지방 분권화에 힘을 쏟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세 의존화가 두드러지게 되어 허울뿐인 지방
자치제도가 되었다. 특히,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부재,
청년 인구유출, 고령화 등의 문제점이 심해져 지방소멸위기마저 현실화되는 실정이다.
ʻ2018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ʼ에 따르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지역관광의 혁신역량 제고,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체계의 구축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국가관광전략으로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과 한국형
지역 마케팅 협의체(DMO)를 도입하여 지역관광발전이 곧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유도되도록 추진
하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강원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강원도의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도내 지역별 특화 자연자원을 활용한 이벤트의 개최를 통해 이를 지역특화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으로 한국형 DMO의 도입을 통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이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세 수입의 증가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어 : 강원도, 자연자원, 한국형 D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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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지역민들의 주도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제도의 도입 이래
강원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아직 정부의 지원 의존도가 높으며, 이는 결국 지방의
자율성 저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지방 재정 여건의 악화 원인은 현행 지방세제가 세수 신
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정부의 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입확충을 도모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1)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도 결산 기준 23.5%로 집계되어, 전국 평균(46.8%)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남 (19.8%)과
전북(21.5%)에 이어 하위 15위에 머물렀다.2) 또한, <표 1>과 같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 평균 27.4%이며 이는 전국 평균인 51.9%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연도

전국 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강원도

2010

52.2

68.3

31.6

27.1

2011

51.9

68.6

33.0

27.5

2012

52.3

69.1

34.8

26.9

2013

51.1

66.8

34.1

26.6

2014

50.3

64.8

33.2

26.6

2015

50.6

65.8

34.8

25.9

2016

52.5

66.6

35.9

27.1

2017

53.7

67.0

38.3

29.1

2018

53.4

65.7

39.0

28.7

2019

51.4

62.7

39.6

28.6

평균

51.9

66.5

35.4

27.4

자료 : 통계청

1) 이현두(2014), “지방세입 확충방안”, ｢2014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p.86.
2)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57507(검색일: 20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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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역의 인구 및 인구분포, 경제규모, 산업구
조, 지역 경기의 상태 등을 들 수 있는데3),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 기반 제조업(2차 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낮은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관광세, 입도세, 지역자원세,
환경세 등 세목 신설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지만, 결국 조세법률주의와 기획재정
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의 반대논리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다.4) 이러한 현재 상황으로 인해
강원도는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낮은 지방세 수입구조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개별소득세 등의 지방세 이양이 가능한 종목의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도는 지역 경제를 대부분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의 비교우위
산업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수요의 증가에 따른 관광수입은 강원도의 생산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강
원도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5) 또한, 이러한
효과의 극대화와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법으로 거버넌스 개념을 포함한 지역
마케팅 협의체(DMO)를 도입하여 지역공동체의 주도 하에 관광사업이 운영되도록 조성한다.
주민공동체를 통해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그 지역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하며, 이러한 자생적 조직의 발달을 통해 주민에
게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지역민에게 정체
성과 집단성을 불러일으키며, 사업의 진행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을 갖게 되어 지역의 자연
자원을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6)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강원도의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위한 방법으로 강원도만
의 특색 있는 행사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러한 사업을 한국형 DMO를 통해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정부, 기업과 지역주민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의 도입을 통해 강원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방세 수입구조 개선, 고용 창출 및 산업기반 형성을 유도하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를 증
대시켜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3) 강주훈･정욱영(2003), “강원도 산업연관모형과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
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8(2): 14.
4) 조계근(2013),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정
책토론회｣, 강원발전연구원, p.3.
5) 강주훈･정욱영(2003), “강원도 산업연관모형과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
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8(2): 13.
6) 전대욱 외(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6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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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거버넌스와 한국형 지역 마케팅 협의체(DMO)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은 학문의 분야, 지역적 또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부, 기업, NGO 등의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방식”으로 정의한다.7) 지역
개발사업에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의 주민협의체 또는 위원회 등이 조직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조직을 통해 공동작업
(즉, 지역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와 자치, 신뢰와 협력이 요구된다.8) 이를 통해 본 논
문에서는 지방분권시대 강원도의 시･군별 역량 강화와 지역별 고유성 및 자치활동 증진의
목적으로 정부, 기업과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개념을 포함한 시스템 구
상을 핵심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차츰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한국형 지역마케팅 협의체(DMO) 방식을 향후 도입하는 관광산업에 적
용하려 한다. 한국형 지역마케팅 협의체(DMO: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개념은
2017년 개최된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국가 관광진흥 기본계획으로 도입되었다.
DMO의 정의는 여러 부처와 민간 기관,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관광 마케팅 기관이며9) 목적은 지역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
하기 위해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실을 하며,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
관광을 기획 및 실행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10)
DMO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관광산업에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 인접한 국가인 일본에서 DMO를 이용한 지역활성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한 국가이며, 사회･경제적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여 사례를 통해 강원도 관광산업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타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방창생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관광분야에서 일본판 DMO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
다. 일본 내에서 강원도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는 나가노현의 경우 미나미신슈관광공사라
는 주민, 기업, 단체에서 출자를 받아 설립된 DMO를 운영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판 DMO를 통해 나가노현은 행정의 자급적 자원이 없이 독자적인 수익사
업을 통해 흑자경영을 달성하였다.11)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강원도에 한국형 DMO을 도입하
7) 오승은(2006), “거버넌스론에 관한 제 접근”, ｢연세행정논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9: 51.
8) 전대욱 외(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67: 2.
9)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277056(검색일: 2019.7.14.).
10) 조아라(2019). “한국형 DMO와 지역관광 거버넌스”, ｢한국관광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6: 82.
11) 이창미(2017), ｢일본 관광지경영조직의 추진현황 분석 및 제주적용방안｣, 제주관광공사 연구조
사센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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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광산업을 육성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의 지역공동체 조성 노력과 응용하여 한국형 DMO의 도입을 유도하면
적은 비용과 단시일 내로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내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이벤트 개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에 한국형 DMO 개념을 도입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지역특화 관광 사업으로의 육
성을 주도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정부주도의 운영방식을 정부, 기업이 보조하고 지
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로 이관하며, 프로그램의 기획, 계획, 홍보 및 관리 등을 지역주민
에게 일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지방세 수입률 증가를 통해 시･군 지역에 당면
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강원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연자
원을 이용한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산업의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강원도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강원도의 18개 시･군은 지리적 특성, 문화 특색 및 경제구조가 지역별로 다르며, 이에 따
라 본 논문에서는 관광산업의 도입을 통해 자연자원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운영방식으로 현재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한국형
DMO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도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재정자립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국내･외의 사례를 응용하여 사업
실행 시 도출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의 사례와 대비해 본 논문의 차별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Ⅲ. 본 론
1. 강원도의 지역 현황
1)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및 자연자원 현황
강원도는 전체 토지 면적 중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81.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강원도는 산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표 2>에 따르면, 강원도는
자연공원, 지질공원, 자연휴양림, 생태경관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DMZ 등의 보유 비
율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높아 이러한 자연자원을 이용할 경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형 지역 마케팅협의체(DMO) 도입을 통한 강원도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 연구 ｜207

● 표 2 ● 전국 대비 강원도의 주요 자연자원 현황
구분

전국 면적(㎢)

강원도 면적(㎢)

비율(%)

산림

63,688

13,685

21.5

국립공원

6,656

900

13.5

도립공원

1,136

32

2.9

군립공원

237

7

3.1

지질공원

4,472

2,067

46.2

자연휴양림

1,301

855

65.7

생태경관보전지역

354

77

21.8

습지보호지역

337

21

6.5

백두대간보호지역

2,634

1,339

50.8

DMZ

9,665

5,935

61.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6

5

9.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898

102

11.4

자연공원

자료 : 박상헌 외(2015), "강원도 산림 등 자연환경자원 가치제고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 강원도의 산업구조 현황
강원도는 수도권 인근의 위성도시에 비해 거리가 멀어 통근권 지역으로 부적합하고, 인구
30만 명 미만의 소도시가 분산되어 있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같은 2
차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광공업 등의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원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3차 산업(서비스
업)인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이 주요한 전략산업으로 운위되고 있다. 문화･관광산업은 서비스
경제의 핵심요소로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
함을 인식한 국가와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규모 이벤트
개최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2)
현재 강원도는 산업별 총부가가치(<표 3>)를 기반으로 계산 시, 서비스산업 비율이 2002
년에는 65%를 차지하였고, 2017년에는 70.1%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 지역경제가 서비스산
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점차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강원도는 앞으로도 관광산업이 주요한 전략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서비스산업
집약구조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와 재정
자립도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강승호･하세호(2014), “강원도 문화･관광산업의 고용창출력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
도시지리학회, 17(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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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강원도 지역 내 총부가가치
(단위 : 백만 원)
산업구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1차 산업(농림어업)

1,415,454
(7.9%)

1,503,938
(6.1%)

1,791,804
(5.8%)

2,141,718
(5.3%)

2
차
산
업

3
차
산
업

광업

562,992

677,564

817,798

1,170,058

제조업

2,164,060

2,716,871

3,257,080

3,750,673

전기･가스･증기･
수도업

371,706

429,993

572,253

1,063,626

건설업

1,749,132

2,567,191

2,430,518

3,929,770

합계

4,847,890
(27.1%)

6,391,619
(25.8%)

7,077,649
(22.7%)

9,914,127
(24.6%)

도매･소매업

1,068,409

1,464,899

1,904,576

1,968,014

운수업

812,566

1,064,092

1,168,026

1,586,379

숙박･음식점업

612,869

1,068,290

1,381,141

1,714,263

부동산･임대업

1,236,106

1,558,560

1,940,425

2,495,842

사업서비스업

315,708

571,048

938,122

1,447,779

기타서비스업
(금융･행정 등)

7,566,323

11,099,525

14,908,720

19,066,143

합계

11,611,981
(65%)

16,826,414
(68.1%)

22,241,010
(71.5%)

28,278,420
(70.1%)

17,875,325
(100%)

24,721,971
(100%)

31,110,463
(100%)

40,334,265
(100%)

총부가가치(기초가격)
자료 : 통계청.

3) 강원도의 지역공동체 현황
강원도는 2016년 ｢강원도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2018년 강
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등 지역공동체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생활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자생마을육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방법을 통한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및 자립형 마을 육성기반을 구축하
는 토대를 마련한다. 2018년 기준 지역별 공동체는 원주(18), 강릉(12), 철원(12), 홍천
(11), 정선(11), 평창(10), 춘천(7), 동해(7), 고성(4), 속초(3), 삼척(3), 횡성(3), 영월(3), 태
백(2), 화천(2), 양구(1), 인제(0), 양양(0)의 총 109개가 존재한다.13)
이처럼 강원도는 조례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동을 장려하지만, 아직은 기초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타 시군지역의 경우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해 DMO를 도입하는 개념을 세워 진행하
지만, 강원도 마을공동체는 지역 마케팅과는 관련이 없어 DMO라고 볼 수 없다.
13) http://www.gwmaeul.org/page/intro(검색일: 2019.7.15.).

한국형 지역 마케팅협의체(DMO) 도입을 통한 강원도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 연구 ｜209

이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DMO로의 전환 또는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것으로 본론의 제안을 실현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2. 강원도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행정구역인 18개 시･군 지역을 지역별 경제, 자연자원의 유사성을
토대로 접경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동해안지역(속초, 양양, 강릉, 동해), 폐광지
역(영월, 태백, 정선, 삼척), 영서지역(춘천, 홍천, 횡성, 원주, 평창)의 4가지 권역으로 나누
었다. 이 중 폐광지역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체 산업의 육성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해안 지역은 이전부터 해
수욕 시설의 발달과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KTX경강선의 개통 등으로 기반 시설
이 잘 갖춰져 있고, 해수욕장으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약 4조 5천 억 원에 이르는
등14)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연자원의 이용이 부족한 지역인 접경지역, 영서지역을 위주로 관
광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1) 스키리조트를 활용한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생되는 지방세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쟁력 강
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스포츠이벤트를 유치 및 개최하
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이벤트는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기반이 된다
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5)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강원도 브랜드 가치의 증진, 기존의 부족한 동계스포츠의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
및 중계 효과로 인해 국민이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올림픽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촉진과 주민 소득 증대는 올림픽 유치의 가장 분명하고 실질
적인 명분이며 올림픽 성공 개최의 확실한 효과라 할 수 있다.16)
이러한 관심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간으로 지속해 유도하기 위해 동계스포츠를 생활
체육으로써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추가적인 문제점으
로 현재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관리 방안 정책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일부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강원도 내의 스키리조트를 활용하여 매
년 겨울 국가적 스포츠이벤트(강원도지사 배 아마추어 스키･스노보드 대회)를 유치, 개최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4) https://www.yna.co.kr/view/AKR20111125078300062(검색일: 2019.7.14.).
15) 박진기･박상윤(2014),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방문객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 55(1): 236.
16) 노승만(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효과와 강원도 과제”, ｢월간교통｣, 한국교통연구원, 2018.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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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스키리조트 운영 현황
스키리조트는 전국적으로 17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표 4>를 통해 그 중 강원도에 9
곳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키리조트 사업은 강원도의 자연자원 중 산악지형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유명하며, 이는 강원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키리조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스키･스노보드는 고급스
포츠라는 인식으로 인해 일부 사람만 즐기는 비인기 동계스포츠로 여겨졌지만, 평창 동계올림
픽의 성공적인 개최 후 동계스포츠의 전반적인 인지도가 향상과 더불어, 제2영동고속도로의
신설, KTX경강선의 개통 등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스키리조트로의 접근성
이 향상되어 스키･스노보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전라북도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최 이래 전북도지사 배 스키
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것을 토대로,17) 스키･스노보드에 관한 관심의 지속과 평창 동계올림
픽에 활용되었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원도지사 배 아마추어 스키･스노보
드 대회를 구상하였다.
● 표 4 ● 전국 스키장 현황
지역(개)

스키장

강원(9)

용평리조트, 비발디파크, 휘닉스 스노우파크, 웰리힐리파크, 엘리시안 강촌, 오크밸리,
하이원리조트, 알펜시아, 오투리조트, 알프스리조트(폐장)

경기(5)

파인리조트, 스타일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곤지암리조트, 베어스타운

충북(1)

이글벨리리조트

전북(1)

무주덕유산리조트

경남(1)

에덴벨리리조트

자료 : 한국스키장경영협회.

(2) 강원도지사 배 아마추어 스키･스노보드 대회 운영 전략
현존하는 스키리조트를 기반으로 강원도지사 배 스키･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의 스키리조트들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어 상대적으
로 적은 예산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스키장은 주로 11월 말~2월 말이 개장 기간이므로, 본 대회 예선은 스키장 성수기인 1월
중순에 개최하고, 본선은 1월 말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한다. 또한, 일반인들의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해 주말 시간대를 이용하여 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대회 참가신청은 9월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 스키장별 실
시간 경쟁률 현황을 표기하여 대회 참가자들이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다. 이는 대회에 무작위성을 부여하여 참가자들이 어느 한 곳의 스키리조트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7)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318(검색일: 2019.7.14)

한국형 지역 마케팅협의체(DMO) 도입을 통한 강원도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 연구 ｜211

참가자들의 예약부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 소정의 대회 참가비(약 3만 원)를 받
는 것으로 하고, 이후 예선 탈락자들에게 대회 참가비의 30% 금액(약 1만 원)을 강원 상품
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한다. 리프트 이용비는 참가자별 개별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스키리조트 시즌권이 없는 일반 참가자들을 위해 리프트 이용권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
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대회의 종목은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목과 민간참가자의 참여가 용이한 것
위주로 개최한다. 이에 따라 스키의 경우, 알파인: 활강, 회전 및 프리스타일: 모글, 크로스,
슬로프스타일 등의 5개 종목, 스노보드의 경우, 슬로프스타일, 크로스, 평행대회전 등의 3개
종목의 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학생부, 일반부, 장애인부로 나누어 진행되어
총 24개의 종목별 대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각 코스는 지역별 스키리조트에 따라서
일부 변형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규칙은 최대한 국제규정에 맞추어 진행한다.
대회 진행방식으로는 예선으로 알펜시아리조트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스키리조트에서
각각 진행하여 상위 20명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하고, 예선 탈락자에게는 대회 기념품과 대
회 참가비의 30% 상당의 강원 상품권을 수여한다. 본선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경기장인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하며, 스키리조트별 예선에서 선출된 총인원 4,320명을 2박 3일
동안 종목별로 나눠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시상은 종목별 본선대회 금상 1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장려 11명으로 나누어, 본선 상위 20명 입상자에게 도지사상장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본선 참가자는 입선으로 분류하고 예선을 치른 스키리조트의
스키장 시즌권과 대회 조직위원회장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대회 개최의 이점 및 한국형 DMO의 적용방법
강원도지사 배 아마추어 스키･스노보드 대회는 전국에서 유일한 준 국가 규모의 스키･스노
보드 대회로 개최되어 관광객에게 각 도시만의 차별적 관광경험을 부여하여 경쟁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진행되는 이벤트로 계절성 극복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18) 또한, 지역 숙박시설 이용, 특산물의 판매, 기업후원금, 대회 물품의 판매 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의 존재하는 스키리조트법인 등의 영리법
인이 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닌, 해당 대회를 담당하는 DMO를 설립하여 지역주민이 대회의
홍보, 진행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
라 대회의 운영에 대해 한국형 DMO의 도입을 통해 지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시스템의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스키･스노보드 대회를 통해 동계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관심을 유도하여 비주류 스포츠였던 동계스포츠를 일반인들의 생활체육으로써의 접
근을 쉽게 하고, 장기적으로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에 도움을 주어, 향후 동계올림픽 등의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된다.

18) 문화체육관광부(2016),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관광마케팅 전략 시사점 도출 연구｣,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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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대회 운영전략 모식도

2) 강원도 내 산악지형을 활용한 산악자전거(MTB)대회의 개최
최근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커짐에 따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수단의 필요
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중 하나인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위해 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정책의 재정과 자전
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시행과 지역 경제의 생산성
향상 등 유･무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전거 관련 대회
개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19)
이와 더불어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스포츠이벤트가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강원도의 산악지형을 활용한 산악자전거(MTB)대회 개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내･외 자전거 경주 대회 사례 및 경제적 효과분석
뚜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는 1903년 자전거전문저널 L’Auto-Velo지가 처음으로
개최한 자전거 경주로, 7월 한 달 동안 프로 자전거 선수들이 3,000km 구간을 달리는 자
전거 경기이다. 1926년부터 파리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1930년
부터는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으로 참여국 수가 늘어났다. 또한,
제 1･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경기는 부분적인 개최를 통해 진행되었다. 출발도시와 경기코
19) 맹이섭 외(2015), “‘Tour de korea 2015’ 미디어 노출효과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한국웰
니스학회, 11(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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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매년 바뀌지만, 주요 코스는 프랑스 내에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인접한 새로운
국경의 외국 도시들을 추가하여 방문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20)
이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행사인 동시에, 선수들이 통과하는 각 구간
도시에 축제를 조직하여 1천 5백만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며, 세계 170여 개
국의 20억 텔레비전 시청자에게 프랑스의 문화역사 유적과 자연경관, 도시들을 홍보하는
탁월한 관광개발 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대중매체의 보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
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 또는 개선
할 수 있다. 대회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간접효과 이외에 직접적인 관광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구간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 머무르는 대회조직위 인원과 대중매체 관계자,
관광객의 해당 지역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비용이 1인당 평균 100유로(13만 원) 정도에 달
하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이 대회 개최 시 관광객의 수가 평소보다
증가함을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21)
뚜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는 ‘뚜르 드 프랑스’를 벤치마킹하여 2006년부터 국내에
서 진행되는 자전거 경주 대회이다. 이 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아일보의 주최로 자전
거 이용문화 확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개최되었고, 세계 각국의 엘리트 선수 참
여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전거에 관한 관심의 증대와 국내 자
전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22) 코스는 매해 바뀌며, 엘리트 대회와 스페
셜 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한, 2014년 국제사이클연맹(UCI) 아시아투어(Asia Tour)
2.1등급으로 승급된 이후 경주품질이나 안전 등 운영 면에서 아시아 유수대회와 견주어 대
외적으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다.23) <표 5>에 따르면, 뚜르 드 코리아의 관광수익으로는
관람객 1인당 하루 소모비용이 평균 132,624원으로 뚜르 드 프랑스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나며, 대회 관람객을 약 30,000명으로 계산하였을 때 대회 기간 중 관람객들의 평균지출
총액은 397,872만 원으로 나타났다.24)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대회를 중계하여 지역홍보 효과를
누리며, 지역별 우수한 자연경관을 홍보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홍보 효과를 통해 도시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직･간접적인 경제효과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자전거대회를 강원도 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
안한다.

20) 국토연구원 편집부(2011), “뚜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경기, 국토경관의 다양성을 홍보”,
｢국토｣, 국토연구원, 2011년 9월호, 359: 124.
21) 정옥주(2005),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한 장소 마케팅 연구”,｢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29(3): 104, 113.
22) 맹이섭 외(2015), “‘Tour de korea 2015’ 미디어 노출효과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한국웰
니스학회, 11(2): 126.
23) 뚜르드코리아 홈페이지 www.tourdekorea.or.kr(검색일 : 2019.7.10.).
24) 맹이섭･권 웅(2016), “‘Tour de korea’ 국제 사이클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 64(상):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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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ʻTour de Koreaʼ 대회 관람객 소비지출 현황
(단위 : 원)
지출항목

1인당 평균지출액

총 지출액

식･음료비

22,992

689,760,000

관광교통비

10,870

326,100,000

주유비

23,796

713,880,000

숙박비

38,968

1,169,040,000

물품구입비

7,237

217,110,000

오락비

13,495

404,850,000

관광비

14,427

432,810,000

기타

839

25,170,000

합계

131,786

3,953,550,000

자료 : 맹이섭･권 웅(2016), "‘Tour de korea’ 국제 사이클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사회
체육학회지.

(2) 대회의 강원도 내 적용 방안 및 한국형 DMO의 도입
자전거 대회 종목의 선정 근거로써 <그림 2>를 살펴보면 산악자전거 판매량은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산악자전거가 37.5%로 기타항목 다음으로 높아
주력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에 따르면 산악자전거가 일반인에
게 있어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자전거 종목 중 산악자전거를 활용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원도가 가지는 지역적 특성으로 전국에서 산지 면적
이 가장 높다는 것이 있다. 이를 산악자전거 대회 경로로 활용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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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연도별 제품 매출 비중
자료 : 삼천리자전거 기술분석 보고서(2018)

MTB

미니벨로

하이브리드

로드바이크

● 그림 3 ● 자전거 종류별 인지도
자료 : 자전거 이용 관련 U&A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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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산악자전거 경기종목을 살펴보면
크게 크로스컨트리, 다운힐, 듀얼 슬라롬, 힐
클라이밍, 4-Cross 경기 등으로 나뉜다.25)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대회들은 ‘뚜르 드
프랑스’나 ‘뚜르 드 코리아’처럼 여러 곳의 도
시에서 경기가 이뤄지지 않고, 어느 한 지역
에만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경기가 치러진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회처럼 여러 도시
를 대회장소로 이용할 경우 대회를 개최함으
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를 한 곳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효과를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산악자전
거 대회진행을 위한 대규모의 코스가 필요하
지만, 경기 구간 조성을 위해 산림을 훼손시
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 그림 4 ● 백두대간 내 옛길
자료 : 산림청(2008), 백두대간의 옛길, 옛 문화 찾기
보고서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백두대간 내에 있는 옛길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백두대간의 옛길, 옛 문화 찾기 보고서’에 따르면 백두대간 내에는 약 23개의 옛
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강원도에 속해 있는 것은 약 10개 정도이다.
이러한 옛길들을 활용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점은 기존에 길로 존재하던 곳을 활용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의 시나 도에 국
한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대회진행이 가능해지며,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백두대간 내에 존
재하는 옛길들을 활용한다면 한반도 전체를 횡･종단하게 되는 대회로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산악자전거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코스로 활용하여 대회 기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
한, 대회의 시작을 담당할 출발도시로 강원도 인제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인제군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
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모와 경제성 높은 대회를 유치할 것이며, 스포츠와 관광을 주
제로 한 여러 상품 또한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자전거 친화도시와 라이딩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제군을 레포츠의 고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인제군에서 개최된 행사를 분석해 보면 체육행사의 유형으로 개최된 행
사는 총 147개이며, 이는 주에 평균 약 2.8개의 체육행사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이환열(2015), “MTB참여 동호인들의 재미요인이 여가만족 및 여가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희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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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원도 중 레포츠의 이미지가 강한 인제군이 출발도시로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백두대간의 옛길을 대회 구간으로 이용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앞서
언급한 DMO 개념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주민협의체를 통해 대회 진행, 대회 구간 정비, 행사 홍보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이처
럼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전반적인 행사의 운영을 하게 될 경우 행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제고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고용 창출 효과 및 예산 절감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DMZ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정원박람회의 도입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됨에 따라 DMZ가 설치되고, DMZ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으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이 설치되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DMZ 이남
범위 10km 내에서 민간인통제선 지정, 범위 25km 내에서 접경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도
내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면적 약 5,936(㎢)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전국 접경지역 면적 9,666(㎢)의 면적에 61.4%를 차지하는 면적이다.26) 접경지역은 군사･
환경･산림･농업 등과 관련된 각종 중복 규제로 인해 생활여건,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 등에
지장을 주어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실정이다.27)
DMZ는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냉전유산으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특수성을 가지며, 지난
66년간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현재도 뛰어난 청정 환경과 독특한
생태유산들이 보존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며,
생태관광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자원이 된다. 생태관광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
면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뜻하며, 이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각박해진 삶 속에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생태관광의 수요가 증대되는 실정을 이용해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생태
관광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생태관광의 도입 목적으로는 지역의 뛰어난 자연자
원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까지 진행되었던 환경을 고려
하지 않은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 개발행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을 통해 훌륭한 자연자산을 미래 세대에도 물려주는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에도 DMZ를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자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미리
나서 접경지역의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
서는 지역 개발에 있어 소외되었던 접경지역 도내 5개 군의 지역별 독특한 자연자원과 연

26) 박상헌･한영한(2015), “국내･외 자연등록제도와 강원도 자연자원 가치 제고”, ｢정책메모｣, 강원
발전연구원, 444: 7.
27) 이웅규(2018), “DMZ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한국
접경지역통일학회, 2(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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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재정자립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군별로 특색
있는 DMZ 생태관광 촉진방법(접경지역 생태정원박람회의 개최)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강원도 접경지역의 대표 자연자원 현황
강원도 접경지역의 자연자원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는 철원의 고석정, 화천의 파로호･평
화의 댐, 양구의 두타연, 인제의 대암산 용늪･원대리 자작나무 숲, 고성의 화진포 등으로 꼽
을 수 있다. 이 중 대암산 용늪은 국내 최초의 람사르 등록 습지로 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
식하는 습원이며, 철원의 경우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등의 월동지로도 이름이 높은 등 생태
적 가치가 뛰어나 학술 가치도 상당한 지역이다.
도내 접경지역들은 뛰어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행사 또는 축제는
부재한 실정이다. <표 6>과 같이 접경지역의 행사는 지역의 자연자원과의 연계성이 부족
하고, 상기한 지역별 대표 관광지들은 별다른 체험행사가 없는 단순 일회성 방문시설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접경지역 생태정원박람회의 개최 시
지역 관광지와도 연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표 6 ● 접경지역 축제 현황
지역

이름

주요 내용

태봉제

옛 태봉국의 전통을 기리는 축제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다슬기를 이용한 물 축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한탄강 얼음트레킹

한탄강을 따라 경관을 보며 걷기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얼음낚시와 산천어를 접목한 테마 축제

쪽배축제

콘서트와 다양한 수상레포츠 체험 가능

토마토축제

스페인 토마토축제 벤치마킹

도솔산지구전투 전승행사

호국영령 추모 및 평화메시지 전달

배꼽축제

한반도 섬 및 국토정중앙에서 진행되는 축제

곰취축제

지역특산물인 곰취나물 홍보

펀치볼 시래기축제

시래기로 만든 음식을 맛보는 축제

인제빙어축제

얼음낚시와 빙어를 접목한 테마 축제

황태축제

지역특산물인 황태 홍보

합강문화제

합강 경관의 상징성을 전승하는 향토문화축제

진동계곡 산나물축제

진동계곡에서 진행되는 산나물 채취 축제

수성문화제

고성의 전통 민속문화를 이용한 행사

해맞이 축제

화진포 해변에서 새해 소망을 비는 축제

명태축제

지역특산물인 명태 홍보

왕곡마을 민속체험축제

옛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

대문어축제

대진항의 대표어종인 대문어 홍보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자료 : 각 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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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지역 생태정원박람회의 개최지 선정 및 방법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정원 개념의 도입을 통해 순천만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것을 보아 국가적으로 정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원 분야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
화에 이바지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수요가 높으며,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블루오
션 분야라고 볼 수 있다.28)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현존하는 뛰어난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원박람회와 국가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와는 차별화되는 접경지역 생태정원박람회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가정원의
등록을 주도하며, 이와 연계한 DMZ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경지역 생태정원박람회는 접경지역별 특화 자연자원을 이용한 각기 다른 5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5개 군중 한 곳에서 개최하는 5년 주기의 지역 순회방식으로 구성하며, 이
를 통해 <그림 5>과 같이 박람회 개최 지역을 하나의 띠 모양을 이루는 국가정원 벨트로
조성한다.

● 그림 5 ● 국가정원벨트 구상도

● 그림 6 ● 파로호의 육수생태계 단절

군별 정원의 주제로, 철원은 자연자원으로 철새도래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
를 응용하여 조류관측시설의 설치와 조류 친화적 정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류관
찰정원의 조성을 주제로 한다. 화천은 평화의댐, 화천댐, 파로호가 존재하며, 댐으로 인한
황폐화 현상 중 하나로 <그림 6>과 같이 댐의 유량변동으로 인해 파로호는 호소와 육지생
태계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수생태계의 완충
지대로 정원을 조성하며, 이를 방문객에게 친수환경적인 여가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변
정원의 조성을 주제로 한다. 양구는 한강의 수원으로 강 상류로서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진
다.
또한, 인공습지인 한반도 섬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접한 인제군의 대암산 용늪에 접근이
쉬운 것을 토대로 수질정화기능 및 수생생태계 다양성을 위한 습지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28) 박상헌･임영모(2015), “순천만국가정원의 성공 사례와 강원도 시사점”, ｢정책메모｣, 강원발전연
구원, 507: 1.

한국형 지역 마케팅협의체(DMO) 도입을 통한 강원도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 연구 ｜219

주제로 한다. 인제는 열목어 서식처로 유명한 내린천이 존재하며, 이를 이용해 겨울에는 빙
어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린천 주변에 어류의 생태
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어류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고성은 해안생태계와 육상
생태계가 교차하는 연안 지역으로 생태적 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이며, 그중 화진포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 생성된 자연호수인 석호 중 하나로 뛰어난 경관을 갖고 있으며, 생태계의 보고
로 알려졌다. 이러한 석호는 결국 하천의 퇴적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석호의 육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연안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이처럼 접경지역별 각기 다른 주제의 정원을 도입한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향후 이를
국가정원 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박람회를 통해 세계정원을 조성하여 다른 나
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을 유도하고, 국민참여정원을 통해 생태보전방법에 대한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수집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생태계보존･복원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신기
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한다.
정원박람회의 운영방식으로 DMO인 국가정원벨트 주민협의체를 설립하고, 하위기관으로
5개 군별 접경지역 정원박람회 주민협의체를 설립한다. 이러한 DMO를 통해 정원의 유지관
리와 박람회의 개최 및 홍보를 위탁한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주제의 연구소와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 생태계 복원의 기술개발 및 생태조사활동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며, 방문객과
지역주민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소정의 교육 이수 시 정원 설명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의 조성을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
키도록 한다.
(3) 박람회의 개최 효과 및 한국형 DMO의 적용사례
접경지역 생태정원박람회의 경제창출 효과는 유사사례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개최
결과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총 4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
하여 473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이후 순천만 정원으로 재개장하여 약 8개월 동안 350
만 명의 방문객과 96억 원의 수익이 창출되었고, 순천만정원의 관리 인력을 지역에서 고용
하는 등의 부가적인 효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연간 1천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29) 이것을 보아 향후 생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이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를 군부대 인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탈피하여 지방세 수입
구조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한국형 DMO인 국가정원벨트 주민협의체 도입방법으로 현재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
시숲 트러스트’의 운영방안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도시숲 트러스트’는 거버넌스의 행위 중
하나로 1980년 뉴욕 센트럴 파크의 운영을 위해 조직된 ‘센트럴파크 컨서번시(Central

29) 박상헌･임영모(2015), “순천만국가정원의 성공 사례와 강원도 시사점”,｢정책메모｣, 강원발전연구원,
507: 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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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Conservancy)’를 모델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이러한 ‘도시숲 트러스트’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공원의 운영을 비영리 시민단체에 맡기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 중
‘서울 그린트러스트’가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이며, 이러한 운영방식을 통해 서울 숲 연간
운영비용은 1 당 3,500원으로 서울시 공원 중 가장 적게 소요되어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
났다.30) 이를 보아 정원박람회 운영 및 조성에 DMO를 도입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접경지역 생태정원 박람회는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도내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들
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을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증진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자원을 통해 국내 생태관광 선도 지역으로써의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접경지역 토지의 국유지화를 통해 향후 통일 시 손상될 우려가
있는 DMZ의 자연자원을 적은 비용으로 보전할 수 있는 부가적 효과를 부여한다.
유의점으로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경우 관광객의 접근에 따른 환경오염과 시
설의 조성 시 환경파괴에 대해 특히 유념하여야 하고, 향후 박람회 운영 시에도 일일 관람
객 수 제한, 휴식년제의 도입을 통해 자연자원의 환경용량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이벤트의 도입과 운영방안으로 거
버넌스 개념이 내포된 한국형 DMO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강원도가
가지는 지역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는 전체 면적 중 약 81.5%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산악지형과 더불어 강원도에는 보전가치와 학술가치가 높은 자연자
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생태관광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잠재가치가 크다.
둘째,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하위인 15위에 머무르며, 이러한 문제는
강원도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기 힘든 구조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는 서비스 산업인 관광산업 위주로 발달했고, 점차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여겨져 강원도가 직접 나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셋째, 강원도는 국가적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에 힘입어 조례의 입법 등을 통해 지역공동
체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지역주민생활에 대한 자립
30) 양병이･이재준(2017), “제8주제-도시환경과 시민사회”, ｢환경논총 5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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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마을을 육성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 마케팅개념이 제외된 것이라
DMO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통해 DMO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DMO의
도입 및 지원 시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러한 지역 특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관광산업의 활성화 위해 다음과 같이 제
안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지역산업 인프라의 구축과
균형적 소득분배를 위해 한국형 DMO의 도입이 필요해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내
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특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안과 이러한 산업의 운영주체로 DMO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DM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강원도, 시･군, 기업과
주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DMO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군 관광사업 운영에 대해 중재･조정하는 시･군의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
시･군은 이벤트를 도입할 수 있는 장소 제공과 이벤트의 홍보,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을 보조하는 역할
을 맡아야 한다.
기업은 재정적인 후원과 협찬으로 홍보 효과를 누리도록 하며,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주
민들에게 전문지식에 대해 자문해 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주민은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이벤트 운영의 주체가 되어 홍보, 진행, 유지관리의 역할을
맡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DMO를 지역관광산업의 운영주체로 선정하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오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또한, 이는 방문객의 긍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재방문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강원
도 전체 관광에 대해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강원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벤트의 개최 시 발생
하는 경제적 효과, 관광객의 선호도 등에 대해 정량적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DMO활동
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알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해당 이벤트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주민, 공무원, 관광객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과 향후 이벤트의 개최 시 지역주민의 의
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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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DMO 운영방안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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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 국문논문의 경우
- 1페이지 : 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문-국문주제어
- 2페이지 :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키워드
- 3~20페이지 : 본문-참고문헌-부록-저자소개
▪ 영문논문일 경우 1페이지와 2페이지 순서를 바꿔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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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페이지 작성요령
1) 국문논문 제목작성
(1) 국문논문 제목을 작성한다.
(2) 국문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2) 저자표시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
(･)을 넣어 구분한다.
3) 요약문 및 주제어 작성
(1) 국문저자명 밑으로 국문요약문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주제어 5개를 제시한다.
(2) 국문요약은 연구목적ㆍ연구방법ㆍ연구결과ㆍ연구의 시사점ㆍ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
으로 작성한다.
2. 2페이지 작성요령
1) 1페이지 국문작성과 마찬가지 순으로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주제어를 작성
한다.
3. 저자소개 작성요령
1) 국문저자명과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2) 저자의 최종학력과 주요경력, 현재 소속기관과 부서(또는 학과) 및 직위(또는 직급),
최근 주요 연구분야 및 논문소개, 관심분야 등의 순으로 작성한다.
4. 본문 작성방법
1) 본문 편집 기준
용지
A4 기준
위쪽･아래쪽 35mm
왼쪽･오른쪽 32mm
머리말 15mm
꼬리말 0mm

문단모양

좌우 여백 0
줄간격 160%
도표안 140%

글자모양
글꼴 : 바탕
크기 : 제목 15pt(진하게)
소제목 12pt(진하게)
본문 10pt
(도표 안 8.5pt 돋움)
각주 9
인용문단 9

2) 내용목차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3)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 등과 같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표 제목은 해당 표의
상단 좌측에 맞추고,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의 중앙에 맞춘다. 표와 그림에 대한 주기
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컬러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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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문헌
▪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0)은…, 홍길동(1990: 25)은…, Smith(1992: 82-83)는…
▪ 인용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는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 한 연구(홍길동, 1990 ; Anderson, 1989)에 의하면…
~ 라고 지적하였다(Weeks and Mcmahon, 1973).
~ 나타난다(조선일보, 2009. 1. 1).
▪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표시하되(가운뎃점으로 구분),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000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1992), Wittrock et al.(1988)
5) 각주
▪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각주에서 자료 출처를 밝힐 경우, 표기 방법은 인용문헌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5.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사이트, 신문, 보도자료 등의 순으로
구분한다. 이 중 한글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처, 발행처, 권/호 및 페이지를 밝힌다.
한글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은 “ ”, 서명은 ｢ ｣로 표시한다.
서양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은 “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2009), “강원지역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강원논총｣, 강원연구원, 30: 35-106.
Montgomery, W.(1972), “Markets in Licenses and Efficient Pollution Control
Programs", Journal of Economic Theory, 5: 395-418.
3)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기록한다.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서명은 ｢ ｣로 표시하고, 서양문헌의 경우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2010), ｢강원정책｣, 강원출판사.
Zeithaml, V. A. & Bitner, M. J.(2000), Services Marketing. New York: McGraw-Hill.
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Journal은 약어 대신 풀어서 쓴다.
5) 인터넷 자료일 경우, 영문 주소명과 한글 주소명을 함께 표시한다.
신문자료일 경우, 발행일과 제목을 기재한다. 기사 제목은 “ ”로 표시한다.
예) http://www.rig.re.kr 강원연구원.
에너지경제(2010.3.3), “굴뚝산업, 녹색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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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쓰고 그 다음
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힌다.
3. 논문의 원고 접수일, 원고 심사완료일 및 최종 원고채택일은 논문의 본문 말미에 편집
위원회에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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