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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의 고령화의 정도는 점점 높아지며 이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은
정책수립 및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노인들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을 탐구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본 연구는 여행, 공
연관람, 취미, 자기계발 및 자원봉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고령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간은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이다. 강원 지역 또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노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337명의 강원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5년 간의 추적 조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1,685부의 설문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기술 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 경제 분석 기법인 최소자
승법, 일원고정효과법, 실행가능한 일반자승법을 이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삶의 질은 여행, 공연관람, 취미, 자기계발, 자원봉사에 의하여 향상되는 측면을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 중 여행과 공연관람이 비교적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통제변인으로 출생년도, 성별, 개인보유자산을 이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출생년도와 개인보유자산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패널을 이용하여 강원도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탐구를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로부터 노인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노인, 강원지역, 삶의 질, 여행, 공연관람, 취미, 자기계발, 자원봉사

A Study for the Antecedents of Quality of Life for Senior
in Gangwon Province
The rate of senior in society has been grown, and it suggests that understanding senior is
valuable to build policy and prepare for the future. Regarding the rate of senior i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seniors. Based on the extant literature, this study chooses
quality of life as the dependent variable. This research adopted five attributes to account for quality
of life, which includes travel, watching show, hobby, self-development, volunteer. This study used
archival data. The data is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The study period is 2006. 2008,
2010, 2012, and 2014. The area of current study is Gangwon province because the area has high
rate of senior within population. The number of survey participants is 337. Because of the five
years study period, this study employed 1685 observations for the data analysis. For the data
analysis, this research implemente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of estimation, this study performed
econometric analysis, which are ordinary least square, one-way fixed effect regression, and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 Considering the results of analysis, we found that travel, watching show,
hobby, self-development, volunteer positively affect quality of life for seniors. Also, the results
presented that travel and watching show are influential elements to account for quality of life for
senior citizen. In addition, this study used birth year, gender, and individual assets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revealed that birth year and individual asse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for senior citizen. This study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examines seniors in the Gangwon province. Also,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enior welfare policy building.
keyword : Senior, Gangwon province, Quality of life, Travel, Watching show, Hobby, Self-development,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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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노인인구의 비중은 1995년에 5.9퍼센트였으나 2017년에는 1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한겨례, 2018.8.27.). 또한,
통계청(2019)은 향후 노인인구의 비울이 14.9%에서 2025년에는 20.3%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 놓았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노인에 대한 연구는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지역의 노인들이다. 강원도의 2018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대략적으로 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8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노인인구 구성비 평균치가 14.2퍼센트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강원도 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강원통계정보, 2019; 통계청, 2019).
또한, 강원도의 노인인구는 2007년 10퍼센트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에 달하
고 있다(강원통계정보, 2019).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강원도 지역의 고령화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며 이는 노인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강원도 지
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고령화 패널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령화 패널은 특정 노인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다년간의
추적조사를 하여 노인들을 조사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노인 관련 연구에 있어서 강점을 가
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보다 강건한 추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
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년
간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2006년에서 2016년까지이며 자료를 2년에 한 번씩 조사되어
5개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삶의
질은 노인 관련연구에서 활발하게 이용된 변수인데 이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노인들 스스로 지각하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척도
이기 때문에 노인 관련 연구에 이용되기 적절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수의 노인 관련 선행
연구들이 이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한형수, 2004; 안종철･임왕규,
2014; 조강옥, 2014; 김춘옥, 2015; 장신재･조자영, 2015).
삶의 질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본 연구는 여행, 공연관람, 취미생활, 자기 계발, 자원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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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는데 이는 기존 문헌들의 고찰 및 고령화 패널 데이터에서의 이용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서, 여행(배만규･박상훈, 2008; 김윤우, 2014; 김사영,
2016), 공연관람(김미량･황선환, 2010; 김미경･김지은, 2017; 박근영･김근종, 2019), 취미
생활(임미향･박영신･김의철, 2005; 김미령, 2011), 자기 계발(주경희, 2011; 김건순･김남진･
오세일, 2017), 자원봉사(권미애･김태현, 2008; 김지훈･강욱모･문수열, 2013; 이종운･이은희,
2019)와 같은 요인들은 기존의 문헌에서 삶의 질에 대한 설명변수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
난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은 고령화 패널데이터에서 이용 가능한 요인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지역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 복지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요인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정책 수립에 있어서 강원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문헌들을 고찰하여 연구가설을 도출할
것이고, 3장에서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고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한 측면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노인 관련 연구
노인 관련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수행되어 왔다. 관련문헌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면을
살펴보면, 노인 관련 연구는 노인의 자살에 대한 특성을 고찰한 연구(김형수, 2002; 이소정,
2010) 및 노인의 건강상태 및 독거 노인의 특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기태･
박봉길, 2000; 유광수･박현선, 2003). 또한, 손신영(2006)과 석재은･장은진(2016)은 노인의
거주 지역(농촌과 도시)에 따른 비교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순둘(2007)은 여성노인과 남성
노인에 대한 비교를 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연구도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김소향･이신숙(2009)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고 이영균･최승인(2016)은 노인사회 활동이 노인의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를 하였다. 김남현･정민숙(2017)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의
참여가 우울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노인의 학대에
관련된 특성을 탐구하는 것 또한 노인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영역임을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권중돈, 2004; 이미진･김혜련, 2016; 이은숙, 2019; 박
순미･문수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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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질은 개인이 인지하는 삶의 행복과 같은 측면을 대변하는 개념이다(백은령, 2004;
한형수, 2004; 오승환･윤동성, 2006; 배나래･박충선, 2009; 최효진･이홍직, 2019).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부분은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이
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강신욱, 2002;
이현송, 2000; 김희경･이현주･박순미, 2010; 염정원･서연옥, 2019).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살펴보면, 백은령(2004)는 여성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선미･김은하(2015)는 산재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삶의 질에 대한 선행요인들을 탐구하였다. 조경서･김은주(2014)는 유아교사의 삶의 질
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노인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현송
(2000)은 노인의 소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배나래･박충선(2009)는 생태
체계적 요인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탐구하였다. 김판수･김희섭･이미숙(2014)은
노인들의 정보 활용 수준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형수(2004)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탐구를 수행
하였다. 안종철･임왕규(2014)는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였으며 장신재･조자영(2015)은 노인의 일자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조강옥(2014)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과 건강 관련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김춘옥(2015)은 노인의 여가몰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삶의 질이
노인 관련 연구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새봄･최송식･송영지(2019)는 재난 피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선정
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염정원･서연옥, 2019; 이명희, 2019; 이은숙, 2019; 최효진･이
홍직, 2019).

3. 여행과 삶의 질
기존의 문헌들은 여행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
간은 여행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
이다(배만규･박상훈, 2008; 김윤우, 2014; 김사영, 2016; 박순미･문수열, 2019). 실증연구
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배만규･박상훈(2008)은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여행에 대한 경험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을 확인하였다.
김채옥･송운강(2007)은 여행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검증하였다. 최수남･이훈(2014)은 장애인의 여행경험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주는 점
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량석(2019)은 나홀로 여행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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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점을 검증하였다. 김윤우(2014)는 복지관광이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또한, 김사영(2016)은 노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행이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여행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공연관람과 삶의 질
선행연구들은 공연관람과 같은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며 여가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피로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측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김정운･이장주,
2003; 김미량･황선환, 2010; 김미경･김지은, 2017; 박근영･김근종, 2019). 실증연구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김정운･이장주(2003)는 중년부부를 대상으
로 공연관람과 같은 여가 활동이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측면을 확인하였다.
노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보현･안영선(2008)은 여가활동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정(+)
의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안종철･임왕규(2014)는 농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김미경･김지은
(2017)은 노인들의 여가 제약이 삶의 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실증적
으로 밝혔다. 박근영･김근종(2019)은 노인들의 공연 관람과 같은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행 및 공연 관람
과 같은 여가활동들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공연관람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취미와 삶의 질
본 연구의 세 번째 영역은 취미이다. 선행연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취미생
활을 제시하였는데 취미생활은 스트레스 해소, 성취감 및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측면 때문에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임미향･박영신･김의철,
2005; 김미령, 2011). 이러한 측면은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통하여 뒷받침된다.
김의철･박영신(2004)은 취미생활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정선기(2014)는 도시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취미생활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박영진･이경인･양재영(2015)은 여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취미활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밝혔다.
노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숙･박민정(2000)은 취미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취미생활
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취미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보다 높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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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안종철･임왕규(2014)는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있어서 취미활동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취미생활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자기 계발과 삶의 질
다음 연구의 영역은 자기 계발이다. 자기 계발은 스스로 새로운 것을 익히고 성장해 나가
는 과정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계발을 통하여 개인들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고 인
지하게 된다(전상진, 2008; 김미령, 2011; 김건순･김남진･오세일, 2017). 즉, 자기 계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질적으로, 김양례(2009)는 자기 계발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증연구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김건순･김남진･오세일(2017)은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자기 계발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김근식･윤옥화(2009)는 기혼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자기 계
발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노인 관련 연구에서는 주경희(2011)
가 자기 계발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안화순･문재우(2018)는 노인의 평생교육활동 참여와 같은 자기 계발 활동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존의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4. 자기계발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자원봉사와 삶의 질
연구의 마지막 영역은 자원봉사이다.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 활동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
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가 가치 있다는 점을
느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권미애･김태현, 2008; 김지훈･
강욱모･문수열, 2013; 이종운･이은희, 2019). 실증연구들은 이와 관련된 결과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김욱(2016)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삶의 질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의 실증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김해성･안영철,･송진영
(2018)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에 있어서 유의
한 영향을 주는 측면을 확인하였다. 정신섭･장혜진(2015)은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원봉
사 활동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노인연구영역에서는 권미애･
김태현(2008)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미화･박종･류소연(2018)은 노인들의 삶의 질이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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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을 확인하였다. 기존 문헌들의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5. 자원봉사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연구 모형 및 자료 수집
전체적인 연구가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며 이는 <그림
1>에 나타나 있으며 여행, 공연관람, 취미생활, 자기계발, 자원 봉사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여행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연관람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취미생활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기계발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원봉사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그림 1 ●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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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령화 패널 데이터는 한
국고용정보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6년에 걸쳐 기초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된 데이터로 2년에 한 번씩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
보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 패널 데이터 자료 수집 작업은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시이다. 본 연구는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거주지가 강원도라고 응답한 노인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진행되었다. 고령화
패널 데이터는 강원도 지역 263명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10년 동안 자료를 동일항목을 이
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37명의 노인 정보를 5년 동안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1,685부의 설문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 변수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삶의 질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설문참여 노인들이 본
인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의 점수를 부여하여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연간 여행빈도, 연간 공연관람 빈도, 연간 취미생활 시간, 연간 자기
계발 시간, 연간 자원봉사 시간을 포함한다. 연간 여행 빈도는 설문참여 노인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다녀온 여행 빈도에 대하여 직접 기입한 내용이며 연간 공연관람 빈도는 설문참여 노
인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관람한 공연의 빈도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연간 취미생활 시간은 설문참여자들의 연간 취미생활 시간이며,
연간 자기계발 시간은 설문참여자들의 연간 자기계발 시간이고, 연간 자원봉사 시간은 설문
참여자들의 연간 자원봉사 시간을 직접 기입법으로 측정한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
의 통제변수는 출생년도, 성별, 개인보유자산을 포함한다. 출생년도는 설문참여자의 출생년
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성별은 명목변수로 0은 남성으로 1은 여성으로 측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더미변수). 마지막으로, 개인보유자산은 설문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규모이며 단위는 만원으로 측정되었다.
● 표 1 ●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명

역할

측정

삶의 질

종속변수

0점에서 100점 사이의 값으로 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점수를 직접 부여

연간 여행 빈도

독립변수

지난 한 해 동안 여행 빈도(단위 : 횟수)

연간 공연관람 빈도

독립변수

지난 한 해 동안 공연 관람 빈도(단위 : 횟수)

연간 취미생활 시간

독립변수

지난 한 해 동안 연간 취미 생활 시간(단위 : 시간)

연간 자기계발 시간

독립변수

지난 한 해 동안 연간 자기 계발 시간(단위 : 시간)

연간 자원봉사 시간

독립변수

지난 한 해 동안 연간 자원 봉사 시간(단위 : 시간)

출생년도

통제변수

설문 참여자가 충생한 년도

성별

통제변수

설문참여자의 성별(남성 = 0, 여성 = 1)

개인보유자산

통제변수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치(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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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통계
값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과 최소값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에 대한 측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Wooldridge(2009)에 따르면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계수가 0.9 이상의
수치를 보이지 않으면 다중선형회귀분석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요독립변수만을 포함한 분석과 통제변인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분석에 있어서 세 가지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일원고정효과(One-way fixed effect)를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연도에 대한 변수를 더미변수로 생
성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도효과에 의한 추정의 편향
(bias)을 최소하고자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방식이다(Gujarati & Porter, 2009).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실행 가능한 일반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다중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및 이분산(Heteroskedasticity)
으로부터 오는 추정의 편향을 줄이기 위한 다중선형회귀분석방식이다(Baltagi, 2008; Gujarati
& Porter, 2009). 이를 종합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삶의 질it = β0+β1연간여행빈도it+β2연간공연관람빈도it+β3연간취미생활시간it+β4연간
자기계발시간it+β5연간자원봉사시간it+β6출생년도it+β7성별it+β8개인소유자산it+εit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값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삶의 질의 평균은
63.2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5.02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간 여
행빈도의 평균은 1.90, 표준편차는 2.98로 나타났으며 연간 공연관람 빈도의 평균은 0.94,
표준편차는 3.5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간 취미생활 시간을 살펴보면, 평균값이 1.46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15.64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표 2>는 또한 연간 자기계발 시간(평균 = 0.68, 표준편차 = 10.94)과 연간 자원봉사 시
간(평균 = 0.05, 표준편차 = 0.40)의 기술 통계값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통제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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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출생년도의 평균은 1947.70, 표준편차는 10.90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0.55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여성 참여자가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보유자산의 평균치는 18815.99, 표준편차는 25436.48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2 ●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삶의 질

63.23

15.02

0

90

연간 여행 빈도

1.90

2.98

0

20

연간 공연관람 빈도

0.94

3.58

0

40

연간 취미생활 시간

1.46

15.64

0

200

연간 자기계발 시간

0.68

10.94

0

200

연간 자원봉사 시간

0.05

0.40

0

5

출생년도

1947.70

10.90

1919

1963

성별

0.55

0.50

0

1

개인보유자산(만 원)

18815.99

25436.48

50

130500

2.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3>은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삶의 질은 연간 여행 빈도(r = .249, p<.05),
연간 공연관람 빈도(r = .220, p<.05), 출생년도(r = .242, p<.05), 개인보유자산(r = .249,
p<.05)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별(r = -.118, p<.05)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신체적 나이가 젊고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보다 많은 여가 생활을 하는 측면을 나타낸다. 또한, 연간 여행 빈도는 연간 공연
관람 빈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r = .154, p<.05), 출생연도(r = .241, p<.05),
개인보유자산(r = .168, p<.05)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반면 성별과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r = -.101, p<.05). 연간 공연관람 빈도는 출생년도(r = .271, p<.05)와
개인보유자산(r = .227, p<.05)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연관람도 신체나이와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연간 자기계발 시간은 출생년도(r = .075, p<.05)와 성별(r = .056, p<.05)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출생년도는 성별(r = .120, p<.05)과 개인
보유자산(r = .138, p<.05)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성별은 개인보유자산(r = -.322, p<.05)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상관관계계수의
크기가 0.9 이상을 보이지 않으므로 다중선형회귀분석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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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상관관계 분석결과
1
1. 삶의 질

2

3

4

5

6

7

8

1

2. 연간 여행 빈도

.249*

1

3. 연간 공연관람 빈도

.220*

.154*

1

4. 연간 취미생활 시간

.043

.019*

.021

1

5. 연간 자기계발 시간

.027

.071*

.064*

-.006

1

6. 연간 자원봉사 시간

.045

.090*

.187*

.189*

-.008

1

7. 출생년도

.242*

.241*

.271*

-.011

.075*

.061*

1

8. 성별

-.118*

-.101*

-.033

.055

.056*

.120*

.005

1

9. 개인보유자산(만 원)

.292*

.168*

.227*

.033

-.046

-.025

.138*

-.322*

Note: * p<.05

3.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표 4>는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값의 수치로
부터 제시된 다중회귀분석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p<.05).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여행 빈도(β = 1.112, p<.05), 연간 공연관람 빈도(β = 0.793,
p<.05), 연간 취미생활 시간(β = 0.037, p<.05)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자기계발 시간(β = 0.010, p<.05)과 연간 자원봉사 시간(β = 1.185, p<.05)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을 살펴보면, 출생년도(β =
0.154, p<.05)와 개인보유자산(β = 0.001, p<.05)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일원고정효과를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분석결과 또한 비슷한 형태
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의 모형3, 모형4 참조>. 두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가설 1, 가설 2, 가설 3은 채택된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설 4,
가설 5는 부분 채택된 결과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여행 빈도(β = 1.112, p<.05), 연간 공연관람 빈도(β = 0.793, p<.05), 연간 취미생활
시간(β = 0.037, p<.05)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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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β(t-value)

모형 2
β(t-value)

상수

60.352(129.22)*

-240.36(-3.50)*

연간 여행 빈도

1.112(11.56)*

0.644(7.30)*

채택

가설검증결과

연간 공연관람 빈도

0.793(9.72)*

0.416(5.70)*

채택

연간 취미생활 시간

0.037(7.45)*

0.021(2.56)*

채택

연간 자기계발 시간

-0.001(-0.48)

0.010(2.98)*

부분채택

연간 자원봉사 시간

-0.656(-1.03)

1.185(3.52)*

부분채택

출생년도

0.154(4.39)*

성별

-0.775(-1.04)

개인보유자산(만 원)

0.001(8.85)*

F-value

77.21*

47.73*

R²

.0974

.1624

Note: * p<.05 종속변수 삶의 질

● 표 5 ● 일원고정효과를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3
β(t-value)

모형 4
β(t-value)

상수

60.352(71.90)*

-240.36(-3.50)*

가설검증결과

연간 여행 빈도

1.112(11.55)*

0.644(7.28)*

채택

연간 공연관람 빈도

0.793(9.70)*

0.416(5.69)*

채택

연간 취미생활 시간

0.037(7.44)*

0.021(2.56)*

채택

연간 자기계발 시간

-0.001(-0.48)

0.010(2.97)*

부분채택

연간 자원봉사 시간

-0.656(-1.03)

1.185(3.51)*

부분채택

출생년도

0.154(4.38)*

성별

-0.775(-1.04)

개인보유자산(만 원)

0.001(8.84)*

F-value

42.79*

31.72*

R²

.0974

.1624

Note: * p<.05 종속변수 삶의 질

<표 6>은 실행가능한 일반자승법을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Wald χ²의 값으
로부터 모형 5와 모형 6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여행 빈도(β = 1.112, p<.05), 연간 공연관람 빈도(β = 0.793, p<.05)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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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인을 살펴보면, 출생년도(β = 0.154, p<.05)와 개인보유자산(β = 0.001, p<.05)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 1과
가설 2가 채택되어진 반면 가설 3, 가설 4, 가설 5는 기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연간 여행 빈도와 연간 공연관람 빈도는 지
속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연간 취미생활 시간과 연간
자기계발 시간, 연간 자원봉사 시간의 유의도는 앞선 두 모형에서는 부분채택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모형에서는 기각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가설 1, 가설 2는 채택되었고 가설 3, 가설 4, 가설 5는
부분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6 ● 실행가능한 일반자승법을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5
β(Wald)

모형 6
β(Wald)

가설검증결과

상수

60.352(144.55)*

-240.36(-3.58)*

연간 여행 빈도

1.112(9.38)*

0.645(5.76)*

채택

연간 공연관람 빈도

0.793(7.92)*

0.416(4.59)*

채택

연간 취미생할 시간

0.037(1.64)

0.021(1.08)

기각

연간 자기계발 시간

-0.001(-0.04)

0.010(0.37)

기각

연간 자원봉사 시간

-0.656(-0.74)

1.185(1.41)

기각

출생년도

0.154(4.49)*

성별

-0.775(-1.06)

개인보유자산(만원)

0.001(7.60)*

Log likelihood

-6869.329

-5144.503

Wald χ²

181.76*

254.92*

Note: * p<.05 종속변수 삶의 질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강원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의 선행요인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삶의 질의 선행요인으로 본 연구는 연간 여행 빈도, 연간 공연관람 빈도, 연간 취미생활
시간, 연간 자기계발 시간, 연간 자원봉사 시간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출생연도, 성별, 개인보유자산을 통제변인으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
성한 고령화 패널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여행 빈도,
연간 공연관람 빈도, 연간 취미생활 시간, 연간 자기계발 시간, 연간 자원봉사 시간 모두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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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유의한 요인으로는 연간 여
행 빈도, 연간 공연관람 빈도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공연관람 빈도가 더 많아지는 경우 노인들이 인지하는 삶의 질이 향상되어짐을 시사한다.
또한, 취미생활과 자기계발, 자원 봉사 시간 또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요인임을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변인을 살펴보면,
출생년도와 개인보유자산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 나이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같은 재산이 많은 경우 노
인들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인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강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
하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의 노인인구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상대
적으로 미미하게 수행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삶의 질에 대한 선행요인에 있어서 검증해 왔던 결과를 뒷받침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에
서 보여졌던 바와 같이 여행이 삶의 질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면이 강원지역의
노인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윤우, 2014; 김사영, 2016), 이러한 측면
은 공연관람(김보현･안영선, 2008; 박근영･김근종, 2019), 취미생활(김미숙･박민정, 2000;
안종철･임왕규, 2014), 자기계발(주경희, 2011; 안화순･문재우, 2018), 자원봉사(권미애･김
태현, 2008; 정미화･박종･류소연, 2018)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다양한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했
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문헌들은 대부분 일
정시점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한계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패널을 이용하여 종단(longitudinal)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측면에 있어
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속적인 추적을 통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결과
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강원도의
노인복지정책 관련 측면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지역노인 관련 정책은 노인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거나 노인들이 볼 수 있
는 영화 및 공연과 같은 관람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진입장
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 수립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여행사들이 노인들을 위한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제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공연 관련 시설에 있어서 노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 복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취미생활에 대한 접근성
을 향상시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노인복지회
관에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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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노인 관련 정책 수립 시에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는 노인들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원지역사회와도 같이 상생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측면이 한계점
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을 통하여
관련 요인들에 대한 측정을 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질로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을 본 연구가 가
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는 보다 우울증이나 정신건강도와 같은 보다 다양한 종속변인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향후 연구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를 수행한다면 의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 관련 요인 및 거주 지역에 대한 측면을 고려
하여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는 해외
노인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측면을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도
출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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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소년의 식습관, 신체활동이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건강 인지를 매개로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y on Their Mental Health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in Gangwon-do

한지우 Han, Ji-Woo

강원도 청소년의 식습관, 신체활동이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건강 인지를 매개로
본 연구는 2018년 우리나라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 조사로 수집한 원시자료를 제공 받아 강원도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추출한 후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2차 분석한 횡단면적 조사 연구이다. 이를 이용하여, 강원도 청소년의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인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를 검증하고, 정신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결측값이 있는 데이터를 제외한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2,262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은 SPSS 25.0과 AMOS 25.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검증, 붓스트랩핑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신체활동은 정신건강 상태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식습관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지,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스로 건강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식습관 요인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신체활동은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운동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상태 요인인 자살 생각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신체활동이 정신건강 상태를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강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정보 및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주제어 : 청소년, 주관적 건강인지,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y on Their Mental Health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in Gangwon-d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y, and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which can affect the mental health
status of adolescents, and to examine whether subjective health cognition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se relationships. In this study, raw data from the “14th 2018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were used, and a total of 2,262 peop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Gangwon-do adolescents, except for data with missing values. For analysis, SPSS 25.0
and AMOS 25.0 programs were used to analyz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SEM). Physical activit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mental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cognition showed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mediating mental health status.

keyword : Adolescent,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y,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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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주변인으로 머물면서 정체성 혼란과 다양한 도
전에 직면하게 되면서 여러 경험을 한다. 각별하게 보호받는 아동기와 독립적인 삶을 살아
가야 하는 청소년들은 정체성 혼란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신건강 상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Bae, 2006; Jang, 2014; Kim, 2001). 청
소년기의 정신건강 상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이 있으며, 이것은 자살 생각까지 이어지
기도 한다(Raphael, 1993; Waters, 199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의 정신건강 질환 진료 현황은 우울증 질환이 2016년보다
65.2%나 증가했다. 불안장애도 2016년보다 2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에 공황 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장애, 수면장애 등 우울과 불안의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했다(중앙뉴스,
2019).
이러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자신을 평가하는 주관적 인지에
관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청소년은 신체와 정신이 성숙
단계로 발달하기 위해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는 식습관과 신체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오선영, 2016). 또한, 청소년기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성인기에 좋은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당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식품 섭취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은 정신건강에 취약하다(한명주･조현아, 2002; 안윤숙, 2018).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여성건강관찰연구에서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즐겨 섭취하
는 여성이 정신건강 상태 요소인 우울증 발생률이 다른 비교군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안윤숙, 2018).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식습관과 정신건강과의 결과를 보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정신건강 상태를 연구한 외국 연구 사례는 스포츠 및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향상시킨다는 Biddle(1995)과 Palmer(1996)의
연구와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개인의 체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Dishman(1994)의 연구 결과가 있으나 신체활동을 통한 자살 예방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식습관과 신체활동이 중요해지면서 건강 관련 행태가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
시기에는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한 주관적 건강 인식이 평생 건강의 기초
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박우준, 2018; 김원기, 2011; Telama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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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체활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는 있으나, 타 도시 지역보다 여러 가지
특수성을 지닌 강원도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므로,
강원도 지역사회를 대표할 강원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는 강원도 청소년들의 식습관과 신체활동이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건강 인지 요인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가중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강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인지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식습관, 신체활동이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인지의
매개 역할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모형
본 연구는 2018년 우리나라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로 수집한 원시자료를 제공 받아 강원도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추출한 후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2차 분석한 횡단면적 조사 연구이다. 이를 이용하여,
강원도 청소년의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인지가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검증하고,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연구모
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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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

주관적건강인지

정신건강

신체활동

● 그림 1 ●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8년 우리나라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4차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제공받아 이루어졌으며,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분석한 2차 분석연
구이다. 이 자료를 통해 강원도 중･고등학교 281개교, 학생 수 85,423명의 모집단을 중심
으로 표본추출과정을 거쳤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 단위는
학교, 2차 추출 단위는 학급으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강원도 표본의 학교 수
는 31개교, 학생 수는 2,262명이었다. 표본학급은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으
며,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 장애가 있는 학생은 표본 학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중 전교생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폐교 예정 및 장기간 휴교 중인 학교는
동일층 내에서 지리적으로 인근에 있는 특성이 유사한 학교로 대체하였으며, 지역군별로 빈
도 수가 비교적 적은 특성화계 고등학교는 모수 추정 시 가중치로 보완하였다. 또한, 표본
학급 선정 시,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유형별로 인문반과 자연반, 진학반과 직업반을 고려
하여 1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주관적 건강인지
청소년의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운동, 식생활 등으로 건강 상태와 직결되며,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하귀염, 2016). 이러한 건강행태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건강인지는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행복감을 극대화하여 주관적 행복지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019년 OECD 국가의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22개국 중 20위권으로 머물면서 지난해(94.7점) 대비 6점 가량
낮아진 88.51점으로 2017년 최하위 수준까지 하락했다(한겨레, 2019).
주관적 행복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한 비율과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청소년은
스트레스 유발과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불균형 식사, 폭식, 약물복용, 자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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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관적 건강인지의 변인은 평상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
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매우 건강한 편이다”(1점)부터 “매우 건강하지 못하
다”(5점)까지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값을 역변환하여 재생산
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상시 자신의 건강 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식습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식습관도 함께 변화했다. 식습관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박우준, 2018). 특히, 성장발달과 함께 요구되는 청소년 시기에는 영양 섭취와 에너
지 충족이 될 수 있는 각종 영양소가 필요로 하게 되며, 충족이 미흡한 경우에는 성장발달
저해와 함께 각종 질병 유발, 집중력 저해, 학습능력과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
다(이아름, 2015). 그러나, 청소년들은 영양과 균형 있는 식단을 멀리하고 패스트푸드 등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매장이 그들을 자주 찾게 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이채은,
2016).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시기에는 탄산음료, 패스트푸드와 같은 영양 불균형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중요하다.
식습관 변인은 과일 섭취율, 단맛 음료 섭취율, 아침식사 결식률, 탄산음료 섭취율, 패스
트푸드 섭취율, 영양 및 식사 습관 교육 경험률의 변인을 이용하였다. 과일 섭취율, 단맛 음
료 섭취율, 탄산음료 섭취율,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
았다”(1점), “일주일에 1~2번”(2점), “일주일에 3~4번”(3점), “일주일에 5~6번”(4점), “매
일 1번”(5점), “매일 2번”(6점), “매일 3번 이상”(7점)의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아침식사 결
식률은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우유나 주스만 먹은 것은 제외) 한 날은 며칠인지를 묻는
응답으로 “없다”(1점)에서 “7일”(8점)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 경험률
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영양
및 식사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적이 있는가에 “없다”(1점), “있다”(2점)의 문항을 이용하
였다. 다만, 측정모델의 정상분포조건에서 아침식사 결식률과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 경험
률은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즉, 과일 섭취율을 제외한 식습관 섭
취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신체활동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정의하며, 운동이나 스포츠 이외에도 일상생활 또는 업무 수행에 발생되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함포하고 있다(ACSM, 1996).
신체활동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능력과 건강 유지
수단으로 작용하며, 자신의 신체 동작을 통해 자아를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 하였다(박명
규, 2017). 이처럼, 신체활동은 물리적, 생물적, 정신적인 발달의 총체로써 생활의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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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된다. 청소년 시기에는 다양한 신체활동의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필수 요건이며, 원
만한 사회성을 형성하면서 사회화의 기반이 되는 적응능력의 발달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김
경철과 정세호, 2007). 특히, 신체활동은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스트레스 감소와 심
리적 안녕, 그리고 정신건강에 효과적인 연구보고가 있고,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
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면서 운동기능의 촉진뿐만 아니라 교과학습의 발달에도 도모하
고 있다(박명규, 2017; Cratty, 1972; Morgan, 1985). 이처럼, 청소년기는 많은 시간 동안
신체활동에 할애할 필요가 있으며, 정서적 안정과 창조성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운동으로 학습된 경험이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김수창,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과 정신건강 상태와 관계, 주관적 건강인지를 매개로 한 영향력을 분석
해 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신체활동의 변인은 격렬한 운동 실천율,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 체육 시간 이
용 운동 실천율, 하루 60분 이상 운동 실천율의 변인을 이용하였다. 격렬한 운동 실천율은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운동을 20분 이상 한 일수,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은 최근 7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역기 들기, 아령, 철봉,
평행봉 같은 근육 힘을 키우는 운동을 한 일수로 “최근 7일 동안 없다”(1점)~“일주일에 5
일 이상”(6점)으로 측정되었다. 체육 시간 이용 운동 실천율은 최근 7일 동안, 체육 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직접 운동을 한 횟수로 “최근 7일 동안 없다”(1점)부터 “일주일에
3번 이상”(4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교실에서 하는 자습이나 이론 수업은 제외되었다. 하루
60분 이상 운동 실천율은 최근 7일 동안 심장 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
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 60분 이상 운동을 한 일수로 묻는 문항으로 “없다”(1점)부터 “일
주일에 7일”(8점)까지 측정하였다. 신체활동의 실천율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활동을 더 많
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정신건강 상태
국제정신위생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Mental Hygiene, 1948)는 “정신건강이란
단지,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했다. 일반적으로는 시대적 특성과 개인의
내면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성적 발달 등
생리학적으로 많은 변화의 시기인 동시에 심리적 자아의식이 발달하고 부모와의 독립, 기성
세대에 대한 비판과 반항이 생기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다(박명규, 2017).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의 문제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주체성 문제와 정서
적 문제이다(정인숙, 1989). 주체성 문제는 위축과 자살 기도를 포함하며,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현실로부터 도피 수단인 약물복용, 학교 불출석과 중도 탈락, 자살
등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문제는 친구와의 관계가 어긋났을 경우 우울, 신경성 식욕 부진
등을 보인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정신건강의 특성으로는 우울, 스트레스, 주관적 수면
충족, 폭력 피해 경험 등이 있다. 특히 우울은 청소년 자살과 관련이 깊고 자살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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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것이 사람들에게는 쉽게 우울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정혜경 외, 2003).
또한, 정신건강은 식습관과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문성진 외, 2017).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 청소년의 우울, 자살 생각, 스트레스 위험요인이 나타난 선행연구(Bae,
et al., 2014), 과일과 야채 등은 우울증 위험도를 낮춰주는 선행연구(Lang, et al., 2015),
한국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푸드, 단맛 나는 음료, 튀김, 비스킷, 스낵 등의 섭
취와 우울증의 위험도와 관계를 선행연구(Kim, et al., 2015)에도 정신건강이 식생활 습관
과 관련성이 있다. 신체활동과 운동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효과적
으로 개선시킨다(Mogan, 1985). 우울증 감소뿐만 아니라 초기 증상이나 약한 우울증 환자
에게 신체활동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McCann & Homes, 1984). 그러
므로,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식습관 또는 신체활동과의 인과관
계를 규명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한다.
정신건강 상태의 변인은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계획률, 자살 생각률, 자
살 시도율의 변인을 이용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
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부터 “대단히 많이 느낀다”(5점)의 문항을 역변
환한 후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살 계획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가, 자살 생각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
각한 적이 있는가, 자살 시도율은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없다”는 1점, “있다”는 2점으로 측정하였다. 즉,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계획률, 자살 생각률,
자살 시도율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다만, 우울감 경험률,
자살 계획률, 자살 시도율은 정상분포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25와 AMOS 25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각 측정 변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별 평균
차이는 t-검증을 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결측 자
료와 비정규성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검증
은 왜도의 절댓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댓값은 10 미만인 경우를 채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
합도는 표준합치도 지수(NFI), 상대적합 지수(TLI), 비교부합치(CFI), 원소간근접오차
(RMSEA)와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표준합치도 지수(NFI), 상대적합 지수(TLI), 비교부합
치(CFI)는 .90 이상, 원소간근접오차(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여 사
용하였으며, 붓스트랩핑(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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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학생의
평균 나이는 14.9세, 여학생의 평균 나이는 15.1세로 여학생의 평균 나이가 더 높았다. 중
학은 51.8%, 고등학생은 48.3%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중위권 32.0%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외 중상위권 26.4%, 중하위권 22.7%, 상위권 10.7%, 하위권 8.2% 순으로 나타
났다.

● 표 1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2,262)
성별
항목

남
(n=1171)

여
(n=1091)

χ2 or t

p

n(%) or M±SE
14.9±1.7

15.1±1.7

18.25**

.00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2(17.3)
222(19.0)
221(18.9)
163(13.9)
186(15.9)
177(15.1)

168(15.4)
176(16.1)
181(16.6)
168(15.4)
207(19.0)
191(17.5)

11.33***

.045

상
중상
중
중하

160(13.7)
304(26.0)
337(28.8)
267(22.8)

83(7.5)
293(26.9)
387(35.5)
246(22.5)

29.01***

.000

하

103(8.8)

83(7.6)

상
중상
중
중하

120(10.2)
361(30.8)
539(46.0)
126(10.8)

69(6.3)
278(25.5)
600(55.0)
117(10.7)

25.42***

.000

25(2.1)

27(2.5)

1114(95.1)
10(0.9)
5(0.4)
39(3.3)
3(0.3)

990(90.7)
6(0.5)
5(0.5)
88(8.1)
2(0.2)

24.61***

.000

나이
학년

학업성적

경제수준

하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거주
친척집에 거주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설
*p<.05, **p<.01, ***p<.001

30｜ 강원논총 2020년 제11권 제1호

경제 수준은 중산층 50.4%로 가장 높았으며, 중상위층 28.2%, 중하위층 10.7%, 상위
계층 8.4%, 하위계층 2.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 93.0%, 기숙사
5.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친척집 .7%, 하숙･자취 .4%, 보육시설 .2%로 나타났다.

2.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 및 평균 차이 분석
본 연구의 측정 변수가 정상분포조건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왜도의 절댓값이 3을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댓값이
10을 넘지 않아 측정 변수들의 정상분포조건은 만족되었다. 성별에 따른 측정 변수들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건강 인지(p<.001), 탄산음료 섭취율
(p<.001), 단맛 나는 음료 섭취율(p<.001), 패스트푸드 섭취율(p<.05), 격렬한 운동 실천율
(p<.001),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p<.001), 하루 60분 이상 운동 실천율(p<.001), 체육시간
이용 실천율(p<.001), 자살 생각률(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살 생각률은 남학생(M=1.10, SD=.29)보다 여학생(M=1.15, SD=.36)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주관적 건강 인지, 탄산음료 섭취율, 단맛 나는 음료 섭취율, 패스트푸드 섭취율,
격렬한 운동 실천율,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 하루 60분 이상 운동 실천율, 체육시간 이용
운동 실천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표 2 ●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 및 평균 차이 분석(N=2,262)
남학생

여학생

변수

M±SD

왜도

첨도

주관적 건강인지

2.65± .596

-1.520

1.212

2.72± .55

2.58± .64

5.464***

과일 섭취율

3.00±1.454

1.017

.656

3.02±1.52

2.99±1.38

.530

탄산음료 섭취율

2.31±1.128

1.418

3.120

2.51±1.22

2.10± .98

8.801***

단맛 나는 음료 섭취율

2.69±1.219

1.103

1.651

2.79±1.25

2.59±1.17

3.984***

패스트푸드 섭취율

2.04± .817

1.781

7.453

2.08± .86

2.01± .77

2.054*

격렬한 운동 실천율

1.93± .625

.050

-.457

2.12± .59

1.73± .59

15.648***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

1.63± .679

.608

-.723

1.86± .69

1.39± .58

17.944***

하루 60분 이상 운동 실천율

1.80± .685

.271

-.878

1.97± .71

1.63± .61

12.199***

체육시간 이용 운동 실천율

2.81±1.093

-.435

-1.128

2.97±1.05

2.64±1.11

7.068***

스트레스 인지율

2.36± .637

-.482

-.673

2.35± .63

2.37± .65

-1.083

자살 생각률

1.12± .328

2.305

3.316

1.10± .29

1.15± .36

-3.784***

*p<.05, **p<.01, ***p<.001

M±S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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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1) 측정 변수의 확인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은 잠재변수와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본 연구의 경험적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NFI, TLI, CFI, RMSEA 값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
변수의 적합도는 NFI, TLI, CFI의 값이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의 값은
.05 이하이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검증되었다<표 3>.
● 표 3 ● 측정 변수의 확인요인 분석
변수

χ2

df

p

NFI

TLI

CFI

RMSEA

식습관

15.356

2

.001

.986

.965

.988

.050

신체활동

16.597

2

.000

.990

.974

.991

.047

정신건강 상태

11.164

2

.004

.991

.979

.993

.045

2) 경로계수 분석
본 연구는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구조
방정식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수의 확인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수렴적
타당도와 변별적 타당도의 증거를 제공한다.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상관이 .70 이상으로 수
렴적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잠재변수 간의 상관이 .90 이하이므로 변별적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패스트푸드

단맛 나는 음료

식습관
탄산음료
스트레스 인지
과일섭취

주관적 건강 인지

정신건강상태

격렬한 신체활동

자살 생각

근력강화

신체활동
하루60분 이상
신체활동

체육시간 운동

● 그림 2 ● 구조방정식 모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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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인요인분석을 토대로 각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χ2=169.129, df=39, NFI=.947, TLI=.942, CFI=.959, RMSEA=.038의 값이 나타
났으며 구조모형은 본 연구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
수에 대한 추정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S.E), 검정 통계량(C.R.)은 <표 4>와 같다.
식습관은 주관적 건강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신체활동은 주관적 건강인지
(β=.226,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정신건강
상태(β=-.417, p<.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습관과 신체활동은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표 4 ● 변수들의 경로계수
경로
주관적 건강인지 ← 식습관
주관적 건강인지 ←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인지
정신건강 상태 ← 식습관
정신건강 상태 ← 신체활동

Β

β

S.E.

C.R.

-.317

-.054

.187

-1.695

.270

.226***

.031

8.751

-.110

***

.022

-4.950

.132

-.417

.085

.100

1.313

-.003

-.010

.017

- .188

***

과일 섭취율 ← 식습관

1.000

.070

탄산음료 섭취율 ← 식습관

8.247

.741**

2.998

2.750

7.885

**

2.864

2.753

**

1.390

2.743

단맛나는 음료 섭취율 ← 식습관

.656

패스트푸드 섭취율 ← 식습관

3.813

.473

체육시간 이용 운동 실천율 ← 신체활동

1.000

.456***

.925

.673***

.051

18.243

.778

***

.571

.046

17.005

1.031

.822***

.056

18.543

1.000

***

.189

4.486

하루 60분 이상 운동 실천율 ← 신체활동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 ← 신체활동
격렬한 운동 실천율 ← 신체활동
스트레스 인지율 ← 정신건강 상태
자살 생각률 ← 정신건강 상태

.849

.247

.406***

**p<.01, ***p<.001

3) 매개효과 분석
변수들의 총효과 및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간접효과
는 붓스래핑(Bootstrapping)법을 이용하였으며, 경로계수 차이 검증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정신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인지(β=-.417,
p<.01)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은 주관적 건강인지(β=.226, p<.01)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신체활동 실천율이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에는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식습관이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매개하는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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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054(.046)*

-.054(.079)

정신건강 상태 ← 식습관

.107(.039)*

.085(.191)

주관적 건강인지 ← 신체활동

.226(.005)**

.226(.005)**

정신건강 상태 ← 신체활동

-.104(.048)*

-.010(.810)

정신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인지

-.417(.004)**

-.417(.003)**

주관적 건강인지 ← 식습관

간접효과

.022(.064)

-.094(.003)**

*p<.05, **p<.01, ***p<.001

Ⅳ. 논의
본 연구는 강원도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지,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의 차이와
식습관과 신체활동이 주관적 건강인지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강원도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8년 제14차 청소
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에 제공한 2,26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요약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지,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
적 건강인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스로 건강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연구대상자들은 남녀 모두 3점 척도 측정에서 평균 2.65점으
로 평균 이상의 응답률은 보였으며, 나리영(2016)이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여
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건강취약집단이 될 확률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기존 선행연구(최
경원, 2014; 권현진 등, 2012; Page & Suwanteerangkul, 2009; Zullig et al, 2005)에서
도 여학생이 자신의 건강평가를 남학생보다 더 낮게 인식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양상이다(오정우 등, 2016).
식습관은 과일 섭취율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탄산음료 섭취율(p<.001), 단맛 나
는 음료 섭취율(p<.001), 패스트푸드 섭취율(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식
습관 요인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건강행태를 선
행연구(박은주, 2016; 남지원, 2014; 김수미, 2012)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심혜
원(2010)의 보고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단맛 음료 섭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은 탄산음료, 단맛 나는 음료, 패스
트푸드를 일주일 동안 주 3회~주 4회의 섭취율을 비교적 높게 나타나 고칼로리와 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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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됨으로써 카페인 중독 위험과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유해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박은주, 2016)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등의 식이 섭취가 정신건강
의 위험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문성진 외, 2017)를 뒷받침하는 것에 맥락을 같이한다.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성인기에 이르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 부
적절한 영양 문제로 인하여 충족이 되지 못하거나 불균형한 영양공급이 건강을 해치거나
위협하므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영양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정신건강을 바르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활동은 격렬한 운동 실천율(p<.001),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p<.001), 하루 60분 이
상 운동 실천율(p<.001), 체육시간 이용 운동 실천율(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신체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격렬한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은 오지은(2018)에서 보고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
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건강 문제와 밀
접하게 관련된 생활습관요인 중 하나로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신체와 정신건강에 위협을
주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성은 기존 선행연구(Salimin et al, 2015; 유진영과 김기
만, 2014)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요인인 자살 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
지만, 스트레스 인지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 생각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
게 나타났으며,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 생각과 관련하여 성별로 분석한 손승현(2019)의 연
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자살 생각이 남학생과 비교해 1.34배 높게
나타난 김민경과 조경원(2019)의 연구와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Kim et al., 2017; Jeon,
2015; Kang and Lee, 2014)를 지지하였다. 이것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살 행동에 더
많은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자존감 향상과 차별화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통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습관, 신체활동, 주관적 건강인지와 정신건강 상태와의 경로에서 식습관은 주관적 건강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신체활동은 주관적 건강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정신건강 상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식습관과 주관적 건강인지와의 관계는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 등의 비건강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군이 주관적 건강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황성희와 계
승희, 2018), 그리고 질문 내용은 다르지만, 균형이 있는 아침 식사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정숙 외(2003)의 보고는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연구대상자들은 과일 섭취율을 제외한 탄산음료, 단맛 나는 음료,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평균 이하(7점 중 평균 2.35점)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정신건강 상태는 스트레스 인
지와 자살 생각 요인으로 청소년이 가족문제, 경제문제, 성적문제, 학업문제 등 부정적인 감
정과 관련되어 가장 영향을 받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오선영, 20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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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고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과 주관적 건강 인식과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유의한 관련
성이 없지만, 여학생에게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난 최경원(2014)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는 건강 불평등은 건강인지, 심리요인, 식습관 등 여러 가지 요
인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다(황성희와 계승희, 2018). 이러한 요인들을 심층 분석한 후 충분
히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식습관은 주관적 건강인지를 매개로 한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신체활동
은 주관적 건강인지를 매개로 한 정신건강 상태에는 부적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하면, 신체 활동량이 많은 강원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고, 그로 인하여 자살 생각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김형태 외, 2014; Song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는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신체활동이 정
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인지가 매개로써 어떤 역할
로 검증되는가에 의의를 두고 있다. 식습관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관적
건강인지는 신체활동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강원도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신체활동이 청소년
기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심층 있게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질적 제고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강원도 청소년들의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인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식습관과 신체활동이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관적 건강인지를 매개로
하여 경로 가중치를 밝히고자 실시되었다.
연구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강원도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은 정신건강 상태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습관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지, 식습관, 신체활동, 정신건강 상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스로 건강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식
습관 요인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신체활동은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운동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상태 요인인 자살 생각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식습관은 주관적 건강인지를 매개로 한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신
체활동은 주관적 건강인지를 매개로 한 정신건강 상태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36｜ 강원논총 2020년 제11권 제1호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
볼 때, 식습관과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요인에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종단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 외에 정신건강 상태에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체계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해 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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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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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biliz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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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한 제언
2017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의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이다.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재 10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 검토 또는 실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은 채무상환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부터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기발행된 지방채의 감축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조기 상환 중에 있음에 따라 안정화 기금의 적립
재원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연도 간
재정조정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재정안정화기금의 강원도의 도입 필요 및 도입과정에서의 다양한 시사점 및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 제공에 연구의 거시적 목적을 가지고 기존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종합 제시
하고 있다.
주제어 : 지방재정, 재정안정화, 기금

A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of Gangwon-do Local
Financial Stabilization Fund
One of the main points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Finance Act in 2017 is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Stability Fund. It is a kind of savings system that can be used in times of difficulty,
such as a decrease in revenue or a severe regional economic downturn, after each local
government has set aside some of the funds when revenues increase. When the economy is
in good shape, local tax revenues increase, which can make it easier to finance, but in recession,
revenues decrease, which can make it difficult to provide residents' servic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allowing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Stabilization Fund for the purpose of
mitigating the deviation of financial income.
Currently, more than 10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re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r
actual operation of the Financial Stabilization Fund. On the other hand, Gangwon Province is
considering introducing the Financial Stability Fund after 2022 when debt repayment is completed.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reducing local bonds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s a result, more than 30% of net global
surplus is being repaid early, it is also true that the stabilization fund lacks funds.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caused by Corona 19, the need to introduce a
fiscal stabilization fund for annual fiscal adjustment is growing, and it is believed that various
considerations will be need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operating the fund.
This study comprehensively presents the main implications of the existing research with the
macro purpose of the research in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Stabilization
Fund in the future and the provision of various implications and basic data on policy judgments
in the introduction process.
keyword : Local Finance, Fiscal Stabiliz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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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 및 지역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고 있다. 호황기에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불황기에는 정체 내지 감소가 이루어진다. 경제는 재화의 생산 및 소비행위 전반 또
는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며, 특정 국가 또는 다른 나라의 생산, 교환,
분배,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관련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유사한 의미로서 경기는 물
가의 하락 및 상승 등 경제 활동의 직간접적 체감 정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재정활동은 조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활동은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지방재정법 제7조)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변동과 예산원칙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제도로는 연도 간 재
정조정제도2)가 있다. 이는 재원 조달과 지출의 시점을 스스로 조절하는 제도로 요약정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호황기와 불황기의 재원 불균형을 축소하고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
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다만, 연도 간 재정조정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는 현실적으로 운용이 어려
우며, 탄력적 운영을 통한 예컨대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RDF(Rainy Day Fund)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정조정기금의 설치･운용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47개
주 정부가 불황을 대비한 RDF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적립한도액을 설정
하여(현재 정부지출의 평균 6.4% 적립)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지방채상환 또는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조정기금을
설치･적립(암묵적으로 표준재정규모의 약 10%)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 방지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2016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안이 시행되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
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행정안전부, 2016).

1)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연도 간 재정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재원에 여유가 생긴 연도에는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고, 부족한 연도에는 적립금을 회수해 부족재원에 충당하는 재정관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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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상당수의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또는 실제 기금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강원도의 경우 아직 미도입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향후 재정안정화기금의 강원도 도입 필요 및 도입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사점 및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 제공에 연구의 거시적 목적을 가진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공간과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간적 재정조정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으며, 각 광역시･도 내에서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로 배분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제도 역시 이에 포함되어지고 있다. 이는 국
가 또는 각 시도가 주체가 되어 연대감을 기초로 그 관할구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조정과 재원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조정제도이다. 경제여건에 따라 세입이
대폭 증가하는 해도 있고, 반대로 정체 내지 감소하는 해도 있는 상황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현 제도 하에서는 세입상황에 따라 세출을 증가시키거나 축소시켜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세입급증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만들어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기
쉽고, 사회복지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세입감소만큼 기계적으로 세출을 축소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연도 간 재원조정은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재원에 여유가 생긴 연도에는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한 연도에는 적립금을 회수해 부족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
할 수 있다. 즉, 호경기에는 세입의 일부를 별도의 주머니에 적립하고, 불경기에는 이 주머
니에서 자금을 회수해 부족재원에 충당하는 제도로 활용된다.
연도 간 재정조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과 지출의 시점을
스스로 조정하는 재정관리기법이다. 자신의 수입을 자신이 소비하나, 그 시점을 달리함으로써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의 후생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적립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미래를 위한 저축이며,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과거의 세입을 현재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지고,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주게 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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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지방재원학회,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2016) 인용.

● 그림 1 ●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도
지방채는 미래의 세입을 미리 앞당겨 지출한다는 의미에서 연도 간 재정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지방채는 장기간에 걸쳐 효용이 발생하는 투자적 경비 등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고, 시설이용 시의 주민이 경비를 분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에서 연도 간 재정조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2. 재정안정화기금의 특징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변동에 대한 일시적인 대처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가
좋을 때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여 불경기 때 이를 회수해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만약 불경기가 장기화되면 지방세, 지방채를 포함한
지방재정제도의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경기변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고,
국지적으로 발생해 일부 지방에서만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경기
변동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관계없이 경험하게 되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재원으로 조정하나, 연도 간 재정조정은 자신의
세입으로 지출시기를 조정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구조로 설계
되어 있다. 지방교부세 배분은 제로･썸 게임에 해당되어 어느 단체에 많이 배분되면 나머지
단체는 그만큼 몫이 줄어드는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도 간 재정조
정제도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외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의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현 세대가 절약해 적립한 재원을 미래세대가 지출함으로써 수혜를 받게 되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재정에 있어, 적립시의 주민은
부담만 하고 거주지 이전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주기적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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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로 인하여 적립시의 단체장과 지출시의 단체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긴장
관계도 제도 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재정상황, 건전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비수준을 정한다는 기본
개념에 근거하고, 단년도가 아닌 장기적인 시점에서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즉, 재정
안정화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적립금 규모 등 운영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연도 간 재원조정관련제도
1) 이월금
이월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을 의미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이다. 회계연
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
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구분되어진다.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
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3).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은 수년도에 걸쳐 시
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이다.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④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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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
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을 의미한다.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상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며, 탄력적인
운용을 특징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법률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일반회계로 대처
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긴급조치, 둘째, 일반회계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대상에
대한 정부의 자원배분, 셋째,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저리의 융자 등이다.
다만, 기금의 전술한 목적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지나 칸막이식 운영에 따른 비효율 초래
하며, 방만한 운영, 예산사업과의 유사중복, 다중구조화로 인한 회계의 불투명성과 같은 우려
역시 가진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존재형태가 다양하다. 연금성 기금은 국민연금처럼 일
정액을 연금식으로 갹출해 운용하는 형태이며 금융성 기금은 예･적금처럼 적립식으로 이뤄
지는 경우, 사업성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기금이 마련되고 집행되는 특징 등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 미래의 지출을 대비해 미리 재원을 비축해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재정안정화자금은 회계연도독립원칙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조치인 기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을 통해 (n+1)년도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
거나 (n+2)년도 예산으로 사용이 필요하며, 회계연도독립원칙과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수단인 기금이 상대적으로 적정하다.

4.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기대효과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의 기대가 가능하다.
첫째,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를 고려한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기여이다. 제도도입의 당위
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자치단체에서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당해 연도의 경비를 당해 연
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현행 시스템은 재정여건의 변화에 의해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즉, 세입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지출하고, 세입이 감소하면 지출을 자동적으로 축소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조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이의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가 가능하다.
둘째,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계획적･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동일한 금액이라도 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보다 재원이 부족할 때,
지출의 한계효용이 높으며, 연도 간 재원조정은 재원조달과 지출시점을 달리함으로써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경기변동에 의한 세입감소 시기에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적립금을 사용함으
로써 재원부족 시의 재정압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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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할 수 있다.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사회보장관계비
등 경상적 경비(적자공채)에는 발행할 수 없다.
넷째,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개정은 입법과정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어진다. 재정
안정화기금은 제도개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재정활동은 각종 제도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개정에는 의견수렴에서 입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진다. 따라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재원부족 시,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제도개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의 제공이 가능하다.
다섯째, 순세계잉여금의 용도에 지방채 상환(감채기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적립을
포함시키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가 가능하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조
기상환 등 지방채관리 이외에는 다음연도의 추가경정예산이나 다다음연도의 예산에 사용해
왔다. 지출구조가 자본지출에서 경상이전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더욱 우려된다. 즉,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기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다 필요한 사업에
지출해 주민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Ⅲ. 국외 사례 분석 및 최근의 논의
1. 사례 분석4)
1) 미국 : Rainy day fund
Rainy Day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며, 이 시기에 쓰기 위해 저축해 둔 자금을
Rainy Day Fund(RDF) 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불황대비자금 혹은 재정안정화기금, 돈이 없을
때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 상황이 좋을 때 분리된 계좌에 자금을 저장하는 재무
기법이다.
경기가 좋을 때 저금하고, 그 돈을 경기가 나쁠 때 사용한다는 기본 개념 하에 적정한 한
도를 정하여 저장한 자금을 통칭한다. 주에 따라 Rainy Day Fund(RDF), Budget Stabilization
Fund(BSF), Budget Stabilization Account, Special Fund for Economic Uncertainty,
Required Reserve, Emergency Cash Reserve, Revenue Shortfall Reserve, CounterCyclical Revenue and Economic Stabilization Fund, Commonwealth Stabilization Fund,
Budget Reserve and Cash Flow Account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다만, 전통적으로는 재난 구호기금이나 교육 안정화 기금과 같이 재난, 교육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돈을 저축하는 것만을 의미하다 최근 소극적으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자금을 활용
하는 것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RDF는 저축된 돈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
지를 판단하는 정책형성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4) 한국지방재정학회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2016) 국외 사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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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RDF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면, 경제위기 시기에도 필수 업무를 수행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RDF 저장자금을 통해 재정지출을 유지하여
빠른 시간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RDF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신용평가기관들에
의해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게 되어 지방채 조달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도 제시
되고 있다.
미국 주 정부들은 예산과정 속에 경기 침체상황과 재정 충격에 대응하고자 집중적으로
RDF를 추가하였으며, 변경･도입해 왔다. 1982년에는 단지 12개 주에서 RDF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으나, 1989년 38개 주, 1997년 44개 주로 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46개 주에서
RDF가 시행되고 있다(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캔자스 주, 일리노이 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 2016년 5월 17일 캔자스 주에서 RDF 법안(House Bill 239)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47개 주가 공식적으로 RDF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주의 RDF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연방 규약이 없으므로 주들은 각자 자유의지에 따라 RDF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들뿐만 아니라 미국 도시 정부들 역시 RDF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Marlowe, 2013). 주의 RDF 수준과 비교할 때, 도시 정부들의 RDF 수준은 높은 수준이
다. 이는 도시가 RDF 기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그 지역의 경제력이나 번영을 나타
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6,000개 미국 도시정부의 과거 5년간 예산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매년 일반회계 지출의 약 34%에 해당하는 용도 미지정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저축해 둔 기금이 전혀 없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일반회계 지출액의 70~80%에
해당하는 용도 미지정 기금을 갖고 있는 도시정부도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각 주 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RDF의 적립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로 재정흑자, 예측
오차, 기타 특정 재원의 전용 등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각 주 정부들은 현재 RDF 규모,
최근의 세입 추세, 주(州) 경제 회복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RDF의 수준을 결
정하고 있다. 크게 적립재원은 첫째, 재정흑자를 적립재원으로 활용, 둘째, 예측오차를 적립
재원으로 활용, 셋째, 기타 방법을 통해 적립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RDF는 일종의 저축액이므로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작아도 기금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며, 너무 커도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작으
면, RDF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RDF를 운용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크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RDF가 필요한 시기를
위해 평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묶어두고 희생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재정 집행방
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한도액(cap)을 정하여 RDF를 운용하고
있다. NASBO, Pew Charitable Trust, CBPP 등 미국 예산전문가 집단들은 과도하게 RDF
의 한도를 낮게 설정한 주 정부의 한도를 제거하거나 지출예산의 15% 정도로 RDF 적정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금의 사용은 첫째,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의 발생 시 RDF를 사용, 둘
째, 조세수입의 부족분이 발생할 때 이를 메우기 위해서 RDF를 사용, 셋째, 주지사의 비상
상황 선포나 주 의회의 표결에 따라 RDF를 사용, 넷째, 법에 의한 지출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RDF를 사용한 사례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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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 재정조정기금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며 특정목적을 위해 재산
을 유지하고자 자금을 적립하거나 정액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재산이라고 규정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조정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도 간
재정조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법정기금을 말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
다(지방재정법 제4조의 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지방교부세액과 그 산정에 사용한 기준재정
수입액의 합계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일반재원액(보통세, 지방휘발유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특별톤양여세,
국유자산등 소재기초단체교부금, 국유자산등 소재 광역단체교부금, 국유제공시설등 소재 시
정촌 조성교부금, 지방교부세,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액 등의 합계액)이 전년도 일반재원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액이 자치단체의 의무적 경비의 신규 증가와 관련하여 일반재원액을
크게 초과하게 된 경우의 초과액을 조성재원으로 한다.
적립목적은 첫째,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 둘째, 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
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 셋째, 전년도말까지 발생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또는
넷째,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다섯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 여섯째, 기타 다음 연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
사용용도는 일본의 모든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상환기한이 앞
당겨진 지방채의 상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3) 소결론 : 기금의 용도 규정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첫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정부가 RDF를 예산의 일반재원으
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주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교육, 건강보험, 교통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 일본의 경우 다음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재원, 재해복구, 지방채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기금의 용도는 현재의 지방재정여건, 기금의 원활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는 가능한 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사용요건 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
방채상환을 포함해 어느 비목에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재원은
지방세수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회계를 통
한 기금의 사용은 예산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의회의 심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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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재정조정기금의 사용요건 및 용도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금의 사용요건 및 용도
도쿄도

①, ②, ③, ④

후쿠오카현

①, ②, ③, ④

요코하마시

- ①, ②, ③, ④
- 시채의 상환액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연도, 그 상환재원에
충당할 때
- ⑤

욧카이지시

①, ②, ③, ④

기초자치단체
쥬오시
아사쿠라시
죠난쵸

시장이 재정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서
회수해 예산의 재원에 충당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 ①
- 기타 쵸장(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 : 원안의 숫자는 지방재정법 제4조의 4의 내용으로 ①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당해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할 때, ②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이나 재해로 인
한 발생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할 때, ③은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토목비 및
기타의 건설사업비,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때, ④는 장기에 걸친 재원육성을
위한 재산취득비에 충당할 때, ⑤는 상환기한을 앞당겨 지방채를 상환하는 재원에 충당할 때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선거 등을 의식해 특정연도에 적립금을 집중해 사용할 경
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면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채상환을 제외한 용도에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금총액의 30%~
50% 수준이 적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2. 최근의 논의
2016년 11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연도간 재원조정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지
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였다. 이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루
어졌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
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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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
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연도별 지방세 추이
(’12년) 53.9조 원(3.1%↑) → (’13년) 53.8조 원(△0.3%↓) → (’14년) 61.7조 원(14.8%↑)
→ (’15년) 71.0조 원(15.0%↑)
세종 : (’13년) 2,166억 원 → (’14년) 3,868억 원 → (’15년) 5,120억 원(연평균 55.5%)
제주 : (’13년) 7,686억 원 → (’14년) 9,095억 원 → (’15년) 11,241억 원(연평균 20.9%)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세부적으로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는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을, 인구 50만 명 미만 시 및 군과 자치구는 경상일반
재원5)과 순세계잉여금6)을 적립재원으로 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
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연구용역 내
용을 바탕으로 적립 근거 및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5)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6)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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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 요건
○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의 일정률 정립
- 지방세는 자치단체에 따라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편차가 커 재정력이
낮은 기초단체는 경상일반재원을 적립재원으로 할 필요
시도(17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15개) 인구 50만 명 미만 시, 군, 자치구(211개)

적립
요건

1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 ◯
1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

율을 30% 이상 초과하거나,

증가율을 20% 이상 초과하거나,

2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
2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

200% 이상 초과한 경우

200% 이상 초과한 경우

예외 : 1. 지방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일반재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2.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예) 대규모 국가 행사, 국가시책(변화)에 의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등
→ 적립요건에 해당하여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인정

□ 적립 비율
○ 각 자치단체 지방세･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 적립
* (참고) 현재 감채기금의 경우 자치단체별 조례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의 20~50%를
적립
시도(17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15개) 인구 50만 명 미만 시, 군, 자치구(211개)

적립
비율

1 지방세 초과분의 10% 이상
◯

1 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 이상
◯

2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
◯

2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
◯

1 과 ◯
2 요건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큰 값을 선택 적립 가능
- ◯

※ “적립 한도액”(적정규모)은 도입 초기이므로 설정하지 않음. 향후 적립실적,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유형별 한도액 설정 검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7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운
용을 위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재원의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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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
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청남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
자치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 10개 광역시도에서 재정
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 운용 또는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Ⅳ. 향후 강원도 도입 과정의 제안
1. 필요에 대한 엄격한 검토
강원도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에 대해 이미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도입
필요의견으로는 (과거) 긴급･대규모 재정수요 대응 재원 부재로 지방채 발행이 악순환 되는
현상 완화를 위해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수해복구 : (’98년) 119억 원 / (’99년) 200억 원 / (’01년) 195억 원 /
(’02년) 800억 원 / (’03년) 485억 원 / (’06년) 650억 원
- 하천재해 예방 : (’09년) 100억 원 / (’10년) 100억 원
- ’96년 고성 산불 복구 : 9.4억 원 / - ’04년 태풍 매미 복구 : 200억 원
- ’05년 양양 산불 피해복구 : 50억 원
- ’14~16년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 총 2,472억 원

반면, 도입의 불필요 역시 제기되었다. 강원도는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조기 상환 중에 있다. 즉, 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채무 제로화 대책
추진이 완료되는 ’22년 이후까지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재원의 부족이 예측되어진다.

<연도별 지방채 조기상환 현황>
- ’15년 : 350억 원 ⇒ ’16년 : 2,248억 원 ⇒ ’17년 : 1,017억 원
※ ’17년말 기준 실질관리채무 잔액 : 3,67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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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년 여유 자금의 적립을 통해 긴급 대규모의 재정수요 발생 시 대응의 필요는 증가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기를 조정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유사 성격의 기금과 통합 운용
재정안정화기금과 유사한 기금으로는 과거 감채기금7)이 있다. 기금의 운용 목적은 첫째,
지방채 상환, 둘째, 지방채 상환이 시기적으로 집중되어질 경우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적립해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거치기간 중에 원리금상환 재원의 일부를 적립해 놓거나, 정해진 상환기간보다
일찍 상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 운용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감채기금은 향후 지자체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의 계획적인 상환 및 우발채무
에 대비하는 데 유용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재정운영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효과의 기대가 가능하다.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시도별로 차등 조성되어지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사채･공단채
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출자, 보조 또는 융자도 가능하며,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적립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2014년도 말 지방채무 현황8) 에 의하면 잔액은 총 28.0조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시도가 21.8조 원, 시 5.2조 원, 군 0.8조 원, 자치구 0.2조 원로 나타난다. 243개 단체
중에서 지방채가 전무한 단체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단체, 100억 원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61개 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100억 원 이하의 지방
채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1개 단체가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단체 가운데 20개 단체가 설치하고 있다. 2015년도 말 감채기금 조
성액(기금잔액)은 광역자치단체 1,934억 원, 기초자치단체 229억 원으로 총액 2,163억 원
으로 나타난다.

7) 법정임의기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8) 행정자치부(2015.7). 2014년 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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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자치단체별 감채기금 현황
(단위 : 억 원)
기금명

기금조성액
(2015년말)

2016년
기금운용계획

전국 계

31개

216,269

750,690

광역자체단체 계

11개

193,414

713,296

연번

자치단체

20개

22,855

37,394

1

기초자체단체 계
서울

본청

감채기금

124,934

167,578

2

부산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3,469

67,977

3

대구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147

42,449

4

인천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19,156

1,155

5

광주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0

0

6

대전

본청

감채적립기금

26,717

61,598

7

울산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688

534

8

경기

본청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1,412

281,453

9

충남

본청

감채기금

42

42

10

전남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16,785

60,445

11

제주

본청

감채기금

64

30,065

12

경기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610

17

13

경기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11,306

18,570

14

경기

양주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1,209

114

15

경기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2,903

3,457

16

경기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1,921

1,619

17

경기

양평군

지방채상환기금

10

101

18

경기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559

772

19

강원

철원군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14

7,013

20

강원

양양군

지방채상환기금

75

1

21

충북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0

0

22

충남

보령시

감채기금

4

5,000

23

충남

아산시

감채기금

133

0

24

충남

서산시

감채기금

0

0

25

충남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0

0

26

충남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40

40

27

충남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

0

0

28

전북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23

23

29

전남

목포시

지방채상환기금

1,300

46

30

경북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2,507

376

31

경북

구미시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

241

245

자료 : 행정자치부(2016). 내부자료.

강원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한 제언 ｜57

다만, 자치구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잔액이 전혀 없는 단체도 적지 않고, 지방
채규모가 작아 감채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정 제외금 등을 뺀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바로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다. 즉,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
환에 사용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52조). 채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감채기금에의 적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환하기 때문에 기금잔액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채의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가 발행한 것이고, 자동차 취득 등에 첨가 소화방식으로
발행･소화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이다. 자동차취득자는 차량가액의 일정률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 구입해야 한다. 자동차의 신규･교체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차량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해 별도로 감채
기금에 적립할 필요성이 약하다. 즉,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은 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차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소화제
도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감채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 지방채규모, 지방채상환계획 등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감채기금은 지방채상환을 위한 적립성 기금에 속하며, 현재 31개 지자체가 설치하고
있다.
감채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에 대비한 적립성 기금이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유사하며,
안정화기금은 지방채 상환을 포함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감채기금보다 포괄
적인 목적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즉, 재정안정화기금의 포괄성이 큼에 따라 감채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적 관리
운용이 요구되어진다.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3월 30일
1차심사완료일 : 2020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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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 도입방안 검토 연구1)
1)

Ⅰ. 서 론
지방자치가 진전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과도한데,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세
체계가 국세와는 달리 재산과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서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현행의 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이 낮은 지방세 구조에서는 국가경제 성장이나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 세수 증대로 연결되기 어려워 급증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세 구조 하에서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액 재평가나 세율인상 등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유
발과 시장경제에서 달성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커서 과표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지역 차원에서의 신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가장 큰 주목을 받아온 방안 중 하나가 관광세 도입에 관한 것이었다. 관광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설대상 세목 중에서 지방자치
단체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 도입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이다.
관광세는 지역사회에 초래되는 외부불경제 유발 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시장기능을 효율화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관광자원이 소재한 지역
사회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자원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도 별다른 이익
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연훼손과 오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방재정 수요를 유발시킴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소망스
럽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광자원 이용과 개발의 대가, 지역사회에 끼친
손실 보상이란 차원에서 일정한 관광행위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응익성 원칙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관광세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수행
하였다.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광세 도입방안들과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지역 차원에
서의 대응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로, 법적･제도적 측면과 함께 현실을 감
안하여 실행 가능한 제도화 추진방안과 세부내용을 파악하여 지역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이 연구 노트는 미발간 연구 연수 과제의 일부를 재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62｜ 강원논총 2020년 제11권 제1호

Ⅱ.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1. 관광세의 정의 및 특징
1) 관광세의 정의
일반적으로 관광세(tourism tax)는 관광자원이나 고급 여가시설 등의 입장이나 이용행위
에 과세하여 관광자원 또는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로
정의된다.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이용을 통한 편익의 향유자인 동시에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자
인 관광객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광객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 그 비용이 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인 것이다. 다시 말해, 관광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관광객들에
게 관할지역 내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사업체 등 관광자원의 입장 및 이용행위에 대해 그
대가와 손실 보상 차원에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광세는 소득세와는 달리 조세부담감이 적어 조세저항이 크지 않고 징세사무가 비교적
간단하여 징수비용이 절약되므로 경제적이나, 통상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조세부담의 역진
성이 나타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관광세의 특징과 장단점
관광세는 다른 세목들에 비해 여러 특징과 다양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세는 관
광자원이라는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관광행위에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
므로 개별소비세의 성격을 띠는 조세로서, 기존의 조세나 요금체계와는 세원 자체가 다른
새로운 조세이다.
관광세는 세원의 분포에 있어 보편성을 갖추고 있으며, 도입에 대한 합의가 상대적으로
성숙된 상태이다. 즉,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지방세의 요건인 보
편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관광세는 수익자부담 원리에 비교적 충실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광객들이 관광
자원을 이용할 경우 관광시설이 입지한 해당 자치단체에는 환경오염이나 혼잡 등 다양한
사회적인 비용이 유발된다. 문제는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 발
생 시 관광세를 부과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익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일치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세는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얻는 편익에 대한
대가는 물론 편익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외부성(externalities)에 대한 손실의 보상
차원에서 부담하는 보상적 성격의 조세인 것이다.
관광세의 과세대상인 관광행위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행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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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므로 지방세수의 신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행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 구조가 세수 신장성이 미약하고 지역경제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광세는 간접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관광세의 대상인 관광행위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행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광세 도입 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관광세는 소득이 감소하면 관광객이 줄어
드는 등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측면에서는 세수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점, 납세자들이 외지
인들이므로 조세수출이 이루어지기 쉬운 조세여서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수출 경쟁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지방세로서의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진정한 지방
자치 구현과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 및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전재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재원일 뿐
으로 충실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세입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두 번째 필요성은 이용자부담 원칙의 실현이다. 관광시설의 주 이용자는 관광객이나 방문
객인데, 관광시설에 대한 재정투입은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세는 이용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관광세
도입은 관광 서비스 소비에 대해 부과한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광산업
개발 등 지역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관광시설 이용자에게 전가하면서 관광수입 증가 혜
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반면 관광세 부과는 관광비용을 상승시킴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광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세 번째 필요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광자원은 일반적인 자
원보다 덜 소모적이거나 재생산이 쉽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광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투자효과와 관광자원 개발 후 관광객 방문에 따른 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네 번째 필요성은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서 찾을 수 있다. 관광개발을 주축
으로 하는 지역개발은 성격상 많은 비용을 요하는데, 이러한 초과재정 수요가 초과재원에
의해 충족되지 않으면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존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
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관광과세는 관광으로 인한 초과행정 수
행, 관광개발과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다. 관광세 수입은 직접적
으로는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기여하면서, 간접적으로는 도로, 통신 등 사회
인프라 시설 등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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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세 도입의 이론적 근거
관광 행위에 대한 과세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김희수(2014)에 따르면, 관광세는 노동(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여가에 대해
서는 과세하지 못하는 현대 조세체계가 지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보완 및 교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정당성을 갖는다.
효율성 관점에서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여가와 대체적인 재화
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축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레저세 및
관광세는 조세로 인한 사회적 후생 감소를 의미하는 조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관광행위에 대한 과세는 관광행위로 인한 시장실패를 교정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관광의 시장실패 요인은 공공재와 외부효과 그리고
독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광행위는 일정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관광자원 및 공공재의 소비와 연결되는데, 관광객 유입은 관광자원을 유지･보수하는 추가
적인 공공비용을 발생시키지만 비거주자로서의 관광객은 지역 내의 재정 부담을 지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세는 조세부담을 통해 문제를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관광과세는 도로, 환경훼손 및 혼잡 등의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의 외부효과는 개인 및 사회적 비용(또는 이익) 사이에 괴리를 만들어 시장에서 사회적
으로 최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의 외부성을 교정하는
최선의 정책은 소비세와 보조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피구세, 즉 사회적 한계비용과 가격과
의 차이만큼 조세(관광세)를 부과함으로써 관광행위에 따른 외부효과가 발생시키는 시장의
왜곡된 자원배분을 교정하는 것이다.
관광 분야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일정한 독점력을 발생시킨다. 관광에서의 시장 지배
력은 주로 상품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서 발생한다.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관광자원의 경
우에는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독점력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 것이다.
관광과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실제
적으로는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적이 강함을 부인할 수 없다.
관광에 대한 과세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관광세 도입이 항상 경제적 효율
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관광과세는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관광과세가 잘못 설계될 경우는 관광수요를
급격히 감소시켜 고용을 줄이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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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광세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1. 과세요건 검토
과세요건은 관광세 부과 권리를 갖는 주체인 과세권자, 조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및 세율구조 등이 기본적인 구성요인들이
며, 여기에 징수 방법 및 세원의 귀착까지 고려하기도 한다.
1) 과세권자 및 납세의무자
과세권자는 과세를 부과하는 정부기관으로, 지방세로서 관광세를 도입하여 부과할 경우
과세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선결문제이다. 도세로 하되 시･군에 배분하는 방안과 관광
자원의 소재지인 시･군을 과세권자로 하는 방안이 나름의 명분과 장단점으로 논쟁의 주제
가 되고 있다. 과세권자로 시･군이 적절하다는 주장은 그 사유로 시･군은 관광자원의 실제
소재지로서 외부불경제를 직접 감수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라는 현실적 측면, 세수입의
안정성과 세원의 특정지역 안착성 측면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과세권자로 광역 시･도가 적절하다는 주장은 관광행위는 관광자원의 소재지에서 이
루어지나 관광 비용의 대부분은 관광업체를 비롯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서 지불된다는 점, 관광자원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 관광자원의 분포와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조세분쟁 문제, 세원의 특정지역 편중성
문제 등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관광세는 관광자원이나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이므로 납세의무자
는 실제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편익을 향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권자가 납세자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관광세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무행정 편의상 관광자원을 관리하는 자와 관광사업체
를 운영하는 자가 징수의무자가 되고 관광객은 담세자가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실질적인 담세자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부과된 조세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재의 수요와 공급 탄력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담세자는 관광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과세대상이란 과세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객체라고도 한다. 관광세의 과세객체로서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은 다양하다. 이들 대상을 열거해 보면 크게 인문 및 자연 관광
자원의 입장 및 이용행위, 골프장･스키장･관광유람선 등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행위, 호텔･
콘도･여관 등 관광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이용행위, 기타 관광음식점 및 관광기념품점
등에서의 구매행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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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객체들 중 어떤 것들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데, 정
책적 목적과 현실적 제약에 따라 몇 가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로, 과세대상으로서
관광지 입장행위(①), ① + 관광지 이용행위(②), ② + 관광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이용
행위(③), ③ +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행위(④)로 구분하거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하
는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객체를 금액, 물량, 건수 등의 형태로
수량화한 것을 의미한다.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체에 지불하는 요금, 공원 등 관광시설물에 입장
또는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입장료나 사용료 등의 외형적인 금액을 관광행위의 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법이 현실적이면서 용이한
방안이다.
관광세에서 세율 수준 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
면 조세저항이나 관광행위를 위축시켜 관광객 수가 감소하여 오히려 지역경제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율 결정은 관광객, 과세주체,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관광자원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세율 결정과 함께 어떤 세율구조를 적용할 것인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정한
균등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행위와 고급 관광 관련 사업
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시설 수준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표 1 ● 관광세 과세요건 요약
구분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내용
- 과세를 부과하는 정부기관
- 도세로 하되, 시․군에 배분(교부)
-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관광자원 및 관광사업체의 직접 이용자(관광객)

과세대상

-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물건 및 행위
- 관광객이 관광사업체나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일체의 관광행위

과세표준

-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일체의 요금총액(관광수입)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음

세율
징수방법

- 통상 관광수입의 5% 또는 10% 제시(선행연구)
- 특별징수(관광사업자, 관광지 관리자 등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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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세의 제도화 방안
관광세 제도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은 독립세목화 방안,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방안, 레저세 포괄 범위 확대 방안,
법정외세 도입 방안 등 네 가지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네 가지 방안의 장･단점 등 주요 내
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독립세목화 방안
지방세 독립세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관광
행위에 대한 부문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특별소비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직접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과세 근거를 갖는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
제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지방세의 독립세목으로 신설할 경우 관광세는 소비행위에 대한 과
세이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중복과세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세목 신설을 추진할 경우 관광행위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관광행위에 관한 부문만을 선택하여 관광세
를 도입하더라도 지방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신세원 도입은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감소하여 오히려 지역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방안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
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대상과 세율 등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정세로서 과세대상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과 개발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원으로서 적합하다
고 평가되고 있다. 이 방안의 경우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과세대상이나 세율 등을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
세법 제144조 및 제147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과세대상, 과세지역의 선
정, 부과징수방법 결정 등의 과세요건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에 관광세를 포함할 경우 공식적인 명칭은 지역자원시
설세 특정자원분이지만, 과세대상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로 명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68｜ 강원논총 2020년 제11권 제1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 확대방안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 과세지역의 선정, 부과징수방법 결정 등의 과세요
건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레저세 포괄범위 확대 방안
레저세는 경마, 경륜, 소싸움 등에 부과되고 있는데, 레저의 개념을 확대하여 관광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레저세는 관광자원 소비에 부과되는 관광세 개념
이 도입되지 못하고,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과 같은 사행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죄악세
(sin tax)의 개념이 강한 조세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점증하고 있는 레저수요에 맞추어
향후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관광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현재 레저세의 대상으로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 일정 부분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까
지 확대하여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레저
세 과세대상으로서 숙박행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용이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
지를 받고 있다. 관광세가 레저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레저세의 명칭에 부
합하는 성격을 갖추어야 하며, 레저 성격을 띠는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4) 법정외세 도입 방안
법정외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법정세목 이외의 세목을 새롭게 만들어서 과
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법정외 세목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한다
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인 제약이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전
제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과세자주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핵심적 요소이고, 급증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와 과세여건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정외세 신설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정당성에는 큰 이론이 없다. 그러나 법정외세 도
입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법정외세 도입의 법적 근
거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세를 법정외 세목으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
다. 그러나 관광세를 법정외세로 도입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지방세법 총칙편을 개정하여
법정세목 이외의 별도의 세목을 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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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제도와의 관계 및 문제점 검토
1) 과세권에 대한 현행 법적 규정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세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구현되지 못한
법률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엄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법체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는 과세권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
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59조에서
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적 원칙을 천명하
고 있다. 이는 조세 관련 최고 규범으로서 세목의 신설 또는 세제의 제･개정은 법률에 의해
서만 가능한 근거가 되고 있다.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
치단체의 자주적 과세운영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현실적
으로 가로막고 있는 법률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절차에 근거할 경우 관광세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기초
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방세법을 재･개정해야만 한다.
한편,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규정과 함께 자치단체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조례
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5조 1항은 지방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지방
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에 규정한 지방세조례주의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과
세 가능성과 내용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법 체계와 근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법정외 세목을 설정하고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데, 다수 의견은 지방세 신세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부
과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 관광세 도입 시의 문제점
관광세를 신설하여 그 과세대상을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로 할 경우 각종 관광자원을
보고 즐기는 관광객은 관광시설 이용자 또는 각종 환경오염 유발자로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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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은 소득과 여가가 있는 사람들이고 관광수
요는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부담 능력이나 조세저항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새로운 세목 도입에 따른 문제, 기존 세목과의 과세대상 중
복 문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심화 가능성, 조세수출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관광세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직면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현재 지
방세목이 너무 많고 그 체계가 복잡하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세목을 법정세로 도
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데 따른 저항을 극복하기가 만
만치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특성과 세원의 중복, 지방자치
단체의 과세자주권 등을 무시하고 지방세법에 의해 모든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
목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광세를 지방세로 신설하게 될 경우 기존세목과의 과세대상 중복 문제도 중대한 난점
중의 하나로 꼽힌다. 예로, 관광세의 과세대상을 관광자원 및 관광사업체 이용행위로 하여
신설할 경우 기존의 국세 세목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 과세대상의 중복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관광자원,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사업
체에 국한하여 관광세 과세대상을 설정할 경우 이러한 중복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
지만, 중복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과 지
방 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관
광세를 과세하게 될 세원의 분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의 수평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세원이 되는 관광자원이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질적 수준과 방문객 수에서 편차가 상
당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우려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간 조세수출 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수출
문제는 지역 간 소득배분과 재정력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
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세수출 능력의 차이는 지역 간, 주민 간에 지방세 부담의 불
공평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지역 간 실질소득 배분에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결국에는
지역 간 재정력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조세수출로 지방자
치단체 재원의 일부분이 충당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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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광세 도입을 위한 제언
관광세 도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과세요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화 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과세요건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크게 과세권자, 과세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과세방식과 세율 등 과세표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지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의 특정자원분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광세의 과세대상을 관광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
로 국한하여 설정할 경우를 상정하여 레저세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40조에 관
광세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 방안 등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 과세요건
1) 과세권자
관광세 도입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시･도세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관광과세 제도화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이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시･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징수권은 시․군
이 담당하고, 시･도세로 징수한 후 일정 비율을 시･군별 관광자원의 분포와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과세대상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과세대상은 과세 및 징세의 실제 행정적 제약, 새로운 조세에 대
한 거부감, 조세부과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의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대안 중 현실에 부합하는 몇 가지 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은 숙박시설만을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는 여러 실증연구들이 제시
하고 있듯이 숙박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어서 관광세 부과로 인한 수요의 감소가
작을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서도 이용자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숙박시설의 등급에
따라 먼저 특2급 이상 및 가족호텔에만 관광세를 부과한 후 점차 그 이하 등급까지 과세대
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까지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인데, 여기서도 이용자
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특2급 이상 및 가족호텔만을 대상으로 먼저 과세한 후 점차 과
세대상을 아래 등급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앞의 안을 조합한 것으로, 특2급 이상 및 가족호텔 그리고 그 부대시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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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도 어느 정도의 안정화 기간 이후 과세대상을 아래 등급
시설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관광행위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관광행위를 포괄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입확보 측면에서는 일견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수요 감소에 따른 세입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제도의 안착과 과세행정의 수월성, 적정수준의 세입확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세 번째 안
을 참고하여 특2급 이상 및 가족호텔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만 먼저 과세한 후 전체 등급
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들 시설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 시설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어서 과세
로 인한 이용자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현실적으로 모든 관광행위를 파악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선행연구들은 이용요금, 입장료, 사용료 등의 외형적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법이 보다 유용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세율의 결정이다. 너무 높은 세율을 설정할 경우
관광수요를 위축시켜 오히려 세수입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너무 낮을 경우는 세입확충이라는 본연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비효율만 발생시킬 우려
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 주로 5% 또는 10%의 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세율과 함께 어떤 세율구조를 적용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즉, 균등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일
정 수준의 균등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일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행위와 고급 관광관련
사업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시설의 수준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2. 제도화 방안
먼저 제도화 방안은 1안으로 현재 상황에서 현실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자
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의 부과 목적 중 하나로 관광자원을 보호･개발하기 위함임을 규정하고 있어 과세의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안으로는 관광세의 과세대상을 관광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국한하여 설정할
경우를 상정하여 레저세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40조(과세대상)에 관광세와 관
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 방안이다.
제도화 방안으로 제시한 두 안 모두 도세이므로, 과세권자는 시･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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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경우 실제 징수권은 시․군이 담당하고, 시･도세로 징수한 후 일정 비율을 시･군
별 관광자원의 분포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세대상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실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도의 안착과 과세행정의 수월성, 적정수준의 세입확보 등을 모두 고려하여 먼저 특2급 이
상 및 가족호텔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점차 전체 등급으로 과세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관광행위
전체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가는 것이 관광객의 저항감 최소화와 관광수요 유지에 유리할
것이다.
세율은 관광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만을 대상으로 과세할 경우는 적정수준의 세입확보
라는 측면과 함께 비교 대상으로서 레저세와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여 10%의 세율을, 과세대
상을 전체 관광객으로 확대할 경우는 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세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도는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하고 있는 타 광역 지자체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강원도의 세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동시에 법제화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찾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세 과세 제도화 이후에는 도 조례의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도와 기초지자체 간에는 확대된 세수를 배분하는 문제, 징수권과 관련
한 문제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관광세수는 지역별 징
수액 또는 관광지 면적 비율 등을 참고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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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리빙랩 방식을 통한
강원도 어촌 활성화 방안 도출
Ⅰ. 서 론
강원도 어촌은 수산물 생산량의 지속 감소와 함께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17년의 강원도 수산물 생산은 50,374톤으로 1981년 156,160톤에
비해 68% 감소했다(통계청).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어업가구는 1970년
19,023에서 2017년 2,082로 89.1% 감소했고, 어업인은 동기간 22,204명에서 3,040명으로
86.3% 감소했다(통계청). 고령화 정도는 조사대상 70개 어촌 중 63개가 초고령화로 전체의
9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과 박, 2019). 고령화지수 30% 이상 34개, 40% 이
상도 6개였다(김과 박, 2019). 어촌소멸지수1)를 분석한 결과, 어촌소멸 고위험(0.2 미만)은
25개, 어촌소멸 위험 진입(0.2 이상~0.5 미만)은 39개로 이들을 합치면 70개 어촌의 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촌
활성화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어촌 활성화는 어촌 내에서 자립화 역량을 갖추고, 스
스로 소득, 일자리 등을 창출해 가는 과정이다. 어촌은 이미 초고령화 상태이고, 오래된 갈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외부의 주입식
지원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의 현실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어촌 현장에서 어촌 주민들과 어촌 활성화 전문가들이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현장의 문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리빙랩2)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은 시
간은 다소 걸릴지라도 어촌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어촌의 자립화를 이룩하는 데
유리하다.

1) 20~39세 여성의 인구 수를 65세 이상의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0.2 미만은 마을소멸 고위험,
0.2~0.5 미만은 마을소멸 위험 진입, 0.5~1.0 미만은 마을소멸 주의, 1.0~1.5 미만은 마을소멸
보통, 1.5 이상은 마을소멸 낮음으로 구분
2) 리빙랩(Living Lab)은 살아있는 연구실 또는 생활 연구실 등의 개념으로 기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술의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개방형 실험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풀어 나가는 방식이다. 수요자가 있는 현장
이 바로 실험실이라는 개념이다. William J. Mitchell, Kent Larson, Alex (Sandy) Pentland가
처음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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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강원도 동해안의 어촌 중 열악한 2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 현장에서의
심층 토론(리빙랩) 접근법과 설문을 통해 어촌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어촌 활성화 방안
의 도출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어촌의 선정, 리빙랩, 설문 방법
1. 연구대상 어촌 선정
1) 연구대상 선정을 위한 어촌의 유형별 분류
연구대상 어촌을 선정하기 위해 어촌을 특징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마
을소멸지수, 수산물 생산금액(로그 값)을 이용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였다<그림 1>. 마을소멸
지수는 0.2 미만(마을소멸 고위험)을, 수산물 생산금액은 1.7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금
액은 낮지만 소멸위험이 낮은 그룹은 해양레저형, 소득이 높고 소멸위험이 낮은 그룹은 수
산중심형, 소멸위험이 높고 소득이 낮은 그룹은 쇠퇴형으로 분류하였다(김과 김, 2018). 연
구대상 어촌은 쇠퇴형 중에서 어촌 활성화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하
였다.

자료 : 김과 김(2018)

● 그림 1 ● 강원도 시군 어촌의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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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어촌 선정
쇠퇴형 어촌 중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마을소멸지수, 수산물 생산금액 외에 고령화
지수 30% 이상, 어촌계원수 20인 이상, 국가어항 이외의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보유,
어촌뉴딜300사업 비추진 마을, 어촌 활성화 특화자원 보유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
였다. 또한 지역의 대형 사업으로 인해 어업수역이 대거 수용되어 수산업 기반이 미약해 진
곳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어촌소멸 고위험 마을로 분류된 2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대상 마을로 삼척시의 신남어촌과 고성군의 초도어촌이 선정
되었다.
● 표 1 ● 어촌소멸 고위험 마을 중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남, 초도의 특징
시군
(20개)

삼척시
(14개)

고성군
(5개)

강릉시
(1개)

어촌

어촌소멸지수

고령화지수

어촌계원

특징

갈남

0.11

43.1

49

농산어촌개발사업 진행

광진

0.15

29.6

11

후진항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궁촌

0.13

36.9

34

국가어항

노곡

0.10

49.2

20

발전단지. 어장축소

대진

0.10

42.0

55

전원개발구역지정

덕산

0.16

38.5

38

국가어항
지방어항, 관광자원 풍부. 해신당,
남근조각공원, 어촌민속전시관 등

신남

0.11

43.1

27

오분

0.12

35.9

26

자원부족

용화

0.08

38.7

20

어업기능미약, 레일바이크 등. 펜션단지

임원

0.16

33.5

116

국가어항

장호2리

0.18

30.8

26

펜션단지 많음. 어항 없음

정라

0.11

38.6

115

국가항만

증산

0.17

36.4

11

어촌계원 수 적음

초곡

0.14

44.0

28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반암

0.07

27.0

40

어촌뉴딜300사업 진행

초도

0.14

34.7

50

어촌정주어항, 성게자원, 문어자원 등

교암

0.19

33.2

39

지방어항, 천학정 등 자원 있음

동호

0.15

29.5

16

어항 없음

문암1리

0.15

33.2

48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도직

0.10

35.4

17명

소규모(항포구), 어촌계원 수 적음

자료 : 김과 김(2018),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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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빙랩 추진 방법
1) 추진 과정
본 연구의 대상인 강원도 동해안의 2개 어촌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1차 현장포럼, 설문조
사, 전문가 자문회의, 2차 현장포럼의 과정을 통해 어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표 2>.
사전조사를 통해 각 어촌에 대한 현황자료를 확보하여 현장조사에 활용하였고, 1차 현장포럼
에서는 연구팀 자체적인 어촌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어촌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촌
현황, 애로사항, 문제점 등 조사를 진행하였다.
● 표 2 ● 리빙랩 방식의 어촌 활성화 방안 도출 과정
어촌 활성화 방안 도출 과정

주요 내용

사전조사

• 어촌의 전반적 현황 조사
- 어촌의 지리, 인구사회구조, 수산자원, 관광자원, 애로사항, 문제점 등

↓

↓

1차 현장포럼

• 현장의 어촌주민과의 어촌 활성화 관련 논의
- 어촌계장 등 어촌주민, 강원도, 시, 군 관계 공무원, 어촌 중간지원
조직(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 어촌 활성화 관련 전문가(브랜드
전문가, 어항 전문가, 사업화 전문가 등) 참석
- 어촌 현황, 어촌 여건, 사업화 여건, 어촌 활성화 방안 관련 논의

↓

↓

설문조사

• 각 어촌에 대해 어촌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 어촌계원, 어촌주민, 남녀 등 설문대상 안배
- 어촌에 대한 인식, 어촌자원, 문제점, 어촌 활성화 방향 등 설문

↓

↓

전문가 자문회의

• 1차 현장포럼,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기반으로 어촌 활성화 방향
논의 및 초안 마련
- 분야별 전문가, 강원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갈등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 등 참석(브랜드 전문가는 자료 제출)
- 어촌 활성화 방향 도출

↓

↓

2차 현장 포럼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최종 어촌 활성화 방안 초안 도출
- 어촌주민, 연구진, 강원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 참석
- 연구진 초안 발표, 어촌주민 의견 교환, 강원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지원 방안 발표 등

↓

↓

어촌 활성화 방안 도출

• 어촌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한 보완, 어촌 지원조직 역량 및 역할
강화 방안 등
- 연구진 중심으로 논의를 통해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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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연구대상인 2개의 어촌에 대한 어촌주민들의 인식, 어촌 자원, 문제점, 활성
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현황자료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어촌 활성화 방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2차 현장조사에서는 어촌주민, 시, 군 및
도의 공무원, 중간지원조직이 동석한 간담회를 통해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
어졌고,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 최종 어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사전 조사
리빙랩 방식의 어촌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에서의 논의를 위한 사전 현황조사를
하였다. 사전조사는 각 어촌의 지리적 여건, 어촌계원 현황, 어촌인구, 어선척 수, 어업권
현황, 어항 현황, 소득사업, 어촌자원, 관광자원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어촌의
사전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 3, 4>와 같다.
● 표 3 ● 초도어촌 기본 현황
구분

지리적 여건

어촌계원
어촌인구(가구)
어선척 수
어업권
어항

초도어촌(계)
•
•
•
•
•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북쪽에는 대진항, 남쪽에는 화진포, 거진항, 이승만 별장, 김일성 별장 등이 있음
배후에는 야산(군부대)
앞바다에 금구도(광개토대왕 성터)
주변에는 해양박물관, 금강산자연사박물관 등이 있음

• 50명(최근 계원 정리)
• 2개 마을 177호. 어업가구 90호
• 30여 척
• 152ha
• 어촌정주어항

어업소득

• 어선어업, 해녀

소득사업

• 어촌체험마을사업 중단

어촌자원

• 성게자원, 패류자원, 해조류(미역, 다시마) 풍부. 초도해변, 금구도(섬)

관광자원화

참고사항

• 성게를 테마로 어촌체험마을사업 진행. 현재는 중단
• 화진포와 연계한 관광 특화 검토
• 성게자원, 해조류자원 특화
• 수산거점 지원 역할(수산거점인 거진어촌, 대진어촌을 지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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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신남어촌 기본 현황
구분

지리적 여건

어촌계원
어촌인구(가구)
어선척수
어업권
어항

신남어촌(계)
•
•
•
•
•

원덕읍 갈남리 소재
수산업은 원덕권역에 포함. 임원항에서 주로 위판(근덕권역의 장호항 이용도 있음)
신남항은 매립으로 육역공간 넓어졌음
배후는 산(~해발 250m)으로 둘러싸여 있음
해안쪽은 암반들이 발달

• 27~25명, 나잠 6명
• 갈남 2리 5개반, 90~100가구, 167명
• 약 20척, 낚시어선 3
• 양식어업, 나잠
• 신남항, 지방어항, 항내 모래 쌓임

어업소득

• 어선어업, 호망, 건망, 통발어업

소득사업

• 체험사업은 시도하지 않음
• 회센터는 어촌계 임대를 원칙으로 하나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어촌자원

• 해삼종묘배양장이 있어 해삼종묘 매년 방류. 문어, 해삼, 미역 등
• 지도바위, 용굴, 백사장, 기암괴석(경관자원) 등

관광자원화

참고사항

• 돌기해삼 종묘장, 해신당공원, 어촌민속전시관, 남근조각공원, 백사장 등
• 다이빙 가능, 해안둘레길 만들기 좋은 여건
•
•
•
•
•
•

해신당공원 갈남주민 2명 채용. 관광객 상대로 건어물 등 판매
초등학교 폐교
돌기해삼종묘배양장 활용한 해삼 특화 가능
횟센터는 유명무실(철거 논의 진행)
해안둘레길 조성 필요, 공원 적극 활용
원덕권역에서 관광거점 역할 가능

3) 1차 현장포럼
어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어촌 활성화 추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포럼을
진행하였다. 어촌 현황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은 사전에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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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현장조사 주요 항목
항목

조사 항목

현황

• 마을의 현황, 특징, 장단점, 인구구조 등
• 어업인, 어촌계원 현황 및 추이

어업 현황
• 수산업 현황, 어가 소득 등
• 어촌계 가입 규정 완화 정도
의지
• 리더 및 마을의 의지
• 관광자원화 여건
• 수산물 특화 여건(사업화 자원)
• 어촌마을 화합정도(갈등 여부)
자원 및 여건
• 인적 구조(사업추진 가능 여부)
• 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 주변 여건
현안
기대효과
어촌 활성화 방향

• 마을 현안
• 지원시 예상되는 어촌 활성화 기대효과 정도
• 거점화 또는 거점지역 지원역할 가능성
• 현장포럼 통한 어촌 활성화 방향 도출

4) 설문조사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상 마을로 선정된 고성군 초도와 삼척시 신남어촌을 대상으로 지
역민들의 어촌 활성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따라 어촌별로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은 어촌계원과 비계원 및 일반주민, 남성과 여성의
수를 안배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7개로 구성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기본사항 7, 어촌에 대한
인식 8, 어촌 활성화 방안 11, 기타 1로 하였다. 설문대상 및 방법은 <표 6>과 같다.

● 표 6 ● 설문대상 및 방법
구분

신남어촌

초도어촌

설문대상 수

50명

50명

어촌계원 : 비계원

24 : 26

25 : 25

남성 : 여성

31 : 19

32 : 18

문항 수

27

27

설문방법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대면조사

84｜ 강원논총 2020년 제11권 제1호

5)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1차 현장포럼에서의 논의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촌 활성화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1차 현장포럼에 참석했던 어촌주민을 제외하고 강원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고, 전문가는 갈등문제 전문가, 도시
재생 전문가, 브랜드 전문가(자료로 갈음)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문회의는 연구진이 어촌 활
성화 방향을 발표하였고, 발표에 대해 논의를 거쳐 초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하였다.
6) 2차 현장포럼
2차 현장포럼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어촌 활성화 방향을 발표하는 과정
이었다. 1차 현장포럼에서와 같이 각각의 어촌에서 어촌 활성화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어촌주민, 전문가 등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어촌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각 시군의 관계 공무원이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7) 최종 어촌 활성화 방안 마련
이상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어촌 활성화 방안 초안에 어촌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고 지원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진 주도로 추진하였다. 어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연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결과
1) 1차 현장포럼
(1) 초도어촌 현장포럼 결과
① 1차 현장포럼 운영
1차 현장포럼에서는 어촌계장, 마을이장, 정보화마을위원장, 어촌계원, 마을주민 등이
참석했고,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담당,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부센터장, 브랜드 전문가, 마을
사업화 및 갈등관리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그림 2>. 연구진으로는 강원연구원
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포럼은 어촌계사무실에서 토론 방식으로 어촌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포럼 이후
에는 어항을 비롯한 주변 환경을 탐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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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 등(2019).

● 그림 2 ● 초도어촌에서의 1차 현장포럼
② 전체적인 현황
초도어촌은 고성군 현남면 초도리의 어촌으로 1, 2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권은 현남
면이다. 현남면의 중심은 면소재지가 있는 대진리이지만, 초도리는 대진리와 연접하고 있어
현남면의 중심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대진시외버스종합터미널,
대진중고등학교 등이 있다. 초도리 배후에는 화진포가 있어 연안개발은 제한을 받지만, 관
광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배후에는 7번 국도가 있고, 7번 국도와 어항 사이에는 지방도가 있다. 초도항 바로 뒤편
배후에는 군사시설이 있어 각종 개발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후 일대는 민간 주
도의 관광지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도어항은 북쪽의 국가어항인 대진항, 남쪽의 국가어항인 거진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로, 두 국가어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어구, 어망, 여러 컨테이너
등으로 어항은 어수선했다. 초도항 동쪽으로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능이 있다는 이야기
가 전해지고 있는 금구도라는 섬이 있어 관광자원화 활용 가능성이 있다.
③ 인구구조
초도리는 2018년 기준으로 77가구 33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는 2014년 377명에서
감소했지만 급격한 감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34.7%로 높은 상황이다. 어촌소
멸지수는 0.14로 어촌소멸 고위험 상태이다.
④ 어업 현황
어업가구는 85호, 어촌계원은 50명, 어선은 30여 척, 해남해녀는 14명, 마을어장은
152ha이다. 주요 수산물은 성게를 비롯하여 문어, 전복, 미역 및 기타 어선어업 수산물이다.
최근에는 갯녹음 등의 영향으로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자원이 감소하면서 성게자원도 많이
줄어들었다. 과거 10톤/년 생산에서 최근에는 3톤 정도로 감소했다고 한다. 초도어촌은 북
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과 가까이 위치하여 저도어장에 입어하면서 문어 등
수산물 생산에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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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필요성
초도어촌은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던 당시만 해도 성게와 금구도 등을 활용한 어촌체험
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지역이다. 그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관광객의 집객이 이루어졌지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부터 관광객이 급감했고, 현재는
이렇다 할 공동체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어촌주민들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여건
초도어촌의 수산자원은 성게, 문어, 미역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어선어업 생산물이 있고,
경관자원으로 금구도, 화진포, 해변 등이 있어 수산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어촌 활성화
여건은 갖추고 있다. 다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공동체 사업의 동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⑦ 마을 현안
마을의 현안으로는 월파에 대한 어항의 안전 대책, 어선 인양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주유소가 없어서 불편한 점, 미활용 옥개시설(위판장)로 인한 뒤편의 회센터 조망권
문제 등이 있다.
⑧ 결론
현장조사를 통한 어촌 활성화 방향으로는 어촌역량강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성게,
문어 등의 자원을 특화하고, 금구도, 화진포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수산가공품 생산과 관
광자원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에서는 성게자원의 감소로 어촌공동체사업 재개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였다. 어촌계는 사무장이 있어 어촌공동체사업 추진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회센터는 어촌공동체사업의 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구도의 광개토대왕
스토리를 활용하여 마을의 브랜드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자료 : 김 등(2019).

● 그림 3 ● 고성 초도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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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초도리 인구구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인구

377

368

346

340

331

가임여성

28

23

23

19

16

고령인구

113

115

108

113

115

소멸지수

0.25

0.20

0.2

0.17

0.14

고령화지수

29.97

31.25

31.21

33.24

34.74

자료 : 김과 김(2018).

● 표 8 ● 현장조사 결과
항목

현황

필요성

의지

자원 및
여건

현안

결과
•
•
•
•
•
•
•
•
•
•

2개 마을 177호. 북쪽으로 대진항, 남쪽으로 거진항, 배후에 화진포 위치
생활권은 현내면소재지 대진권(인근에 연접하여 위치)
대진중고등학교, 버스터미널 등이 있음
어촌정주어항이나 지방어항 수준으로 기반시설은 잘 구축되어 있음
위판은 대진항에서 하고 있음
마을 앞에는 작은 섬인 금구도가 있어 자원화 가능성 있음
어촌소멸지수는 0.14로 고위험, 고령화지수 34.7로 높은 상황
어업가구 85호, 어선 30여 척, 해남해녀 14명, 마을어장 152ha
북방한계선 인근의 저도어장에서의 조업으로 문어 등 생산량 많음
금강산 관광으로 성게를 활용한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게마을로 알져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관광객이 줄어 어촌체험마을사업 중단
• 성게, 미역 등 자원감소로 소득 감소 체감
• 소득화사업에 대한 필요성 높게 인식
• 과거 어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해 공동체사업에 대한 자신감 있음
• 어촌계장, 정보화마을사업 위원장 등 공동체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음
• 성게, 미역, 문어, 패류(민들, 개량, 전복 등), 어류 등 수산자원
- 성게는 많을 때는 연간 10톤 생산, 최근 3톤 정도(9-10만 원/kg)
• 초도해변, 금구도((金龜島) 등 관광자원 있음
- 금구도는 광개토대왕 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에는 수군의 기지역할을
했다고 함. 현재도 성터가 있음
• 성게를 테마로 어촌체험마을사업을 6년간 추진(현재는 중단)
• 어법별 갈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큰 갈등은 없음
• 어촌계원은 50명으로 많은 편
• 주변에는 화진포(해양박물관)가 있어, 연계 가능성 높음
• 월파에 의한 어선 피해. 어선 인양기 활용도 낮음. 주유소가 없어서 애로
• 마을-어항간 거리가 있어 동절기 폭설 등의 경우에는 불편
• 회센터 앞에 옥개시설(위판장)로 조망권 확보 곤란, 효율적 활용 필요

기대효과

• 수산,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
• 어촌의 수산물인 성게, 해삼 등을 특화하고 금구도를 활용. 주변의 관광자원 연계 등
으로 소득, 일자리 창출 가능

논의결과

• 지역 수산물의 가공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역량강화사업 우선적 추진

자료 : 김 등(2019),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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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척시 신남어촌 현장조사 결과
① 신남어촌 1차 현장포럼
1차 현장포럼에는 어촌계장, 어촌계원, 어촌주민, 삼척시 해양수산과 담당자 등이 참여
했고, 기타 관계는 고성군 초도에서와 같았다.
② 전체적인 현황
삼척시 신남어촌은 원덕읍 갈남2리의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남1리와 2리는 동일
한 생활권이나 어항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다. 갈남1리의 갈남어촌은 삼척수협, 갈남2리의
신남어촌은 원덕수협에 소속되어 있어 어업권역은 서로 달랐다.
신남어촌은 야산 사이의 골짜기에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농지는 거의 없어 대부
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였다. 어항의 배후는 여러 임야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
으로, 마을이 집적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면 상업시설이 집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교통은
7번 국도가 배후에 있고, 지방도가 있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
신남어항은 북쪽으로는 임원항, 비화항이 있고, 남쪽으로는 갈남항, 장호항이 있어 국가어
항인 장호항, 임원항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수산업 기능은 두 국가어항에 비해 약한 편
이었다. 해변은 짧지만 활용 가능하고, 어항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는 기암괴석이 발
달되어 경관자원의 활용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였다. 남근조각공원, 해신당공원, 어촌민속
전시관, 자연생태공원 등이 집적되어 있고,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③ 인구구조
2017년 기준으로 100가구 167명이 거주하고, 총인구는 2015년 172명으로 증가한 후
2017년에는 167명으로 감소했다. 젊은 여성의 인구는 8명, 고령인구는 72명으로 고령화지
수는 43.1로 높고, 어촌소멸지수는 0.11로 마을소멸 고위험 상황이다(김과 김, 2018).
④ 어업 현황
어업가구는 80여 가구, 어촌계원은 24명, 어선은 20여 척, 낚시어선 3척, 해녀는 3명이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자원으로는 해삼, 전복, 성게, 홍합, 미역 및 절방미역 등 다
양하지만, 해삼은 신남어촌 내에 해삼종자배양장이 있어 향후 자원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어업의 주요 생산품은 문어였다. 어업 외에는 미역 등 채취 입어료, 어항 육역
에서의 난전 임대료 등이 있다.
⑤ 필요성
최근 들어 빈집이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업이 약화되면서 어업소득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마을은 어촌
계와 마을이 어항 육역에서의 난전운영, 회 및 건어물센터 임대 등의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어촌 육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어물 판매, 회센터 운영 등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내지 않아 마을 내 질서가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어촌계장은 마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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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역량강화사
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업인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⑥ 여건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여건은 우수한 편이다. 관광시설이 있어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에 유리한 여건이다. 어촌 내부의 갈등해소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관광시설 외에도 문어, 가자미, 미역 등 자원이 풍부한 상황이었다. 인적자원은
젊은 층이 부족하여 어촌 활성화 추진의 동력이 약한 문제점도 있었다.
⑦ 마을 현안
신남어촌은 전통적인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내부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어항 육역 회센터(건어물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임대료 미납,
관리 부실 등), 무분별한 난전 운영, 임대료 미납 등이었다. 어촌계장은 활어회센터의 리모
델링 또는 철거, 난전의 철거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⑧ 결론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마을 내 갈등으로 소득화 사업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갈등의 완화 및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촌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어촌 내부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촌 공동체사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촌 활성화사업으로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화
전략, 지역의 해삼, 미역자원 등을 특화, 상품화하는 방안, 원덕권역의 관광거점화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 김 등(2019).

● 그림 4 ● 삼척 신남항 모습

90｜ 강원논총 2020년 제11권 제1호

● 표 9 ● 신남어촌의 인구구조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인구

161

168

172

169

167

가임여성

7

5

6

9

8

고령인구

75

76

75

72

72

소멸지수

0.09

0.07

0.08

0.13

0.11

고령화지수

46.58

45.24

43.60

42.60

43.11

자료 : 김과 김(2018).

● 표 10 ● 신남어촌 현장조사 결과
항목

현황

필요성

의지

자원 및
여건

현안

결과
•
•
•
•
•
•
•
•
•
•
•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5개 반으로 구성. 마을은 100여 가구, 167명
북쪽으로는 임원항, 남쪽으로는 갈남항 사이에 위치
어촌계원은 약 25명, 어선 20척, 낚시어선 3척
어업은 어선어업, 호망, 건망, 통발, 연승 등. 위판은 임원항에서 함
초등학교는 폐교
해신당공원, 남근조각공원, 자연생태공원, 어촌민속박물관 등이 있음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어물 판매로 부가소득 창출
고령화율 43.1, 어촌소멸지수 0.11로 쇠퇴하고 있음
어촌계와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
현재까지 어촌공동체(어촌체험마을사업 등)사업은 추진한 바 없음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어촌역량강화 진행 중

•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 등으로 어업소득 감소 체감
• 회센터 및 건어물센터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 공동체사업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소득 창출 희망
• 어촌계장은 갈등해소, 소득창출 방안 의지 있음
• 어촌계, 마을주민은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해 우려. 소득창출에 의욕적
•
•
•
•
•

해신당공원, 남근조각공원, 자연생태공원, 어촌민속박물관 등 집적
수산물은 미역, 해삼, 문어 등을 비롯한 어선어업 생산물 등이 있음
마을에는 해삼종묘배양장이 있어 해삼을 특화할 수 있는 여건임
해변을 따라 기암괴석이 발달하여 경관자원으로 활용 가능
백사장은 짧지만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음

• 어항 내 모래 침적 지속으로 어항의 재개발 희망
• 어항 재개발, 해변 백사장 확대 희망
• 건어물센터(회센터)문제 해결, 난전 문제 해결 희망

기대효과

• 신남은 기존 관광자원이 있어 원덕권역에서는 관광거점화 가능성 있음
• 둘레길, 해삼 등은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음

논의결과

• 신남어촌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어촌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마을역량 강화, 어촌주민 간 지속적인 대화로 갈등을 포함한
마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
•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품화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

자료 : 김 등(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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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결과
1) 초도어촌
(1) 기본사항
응답자의 초도어촌 거주기간은 60년 이상 14명, 40년 이상 50년 미만이 9명, 30년 이상
40년 미만 7명, 50년 이상 60년 미만 7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40년 이상이 60%,
50년 이상이 42%, 60년 이상이 28%로 장기간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
은 3명으로 신규 인구유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였다.
나이는 60대가 19명, 70대가 12명, 50대가 10명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은
64%로 고령층이 많았다.
응답자의 직업은 어업 21명, 농업 7명, 가정주부 6명 순으로 많았다. 어촌계원 이외의 직
업으로는 농업, 상업, 유통업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어업활동은 어촌계원 중에서는 어선어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로는 맨
손어업이 6명이었다.
초도어촌의 침체 또는 쇠퇴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9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어촌의
침체 또는 쇠퇴에 대해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촌 활성화 방안
어촌을 활성화 방안은 1순위로 관광 활성화 17명, 일자리 창출 16명, 수산자원 회복 9명
순으로 많았다. 2순위로는 관광 활성화 14명, 인구유입 12명, 복지강화 6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 마을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을 중
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1순위로는 일자리 창출 29명, 복지 확대 7명, 마을 개방 6명 순으
로 많았다. 2순위로는 복지 확대 11명, 일자리 창출 10명, 인구유입 활동 7명, 입주자 지원
확대 7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를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1순위로는 자원조성 확대 25명, 어촌체험마을사업 12명 순으
로 많았고, 2순위로는 자원조성 확대 13명, 전략품종 육성 12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자원조성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소득창
출 등을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특화할 수 있는 자원은 1순위로는 풍부한 관광자원 20명, 풍부한 수
산자원 20명으로 많았고, 2순위로는 풍부한 관광자원 21명, 풍부한 수산자원 13명, 마을의
단합 9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풍부한 수산자원, 관광자원의 특화가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복수선택)은 체험, 관광이 29명, 수산업 기반 강화 25명,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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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원화 18명 순으로 많았다. 즉 어촌체험마을사업과 같은 어촌공동체사업 추진을 희
망하는 것으로 보였다.
초도어촌의 수산업 분야 강점(복수선택)은 문어, 오징어, 가자미 자원 43명, 해삼, 성게
등 자원 34명, 미역 등 해조류 자원 33명 순으로 많았다. 성게보다는 문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성게의 자원감소에 따라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어촌 관광자원의 강점(복수선택)은 연안 경관자원 31명, 해수욕장 등 해변자원 22명 순으
로 많았다. 연안 경관자원은 금구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 없음 26명, 보통 13명으로 갈등이 있으나 심각한 상황은 아
닌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 갈등의 주요 원인은 복합적 갈등이 28명, 리더십 부족 7명 순으로 많았다.
어촌 갈등의 마을 자체적 해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8명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즉, 갈등은 있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였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1순위로는 지속적 대화 22명, 조금씩 양보 19명, 규정준수 5명 순
으로 많았다. 2순위로는 지속적 대화 25명, 조금씩 양보 12명, 리더의 역량 6명 순으로 많
았다. 전체적으로 대화와 양보가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 금구도 접안시설, 자원회복, 방파제 보강 등 어항 안전대책 마련, 나잠 입
수조건 완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체험사업, 텃세 없애기, 자원육성, 양식사업, 관광객 체류
방안 등이 어촌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3) 종합적 결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는 어촌 자
체적인 공동체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특화자원으로는 수산자원, 관광자원으로 응답했고, 수산자원으로는
문어, 해조류, 성게 등을 꼽았다. 문어자원은 저도어장 입어 등으로 생산량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수산기반 강화, 경관자원 활용 관광자원화로 응
답한 사례가 많았다.
초도어촌의 주민 간 갈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규로 이주한 주민에 대한 텃
세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종합적으로 어촌 쇠퇴, 고령화 등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활성화 사업화는 우선 고령층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어촌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어촌 주민들의 의식개선, 사업화 마인
드 함양, 사업화 방안 기획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도어촌은 과거 성게를 활용한 어촌
체험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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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남어촌
(1) 기본사항
응답자의 신남어촌 거주기간은 60년 이상이 15명, 40년 이상 50년 미만이 13명, 50년
이상 60년 미만이 7명 순으로 많았다. 40년 이상은 35명으로 전체의 70%, 50년 이상은
22명으로 44%, 60년 이상은 30%였다. 전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오랫동안
거주해 온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60대가 22명, 70대가 17명, 40대가 4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
상은 전체의 78%로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어업이 22명, 무직 및 기타가 12명으로 많았다.
어업활동은 가정주부, 무직 및 기타를 제외하면 어선어업이 15명, 맨손어업이 5명 순으로
많았다. 어선어업은 전체의 60%(25명 중 1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 어촌 활성화 방안
어촌 활성화를 중요한 것은 1순위로 수산자원 회복 10명, 인구유입 10명, 갈등 치유 9명
순으로 많았고, 2순위로는 마을주민 역량강화 12명, 수산자원 회복 10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1순위로 일자리 창출, 마을의 개방이 각각 19명으로 많았다. 2순위
로는 일자리 창출 21명, 입주요건 완화 11명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마을
의 개방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자체의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1순위로 자원조성 확대 14명, 마을의 갈등해소 9명,
공동체 사업 7명, 어촌체험사업 7명 순으로 많았다. 2순위로는 자원조성 확대 10명, 6차산
업화 9명, 양식업 육성 8명 순으로 많았다.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조성 확대, 갈등
해소, 6차산업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이 수산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특화할 수 있는 자원은 1순위로 풍부한 수산자원 22명, 레저자원 11
명으로 많았고, 2순위로는 리더십, 마을의 단합 14명, 풍부한 수산자원 13명, 풍부한 관광
자원 12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수산자원, 관광자원, 레저자원의 특화 필요성을 제시
했고, 이를 위해서는 마을의 단합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복수응답)은 해양레저, 체험, 관광사업 29명, 수산업 기반 강화
14명, 6차산업화 11명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촌 내에서 자체적인 사업화 추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남어촌의 수산업 분야 강점(복수응답)은 미역 등 해조류 자원 37명, 문어, 오징어, 가자
미 등 자원 20명, 해삼, 성게 등 자원 19명으로 많았다. 미역 등 해조류 자원이 풍부한 것
으로 많은 주민이 인식하고 있고, 문어, 오징어, 가자미, 해삼, 성게 등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신남어촌 관광자원의 강점(복수응답)은 특별히 없음 18명, 연안 경관자원 14명,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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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해변자원 10명 순으로 많았다. 연안 경관자원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신남어촌의
기존 관광자원인 해신당공원, 남근조각공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갈등에 대해서는 별문제 아님 15명, 갈등 없음 13명, 심각한 문제 11명이었다. 별
문제 아니거나 갈등이 없다는 응답이 28명으로 과반이었지만 갈등이 있거나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도 20명으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고, 전체의 26%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갈등의 주요 원인은 복합적 갈등 16명, 어촌계와 마을 간 갈등 12명, 리더십 부족
12명으로 어촌계와 마을 간 갈등이 주요한 것으로 보이고, 복합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층별로 60대 이하는 복합적 갈등 11명, 어촌계와 마을 간의 갈등 8명, 리더십 부족
5명이었고, 70대 이상에서는 리더십 부족 7명, 복합적 갈등 5명, 어촌계와 마을 간의 갈등
4명이었다. 고령층은 리더십 부족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60대 이하에서는 복합적
갈등이나 어촌계와 마을 간의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면서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촌 갈등에 대한 자체적 해소 가능성에 대해 ‘모르겠다’ 24명, ‘아니다’ 19명이었다. ‘그
렇다’는 14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내는 결과였
다. 60대 이하에서는 ‘아니다’ 14명, ‘모르겠다’ 12명, 70대 이상에서는 ‘모르겠다’ 12명,
‘아니다’ 5명이었다. 젊은 층에서는 자체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고, 고령층에서는
판단 유보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였다.
어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 24명, 지속적 대화 13명, 외부의
조정 6명 순으로 많았고, 2순위로는 지속적 대화 20명, 외부의 조정 17명으로 많았다. 1,
2순의 모두 행정집행, 소송 등은 적었다. 결과적으로 갈등 자체해소 관련 설문에서 자체조
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갈등해소 방안 관련 설문에서는 양보, 대화 등 순리적인
응답이 많았다. 기타 제안사항으로는 동질감 회복, 역량강화, 어항 준설, 주민 화합 등을 시
급한 과제로, 공동체사업, 관광자원화, 화합, 자원육성, 인구유입 등을 어촌 활성화 과제로
제시하였다.
(3) 종합결과
전체적으로 어촌은 침체 또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촌의 침체 원인으로는 수산자원 감소, 소득감소를
꼽은 것으로 보아 수산물 생산량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어촌의 주요 자원은 해조류, 문어, 해삼 등 수산자원, 해변, 경관 등 관광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유입, 수산자원 회복, 어촌의 개방 등이 중요하고, 어촌 활성
화를 위한 특화자원으로는 풍부한 수산자원, 경관자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수산자원을 이용한 6차산업화 및
공동체 사업, 수산기반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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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어촌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외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주민 간 갈등해소를 추진하면서 어촌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의 화합, 인식
개선, 사업화 마인드 함양 등이 필요하고, 지역의 수산자원, 경관자원 등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시군 담당 공무원, 연구진이 별도의 장소에서
어촌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개최되었다.

자료 : 김 등(2019).

● 그림 5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모습
1) 초도어촌 활성화 방향
(1) 어촌 활성화 기본 방향
전문가 자문회의는 1차 현장포럼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 활성화 방향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초도어촌은 과거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지만, 자생력을 확
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관광 소구력, 집객력이 약하고, 성게자원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도어촌의 성게는 이미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성게 이미
지는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 활성화는 성게, 문어 등의 자원을 활용하되 가공품을 제조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초도어촌의 금구도를 스토리델링화하여 수산물 가공품과 연계한다면 관광객 집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어촌마을 자립화 및 사업화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촌
역량강화는 필수적이고, 어항과 관광객 집객시설 등을 정비하여 경관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어촌 활성화 방안 초안을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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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초도어촌에 대한 전문자 자문회의 결과
구분

내용

세부 내용

내부 시각
(설문결과)

청정한 수산자원, 우수한
생태환경자원 보유

• 저부가가치 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금구도 자원화

지역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제품화 선점 필요

• 금구도 관광자원 연계, 금구도 브랜드화(광개토대왕
스토리텔링), 광개토대왕, 대왕문어 연계 브랜드화

어촌역량강화 필요

• 어촌역량강화 교육 필수, 어촌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사업화 기획, 시제품 생산 등 진행

경관개선 필요

• 초도어항의 경관은 우수하나 많은 시설물들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협소해지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
- 어구보관함, 위판장, 기타 컨테이너 등 정비

전문가 시각

2) 신남어촌
신남어촌은 원덕권역에서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관광자원화 측면의 성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미역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자원, 경관자원 등 활용할 수 있고, 특히 해삼을
특화한다면 건강휴양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므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급 제품화 등을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우선적
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마을 내의 갈등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표 12 ● 신남어촌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결과
구분

내용

세부 내용

내부 시각
(설문결과)

청정한 수산자원, 우수한
생태경관자원, 갈등 해소,
공동체 사업

• 갈등해소 및 조정, 저부가가치 수산자원의 고부가가
치화, 경관 자원화

갈등 해소

•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갈등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
- 자체적으로 갈등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행정집행
으로 해결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공동체사업

•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음
-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으므로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제품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 관광지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등 추진

지역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 미역, 해삼 등은 특화 잠재력이 높음
- 기존 저부가가치로 판매하던 미역 등은 제품의 포장
에서부터 홍보,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화 필요

관광거점화

• 원덕권역에서는 관광거점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해상
에서는 낚시, 요트 등 레저 인프라 구축, 육상에서는
상업시설 입지를 위한 공간마련
• 임야를 활용한 숙박시설 구비 등 필요

인구유입

• 전통적인 집성촌으로 오랜 갈등도 존재
- 젊은 인구의 유입 정책으로 어촌의 활력 제고 필요

전문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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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현장포럼
2차 현장포럼은 1차 현장포럼에서와 같이 어촌계, 주민, 관계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어촌 활성화 방안 초안을
현장포럼에서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 대해 어촌주민, 전문가 등과의 토론을 거쳐 최종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 : 김 등(2019)

● 그림 6 ● 신남어촌에서의 2차 현장포럼
1) 초도어촌
초도어촌은 사업화 방안 도출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성게자원의 감소로
문어자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도어장 등지에서 어획되는 대왕문어가 풍부하고, 일
시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시기에는 가격 하락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가공품화 하여 고
부가가치화 하는 방안이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문어의 소비는 대부분이 자숙 후 회 형태로
활용되므로 문어 초절임, 건문어, 자숙문어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어촌
에서 제안한 문어 가공품화와 같은 방향이었다. 결론적으로 초도어촌의 어촌공동체사업으로는
문어 가공품화로 수렴되었다.
2) 신남어촌
어촌 활성화 방안 초안의 발표에 대해 어촌계장과 마을이장 및 주민들 간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촌계와 주민 간의 갈등양상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나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마을주민들은 마을 갈등을 작은 부분으로 치부하거나
감추려는 경향을 보였고, 어촌계(장)은 드러내놓고 논의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다. 개선점
으로 어항 육역의 매립으로 인한 토사 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어항 육역 매립 이
전의 해변 복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도 있었다.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는 미역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단
순히 미역을 건조하여 판매하기보다는 마을브랜드를 적용하여 제품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미역은 현재 신남어촌에서 건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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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수산물 가공품화를 제안하였다. 우선적으로 미역자원을 포장
하고 브랜드화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안으로 수렴되었다.
연구진은 또한 중장기적으로 신남어촌을 건강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
안도 제시하였다. 신남어촌은 마을 내 갈등으로 아직까지 공동체 사업화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보였다.

5. 최종적으로 도출된 어촌 활성화 방안
1) 초도어촌
(1) 어촌 활성화 방안
① 추진 전략과 전제 조건
어촌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어촌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어촌주민 주도의 지역 수산물의
브랜드화, 제품화, 관광자원화 등이다. 추진 전략은 정책목표로 ‘귀어귀촌인 유입, 어가소득
1억 원 달성’, 정책 방향은 역량강화, 소득창출, 바다가꿈,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어
촌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첫째, 지역주민의 협력, 둘째,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 및
사업 추진, 셋째,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이 필요하다. 어촌 활성화 방안
도출의 공론화 과정으로, 첫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주도적 참여,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둘째,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비사업계획의 주도적 마련 및 타당성
확보, 셋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등이 필요하다.

자료 : 김 등(2019).

● 그림 7 ● 초도어촌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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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 추진전략
가) 어촌역량강화교육
어촌 활성화는 인구감소, 고령화로 고령층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은 필수적
이다. 역량강화는 인구감소, 고령화시대에 따른 어촌마을의 현실 인식, 공동체 사업 필요
성에 대한 인식, 어촌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주민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의 기획, 시제품
생산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소득창출 방안
소득창출은 초도어촌의 주요 생산물인 피문어, 성게를 핵심자원으로 활용하여 가공품 생
산이 핵심이다. 제품의 브랜드화,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이 필요하다.
브랜드화는 마을에 대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이를 제품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
도마을의 브랜드화는 금구도를 중심으로 광개토대왕의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마을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상표등록, 포장디자인 등으로 활용한다.
다) 새로운 판매 방식 및 판로 개척
기존의 어촌체험마을과는 다른 새로운 판매 개척, 판매 방식이 필요하다. 즉, 초도마을로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관광객 집객이 용이한 화진포, 통일전망대, 비치마켓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바다가꿈 프로젝트
경관개선을 위해 바다가꿈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활
용하여 어항의 정비, 어촌의 청결성 제고, 경관 정비 등이 필요하다.
마) 삶의 질 향상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초도어촌의 경제 공동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여 마을의 복지 인프라 확충, 어업인, 주민의 생활편의, 복지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
하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한 후에는 각종 지원사
업을 통해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300사업, 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특수상황지역지원사업 등 수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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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초도어촌 브랜드화 제안
구분
차별화 요소
스토리텔링 요소

브랜드화
• 수산물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명소화 및 차별화
•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되는 구금도(고구려 연대기)
• 거북이 모양의 금구도

브랜딩 요소

• 광개토대왕 + 거북이 + 섬

브랜드 네임

• 광개토해왕
- 거북이 모양의 심볼마크 또는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활용 방안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방향

• 생산 및 판매되는 수산물 및 유통 브랜드에 ‘광개토해왕’ 브랜드 적용
• 초도항 내 어촌계 직영 판매 및 레스토랑 명칭에 ‘광개토해왕’ 브랜드 적용
• 관광상품으로 ‘광개토해왕’ 캐릭터 또는 이모티콘 상품 개발
•
•
•
•

‘광개토해왕’ 브랜드 디자인 개발
광개토대왕+거북이+섬 컨셉의 심볼마크 등
‘광개토해왕’ 상표출원
‘광개토해왕’ 관련 상품 개발 및 패키지 디자인

자료 : 김 등(2019).

(2) 신남어촌
① 추진전략
신남어촌 활성화 추진전략은 비전으로, ‘건강휴양레저 거점화로 신나는 신남어촌 조성’으로
하였고, 목표는 원덕권역 관광거점화 및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거듭나는 혁신마을 조성으로
하였다. 중점 추진 방향은 관광객 맞춤형 제품 개발, 관광 거점화 기반 확충, 해삼건강 특화
마을 조성으로 하였다.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신남어촌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무엇보다 갈등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어촌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공동체성의 회복, 인식의 개선, 공동체사업 필요성 인식
등이 유도되어야 한다. 어촌역량강화교육은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공동체사업 기획, 시제품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회센터와 건어물 난전에 대해서는 어촌계장, 마을이장 등이 리
더십을 발휘하여 규정준수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규정 미준수의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
하는 강한 규제도 필요하다. 어촌주민의 다양한 갈등해소 노력에도 갈등해소가 어려울 경우
에는 행정집행 추진을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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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 등(2019).

● 그림 8 ● 신남어촌 어촌 활성화 전략
② 세부 추진전략
가) 신남관광공동체 조직화
신남어촌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객 맞
춤형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제품의 판매로 파급
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관광공동체화(영어
조합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를 제안하는 것은 늘 찾아오는 고객이 있으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집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구성은 법인으로 하고 어
촌계원이나 어업인,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공동체는 관
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비롯하여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으로 관광객 집객, 제품 판매 확대 등 전반적인 사업 활동을 해야 한다.
나) 관광객 맞춤형 제품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건어물을 구워 주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루묵, 양미리, 문어, 가자미, 명태, 대구, 오징어, 미역 등 건어물은
작은 단위로 소포장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관광객은 제품을 구입하고 구이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고객 맞춤형은 연령층,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수산물, 가공의 정도,
제품별 양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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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주류, 기념품 등은 자체적으로 생산 및 제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통합된 신남어촌의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표 14 ● 신남어촌 브랜드화 제안
구분

브랜드화

신남어촌의 차별화 요소

• 수산물보다는 경관 및 관광 특화 브랜드 개발 필요

스토리텔링 요소

• ‘신난다’라는 ‘신남’을 브랜드화하여 구전효과 기대
• 주변 관광지 연계 및 항내 레저 상품에 적용

브랜딩 요소

• 즐겁고 재미있는 어촌관광, 신나는 해양레저

브랜드 네임

• 신남(SEANNAM)

브랜드 활용 방안

• 레저, 관광 브랜드에 ‘신남’ 적용
- 예시 : ‘신남’ 해양레저, ‘신남’ 스쿠버, ‘신남’ 해안트레킹 등
• 신남어촌의 관광상품으로 ‘신남이’ 캐릭터(또는 이모티콘) 상품 개발
• ‘신남 마을축제’ 브랜드로 활용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방향

• ‘신남(SEANNAM)’ 브랜드 디자인(B.I) 개발 : 기본형 + 적용형 + 이모티콘
(다양한 종류별 해양 레저스포츠 컨셉의 픽토그램형 이모티콘 디자인 개발)
- ‘신남(seannam)’ 상표출원
- ‘신남’ 관련 해양레저 상품 개발 및 유니폼 등의 레저용품 디자인
- ‘신남’ 관련 해양레저 굿즈 상품 개발(추후)

자료 : 김인겸, ㈜인큐브랜드 내부자료.

다) 경관 관광자원화
신남어촌은 어항을 중심으로 남과 북쪽으로 기암괴석이 발달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공선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능하다면 북쪽의 갈남항, 남
쪽의 임원항까지 걷기 길 데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항은 어구, 어망, 컨테이너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므로 정리하여 청정이미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어항 및 주변의 청소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 해삼 특화사업화
신남어촌에는 해상종묘배양장이 있으므로 이를 특화하여 장기적으로 건강휴양의 거점화
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신남을 관광거점화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 역사, 수산
자원 등을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마) 관광객 체류기반 구축
기존의 볼거리 관광자원을 제외하면 관광편의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식당, 커피숍,
숙박시설, 조망시설, 기념품 판매장 등을 위한 공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진찍기 좋은 곳을 찾아다닌다. 신남어촌을 촬영명소로 만들어 집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마을의 모든 건물을 한 가지 색으로 칠한다거나 특이한 벽화를 그린다거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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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애바위 전설(해신당공원)의 여주인공을 상징물로 건립하여 사진 명
소화하고 이를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2. 고찰
강원도 동해안의 어촌은 어촌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수산물 생산량의 급감을 비
롯한 열악한 정주여건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촌소멸 위험성을 높여
가고 있다. 많은 어촌은 어촌소멸지수 0.2 미만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완화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심화되고 있다.
어촌의 침체와 공동화 우려 등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어촌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원
을 받은 어촌도 그러한 상황이므로 지원이 없었던 어촌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어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 가야 하지만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은 필요하지만 접근 방식은 어촌주민의 주
도성은 여전히 약하고, 단기간에 사업방안을 도출하여 추진되면서 어촌 활성화 효과를 창출
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현황 분석을 위한 사전조사, 1차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어촌의 갈등 요인까지 파악하였다. 철저한 어촌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문가 토론을
거쳐 어촌의 브랜드화, 사업화 방안, 사업화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이르는 방식을
거쳤다. 고성군 초도어촌은 성게로 유명하지만 사업화 방안으로는 피문어를 선정했다. 이는
연구진의 제안과 주민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였다. 삼척시 신남어촌은 새로운 사업화
방안 도출보다는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사업화 방안으로는 기존 관광
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화를 제시했다. 연구기간, 예산 등의 제약으로 사업화 추진까지 진행
하지는 못했지만, 현장 중심의 연구를 기반으로 현장 주민주도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어촌 활성화까지 시간은 소요될지라도 어촌주민
주도, 어촌 자립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어촌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문제의 공유, 사업화 방안 도출 등 현장 중심의 리
빙랩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어촌 내부의 갈등에
대한 문제도 연구대상에 포함되어야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리빙랩 방식을 적용하여 강원도 동해안의 74개 모든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어촌의 공동화를 막고 어촌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 활성화 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사
본 연구는 강원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수행된 것으로, 강원도청, 강원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상우
박사 및 연구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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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간행물 발간규칙
전문개정 2010. 12. 10 규칙 제222호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및 간행물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원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2. 편집위원회 소집
3. 학술지 및 간행물 편집･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6조(역할)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지 및 간행물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의 추인
4. 기타 학술지 및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결도
이에 준하여 인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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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학술지 발간
제7조(학술지의 정의)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강원논총”이라 칭한다.
제8조(논문 공모)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
제9조(연구지원비 지급)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연구지원비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강원논총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발행횟수 및 시기) ①학술지는 연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학술지 발행일은 매년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다만, 발행횟수를 조정할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6.3.9>.
제11조(학술지 전자간행) 학술지는 일정기간 강원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4 장 논문의 심사
제12조(심사위원의 선정) ①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위촉
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절차와 방법) ①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수정･보완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의견서 사본을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인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
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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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투고자의 서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5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연구대상의 명확성
3.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타당성
4. 분석도구 사용의 타당성과 객관성
5. 연구자료의 신뢰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7.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의 준수 여부

부

칙 (2010. 12. 10)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9)

이 규칙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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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논총｣ 투고 안내
｢강원논총｣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책연구기관인 강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논문집이다.
지역문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이슈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정책의 발전 및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간주기는 반년 간으로 4월과 10월 간행을 목표로 한다.

□ 투고논문의 기본요건 및 게재절차
1.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파일,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투고논문의 원고분량은 도표를 포함하여 A4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모든 원고는 본지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도표, 사진, 그림 등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5. 투고논문의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한
원고파일을 접수시킨다.
▪ 우편접수 :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편집위원회 간사 앞
(원고출력본 3부, 원고가 저장된 CD, 투고신청서 포함)
▪ E-mail 접수 : ltk@rig.re.kr
▪ 접수문의 : 편집위원회 간사, 전화 033-250-1315
6.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7.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연구지에 게재되면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이
가지며,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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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