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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농업협상이 강원도 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
2008년도 이후 그동안 WTO는 회원국내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특히 선진국들은 일부 회원국들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
하였고, 이에 우리나라는 미래 WTO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농업 분야에 대한 개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래 농업협상에 대한 관세 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강원도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강원도 농축산물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감자,
들깨, 고추, 참깨 순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래 농업협상의 실제 결과, 강원도
농업의 생산구조의 변화, 품목별 가격의 변화, 수출입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전반적인 농업농촌의 역량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도입으로 미래 농업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Post-농업협상, 개도국 지위, 강원도 농업, 시나리오 분석, WTO

The Impacts of the Post-WTO Agricultural Negotiation on
Agriculture in Gangwon-do
In 2019, President Trump instructed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not to allow
countries beyond the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to enjoy preferential treatment, and
Korea decided not to claim pre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in future WTO
negotiations. Therefore, in future negotiations, the openness to Korean agricultural sector is
expected to increase more than when maintaining the status of a developing country.
Therefore, in this study, a tariff reduction scenario for future agricultural negotiations was set
and the effect on Gangwon-do agriculture was analyzed. As a result, the items expected to
be affected the most among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Gangwon-do were
analyzed in order of potato, perilla, red pepper and sesame. However,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may be chang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actual results of future agricultural
negotiations, changes in the production structure of Gangwon-do agriculture, changes in prices
for each item, and changes in import and export structures. Therefore, in Gangwon-do,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future

agricultural negotiations

by

introducing

mid-term

to

long-term policies to enhance the capacity of agricultural and rural communities, rather than
policies targeting specific items.

keyword : Senior, Gangwon province, Quality of life, Travel, Watching show, Hobby, Selfdevelopment,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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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8년도 이후 소강상태였던 DDA 협상은 2013년 말 제 9차 WTO 각료회의와 2015년
말 제 10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일부 조기 수확 이후로 다시 정체되었다. 2015년 12월
나이로비 10차 각료회의 이전부터 미국은 일부 쟁점이 적은 분야(농산물 수출보조 철폐,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별대우, 투명성 강화 등)만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타결하고, DDA
협상은 종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개도국들은 DDA 협상을 계속하여야 하며 DDA 협상이 개발을 주제로 출발한 만큼,
개도국들을 위한 확실한 특별대우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결국 2017년 12월
제11차 부에노스아이레스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은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개도국과 선
진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이에 미국은 WTO체제
의 개혁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많은 선진국들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각 국의 선언에 따라 개도국 지위가 부여되었는데, 국가별 경제상황이 많이 변화한 상
태에서 20여 년 전의 선언이 과연 적합한가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
국들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한 통상외교를 앞세워 2018년에는 중국
과 통상마찰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그 밖에 많은 국가들에게 강력한 통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8년 12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WTO의 개혁을 지지하고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채
택하였으며, 2019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국제기구 개혁을 촉구하
게 되었다. 2018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EU가 주도한 개선안이 제
시된 바 있으나, 미국은 본 개선안이 자국의 입장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미국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1) OECD 회원국 또는 OECD 가입 절차를 시작한 WTO
회원국, 2) G20 회원국인 WTO 회원국, 3) World Bank가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WTO
회원국, 4) 세계 상품 교역(수출입)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WTO 회원국과 같은 네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들에게 더 이상 개도국 우대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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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미국의 기준에 의한 국가 분류
구분

OECD 회원국
(7)

G20 국가
(10)

고소득국가
(22)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17)

4가지 기준
충족 (1)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3가지 기준
충족 (3)

터키, 멕시코

터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이스라엘,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칠레,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UAE, 홍콩, 대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싱가포르,
UAE, 홍콩, 대만

-

안티구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오만,
브루나이, 쿠웨이트,
마카오,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타르, 세이셀, 우루과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2가지 기준
충족 (12)

1가지 기준
충족 (19)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주 : ( ) 안은 해당 국가의 수.
자료 : 서진교 외(2019).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는 향후 보조금 및 관세 감축의 기준이 변경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으나,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농업분야
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및 이행 기간 등에서
개도국 조건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5년 당시부터 한국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논란이 있
어 왔으며, 일반특혜관세(GSP) 수혜 종료, 국민소득 3만 불 달성, OECD 가입 등 1995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수준이 향상하고 농업관련 경제지표1)들도 OECD평균
수준으로 개도국 주장에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EU･호주 등 농업선진국과
FTA를 체결하여 높은 수준으로 시장 개방하였고 최근 대내외 상황이 변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에도 개도국 특혜를 지속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WTO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하
였다.
국제 여건 상 개도국 특혜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직접 이해 관계
자인 농업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양해,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개도국 지위 관련
1) 총 인구대비 농업인구(%) : (’98) 9.5 → (’18) 4.5 (OECD 평균 4.6).
GDP 중 농림업 비중(%) : (’98) 4.6 → (’18) 1.8 (OECD 평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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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매우 크며, 미래 WTO협상 이전에
하루 속히 농업부문의 역량 강화와 소득안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향후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조항을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때보
다 농업 분야에 대한 개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우대
조항을 주장하지 않을 시에 대한 농업 협상 내용을 예상해보고, 이에 따른 강원도 농업에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향후 농업 협상에 대비하여 강원도 농
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래 WTO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강원도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강원도 농업의 대응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개도국 우대조항을 파악하고 Post-농업협상 강원도 농업
파급 효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농업정
책을 발굴하였다.

Ⅱ. WTO 농업협정상 개도국 우대조항 및 적용 현황
1. 국내보조
WTO 농업협정 상 개도국 우대조항을 살펴보면,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감축에 있어서 개도국 우대조항이 있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에 따라 선진국은 Base Total AMS의 20%를 1995년부터 6년 간, 개도국은
13.3%를 1995년부터 10년 간 감축해 최종한도를 결정하였다.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 왜곡 보조
금의 총계이다. 우리나라는 1989~1991년 간 평균 AMS 총액인 1조 7,186억 원을 2004년
까지 10년간 13.3% 감축해 최종 1조 4,900억 원을 양허하였다. 현재도 DDA 협상에서
AMS의 구간별 감축, 품목AMS 상한, OTDS도입 등 논의 중에 있으나 합의 도달에는 미치
지 못하고 있다.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 제6조 4항(b)에 의해 개도국은 최소허용보
조(De minimis)의 상한이 총 생산액의 10%까지(선진국 5%) 인정되었다. 농업협정 6조 4항
은 품목특정보조의 경우 기초농산물의 총생산가의 5%, 품목불특정보조의 경우 총농업생산
가의 5%를 넘지 않는 보조는 AMS에 산입･감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단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항에 따른 미소보조 비율을 10%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쌀소득보전직불제 하에서는 쌀 직불이 생산액의 10%를 초과할 경
우 AMS의 대부분을 쌀이 소모하게 되어 DM 감축에 민감하였으나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한
이후 공익형직불제를 허용보조로 통보하면서 DM 감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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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개도국 우대 조항 – 국내 보조 I
일반규정

선진국 규정

개도국 규정

비고

① 감축률
① 20%
① 13.3%(선진국의 2/3 이상) 개도국의 이행과 정책
② 이행기간
② 1995~2000(6년 간) ② 1995~2004(10년 간)
수단의 활용 범위에
③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③ 5%
③ 10%
신축성 부여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투자 및 투입재 보조에 관하여서도 개도국 우대조항이 있으며,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 제6조 2항에 의해 개발도상국의 (i)투자보조
및 (ii)농업 투입재 보조, (iii)마약작물 재배전환 보조는 감축의무로 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산림청의 양묘기반 조성 투자보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투입재보조는
2008년 이후(포장재 지원 보조) 지급 내역이 없다.

● 표 3 ● 개도국 우대 조항 – 국내 보조 II
일반규정
농업협정 제6조(개도국 조항)

선진국 규정

개도국 규정

비고

국내보조 허용대상정책범위 확대 → 일반투자･
영세농보조･투입재보조 등 허용

2. 시장접근
농업협정을 통하여 회원국들은 예외 없는 관세화와 관세인하를 약속하였고, 이에 개도국
들은 기준년도 3년의 관세 상당치를 10년에 걸쳐(선진국 5년) 인하하였으며 선진국 대비
2/3의 감축률을 적용받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평균 감축률 24%(선진국 36%),
최소 감축률 10%(선진국 15%)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관세를 감축하였다. 우리나라는 부속서 5의 특별대우에 따라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으나, 2015년 513% 관세율로 쌀에 대해서도 관세화를 단행하였다.

● 표 4 ● 개도국 우대 조항 – 시장접근
일반규정

선진국 규정

개도국 규정

관세 및 관세상당치(TE) 감축
①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①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① 감축률
② 1995~2000(6년 간)
② 1995~2004(10년 간)
② 이행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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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경쟁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일부 의제 중 견해차가 크지 않은
수출경쟁 분야가 타결되었다. 농업협정 제9.4조에서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원은 2023년
(2018년+5년)까지 철폐하기로 하였고,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과
식량순수입개도국(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NFIDC)은 2030년까지 유
예기간을 주기로 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수출보조에 대하여 즉시철폐를 합의하였다. 다만
가공품, 낙농품, 돼지고기에 대한 모든 수출보조금은 2003~05년 기준연도의 평균 물량수준
으로 2020년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LDC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출보조는 2016년부
터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보조금은 우회적인 지급이 불가하고, 품목별로 이행 기간
동안 지난 5년간 지급된 수출보조금 평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무역왜곡효
과를 발생시키는 수출보조금 지급에 따른 다른 회원국의 수출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하며, 새
로운 시장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을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로비
합의 내용 중 수출금융과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분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개
도국의 수출물류비 보조 철폐에는 해당되어 2023년까지 수출물류비를 철폐하여야 한다. 본
결정은 과거 합의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개도국 규정에 따르면 된다.
● 표 5 ● 개도국 우대 조항 – 수출경쟁
일반규정
수출보조금 감축
① 감축률
② 이행기간

선진국 규정
① 재정금액 36%, 보조
수출물량 21%
② 1995~2000(6년 간)

개도국 규정

비고

① 수출보조 감축대상 유형의 축소 →
국내수송비, 유통비용 지원 허용
② 1995~2004(10년 간)

최빈국은 모든
감축의무 면제

● 표 6 ● 나이로비 패키지 수출경쟁분야 내용
분야

주요내용

수출보조

- 선진국은 수출보조 즉시 철폐
- 개도국은 2018년까지 철폐
- 농업협정 제 9.4조에 따르면 물류비 관련 개도국 수출보조는 2023년까지 철폐

수출금융

- 선진국의 최대상환기간은 18개월로 규정하였고, 2017년 말부터 적용
- 개도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4년의 단계적 이행 기간을 부여

수출국영무역기업

- 독점력으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고, 타 국가의 수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에 합의

식량원조

- 운송과 배급 시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화를 허용
- 수혜국의 정부에서 현금화된 식량원조 활용의 여부에 대해 결정 가능하다는
내용 추가

자료 : 이상현･안수정(2016), “수출경쟁분야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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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ost-농업협상 강원도 농업 파급 효과 시나리오
1. 향후 농업 협상 전망
1) 국내보조 분야
향후 농업협상이 DDA 농업협상 수정안(Rev.4)과 유사할 것이다는 가정 하에 본 분석을
시행하였다. DDA 농업협상 수정안(Rev.4)은 국내보조 분야의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
용보조(DM), 블루박스(Blue Box)에 대한 감축규율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포함
하는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을 감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DDA
수정안(Rev.4)의 국내보조 분야 내용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갖는다는 가정을 하고
검토하였다.
최소허용보조는 AMS와 동일한 성격이나, 보조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
조이다. 최소허용보조는 특정품목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와 불특정품
목에 지원하는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로 구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품목특정 최소허용보
조는 우루과이 라운드 최소허용보조인 품목 생산액의 10%(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업
총생산액의 10%)를 유지하고 있다. 추후 우리나라가 WTO에서 선진국 지위로 분류될 경우
우리나라의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는 이행 첫날 품목 생산액의 5%(품목불특정은 농업총생
산액의 5%) 수준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1995~2011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급한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 대비 0.3~1.7%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한도의 감축이 우리나라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MS는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상이 제시한 한도 내로 지급하되, 협상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보조이다. 우리나라의 최종 양허된 우루과이 라운드 총AMS 한도는 1조
4,900억 원이다. 추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가질 경우 우리나라의 총AMS 한도는 이
행기간 5년 동안 감축되어 8,195억 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총AMS 한도뿐만 아니라 품목특
정 AMS 한도를 설정하여 AMS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형직불제의 시행으로
쌀에 AMS 지급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본 AMS 한도의 감축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루박스의 경우, 총 블루박스와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한도를 설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
한할 수 있으나 WTO 통보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블루박스를 지급한 실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블루박스를 지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 설정(AMS지급 실적이 없는 품목만 해당)이나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
하는 방법을 통해 품목특정 블루박스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총 블루박스
한도는 추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가질 경우 7,67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
라는 블루박스를 지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블루박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내 농업에 미
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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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양허된 총AMS와 최소허용보조 그리고 블루박스의 합을 무역왜곡보조총액으로 정의
하고 이를 감축하도록 할 수도 있다. 추후 선진국 지위를 우리나라가 적용받게 될 경우 우
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기준은 6조 926억 원이 되며, 우리나라는 이행 기간 5년
동안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기준인 6조 926억 원이 2조 7,417억 원이 되도록 감축해야 한
다. 하지만 1995~2011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지급했던 감축보조는 1997년에 지급
되었던 2조 5,922억 원인데, 이는 선진국 지위 시 최종 무역왜곡보조총액 한도(2조 7,417
억 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감축이행이 우리
나라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장접근 분야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에도 불구하고 농업 수출국들은 농산물 수입
국들이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품목들을 현행 관세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관세율이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품목일수록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련 세 번은 HSK 기준 총 1,622개인데, 630개 세 번은 0~20%에
해당되고, 586개 세 번은 20~50%, 174개 세 번은 50~75%, 197개 세 번은 75%이상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주요품목 중 식량작물, 조미채소, 유지작물, 그리고 인삼과 관련된 대부
분의 세 번들은 관세가 75%보다 높아 높은 관세감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전체 세 번의 일정 %안에서 지정한 민간품목에 대해 앞의 일반 관세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대신 TRQ를 증량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는데 추후
우리나라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 번수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보다 적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현 외(2016)의 연구에서 민감품목 우선순위를 참고하면, 추후 우
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가질 경우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민감품목은 쌀
뿐이다. 단, 쌀 다음순위로 낙농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닭고기, 고추, 딸기,
그리고 사과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쌀 관련 16개 세 번의 현행 양허관세는
513%로 매우 높은 관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세 번들의 소비량 대비 현행 TRQ 물량
비중은 10.62%로 10% 이상이다. 따라서 추후 우리나라가 이 16개 세 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은 국내 소비량 대비 TRQ 물량비중을 상당 수준 증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 시나리오 설정
1) 관세감축 수준
향후 농업협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DDA 협상에서 논의되어 오던 수준
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보조 부분은 국내 농업 부분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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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 분야에서 높은 관세감축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미래 농업협상에서 관세
감축률이 어떤 수준으로 설정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료는 DDA 수정안(Rev.4)에서 제시된 관세감축 이행 스케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DA 수정안(Rev.4)에서 제시된 관세감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DDA 수정안(Rev.4)에서 제시된 관세감축 이행 스케줄을 고려한 강원도 농업부문 파급영
향은 협상이 발효되면 개방 수준이 연차별로 확대된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별
대상 품목은 국내 수입량이 집계되는 품목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 관세화를 하였
지만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쌀과 SPS 등 규제로 인한 국내 수입금지 품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추, 밤, 잣, 표고버섯 등 임산물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DDA 수정안(Rev.4)에서 제시된 관세감축의 농업부문 파급영향분석을 위해 기준(Baseline)
시나리오와 선진국 지위(본 연구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진국 지위로
적용받는 것으로 간주하였음)에 따른 관세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기준(Baseline)
시나리오는 현행 관세수준이 관세감축 없이 이후에도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상정하였다.
● 표 7 ● DDA 관세감축률
구분

선진국

이행기간

5년(6단계로 감축)

구간

현행 관세수준

감축률

1구간

0% < 양허관세 ≦ 20%

50%

2구간

20% < 양허관세 ≦ 50%

57%

3구간

50% < 양허관세 ≦ 75%

64%

4구간

75% < 양허관세

70%

품목별 관세감축 시나리오는 DDA 수정안(Rev.4)에서 제시된 <표 7>를 준용하여 <표 8>
과 같이 설정하였다. 해당 품목의 현행 관세수준에 따라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더 많은 감축률을 적용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현행 관세수준에서 5년간 품목별ㆍ구간별ㆍ단계별 감축하였을 때로 상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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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WTO DDA 관세감축 시나리오 설정
현행
양허관세

품목명

시나리오
(선진국 지위)
구간

감축률(5년)

감자

304.0

4구간

70.0%

고구마

385.0

4구간

70.0%

녹두

607.5

4구간

70.0%

대두

487.0

4구간

70.0%

보리

513.0

4구간

70.0%

팥

420.8

4구간

70.0%

오이

27.0

2구간

57.0%

토마토

45.0

2구간

57.0%

호박

27.0

2구간

57.0%

건고추

270.0

4구간

70.0%

냉동고추

27.0

2구간

57.0%

마늘

360.0

4구간

70.0%

생강

377.3

4구간

70.0%

양파

135.0

4구간

70.0%

딸기

45.0

2구간

57.0%

수박

45.0

2구간

57.0%

포도

45.0

2구간

57.0%

참깨

630.0

4구간

70.0%

땅콩

230.5

4구간

70.0%

인삼

754.3

4구간

70.0%

화훼

22.0

2구간

57.0%

녹차

513.6

4구간

70.0%

탈지분유

176.0

4구간

70.0%

닭고기

20.0

1구간

50.0%

고추

돼지고기

22.5

2구간

57.0%

쇠고기

40.0

2구간

57.0%

연유

89.0

4구간

70.0%

전지분유

176.0

4구간

70.0%

천연꿀

243.0

4구간

70.0%

치즈

36.0

2구간

57.0%

버터

89.0

4구간

70.0%

오렌지

50.0

2구간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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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급영향 분석 이론적 배경
WTO DDA 관세감축이 강원도 농업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Baseline) 시나리오와
관세감축 시나리오의 생산액 변화(생산액 피해액 = 베이스라인 생산액 전망치 – 관세감축
시나리오 전망치)로 정의하였으며, 향후 15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관세감축에 따
른 수입량 증가는 초과공급으로 전환되고, 국내 균형가격은 하락하며, 가격하락은 동기 및
차기의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국내 균형가격 하락폭(△P)과 국내 생산량 감소폭(△Q)의 곱
이 국내 생산액 피해로 도출된다. 국내 품목별 전체 생산량 대비 품목별 강원도 생산량의
비중을 계산하여 앞서 도출된 국내 생산액 피해액에 곱하여 강원도 생산액 피해액을 산출
하였다.
관세를 폐지 또는 감축할 경우, 수입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
으며(S ⇒ S’),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량이 증가하게 된다. 수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농산물의 전체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국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하락한 국내
가격에 따라 국내 생산량과 국내 생산액도 감소하게 된다(D ⇒ D’).

관세 유지

관세 유지

관세 폐지
관세 폐지

수입 시장

국내 시장

● 그림 1 ● 관세 폐지 이론적 배경

3) 산출식 도출
관세 감축 및 철폐에 따른 국내 농업 부분의 파급영향 분석은 수입산과 국내산을 동질적
으로 고려하는 지, 이질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전자의 경우, 수입량 변화를 국내
수급 모형에 반영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국내산 수요함수에 수입산 가격을 직접 반영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의 상품간의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 수입
량 변화를 국내 수급에 고려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생산량, 가격 변화에
대한 산출식과 유발계수 등을 활용하여 동적시뮬레이션(Dynamic Simulation)이 아닌 정적
시뮬레이션(Static Simu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농업 분야 수입확대가 강원도 농업
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시간에 따라 축적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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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래 농업협상의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
고 본 연구의 목적이 다양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그 효과를 예측해 보는 것이기 때문
에 관세하락에 따른 품목별 직접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정적시뮬레이션(Static
Simulation) 분석 방법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가 관세()의 변화는 수입단가 곱하여 적용되며, 이는 수입가격(  )의 변화이다.

  × ∆  ∆  
종량 관세()의 변화는 곧 수입가격(  )의 변화를 의미한다.
∆  ∆  
수입가격(  )이 변화하면 수입량( )이 변화된다.

∆   × ∆ 
 
수입량( )이 변화하면 국내 총 공급량(  )이 변화되고 국내 가격(  )과 공급(  )도 변동
된다.
∆  ∆
 
∆    × ∆
 
 
∆   × ∆ 
 
따라서 종가세 변화에 따른 생산액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측될 수 있다.
 
 

∆        ×  ×  ×   × ∆
 
 
 
 

×      ×  ×   × ∆    ×   
 
 
한편 종량세 변화에 따른 생산액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측될 수 있다.
 
 

∆        ×  ×  × ∆
 
 
 
 

×      ×  × ∆    ×   
 
 

14｜ 강원논총 2020년 제11권 제2호

국내 생산 피해액(∆  )을 도출한 다음, 여기에 국내 품목별 전체 생산량(  ) 대비 품목
별 강원도 생산량(  )의 비중을 곱하여 강원도 생산 피해액(∆   )을 산출한다.




∆   ∆ × 

관세감축에 의한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관세 변화와 이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수
입량 증가, 이에 따른 국내생산량 감소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량 변화, 전체 공급량 변화에 따른 국내 가격 변화, 수입가격과 변화에 따른 수입
량 변화 등의 관계를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훈 외(2015)에서 도출된
계수를 활용하였다.
   

, , 

 
 
 

4) 품목별 국내 전체 생산량 대비 강원도 생산량 비중
관세 감축 및 철폐에 따른 강원도 농업 부분의 파급영향 분석은 우선 농업협상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생산 피해액을 도출한 다음, 여기에 국내 품목별 전체 생산량 대비 품목별 강원
도 생산량의 비중을 곱하여 강원도 생산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품목별 국내 전체 생산량의
경우 2019년까지 관련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강원도 생산량의 경우 참깨, 감자 등 지역
의 중요 품목에 대하여 2017년까지만 자료가 공개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2017년 생산 수
준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2017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를 보면, 전국의 농
축산물 품목별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표 9 ● 2017년 전국 농산물 품목별 생산량
(단위 : ha, 톤)
구분

면적

생산량

농업생산량
농산물
곡물류
- 미곡

754,713

3,972,468

- 보리

29,096

109,726

- 밀

9,283

37,425

- 콩

45,556

85,644

6,118

8,252

- 기타두류
- 잡곡

25,800

86,026

- 감자

20,974

466,755

- 고구마

21,684

32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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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생산량

채소류
양념채소류
- 마늘

24,864

303,578

- 양파

19,538

1,144,493

- 고추

32,865

241,946

- 수박

12,661

506,471

- 참외

3,581

166,281

- 오이

4,918

341,364

- 호박

9,095

312,690

- 토마토

5,782

355,107

- 딸기

5,907

208,699

- 메론

1,456

34,622

- 가지

619

31,306

- 사과

33,601

545,349

- 배

10,861

265,757

- 포도

13,107

190,265

- 복숭아

21,030

222,284

- 감귤

21,587

597,294

- 단감

9,586

114,330

과일채소류

과실류

- 키위(참다래)

-

-

- 매실

-

-

- 자두

7,324

62,778

- 참깨

29,682

14,258

- 들깨

43,352

50,738

- 인삼

14,832

23,310

- 화훼

2,535

- 버섯

25

24,736

-

-

특용ㆍ기타

- 차
자료 : 국가통계포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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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2017년 전국 축산물 품목별 생산량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 한육우

사육가구

마리 수

98,570

3,019,500

- 낙농

6,503

408,830

- 돼지

4,406

10,513,803

- 육계

2,969

170,550,858

- 오리

497

7,530,433

- 벌꿀

24,629

2,388,237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강원도의 농축산물 품목별 면적 및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전국의 생산량 기준 품목 순위와 강원도 생산량 기준 품목 순위를 비교해보면, 미곡의 생산
량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나 전국 단위에서는 그 다음으로 양파, 감귤, 사과 순으로 생산
량이 많았으며 강원도에서는 감자, 오이, 토마토 순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
물품목에서는 곡물류는 미곡, 양념채소류는 고추, 과일채소류는 오이, 과실류는 사과, 특용
기타류에는 들깨로 나타났으며, 축산물의 경우 한육우의 사육가구가 가장 많다.

● 표 11 ● 2017년 강원도 농산물 품목별 생산량
(단위 : ha, 톤)
구분

면적

생산량

농업생산량
농산물
곡물류
- 미곡

29,710

148,347

- 보리

144

294

- 밀

9

16

- 콩

4,403

6,217

382

543

- 잡곡

6,536

28,014

- 감자

4,891

138,249

519

7,842

- 기타두류

- 고구마
채소류
양념채소류
- 마늘

263

2,100

- 양파

33

1,962

- 고추

2,938

3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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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생산량

과일채소류
- 수박

234

11,928

- 참외

26

552

- 오이

915

45,918

- 호박

1,203

32,623

852

44,808

73

1,460

- 메론

50

1,302

- 가지

167

3,697

- 사과

930

5,550

- 배

190

3,387

- 포도

289

3,487

- 복숭아

551

4,009

- 감귤

0

0

- 단감

234

2,279

-

-

- 토마토
- 딸기

과실류

- 키위(참다래)
- 매실

-

-

- 자두

52

222

- 참깨

736

327

- 들깨

6,024

6,205

- 인삼

2,865

4,887

- 화훼

33

- 버섯

4

1,080

- 차

-

-

특용ㆍ기타

자료 : 국가통계포털, 농림축산식품부

● 표 12 ● 2017년 강원도 축산물 품목별 생산량
(단위 : 가구, 마리)
축산물
- 한육우

사육가구

마리 수

7,374

213,001

- 낙농

277

18,742

- 돼지

271

466,252

- 육계

126

6,975,460

- 오리

165

4,087

- 벌꿀

2,606

161,219

자료 :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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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품목별 생산량 비중은 아래 <표 13>과 같다. 도내 품목별 전국 대비 생산량 비
중은 잡곡 32.6%, 감자 29.6%, 인삼 14%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 표 13 ● 2017년 강원도 농산물 품목별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
(단위 : 톤, %)
구분

전국 생산량

강원도 생산량

비중

농업생산량
농산물
곡물류
- 미곡

3,972,468

148,347

- 보리

3.7%

109,726

294

0.3%

- 밀

37,425

16

0.0%

- 콩

85,644

6,217

7.3%

- 기타두류
- 잡곡

8,252
86,026

543

6.6%

28,014

32.6%

- 감자

466,755

138,249

29.6%

- 고구마

324,960

7,842

2.4%

- 마늘

303,578

2,100

0.69%

- 양파

1,144,493

1,962

0.17%

- 고추

241,946

33,876

14.00%

- 수박

506,471

11,928

2.36%

- 참외

166,281

552

0.33%

채소류
양념채소류

과일채소류

- 오이

45,918

13.45%

- 호박

312,690

341,364

32,623

10.43%

- 토마토

355,107

44,808

12.62%

- 딸기

208,699

1,460

0.70%

- 메론

34,622

1,302

3.76%

- 가지

31,306

3,697

11.81%

- 사과

545,349

5,550

1.02%

- 배

265,757

3,387

1.27%

- 포도

190,265

3,487

1.83%

- 복숭아

222,284

4,009

1.80%

0

0.00%

2,279

1.99%

과실류

- 감귤
- 단감

597,294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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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국 생산량

- 키위(참다래)

-

- 매실
- 자두

강원도 생산량

비중
-

62,778

-

-

-

222

0.35%

특용ㆍ기타
- 참깨

14,258

327

2.29%

- 들깨

50,738

6,205

12.23%

- 인삼

23,310

4,887

20.97%

- 화훼

-

-

-

- 버섯

24,736

1,080

4.37%

-

-

-

- 차
자료 : 국가통계포털

축산물은 한육우 7.05%, 벌꿀 6.75%, 낙농 4.58% 순으로 국내 총 생산 대비 도내 생산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 표 14 ● 2017년 강원도 축산물 품목별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 한육우

전국 축산물

강원도 축산물

비중

3,019,500

213,001

7.05%

- 낙농

408,830

18,742

4.58%

- 돼지

10,513,803

466,252

4.43%

- 육계

170,550,858

6,975,460

4.09%

- 오리

7,530,433

4,087

0.05%

- 벌꿀

2,388,237

161,219

6.75%

자료 :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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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나리오 분석 결과
1. 강원도 농업 파급효과 총괄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감축 및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기준(Baseline)
시나리오 대비 강원도 농업부문 피해액은 협상 발효 이후 연평균 약 50억 원으로 계측되었
으며, 15년 누적 피해액은 약 756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직접적인 효과
만을 계측한 것이며 농업부문의 유발계수가 1.9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평균 95억 원의
직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부류별 연평균 피해액을 살펴보면, 농산물에서 피해가 44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고, 그 중
곡물은 연평균 22.9억 원, 양념채소 4.8억 원, 과일채소 8천만 원, 과실 3.3천만 원, 특용･
약용작물 15.5억 원, 축산물 6.1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곡물류 중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감자(22.6억 원)로 나타났으며, 양념채소류에서는 고추(4.7억 원), 과일채소류에서는 호박
(4.3천만 원), 과실에서는 포도(1.7천만 원), 특용ㆍ기타 작물에서는 들깨(10.4억 원), 축산
물은 돼지(3.4억 원)로 나타났다.

● 표 15 ●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농업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 누적

15년 누적

농업생산액

67,533

4,487,869

농산물

59,364

축산물

8,170

평균
10년

15년

7,556,058

448,794

503,747

3,993,595

6,644,249

399,368

442,963

494,275

911,808

49,426

60,784

2. 강원도 농업 품목별 파급효과
감자는 시나리오 상 현행관세 수준인 304%에서 91.2%로 큰 폭으로 감축됨에 따라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자의 경우 전국 생산량 대비 도내 생산량의 비중이 29.6%로
높아 강원도 감자 생산액의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감자와 잡곡을 제외한 곡물 내 타 품목의
경우, 도내 생산량 비중이 높지 않아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잡곡의 경우에는
관세 감축 폭이 크지 않아 전국적으로도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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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곡물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 누적

평균

15년 누적

10년

15년

곡물류

45,350

2,146,707

3,429,886

214,672

228,663

- 미곡

118

4,348

12,288

433

818

- 보리

1

16

29

2

2

- 밀

0

0

0

0

0

- 콩

22

628

788

66

51

- 기타두류

99

11,629

22,737

1,162

1,518

- 잡곡

0

1,011

1,956

98

130

- 감자

45,110

2,129,069

3,392,071

212,913

226,144

0

7

17

0

0

- 고구마

양념채소 부문에서는 고추가 현행관세가 높은 건고추(270%)의 감축폭이 크기 때문에 타
채소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국 생산량 대비 도내 생
산량의 비중이 14%로 타 품목에 비해 높아 강원도 고추 생산액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7 ●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양념채소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 만 원)
구분
양념채소류

초기연도

10년 누적

15년 누적

평균
10년

15년

2,355

403,967

712,462

40,394

47,500

- 마늘

15

2,024

3,554

202

237

- 양파

2

115

199

12

13

- 고추

2,338

401,828

708,708

40,180

47,250

과일채소류의 경우, 관세 감축 폭이 높은 편이긴 하나 기존의 수입 물량이 많지 않고 현
재 관세 수준도 곡물이나 특용작물에 비하여 높은 편은 아니라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
으로 분석된다. 오이, 호박, 토마토의 전국 생산량 대비 도내 생산량의 비중은 각각
13.45%, 10.43%, 12.62%이며, 과일채소류 중에서는 호박의 연평균 피해액이 4천만 원 정
도로 가장 높게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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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과일채소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 누적

평균

15년 누적

10년

15년

과일채소류

624

68,788

121,553

6,883

8,111

- 수박

163

9,520

17,363

951

1,156

- 참외

10

454

757

46

50

- 오이

0

686

1,385

67

94

- 호박

0

36,755

64,614

3,671

4,308

- 토마토

328

15,712

27,373

1,578

1,830

- 딸기

108

4,659

8,014

466

534

- 메론

15

564

1,173

56

79

- 가지

0

437

874

47

59

과실류의 대부분 품목은 SPS 수입규제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이들의 피해액은 오렌지
및 열대과일의 관세감축에 따른 간접효과이다. 반면 포도는 도내 생산량 비중이 전국 대비
1.83%에 불과하지만 외국산 포도의 관세감축으로 인한 직접효과를 받기 때문에 피해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표 19 ●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과실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 누적

평균

15년 누적

10년

15년

과실류

358

28,355

48,966

2,836

3,263

- 사과

67

5,850

10,151

585

676

- 배

24

2,096

3,532

210

235

205

15,004

25,832

1,501

1,722

52

4,394

7,715

439

515

- 감귤

0

0

0

0

0

- 단감

8

874

1,471

88

98

- 키위

0

0

0

0

0

- 매실

0

0

0

0

0

- 자두

2

138

266

14

18

- 포도
-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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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여타 품목과 비교하여 참깨의 높은 현행 관세율과 시나리오 상의 높은 관
세 감축률로 인하여 예상 피해액이 특용 및 기타작물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원도의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이 2.29%에 불과하여 도내 생산에 대한 파급효과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 들깨의 경우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이 12.23%에 이르러 연간 피해액 규모가 10억 원
정도로 높게 분석되었다.

● 표 20 ●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특용 및 기타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 만 원)
구분
특용･기타

초기연도

10년누적

평균

15년누적

10년

15년

10,677

1,345,779

2,331,382

134,583

155,426

- 참깨

3,389

408,002

703,252

40,801

46,883

- 들깨

6,910

896,227

1,559,692

89,621

103,979

- 인삼

377

41,458

68,215

4,152

4,550

- 화훼

0

0

0

0

0

- 버섯

0

92

223

9

13

- 차

0

0

0

0

0

1,863

106,893

179,861

10,692

11,988

- 벌꿀

시나리오 상의 관세 감축으로 인한 돼지고기 전체 수입량의 증가 폭은 크지 않으나 돼지
농업생산액(2017년 7조 3,380억 원)은 2017년 농림업 생산액 중 가장 클 정도로 농업부문
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감축에 따른 파급영향이 타 축종보다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 표 21 ●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축산물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 누적

15년 누적

평균
10년

15년

축산물

8,170

494,275

911,808

49,426

60,784

- 한육우

1,248

94,209

187,163

9,419

12,479

- 낙농

23

2,308

4,214

229

279

- 돼지

4,620

272,489

508,010

27,249

33,867

- 육계

413

18,282

32,397

1,828

2,160

- 오리

2

93

164

9

11

- 벌꿀

1,863

106,893

179,861

10,692

1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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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미래 농업협상에 대한 관세 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발효가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분
석해 본 결과 강원도 농축산물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감
자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들깨, 고추, 참깨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당 품목들의 현
행 양허 관세가 270~630%로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시나리오 상에서 높은 관세 감축 폭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특히 들깨와 감자의 경우 전국 생산량 대비 도내 생산량의 비중이 각각
12.23%, 29.6%로 타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내 파급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어디까지나 미래 농업협상에 대한 관세 감축 시나리오를 설
정하고, 현 시점에서 발효가 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농업협상의 실제 결과, 강원도 농
업의 생산구조의 변화, 품목별 가격의 변화, 수출입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단지 참고를 위
한 것이며, 피해 품목과 피해 규모는 협상이 진행되면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
원도에서는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전반적인 농업농촌의 역량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도입으로 미래 농업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립할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고려하되, Post-농업협상의 시기를 알 수 없고 미래의
강원도 농업 현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지역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은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이 높아야 하며,
따라서 허용보조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Post-농업협상의 파급효과는 장기적
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모성, 일회성 보조보다는 교육 등 소프트 인프라를 확
대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이 적절하다. 생산의 증대는 가격의 하락을 야기
하지만, 소비의 증대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농업생산 투입재 보조와 같은
생산 보조 보다는 공공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구매 보조의 성격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로컬푸드의 일상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공급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새
로운 대응책이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소득보전의 성격을 갖더라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라는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검사
사업, 방역 및 방제사업, 연구사업은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정책 설계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파급영향 분석에서 강원도 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예상되
는 품목은 감자, 들깨, 참깨, 고추 등으로 대부분 타 작물에 비해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
는 품목이다. 따라서 해당 작물들의 재배 및 수확에 있어서 노동력을 줄이는 기계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밭작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조식을 규모화하고 조직화하는 구조적인 노력과 더불어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시장
세분화를 하는 등 출하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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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농업정책 기준

기존에도 강원도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강원도 농업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목표와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
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향후 강원도 시군 특성에 부합하는 선
택형 마을/지역단위 공익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지자체의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환경 및 교육단체 등이 합동으로 지역 내 농업환경 및 경관 특성에
적합한 공익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국고를 지원 받고, 이를 활용
한 국민 공감형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앞으로 면적단위 공익직불제에
더하여 이러한 지역 선택형 공익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므로 강원도 내 지자
체별 특성을 감안한 공모형 공익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감으로써 강원지역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업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 지역산 농산물을 기능성 식품, 천연물화장품,
생물의약품, 바이오 친환경 소재로 활용되도록 하는 기반 구축을 통해 강원 농업의 농생명
산업으로서의 외연확대와 고부가가치화 전환도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의 수요확대 차원에서
단지 식용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비식용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수요기반 확대 노력이 필
요하다. 기본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커
지고 있다. 중앙 정부도 임산부 꾸러미 사업, 고령 친화 꾸러미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할 계
획을 가지고 있는 바, 강원도 내 취약 계층에 대한 꾸러미 사업 등 구매보조를 통한 수요
증진 사업을 신설 및 확대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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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실천효과 제고
: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Practical Effects of High Integrity Projects in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Ga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김장기 Kim, Jang-Gi
지경배 Ji, Kyoung-Bae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실천효과 제고 :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실천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노력은 국가전반에서 공공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에
대해 실천노력을 점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우수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청렴사업 추진과 평가결과에도 실질적인 사업 효과와 체감도 향상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
된다. 이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추진기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공기
관별 우수 실천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용산구, 한국남부발전 등의 기관별 우수사례를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실천사례의 분석결과에서는 청렴
사업의 실천성 강화를 위한 사업효과와 체감도 측정지표 개발, 공공기관별 청렴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청렴사업의 정책고객집단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평가 툴, 그리고 현장
감사활동과 청렴사업에 대한 구별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추진 효과와 체감도 향상은
조직구성원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통하여 정책고객집단에서 느끼는 사업 성과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

주제어 : 청렴도 평가, 청렴사업, 실천사례, 공공기관

Practical Effects of High Integrity Projects in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Ga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e Practical Level of Integrity projects in public institutions are important as much as
Anti-corruption culture and activity. To secure integrity in public institutions,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bliges integrity project's evaluation to improve of the anti-corruption
thoughts and acts in public institutions. Though the public institutions drive forward many
integrity projects of settle down, studies to examine the project impact of integrity level are
scare. So,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s of integrity projects as practical cases in
Go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different Public Agencies. The analysis objects
of this study deal with some practical case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Yongsan
County and Korea Southern Power Co., Ltd. Furthermore, the study of practice cases find
that several implications apply to improve for their organizations' integrity.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integrity performance of Ga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Public Institutions, It is suggested that an evaluation of integrity is needed to enhance
practical effects and impacts with policy implications.

keyword : Evaluation of Integrity, Integrity Level, Practical Cases,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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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공공기관의 대국민 청렴 체감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이 종합 청렴도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결과
를 고객들이 객관적인 평가결과로써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공공기관의 청렴사
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제기해 볼 만한 일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은 민간영역보다 공공영역에서 먼저 이끌고 가야 할 숙원과제로
서 취급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결백하다’는 기관의 내외적인 청렴
수준을 점검하고 있는 결과이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수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
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
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주요 평가범위로서 제시하고 있다(국
민권익위원회, 2020). 그리고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들의 공정의식과 신뢰성 제고를 확산
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하지만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고객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만약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대부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은 얼만큼의 평가점
수를 획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1). 모든 공공기관들이 좋은 평가점수를 받는다면 좋겠지
만, 과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정책고객집단에서 느끼는 청렴 체
감수준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일정한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정책고객집단에서 요구하는 청렴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현실적인 의문은 공공기관의 청렴사업 추진이 종
합청렴도 평가점수만을 획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목적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의구
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문제기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을 수십 년째 전개하고
있어도, 실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일하는 의식과 사고, 행동체계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는 못하였다2).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인력과 시간, 비용의 투입에도 실질적인 청렴효과에 대
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 논문은 도교육청 도민감사관 활동내용을 일부 반영하였음.
1) 필자가 오랫동안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또는 청렴도 향상을 연구하며 품었던 궁금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었던 근로복지연구원에서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다루
면서 시작하였다. 공공기관의 특성은 실질적인 사업효과보다는 실적 중심의 사업평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 공공기관 반부패 정책평가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하지만 이런 노력에
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청렴성 문제는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종합청
렴도 평가는 실질적인 청렴수준 향상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수단으로 작
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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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공공기관의 청렴사업이 갖는 실질적인 효과와도 깊은 관련이 있
다. 청렴사업의 추진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청렴의
식과 행동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공공기관 청렴사업은 기관 내의 조직행동에서 청렴성 강
화라는 실천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인 의미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청렴 사업효과 창출을 위
해서는 청렴 체감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Ⅱ.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진화 과정

1. 청렴사업 추진의 시각 형성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 부패관리의 전략 수립과
운영을 추진했어도, 국민 중의 약 52%는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였다(류민정, 2017). 부
패방지 활동의 강화는 부패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독점권과 재량권, 책임성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규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Klitgaad, 1988). 이러한 부패방지 활동
은 반부패 정책과 제도적 장치, 윤리경영의 강조, 갑질 해소 등 조직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부패방지 정책과 윤리경영, 조직성과 창출, 청렴도 향상
등의 실천적인 노력을 주장하였다(김용래, 2017). 또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정착이다. 청렴문화의 조성은 부패 청산과정에서 반부패보다는 청렴이라 용어의 선택이었으
며, 부패 척결보다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었다. 청렴문화의 조성은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청렴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공공기관 내에서 확산하기 위한 청렴사업의 추진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실천성에 대한 인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계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결과에서 효과성 지표를 신설
하여 공공기관 청렴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평
가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공공기관의 청렴성 강화노력은 내적 정
화과정을 통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생각과 행동을 추구하며, 충실한 공적 역할과 직무수행
과정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양식에서 기대하게 된다. 또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공공기관들이 청렴성을 강화해도, 쉽게 그들의 행동양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활동이 청렴 위주의 대국민 신뢰보다는 낙후된 부정부패
의 산실로서, 또는 공권력을 갖고 있는 부정부패의 산실로서 취급받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
재하였다.
정책고객집단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였다. 공공기관의 부
정부패 행동은 습관화된 조직행동 성향으로 성숙한 청렴문화의 정착을 훼손하는 반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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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객집단의 조직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공공기관 내부의 부정부패
는 조직구성원의 파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국가, 그리고 사
회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이다. 이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체계가
아닌, 사전적인 방지전략의 일환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청렴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원도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사업의 실천성 여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강원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청렴도 평가 1등급을 획득하고 시도
교육청 중에서도 우수 청렴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선언적이고 사업실천성이 다소 떨어지
는 중앙 및 정부산하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과는 달리,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노력은 현
장성을 중심으로 사업실천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기반 조성
1)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 관심의 확산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의 방지활동은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적인 차원에서의 대응력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청렴성이었으며, 공공기관의 청렴성 강화
는 개인차원의 의식과 행동을 뛰어넘어 사회전반에서 도덕적⋅윤리적 실천기준을 강화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다3). 공공기관의 청렴성 강화 목적은 본연의 기관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고객 신뢰기반을 확충하는 것에서 본연의 역할을 설명하게 된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반부패 시책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인 공공기관의 청
렴도 상승폭이 매우 큰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이러한 점에서 국가차원의 부정부패 해소는 학술적인 차원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청렴
성 강화라는 의미로서 전환하였다. 청렴성은 공직자의 행실 자체가 깨끗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에서 비롯하였다. 청렴성의 명확한 이해에
대한 개념정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국가차원에서는 국민을 대리하여 일하는 공
직자들의 최우선적인 윤리관으로서 자리 잡아야만 할 공적가치이다. 정책적 차원에서의 청
렴성 강화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활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지만, 청렴사업들이 종
합청렴도 평가와 같은 실적관리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것보다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성과를 정책고객집단과 함께 나누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의 청렴성 주장은 정부행위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대응성과 같은 거버넌스적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청렴하고 성숙한 조직문화의
형성은 이를 기반으로 조직구성원의 실천적인 청렴활동을 제고하고 조직생산성 향상에 기
3) 공공기관에서 부정부패 행위는 공적 대리인의 공공이익 추구와는 달리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때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게임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부정부
패 행위는 뇌물과 친척 등용, 연고주의, 부당이득의 추구, 자원낭비와 남용 등에서 다루어졌으며,
심각할 정도로 개인과 국가 및 사회 전반을 파멸시키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지닌 것으로 파악
하였다(김장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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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며 고객가치 창출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행정의 성향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공공기관에서 청렴성 강화는 광범위한 조직 활동 범위에서 부정부패 사건의 발생을 예
방하는 사전관리 활동방식이며, 조직구성원의 청렴 의식과 행동을 생활화하는 공공가치의
실천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공공기관 청렴문화의 속성 이해
공공기관 내의 조직구성원들이 청렴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렴활동은 조
직 내의 문화적 속성으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내부 구성원이 있는가하면,
단지 현시점에서 부각되고 있는 일시적인 정책편중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
직내부의 구성원들이 청렴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내의 청렴의식 확산은 부패방지, 또는 청
렴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나 청렴교육 등이 실질적인 영향을 갖는 것
으로 주장하였다(김용래, 2017).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청렴
교육, 보상, 처벌, 부패친화적 조직문화의 제거 등을 강조했지만, 일부 조직구성원들은 청렴
업무를 부가적인 업무성향으로 취급할 수 있었다(이정주, 2014).
특히 조직문화적 관점에서 청렴문화의 정착은 조직전반에 걸친 청렴도의 진단영역과 측
정 작업을 수행하는 총체적 관점, 환경적인 변화요인을 반영하는 생태학적 관점, 그리고 조
직의 질적 특성과 변수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조직시스템적 관점 등에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 조직문화적 관점에서의 청렴문화 조성은 조직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에서 변화가 발생
할 수 있어야만 하며, 조직 내부의 업무수행 체계와 관련해서도 관행적인 부탁이나 인맥을
통한 요청과 같이 사소한 부정부패 행위에서도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부패 행위의 방
지를 위한 조직문화 관리, 부패위험 관리, 부패방지시스템 가동,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과
같은 부패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도, 사소한 관행적인 의식과 행동성향에서 조직구성원
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청렴사업의 정착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공공기관 청렴성 강화 정책의 추진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의 시대적인 대립을 떠나 과거부터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
은 뚜렷하였다. 부패청산이 중요한 정부개혁의 테마였다. 부정부패 행위의 근절에 대한 정
부의 문제의식은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4호인 ｢부패방지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 법률 제7612호를 개정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였
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직명칭 변경과 주요 활동은 부정부패 방지활동의 부정적이고 소극
적인 정부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의지의
실천과도 부합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 명칭으로 개편했으며, 국
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반부패정책, 청렴조사평가,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부패공익
신고, 부패방지 시책사례, 청렴교육 등 공공기관 대상의 청렴성 강화 및 시책 사업을 추진
하였다(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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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대적인 청렴요구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사업 추진은
① 청렴생태계의 기반 조성, ② 국민체감형 민원 해결, ③ 국민소통 내실화 등을 중요한 사
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청렴사업의 근간에는 부정부패 활동이 국가 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추락시킨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청렴생태계는 청렴국가의 추진동력 확충, 부패요인의 선제적 대응, 신
뢰받는 공직사회의 구현, 그리고 선진 청렴문화의 확산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선택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생태계 조성은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환경조성, 부정부패 행위의 원
인발굴과 공익신고자 보호, 자율적인 청렴활동의 실천기준과 추진노력, 그리고 연계형 청렴
거점의 구축과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으로 설명하였다.
세부적으로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환경 조성은 반부패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기능 강화,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공공화, 투명하고 깨끗한 기관 환경조성, 민관 반부패 협
업체계의 내실화를, 부패 요인 발굴 및 공익신고자 보호는 부패 취약분야 조사･점검, 법･제
도상의 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개선, 부패･공익신고자 인센티브 확대를, 자율적인 청렴활동
의 실천은 청렴한 공직자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고객 눈높이에 적합한 공직자 행위기준,
신상필벌 원칙과 공직자 책임성 강화,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청렴실천 노력 유도를, 그리고
연계형 청렴거점의 구축과 프로그램의 활성화에서는 체계적인 청렴교육 환경 조성,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청렴거점 구축으로 반부패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표 1 ●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추진 생태계 조성
구

분
청렴국가
추진동력
확보

부패발생의
선제적 대응
청렴사업의
생태계 조성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선진
청렴문화
확산

주요 사업형태
•
•
•
•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 종합 조정기능 강화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공고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환경 조성
민관 반부패 협업체계 내실화

비

고

• 법제도적인 사업
추진 기반 구축

• 부패취약분야 조사･점검
• 법･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개선
• 부패･공익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 부패요인 발굴과
공익신고자 보호

•
•
•
•

• 청렴활동의 실천
기준과 노력

청렴한 공직자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고객 눈높이에 적합한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신상필벌 원칙 확립과 공직자 책임성 강화
평가를 통한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유도

• 체계적 청렴교육 환경 조성
• 청렴거점의 구축과
•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 시행
• 지역별 청렴거점 구축으로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 주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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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실천사례
1. 공공기관별 청렴수준의 평가결과
청렴생태계 조성은 환경적인 특성과 함께 법･제도적 대응노력을 강화하며, 청렴사업의 추
진 동력원을 확보하여 사업 실천성을 강화하는 것에 놓여 있다. 청렴의 실천은 의식향상과
함께 조직문화로서 청렴의식을 정착시키며, 청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추진 기반을 확대
하고 조직구성원 간의 청렴실천 노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의 청렴성 강
화는 사후 통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실천 모델을 만들어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이다. 2019년에는
약 270개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시책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체기관의
평균 점수는 82.5점이었고 시도교육청은 8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렴도의 평가결
과에서는 개별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추구할수록 조직구성원의 청렴의식
과 활동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별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는 광역자치단체 85.3%, 공직유관단체 85.1%, 중앙행정기관 83.1%, 기초자치단체 77.2%,
대학 74.5%, 공공의료기관 68.6%로 엄청난 평가결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2020)에서 인용함

● 그림 1 ● 2019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평가결과
공공기관별 청렴도 향상 노력은 광역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중앙행정기관의 순이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평가,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의 주요 시책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공공기관별 청렴도 평가결과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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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라는 평가영역에서 점수결과를 산출하여 1~5까지 등급화
하였다. 청렴도가 높은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을 분별했으며, 평가영역은 계획부문, 실행
부문, 성과 확산부문으로 분류하였다.
● 표 2 ●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점수
계획
유형

전체

실행

성과･확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79.9

79.7

76.9

80.3

96.8

82.9

76.1

총계

82.5

*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2020에서 발췌함

공공기관별 청렴도 평가점수는 계획부문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79.9점으로 나타났으
며, 실행부문에서는 청렴정책 참여확대 79.7점, 부패방지 제도 구축 76.9점, 부패위험 제거
노력 80.3점, 부패방지제도 운영 96.8점으로 산출되었다. 공공기관에서 높은 점수대의 부패
방지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제도 구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종합청렴도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한 청렴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사업추진 효과는 다소 떨어지는 현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성과 확산부문에서는 반부패 정책성과 82.9점, 반부패 정책 확산 노
력 76.1점으로 제시되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서는 1등급 기관 35개, 2등급 기관
77개로 전체 약 41.5%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공공기관별 청렴도
평가의 결과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대를 유지하였다. 실질적인 청렴사업의 실천효과 확산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별 청렴도 평가의 우수 사례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합동 스포츠혁신위
원회 운영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한 시책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고용노동부는
낙후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민간분야에 대한 갑질
근절 노력이었다. 각종 노동행정과 산하기관의 보험급여 지급 등을 둘러싼 노동자 갑질 행
태에 대한 방지노력을 제시하였으며. 정부부처 중에서도 정책고객 집단 대상의 갑질 행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결과에
서 부패취약분야로 취급된 공사 관리 감독분야에 대한 공사 감독자와 시설사업 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 ‘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부패 취
약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서 인정받았다. 이외에 한국연구재
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비 지급이 우수 실천사례였다4).
4)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 우수기관 실천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
템)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간의 청렴사례를 공유하였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
해서는 자율적인 청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기관의 수범 사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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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청렴도 실천사례 분석
1) 서울시 반부패 청렴네트워크의 구축
서울시의 반부패 우수 시책은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청렴도시 서울’을 구현하려는 목
적에서 비롯하였다. 2016년에는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의 우생동 강당에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 실천대회를 열었다. 이때에 발표된 실천
사례를 산하기관들이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서울시정
구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서 2017년 서울시와 청렴클러스터 구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서울
시교육청,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등 투자기관들과 함께 한국투명성기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등이
었으며, 청렴사업 실천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용인신문, 2017.3.29.일자).
서울시와의 협약체결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정책협력 및 정보교류, 공동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청렴클러스터의 구축이었다. 서울시의 청렴원칙은 부패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조직구성원의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조직구성원들의 강력한 처별 규정은 공직자 비위건수를
약 38%이상 감소시켰고 청렴 교육, 청렴주간 운영, 전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실적평가
등을 수행하여 청렴의식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청렴클러스터 구축은 박원순법
정착과 확산,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청렴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정기회의,
청렴콘서트, 청렴콘퍼런스, 캠페인, 교육, 연구조사, 포럼 등 각종 행사운영과도 연계하였다.
하지만 반부패 청렴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사회 전반에서의 청렴공감대 조성 및
시민만족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
요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은 서울시만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민관의 공동협력 방식을 통한 공동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였다5). 서울시의 경우 청렴사업 추진의 성과는 공공기관의 개별
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가 필요한 사항임을 새겨볼 수가
있는 것이다.
2) 용산구 청탁금지법 시행과 부작용의 최소화
용산구는 반부패･청렴실천 공모전에서 6년 연속 수상을 누렸다. 이중에서도 2018년 ‘청
탁금지법을 지키고 전통시장은 살리고’라는 명칭의 청렴실천 사업은 서울시에서 우수사례로
서 선정하였다. 서울시에서 청렴실천 최우수구로 선정하였으며,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지
키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업취지였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5) 그 당시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운영을 기반으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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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취지가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호평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추진정책에 따른 상
대적인 부작용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였다.
용산구의 청렴 실천노력은 우선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집중했으며, 구청 내의
업무 게시판에 ‘청탁금지법 사례연구’ 방을 개설하고 직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청렴사례를
공유하였다. 대표적인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은 전통시장의 매출감소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대표적인 사업 추진은 용문, 이촌 종합, 후암, 이태원시장 등 전통시장 살리기 CF제작과 지원
사업이었다. 시장 상인과 구청 직원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 ‘용문시장-이곳에 모든 것이
있다’는 유튜브 홍보자료를 만들었다. 이러한 용산구청 직원들의 노력은 전통시장 환경개
선, 위험시설물 정비, 주민쉼터 공간 개설, 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기타 이벤트 및
체험행사 등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선도적인 솔선수범사례로서
청탁금지법 등 청렴사업이 갖고 있는 부작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
실천사례였다.
3) 한국남부발전의 부패공판 체험수기
한국남부발전은 임직원 참여형 청렴정책 사례를 발굴했으며,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3년간 1･2등급을 유지하였다. 주요 청렴사업은 ‘부패사건 공판 체험’, ‘청렴견인부서 운영’,
‘청렴지킴이’ 등 내부직원들의 부패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이었다. 한국남부발전은 부
정부패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패사건 공판체험 사업’을 실시했으며, 유익한 체험 수기는
전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였다. 부패사건 공판 체험 수기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임직원들의
자각과 경계심을 일깨우기 위한 청렴의식화 사업이었다.
특히 청렴공판 체험 수기는 기관 내의 고위직 임직원, 계약･자재검수를 담당하는 고객
접점 부서의 담당자, 체험 희망 직원, 참관을 희망하는 협력사 등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횡
령 등 부정부패 사건의 공판과정을 직접 참관한 이후 이에 대한 체험수기를 작성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전 직원들이 공유하였다.
● 표 3 ● 부정부패 공판참여 체험수기의 작성 사례
제목 : 나 하나의 청렴 실천이 청렴한 회사를 만든다.
“튀면 손해가 아니라 관행대로 답습하는 것이 손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왜’ 이렇게 해야 하나, 또는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
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료>.

2016년의 공판체험 참관자는 총 15회에 걸쳐 199명이 참관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남부
발전의 ‘청렴공판 체험수기 작성’은 전남개발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타 공공기관에서도 좋은
모범사례로서 벤치마킹하였다. 이외에도 ‘청렴견인부서’와 ‘청렴지킴이’를 통해서 청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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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모든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향상시키려는 실천사업을 추진하였다. 청렴견인
부서는 매월 해당 부서를 선정해서 자체 청렴활동과 함께 출근길 하이파이브(High Five)
행사를 통해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으며, 연계사업은 청렴퀴즈, 청렴다트던지기, 찾아가는
청렴 홍보 캠페인 등 부서 간 청렴소통을 강화하였다. 매일 청렴지킴이는 투명하고 공정
한 업무처리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선정해 청렴배지를 부여하고, 다양한 반부패 자료인
청렴우수 사례 및 정책 자료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실천하였다. 한국남부발전의 청렴사
업은 내부 임직원의 청렴의식 향상과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프로그램의 성격을 가는
실천사례였다.

3. 강원도교육청 청렴사업의 실천사례 분석
1) 실천사례1 - 정책고객집단의 청렴도 향상 노력
강원도교육청은 2019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계속된
청렴사업의 추진결과로서 이해했으며,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실천에
옮긴 결과라고 인식하였다.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결과에 대하여, 도교육감은 “반부패 청
렴은 소신이고 원칙”이라는 실천의지에서도 제기하였다. 도교육청 운영을 위한 최고경영자
의 실천의지로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종합청렴도 1등급 평가는 학교운동부 운영, 학
급교실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현장체험학습, 공사 관리 등 외부청렴도 5대 분야의 높은
상승률을 제시했으며, 주요 정책고객집단인 학부모, 도의원, 시민단체, 기자 등의 평가결과
상승에서 설명하였다(http://www.sptnews24.com).
도교육청의 청렴시책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의 요
구를 분석하고 정책수요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정책수요 파악은 도교육 정책과
체제개선 노력에서 고객만족도 제고 등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러한 조직구성원 대상의 청렴도 향상 노력은 갑질근절행위신고센터 운영, 24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구축, 청렴도민 감사관의 역량 강화, 참여형 청렴 교
육과 소통 확대 등 꾸준한 사업추진 결과로서 이해하였다. 청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발굴
과는 관련이 있지만, 실제 사업추진 효과에 대한 사전진단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성
과에 대한 사전진단 작업은 드물었다.
2) 실천사례2 - 운동부 청렴나눔단 운영
도교육청의 청렴 취약지대에 대한 집중관리 사업이었다.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은 실질적
인 효과 창출을 위해 청렴 취약지대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과 부패방지시스템을 가동
시키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도 교육청 산하기관의 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운동부
청렴 나눔단’의 구성과 운영이 좋은 실천사례로서 평가받았다. 도교육청 산하의 축구부와
야구부가 있는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렴나눔단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청렴나눔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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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 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단절하고
운동부 예산을 투명화하려는 청렴노력의 일환이었다. 청렴나눔단에는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체육건강과, 운동부 학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형태였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도교
육청에서 학교와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부모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청탁금지법, 운영
경비 회계처리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으며, 학교별 운동부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
항과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는 일이었다. 도교육청 산하 고
등학교 대상의 운동부 청렴나눔단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감사
활동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청렴사업 실천을 위한 공동협력과 청렴의식 확산보
다는 다소 강제적인 현장 감사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었다.
3) 실천사례3 - 미래세대의 청렴교실 운영
청렴한 국가건설은 현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했던 도교육청의
청렴 우수사례로서 선정된 것이 ‘미래세대 청렴교실 운영’이었다. 미래세대 청렴교실은
유치원, 초중고, 예비사회인 등 청렴의식과 행동의 준거기준을 체화하기 위한 실천프로그램
이었다. 미래세대의 청렴 가치관 형성은 청렴맞춤프로그램의 운영에 놓여 있었다. 청렴 가
치관 형성을 촉구하는 교육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색을 갖추었다.
청렴교실 운영은 ‘청렴인형극’, ‘청렴체험교실’, ‘신규교육공무원임용자의 청탁금지법･행동
강령 교육’ 등이 주요 골격이었다. 청렴인형극은 주로 유치원생들에게 눈높이 인형극 공
연을 통해 책임, 절제, 배려, 정직, 약속, 공정과 같은 청렴 6덕목을 가르쳤으며, 초중고 대
상의 청렴교실은 청렴다트, 청렴스피드퀴즈, 청렴대형윷놀이, 청렴골든벨 등 다양하고 흥미
로운 체험과정을 운영하였다. 신규교육공무원임용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
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예비공직자로서 사전에 갖추어야만 할 청렴의식을 일
깨우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사업자-담당자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차단을 위한 시설사업
참여자 가이드라인, 사립유치원 감사단을 구성하여 채무･회계･교무･학사 등 유치원 운영 전
반에 대한 상담과 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도교육청의 ‘미래세대 청렴교실
운영’은 사회전반에 대한 청렴확산 교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교육전담기관의
특성을 살린 미래세대 청렴교육의 실시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만족
도와 체감도 평가 등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4) 실천사례4 - 청렴도민감사관제도의 운영
청렴도민감사관제도는 2010년 6월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감사관 추천에
따라 12명 이하를 임명하였다. 이후 2012년 8월 훈령 제246조를 개정하여 위촉방법을 추
천제에서 공개모집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개편하였고 위원 위촉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청렴
감사관제도의 발전은 2018년 21일 강원도교육청 훈령 제281호를 개정하여 명예감사관을
청렴도민감사관으로 변경했으며, 제5기 위촉 위원은 도 전역에서 30인 이하를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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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의 참관･참여 및 공동조사 실시, 부패
행위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시･제보 및 감사실시 건의, 교육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주요
교육정책 의견 제시, 주민･학부모의 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주민･학부모의 전화
민원 등 고충상담, 그 외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등을 주요 임무로 규정하였다
(강원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규정, 2018). 실제 청렴도민감사관은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공무원, 기타 등의 다양한 직종에서 위촉했으며, 위촉위원
의 개별 전문성을 활용한 감사행정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주된 감사활동은 종합감사와 재무
(학교운영)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주된 감사활동은 도교육청의 주요시책 확인, 기관 및 학교
별 주요업무 및 특색사업 발굴, 학생 및 교직원 등 복지사항 점검, 교무･학사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회계 및 재정관리 점검 등의 공동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청렴도민감사관제도의 운영이 선발과정에서 활동과정까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지역별 안배를 통한 청렴도민감사관의
선발과정이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도내 시군별 지역
별 할당제도, 활동영역에서도 일부 청렴도민감사관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없는지, 또는 입맛
에 맞는 감사활동 영역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체 점검도 필요할 수
있다. 청렴도민감사관들은 도교육청 감사관들 및 지청의 감사관들과의 공동감사 수행 이후
감사분야에 대한 지적사항, 정책추진 현황,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
여 기관별 정책 반영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교육청의 청렴도민감사관제도는
감사현장에서 도민 전문성을 가미하여 감사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렴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서 좋은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렴도민감사관의 감사활동 사항
에 대한 정책고객집단의 결과공개가 중요할 것으로 인식된다.

4.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사례분석 결과
청렴사업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발
굴과 실천, 사업효과 창출과 체감도의 확산이다. 아무리 좋은 청렴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도, 공공기관의 특성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청렴도 평가점수를 받는 것 이외의 사업효과와
체감도 확산에서는 실패할 여지가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청렴사업의 실천사례 분석에서
청렴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와 체감도 확산에 중점을 둔 것은 실질적인 청렴사업의 추
진효과 확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자원투자에 따른 낭비적인 측면을
방지하며, 청렴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타(他) 기관의 청렴사업의 실천사례로는 서울시 반부패 공동참여 및 청렴네트워
크 조성, 용산구의 청탁금지법과 부작용 최소화 사례, 한국남부발전의 부패공단체험수기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천사례 분석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우수 사례로서
소개된 이유도 있지만,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청렴사업 추진을 위한 함축적인
의미를 내재할 것으로 이해하였다.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만큼 청렴사업의 유익한 특성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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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우수사례로서 선정된 내용을
비롯하여 실천사례를 검토하였다. 도교육청의 실천사례로는 정책고객집단의 청렴도 향상
노력, 운동부 청렴나눔단 운영, 미래세대 청렴교실의 운영, 그리고 청렴도민감사관제도의
실천사례 분석이었다.
● 표 4 ● 공공기관 청렴사업 실천사례의 분석결과
구분

타 기관 청렴사업의 실천사례

서울시
사례

용산구
사례
특성

도교육청 청렴사업의 실천사례

• 교육수요자 의겸 수렴을 통한
정책고객
청렴정책수요의 발굴
• 다양한 기관의 청렴클러스터 구축
집단의
• 청렴사업 발굴과정은 적합하게
및 공동 협력
평가, 하지만 사업성과 창출에
• 민관기관의 공동참여와 공동 노력을 청렴도 향상
대한 사전진단 작업은 부재
강조, 업무협약 방식을 활용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수행, 제도시행에 따른 후
유증 해결 시도
• 청탁금지법 사례연구 활동을 통해
선도적인 전통시장 지원 방안 마련

• 내부 임직원 부패경각심을 일깨우기
한국
위한 목적으로 시행
남부발전
• 부패공판 과정의 참관 및 참관수기
사례
작성을 통한 직원공유 활동 수행

운동부
청렴나눔단

• 청렴 취약지대 해소를 위한 부
패방지활동,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 및 개선활동 수행
• 도교육청 감사실이 현장 감사활
동을 강화한 형태

미래세대
청렴교실

• 예비사회인의 연령별 눈높이 맞는
청렴교실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참여고객집단의 만족도와 체감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미흡

청렴도민
감사관

• 전문성을 지닌 도민계층의 감사
활동 참여 보장과 개선방안 도출
• 도민감사관 선발과 위촉, 활동
과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결과
공개

공공기관별 청렴도 향상은 청렴사업의 적합성과 지속성, 기대효과, 체감도 향상 등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청렴사업 추진에 대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는 사업
추진 목적과 의미, 그리고 사업내용 등 추진실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타 공공
기관의 청렴사업 실천사례에서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연계한 청렴클러스터의
구축과 공동협력을 추구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업무협약과 실천대회 개최 등과 같은 기관별
공동실천 방안을 구축하였다. 용산구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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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에서는 내부 임직원의 부패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부패공판 과정의 참여와
체험수기 작성을 통해 직원 간 청렴의식 공유까지 확산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실천과 기대효과 충족은 다양한 타 공공기
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약과 공감대 조성, 청렴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과 문제
해결 노력, 내･외부 정책고객집단의 청렴의식 향상 사례공유 및 확산 노력 등과 같은 기대
이상의 성과창출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의 청렴사업 실천에서는 교육수
요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청렴정책수요의 발굴과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노력, 청렴취약지대
의 해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미래세대의 청렴가치관 형성과 눈높이 프로그램 운영,
도민 전문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개선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효과 창출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사업 발굴과 이에 대한 사전성과의 진단과 예측,
이해관계자 집단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참여고객집단의 만족도와 체감도 모니터링, 감사관
제도 선발과 활동사항에 대한 공개여부 등이 중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Ⅳ. 정책 함의와 시사점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해결은 개인별･집단별 행동성향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적합한
판단과 행동기준, 그리고 이해관계자 집단의 부패 관여에 대한 방지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반부패 정책은 역사적으로 뇌물과 친척 등용, 연고주의, 부당이득의 추구, 자
원낭비와 남용 등과 같은 부패행동을 근절시키는 노력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조직
문화의 조성은 승진･전보절차 및 예산사용의 투명성 향상, 회의･회식문화의 개선, 관리자의
부당 업무지시 제한, 복지부동 업무회피 및 인식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조직
내의 인사, 예산, 업무, 분위기, 개인 행태 등 구조적･행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청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차원의 청렴사업 관리는 청렴사업의 발굴과 시
행단계를 뛰어넘어, 청렴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체감도 향상에 이르는 사업성과 창출에 관
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수 실천사례로 선
정된 공공기관별 청렴사업의 실천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크게 실천사례의 분석은 타
공공기관의 유형별 실천사례와 강원도교육청의 실천사례를 서로 비교해서 검토하는 방식이
었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정책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사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를 위한 지표의
개발과 평가 작업의 수행일 것이다. 청렴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업효과와 체감도를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추진 효과를 기
대하는 일인 것이다. 둘째,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청렴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및 공동
협력 기반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다. 단일 공공기관의 청렴사업 수준을 뛰어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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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활동의 확산 및 전파, 체감도 공유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영역과 지표개발을 통해
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렴사업의 정책고객집단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를 주기적
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 툴(tool)을 개발하는 일이다. 넷째, 기존 감사활동 영역의 확대와
청렴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청렴사업의 확
대는 기존 규제 지향적이고 통제지향적인 감사활동과는 달리, 청렴의식과 확산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작업은 공공기관의 청렴사업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 실
천사례를 선별해서 비교분석하였다. 탐색적이고 질적인 연구결과를 산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결과의 도출은 청렴시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내에서 실천적인 청렴사업 효과와
체감도 측정을 위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객관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사
업 효과와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
관의 청렴수준 향상은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청렴사업의 발굴과 추진도 필요하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효과와 체감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성과 창출도 매
우 중요한 의미로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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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거주가구의 주거행동의사에 따른
주거지원 방향
Direction of Residential Support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Behavior Intention of Households in Gangwon-do

이한나 Lee, Han-Na
김승희 Kim, Seung-Hee

강원도 거주가구의 주거행동의사에 따른 주거지원 방향
강원도의 주거문제 해결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거정책 및 주거서비스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거주가구의 주택 개･보수, 주거이동 등 주거행동의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구가 취하는 주거행동의사는 현 주거상황이 주거의식과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여 주거결함 여부를 판단하고 주거조절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가구주의 주거행동을 예측
하는 것이 된다. 예측된 주거행동은 주거정책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가구 및 주거실태조사 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행동의사에 초점을
두고 주거행동 및 주거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강원도 거주가구의 주거특성을 토대로
주거상태를 파악하고 주거만족도에 근거한 주거행동의사를 파악함으로써 강원도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주거개조, 주거이전, 주거행동의사, 주거만족도, 주거서비스

Direction of Residential Support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Behavior Intention of Households in Gangwon-do
In order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and improve residential welfare in Gangwon-do, it
is necessary to discover housing policies and housing services in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intention of residential behavior such
as residential renovation and housing movement of residential households in the province.
Because the intention of the household to behave is to determine whether the current
residential situation is consistent with the housing consciousnes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efect in the housing, and to determine the attitude to control the housing, it is to
predict the residential behavior of the householder. The predicted residential behavior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housing policy and housing service support. This study aim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residential behavior and housing support, focusing on the intention of
residential behavior using data from ʻ2018 household and housing surveysʼ in 18 cities and
counties in Gangwon-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Gangwon-do-style residential welfare policies by grasping the housing condition based on
the housing characteristics of Gangwon-do households and by grasping the intention of
residential behavior based on residential satisfaction.

keyword : Housing Renovation, Housing Movement, Residential Behavior Inten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Housing Service.

강원도 거주가구의 주거행동의사에 따른 주거지원 방향 ｜47

Ⅰ. 서론
주거환경은 삶의 기본 장소로 거주자의 행동 및 삶의 질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도시, 건축, 주택 등 인위적 환경의 폭이 넓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속성, 환경적 속성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사회적 속성, 심리적 속성 등을 고려한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하다.1)
과거 주택정책은 그 기조가 물리적 거처인 ‘주택’의 공급에 있었다면, 현재 주거정책은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로 전환되었다. ‘인
간의 주거환경과 복지’에 대하여 국가는 통치권과 국민주거권의 보장 차원에서 전국적 국가
적인 정책을 다룬다면, 지방은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 사회경제적 특성
과 지역환경 조건을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2) 따라서 도내 주거정책의 방향은
주택의 물량공급에 중심을 둔 정책을 지양하고 주거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주거
욕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거주가구의 주거행동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거행동의사는 현 주거상황이 가구의 주거의식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주거결함 여부를
판단하고, 주거조절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도내 가구주의 주거행동을 예측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도내 거주가구가 주택 개･보수 의사를 갖는지, 주거이동 의사를 갖는지 분석하
는 것은 가구가 욕구충족을 위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도내 거주 가구의 주거행동의 향방을 파악함으로써
보편적 주거지원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주거행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대상을
발굴하는 것은 계층과 여건에 따라 세분화 된 주거 지원의 근거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 거주가구의 주거행동의사에 초점을 두고 주거조절태도를 파악하여
주거수요 및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강원도 강릉, 고성, 동해, 삼척 등
18개 시･군의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설문한 ‘2018 강원도 가구 및 주거실태조사’를 활용
하였다. 분석항목은 도내 거주가구의 가구특성, 주거특성, 주거만족도, 주택 개･보수 경험,

1) 환경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관한 이론은 역사적 배경이나 학자에 따라 다르게 강조되나
환경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를 환경심리 행태적 접근
이라고 한다. 주거환경교육연구회(2010), 주거환경학총론, ㈜교문사, p.89.
2) 공공성에 기초한 주택정책은 민간이 수행하기 힘든 부분에 집중된다. 시장메커니즘 하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공급과 배분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성규(2000), 주택, 도시, 공공성, ㈜박영사, p.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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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보수 계획, 주거이동 의사, 주거정책 등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항을 선정하
여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이 단계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주거행동의사를 유형화 하였고,
차이분석을 이용하여 유형별 가구특성, 유형별 주거만족도, 유형별 우선적 주거정책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강원도 거주가구가 주거만족을 통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거만족도
주거만족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이를 둘러싼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외부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정서적 반응이며(Weideman & Andersom, 1982),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정서적･인지적･행동적 반응을 토대로 한 주거환경에 대한 통합적 평가도
구이다. 거주자는 거주하는 주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비되어 있기 원하는 사항을 생각하게 된다. 주거만족도는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필요, 욕구와 현재의 주거상태 사이의 지각된 차이로 볼 수 있으며, 거주자들은 실제 상태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욕구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Glaster, 1979).
이에 주거만족도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겪은 경험의 결과로서 주거의 질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침과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 있다(Fried & Glwicher, 1961). 거주자가 객관적인
주거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주관적 주거환경 속성이 달라지며, 개인의
인문･사회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비교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주택이나 근린의 위치는 고정적이나 이를 둘러싼 주거환경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거주자의 사회･경제･계층적 이해에 따라 영향요인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Brink &
Johnson(1979)는 주거만족을 주거기대, 주거목표, 주거욕구가 반영된 주거소비자의 지속적
이고 사적인 평가 상태로 해석하였다. 주거만족은 주거욕구가 충족되는 거주초기에는 높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만이 생기고, 다시 향상된 주거환경을 열망하게 된다고 보았다.
주거만족도는 가구주가 속한 가구특성이 비교의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가구주는 현 시점에서 주거환경의 질을 평가함
으로써 향후 주거환경에 대한 행동의사를 결정하는 판단 근거가 된다.

2. 주거행동의사
Morris & Winter(1975)는 <그림 1>의 주거행동 선택 이론을 통해 주거조정 행태를 설명
하였다. 거주자는 현 주거상황이 가구의 주거의식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주거결함 여부
를 결정한다. 결함이 없으면 만족도가 높은 상태로서 주거만족도가 높은 원인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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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식 수준을 높일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의식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현재의
주거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가족규범3)을 변화시킨다. 반면 현 주거상황이 거주자의 주거
의식과 불일치하는 주거결함이 존재할 경우 주거불만족 상태가 된다. 거주자는 주거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이동이나 개조와 같은 조정 행동을 실행한다. 주거조절의 실행은 가구성
향, 구조,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주거조절이 어려운 경우 주거적응을 통해 불만족을
해결해 간다.
이러한 적응은 현 주거상황에 대한 가족규범이나 주거의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한다. 주거적응도 어려울 경우 주거불만을 수용한 채 만성적 주거불만에 놓이게 된다.
주거행동 의사는 끊임없는 주거의식과 현 주거상황의 비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거주자가 주거욕구를 충족하지 못할수록 주거행동의사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4)

출처 : Earl W. Morris & Marry Winter(1975), A Theory of Family Housing Adjustment. Journal of Marrige
and Family, Vol.37, No.1, p.85 필자재작성

● 그림 1 ● Morris & Winter(1975)의 주거행동 선택 이론
이러한 미시사회학적 접근은 주거현상이 한 사회의 구조에서 생겨나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 주거문제가 그 사회의 규범적 구조 때문에 문제로서 정의되며, 그 문제해결은 개별
가족의 총합인 집단적 사회변화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회학적 견지에서 출발하였다. 가구가
3) 거주자가 속한 가족이 포함된 사회에서 공유하는 문화적 규범과 주거환경을 의미한다. 양세화･김
묘정(2010), “주거이동 제약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p.28.
4) 홍성희(2011), 노인의 주거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주거만족과 주거선택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한국가족자원경역학회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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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 대처해 가는 방법은 가구의 유기체적 특성과 문화규범, 가족
규범의 조절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조정과 적응이라는 조절행동은 가족이
속한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제약 속에 저소득층의 문제를 다루는 계급론적 관
점을 수용할 수 있다.5)
이에 본 연구는 거주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주거환경에 대한 지각, 주거환경에 대한
태도는 주거만족도라는 평가결과로 나타나고 주거행동의사라는 감정적 태도로 이어지며, 주
거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이 연구는 ‘2018 강원도 가구 및 주거실태조사’6) 원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가구와 해당가구에 소속된 가구원에 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가구주 1,000명을 표본으로 주민의 part1. 주거상태 및 주거만족도, part2. 주거이동,
part3. 주거정책, part4. 가구 일반사항, part5. 농어촌가구 대상 추가문항, part6. 고령자가
구 대상 추가문항, part7. 1인/신혼부부가구 대상 추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연
구목적을 달성을 위해 part1, part2. part3 중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항목은 <표 1>과 같이 도내 거주가구의 일반적 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행동의사, 주거만족도, 주거지원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가구주학력, 가구주직업으로 구성하였다. 주거특성
은 점유형태, 주택유형, 현 주택 거주기간, 주택규모로 구성하고, 경제적 특성은 가구월평균
소득, 주택담보대출액, 총자산액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거만족도는 주거수준만족도, 주거비용만족도, 접근성만족도, 커뮤니티만족도 항목을 사용
하여 구성하였다. 주거만족도는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되었고, 조사대상자들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조사하였다. 본 설문결과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측정 결과, 주거수준만족도(α=.911), 주거비
용만족도(α=.908), 접근성만족도(α=.915), 커뮤니티만족도(α=.860) 등 모든 항목에서 내적
일치성이 높아 조사도구로 적합하였다. 그 외 주거지원은 도내 거주자가 우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주거정책에 대한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5) 홍형옥(1994), “한국가족의 주거조절양상-미시사회학적 접근으로”, ｢한국주거학회지｣, 한국주거
학회, 5(2): 2
6) 강원도, 강원연구원(2018),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일환으로 조사된 원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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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분석내용
구분

항목

일반적특성
주거특성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가구주학력, 가구주직업
거주지역, 점유형태, 주택유형, 현주택거주기간, 주거규모

경제적특성

월평균소득(세후), 주택담보대출액, 총자산액

주거행동의사

① 주택 개･보수 경험, 개조한 이유, 고친 곳
② 주택 개･보수 계획, 고칠예정인 곳
③ 주거이동 의사, 주거이동 사유

주거만족도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주거수준 : 주거규모, 주거시설, 난방보온, 누수결로
주거비용 : 주거비
접 근 성 :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시설, 대중교통
커뮤니티 : 방범, 주차시설, 주변소음, 대기오염, 이웃과의 관계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주거정책

강원도 주거실태조사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연령의 평균은
59.42세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이 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50세∼59세는
26.8%, 60세∼64세는 17.5%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82.0%로 여성
18.0%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8.2%로, 대학졸업 이상이
36.2%로 나타났다. 가구주 직업은 자영업이 26.7%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및 무직은 22.6%
를, 사무/기술직은 19.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기타 및 무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 표본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 표 2 ● 강원도 주거실태조사 가구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성별

학력

빈도(%)

2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4세
65세 이상
남성

109(10.9%)
113(11.3%)
268(26.8%)
175(17.5%)
335(33.5%)
820(82.0%)

여성

180(18.0%)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

53(5.3%)
103(10.3%)
482(48.2%)
362(36.2%)

총계
*p<0.1 **p<0.05 ***p<0.01

1,000(100%)

구분
자영업

빈도(%)
267(26.7%)

판매/서비스직

71(7.1%)

기능/숙련직

76(7.6%)

가구주 일반작업직
직업 사무/기술직

77(7.7%)
195(19.5%)

경영/관리직

44(4.4%)

전문/자유직

44(4.4%)

기타 및 무직

226(22.6%)

총계

1,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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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도내 거주가구의 주거행동의사를 파악하고, 군집을 유형화함으로써 유
형별 주거행동의사의 차이를 살펴보고 주거지원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행
동 선택 이론(Morris & Winter, 1975)을 토대로 군집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군집 유형
화는 주택 개･보수 경험, 주택 개･보수 계획, 주거이동 여부를 변수로 이단계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단계 군집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결과에 따라
특정군집에 분포가 밀집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으며, 주거행동의 차이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7) 군집유형별 차이는 차이분석을 이용하여 가구특성, 주거만족도, 강원
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지원서비스 및 주거정책에 대한 의사를 살펴보았다.

2) 군집유형 분류
도내 거주가구의 주거행동의사에 따른 군집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택 개･보수 경험, 주택 개･보수 계획, 주거이동 계획을 변수로 측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 되었다. 이단계 분석의 평균 실루엣는 0.8로 매우
좋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예측변수의 중요도는 각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1유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거이동 계획’으로 나타났다. 1유형은 주택 개･보수 경험
과 주택 개･보수 계획이 없으며 주거이동에 대한 계획이 있는 군집이다. 따라서 ‘주거이동
군집’으로 명명하였으며, 현재 주거상태의 주거결함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군
집으로 볼 수 있다. 조사가구의 214명(21.4%)이 해당된다.
2유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택 개･보수 계획’으로 나타났다. 2유형은 주택 개･보수
경험은 없지만 향후 주택 개･보수 계획이 있고, 주거이동 계획이 없는 군집이다. 이에 ‘적극
적 주거개조 군집’으로 명명하고 현 주거상태에 결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 개･보
수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조사가구의 195명(19.5%)이 해당된다.
3유형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택 개･보수 경험’으로 나타났다. 3유형은 주택 개･보수
경험이 있고, 향후 주택 개･보수 계획이 없으며, 주거이동 계획이 없는 군집이다. 이에
‘주거개조 군집’으로 명명하고, 현 주거상태에 결함이 있었지만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조사가구의 240명(24.0%)이 해당된다.

7) 이단계 군집분석은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도 함께 포함하여 집단을 군집화 해 낼 수 있으며,
기존 계층적 군집분석과 K-means 방법들이 최적 군집수를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
한 반면, 이단계 군집분석은 확률적인 통계적 결과에 의존하여 최적 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① 사전 군집화, ② 군집화 이단계를 거치며, 결정된 군집수를 가지고 계층적방
법을 이용한다. 군집간 거리계산은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이루어 진 경우는 로그 우도비
거리를 사용한다.

강원도 거주가구의 주거행동의사에 따른 주거지원 방향 ｜53

4유형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택 개･보수 경험 無’으로 나타났다. 4유형은 주택 개･보
수 경험이 없고, 향후 주택 개･보수 계획도 없고, 주거이동 계획도 없는 군집이다. 이에 ‘주
거조절 無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4유형의 경우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적응을 하는 군집으
로 판단되나, 주거만족 상태인지, 불만족 상태인지는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해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사가구의 351명(35.1%)이 해당 된다.
● 표 3 ● 군집유형별 주거개조 및 주거이동 의사
평균실루엣=0.8

나쁨
-1.0

보통
-0.5

0.0

1유형
주거이동 의사

구분

예측변수

21.4%
(214)

최대중요

주거이동 계획 有

↑
↓

주택 개･보수 계획 G

좋음
0.5

2유형
적극적 주거개조 의사
19.5%
(195)

1.0

3유형
주거개조 의사
24.0%
(240)

4유형
주거조절 G 의사
35.1%
(351)

주택 개･보수 계획 有 주택 개･보수 경험 有 주택 개･보수 경험 G
주거이동 계획 G

최소중요 주택 개･보수 경험 G 주택 개･보수 경험 有

주택 개･보수 계획 G 주택 개･보수 계획 G
주거이동 계획 G

주거이동 계획 G

Ⅳ. 분석결과
1. 군집유형별 특성
강원도 거주가구의 유형별 가구･주거･경제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주거행동의사 군집
유형과 지역,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거규모, 현 주택 거주기간, 개･보수 경험, 개･보수 계
획, 주거이동 의사, 월평균소득, 주택담보대출, 총자산소득은 매우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유형(주거이동 의사)은 시(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79.0%로 가장 높고, 연령은 48.46
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군집이다. 가구원수는 2.4명으로 중년가구로 구성되어 있고8),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54.7%)이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54.2%)이 높다. 24.16평에 거주하
며, 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약 5.84년으로 타 유형보다 짧은 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다. 주
8) 통계청(2014)은 가구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가구주의 나이가 40세 이상-49세 이하는 ‘중년기’,
50세 이상-59세 이하는 ‘장년기’, 60세 이상은 ‘노년기’로 분류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애주
기별 해당 가구를 장년가구, 고령가구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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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개･보수 경험은 없음이 53.7%로 높지만, 개･보수 경험이 있는 비율도 46.3%를 차지하
였다. 개･보수 이유로는 인테리어 목적으로 방, 거실을 개･보수 하였으며, 향후 개･보수 계
획은 없지만 주거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주거이동 사유로는 주거환경에 의한
사유가 42.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주택마련이 26.7%, 주거수준 향상이 24.2% 비율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은 월평균 소득은 372.9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주택담보대출이 2,338만 원으로 다른 유형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총 자산소득은 1억 2,945.7만 원으로 다른 유형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유형(적극적 주거개조 의사)은 시(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66.2%를 차지하고, 연령은
61.04세로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군집이다. 가구원수는 2.4명으로 생애주기 상 노년가구에
속하며,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74.4%)로 단독･다가구에 거주하는 비율(60.5%)이 높다.
23.71평에 거주하며, 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약 17.7년으로 비교적 긴 거주기간을 가지
고 있다. 주택 개･보수 경험은 있음이 69.2%로 높고, 개･보수 경험이 없음이 30.8%를 차
지하였다. 개･보수 이유로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부엌, 화장실을 개･보수 하였으며, 더
이상의 개･보수 계획은 없고, 주거이동 계획도 없다. 경제적 특성은 월평균 소득은 340.9만
원이며, 주택담보대출이 2,276만 원으로 1유형보다 약 60만 원 하회하는 정도로 주거비 부
담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자산소득은 1억 7,690.8만 원으로 1유형보다 약 4천만 원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3유형(주거개조 의사)은 시(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24.0%를 차지하고, 연령은 62.48세로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군집이다. 가구원수는 2.3명으로 생애주기 상 노년가구에 해당하며,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로 다른 군집보다 자가비율이 매우 높다(83.3%). 24.9평에 거주하며,
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약 18.8년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긴 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다. 주택
개･보수 경험은 3유형 전부(1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수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
한 사유 45.4%가, 인테리어 목적으로(38.9%) 거실과 방을 개･보수 하였으며, 더 이상의
개･보수 계획은 없고, 주거이동 계획도 없다. 월평균 소득은 328.3만 원이며, 주택담보대출이
1,665만 원으로 타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자산소득은
1억 9,969.9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유형(주거개조 無 의사)은 시(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72.6%를 차지하고, 연령은
63.13세로 가장 높다. 가구원수는 2.1명으로 생애주기 상 노년가구에 해당하고, 점유형태
는 자가비율이 73.2%를 차지한다. 이 군집은 현 주택에서 약 15.1년 거주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274.3만 원, 주택담보대출이 1,345만 원, 총 자산소득은

1억 9,317.7만 원으로

소득은 적지만 융자비율이 낮고, 자산소득은 높아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유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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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군집유형별 특성
구분

가구
특성

주거
특성

경제적
특성

1유형
주거이동의사

4유형
2유형
3유형
적극적 주거개조 의사 주거개조 의사 주거조절 G의사

지역
시(동부)
군(읍부)
연령(평균)
가구원수(평균)
점유형태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주택유형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
주거규모(평균)
현 주택 거주기간(평균)
주택 개･보수 경험
있음
없음
개･보수 이유
①시설의 노후화
②인테리어
③공간의 효율적 활용
④주택가격향상
⑤몸이 불편한 가족을 위해

214(21.4%)
169(79.0%)
45(21.0%)
48.46세
2.4명
전세
50(23.4%)
117(54.7%)
47(22.0%)
아파트
64(29.9%)
116(54.2%)
32(15.0%)
2(0.9%)
24.16평
5.84년
없음
99(46.3%)
115(53.7%)
101(19.2%)
24(23.8%)
56(55.4%)
16(15.8%)
2(2.0%)
3(3.0%)

195(19.5%)
129(66.2%)
66(33.8%)
61.04세
2.4명
자가
145(74.4%)
44(22.6%)
6(3.1%)
단독,다가구
118(60.5%)
73(37.4%)
4(2.1%)
0(0.0%)
23.71평
17.7년
있음
135(69.2%)
60(30.5%)
146(27.7%)
70(47.9%)
45(30.8%)
22(15.1%)
3(2.1%)
5(3.4%)

240(24.0%)
173(72.1%)
67(27.9%)
62.48세
2.3명
자가
200(83.3%)
28(11.7%)
12(5.0%)
아파트
84(35.0%)
150(62.5%)
5(2.1%)
1(0.4%)
24.9평
18.8년
있음
240(100%)
0(0.0%)
280(53.1%)
127(45.4%)
109(38.9%)
39(13.9%)
2(0.7%)
3(1.1%)

351(32.1%)
255(72.6%)
96(27.4%)
63.13세
2.1명
자가
257(73.2%)
62(17.7%)
32(9.1%)
아파트
152(43.3%)
182(51.9%)
16(4.6%)
1(0.3%)
21.3평
15.1년
없음
0(0.0%)
351(100%)
-

주택 개･보수 부분

방(42.0%)
거실(23.2%)

부엌(32.9%)
화장실(19.6%)

거실(23.9%)
방(23.5%)

-

주택 개･보수 계획
있음
없음
주거이동 의사
있음
없음
주거이동 사유
①주택마련
②주거비
③내･외부요인
④주거수준 향상
⑤주거환경
월평균 소득(N=1000)
주택담보대출(N=1000)
총자산소득(N=992)

없음
62(29.0%)
152(71.0%)
있음
214(100%)
0(0.0%)
318(100%)
85(26.7%)
9(2.8%)
11(3.4%)
77(24.2%)
136(42.7%)
372.9만원
2,338만원
12,945.7만원

있음
195(100%)
0(0.0%)
없음
0(0.0%)
195(100%)
340.9만원
2,276만원
17,690.8만원

없음
0(0.0%)
240(100%)
없음
0(0.0%)
240(100%)
328.3만원
1,665만원
19,969.9만원

없음
0(0.0%)
351(100%)
없음
0(0.0%)
351(100%)
274.3만원
1,345만원
19,31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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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만족도
강원도 거주가구의 군집유형별 주거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는 1유형(주거이동 의사)이 3.32점으로 가장 낮고, 2유형(적극적 주거개조
의사)이 3.43점, 3유형(주거개조 의사)이 3.74점, 4유형(주거조절 無 의사)이 3.82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군집유형이 주거행동 선택 이론
(Morris & Winter, 1975)에 따라 적절하게 유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주거행동 선택 이론(Morris & Winter,1975)에 의하면 거주자가 주거불만족을 할 경우 주거
행동은 주택 개･보수, 주거이동, 주거적응으로 분류된다. 불만족 상태에서 주거적응은 가족규범
조정이나 가구원수 변화로 인해 현 상태에 머무는 경우와 만성적 주거불만족 상태에 있는 경우
로 나타날 수 있다. 주거만족 상태에서 주거적응은 주거결함이 없기때문에 현 주거환경에 머무
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거결함이 없는 상태, 주거만족이 높
은 상태를 가정하므로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불만족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림 2 ● 주거만족도와 주거행동의사에 따른 군집유형 분류
1유형(주거이동 의사)은 전반적인 주거만족도가 3.40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거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주거결함으로 인식되는 주거환경이 많음을 의미하며, 가장 능동적인 주거이동을 선
택함으로써 현 주거상황에 대한 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결함은 주거만족도 측정항
목을 통해 알 수 있다. 1유형의 주거만족도는 주거수준 3.53점, 주거비용 3.43점, 접근성 3.05
점, 커뮤니티 3.56점으로 다른 비교 항목보다 접근성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문화시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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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공공시설(3.0점), 의료시설(3.01점), 대중교통(3.21점) 등 지역 내 주요시설 접근성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현재의 주거환경이 이에 못 미침으로 불만족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결국 주거이
동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큼을 의미한다.
2유형(적극적 주거개조 의사)은 전반적인 주거만족도가 3.48점으로 1유형보다 높고 3유형보
다 낮은 수준이다. 주거개조 의사를 보유한 3유형보다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주거결함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주택 개･보수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현재의
주 거환경을 변화시켜 주거의 질을 높이려는 군집임을 알 수 있다. 주거만족도 세부항목은 주
거수준 3.64점, 주거비용 3.43점, 접근성 3.16점, 커뮤니티 3.58점으로 나타났다. 2유형 역시
접근성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시설(3.01점)과 교육환경(3.16점) 만족도가
낮은 데 기인한다. 커뮤니티 세부항목은 방범(3.43점), 이웃주민과의 관계(3.69점)에서 만족도가
다른 군집보다 가장 낮았다. 주거수준 세부항목은 주거시설이 3.47점, 누수결로 3.64점으로 만
족도가 낮은 수준임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유형은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약 17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이 열악하고, 누수결로가 많이 발생함
을 의미한다. 또한 치안이 불안한 노후주거지에 거주함에 따라 이웃 간 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 ● 군집유형별 주거만족도
4유형
2유형
3유형
적극적 주거개조 의사 주거개조 의사 주거조절 G의사

세부항목

1유형
주거이동의사

주거규모

3.52

3.70

3.67

3.90

12.337***

주택시설

3.40

3.47

3.69

3.93

20.556***

난방보온

3.59

3.74

3.77

3.94

10.826***

누수결로

3.59

3.64

3.82

4.04

19.701***

주거비용

3.43

3.43

3.72

3.89

17.779***

상업시설 접근성

3.14

3.28

3.61

3.79

29.928***

의료시설 접근성

3.01

3.21

3.60

3.78

31.772***

공공시설 접근성

3.00

3.27

3.57

3.72

23.958***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

2.82

3.01

3.43

3.39

18.550***

공원녹지시설

3.19

3.38

3.66

3.60

12.308***

대중교통

3.06

3.21

3.66

3.59

23.279***

교육환경

3.14

3.16

3.68

3.79

30.767***

방범

3.48

3.43

3.89

3.89

21.976***

항목

주거
수준

F

주변소음

3.46

3.59

3.90

3.79

11.289***

청소, 쓰레기처리

3.55

3.62

3.99

3.97

18.321***

이웃주민과의 관계

3.73

3.69

4.11

4.09

11.212***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3.32

3.43

3.74

3.82

40.241***

커뮤
니티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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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형(주거개조 의사)은 과거 주거개조 경험이 있고 향후 주택 개･보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
하는 군집이다. 3유형의 주거만족도는 주거수준 3.74점, 주거비용 3.72점, 접근성 3.68점, 커뮤
니티 3.97점으로 나타났다. 3유형의 경우 커뮤니티와 주거수준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기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 간 문화시설(3.43점), 공공시설(3.57점), 의료시
설(3.60점)에서 만족도가 낮고, 과거에 주택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주거시설(3.69점), 누수결로
(3.82점)에서 만족도는 높지만 주거규모(3.67점)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유형(주거조절 無) 의사)은 주거만족도가 3.85점으로 가장 높은 군집이다. 주거만족도가 가
장 높다는 것은 주거결함으로 인식되는 주거환경이 가장 적음을 의미하며, 현재 주택에서 주거
만족하며 계속 거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4유형의 주거만족도는 주거수준 3.95점, 주거비용
3.79점, 접근성 3.79점, 커뮤니티 3.82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거만족도는 현재의 주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 정서적 반응
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즉, 주거만족도는 동태적인 것이므로 현재의 주거만족도를 상승시
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3. 주거지원방안
강원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주거정책은 <표 6>과 같이 군집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1유
형(주거이동 의사)은 1순위로 주택가격 안정, 2순위로 전월세시장 안정, 3순위로 주거환경정비
를 선택하였다. 주거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군집으로서 주택의 구매수요가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주택가격의 안정과 민간 주택시장의 안정을 높은 순위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
다. 현 주택에서 주거환경이 나은 곳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월세
보조금의 지원,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지원 등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유형(적극적 주거개조 의사)은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1순위는 주택가격 안정, 2순위는 주거
환경 정비, 3순위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선택하였다. 적극적인 주택 개･보수 의사를 가진 집단
이지만, 낙후된 주거환경에 거주함에 따라 주거환경 정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세로 거주자가 22.6%로 비교적 높은 군집으로 전월세 시장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택
개량비 자금 대출, 주택 개량비 자금이나 현물의 지원,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필요한 집단
임을 알 수 있다.
3유형(주거개조 의사)은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1순위는 주택가격 안정, 2순위는 주거환경 정
비, 3순위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3유형은 과거 주거개조를 통해 주
거만족도를 제고한 경험이 있으므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개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비
교적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하고, 인테리어를 통한 개･보수를 수행하고 있어 거주자 맞춤형 개
조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향후 다양한 유형, 즉 다양한 거주자의 수요에 적합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개량비 관련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대상
으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주거환경 조성, 베리어 프리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4유형(주거개조 無 의사)이 선택한 주거정책은 1순위 주거환경정비, 2순위 주택가격 안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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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전월세시장 안정 및 다양한 주택유형의 공급확대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만족하면서 거
주하는 집단이므로 주택구입이나 개･보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주거환경정비를 우선 추진
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하였다. 본 설문에서 나타난 주거환경 정비는 하드웨어적 정비를 의미하
는 개념일 수 있으나, 4유형의 거주자가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정비하
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고, 거주자가 중심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6 ● 군집유형별 주거지원 정책 및 주거지원프로그램
구분
주거정책

4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주거이동의사 적극적 주거개조 의사 주거개조 의사 주거조절 G의사
①,②,③

①,③,②

①,③,⑤

①주택가격 안정

64 (29.9%)

43 (22.1%)

72 (30.0%)

79 (22.5%)

②전월세시장 안정

48 (22.4%)

34 (17.4%)

31 (12.9%)

46 (13.1%)

③주거환경정비

37 (17.3%)

36 (18.5%)

41 (17.1%)

85 (24.2%)

7 (3.3%)

15 (7.7%)

6 (2.5%)

12 (3.4%)

⑤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25 (11.7%)

23 (11.8%)

38 (15.8%)

46 (13.1%)

⑥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

11 (5.1%)

5 (2.6%)

19 (7.9%)

36 (10.3%)

⑦개발이익환수 및 공공시설 확충

1 (0.5%)

12 (6.2%)

8 (3.3%)

7 (2.0%)

⑧공공임대주택 확충 공급

6 (2.8%)

7 (3.6%)

4 (1.7%)

3 (0.9%)

⑨임대차 기간 보호

1 (0.5%)

4 (2.1%)

4 (1.7%)

6 (1.7%)

11 (5.1%)

9 (4.6%)

12 (5.0%)

28 (8.0%)

⑪공동주택 관리 지원

1 (0.5%)

4 (2.1%)

0 (0.0%)

1 (0.3%)

⑫빈집 및 미분양주택 문제

2 (0.9%)

3 (1.5%)

5 (2.1%)

2 (0.6%)

④경관을 고려한 주택공급

⑩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F

③,①,②･⑤

78.557
***

*p<0.1 **p<0.05 ***p<0.01
주1) 1순위, 2순위, 3순위

Ⅴ. 결론
강원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 거주가구의 주거수요
에 적합한 주거복지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2018 강원도 가구 및 주거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주가구의 주거실태, 주거만족도, 주거행동의사를 분석하여 주거행동의사에 따른 주
거지원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거주가구의 주거행동의사를 유형화하였고, 유형화에 따른
가구특성, 주거특성, 주거정책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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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원도 거주가구는 주거행동의사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1유형은 주거이동
의사 군집, 2유형은 적극적 주거개조 의사 군집, 3유형은 주거개조 의사 군집, 4유형은 주거조
절 無 의사 군집으로 주택 개･보수 경험･계획이나 주거이동 계획이 없는 군집으로 도출되었다.
1유형은 주택 개･보수 경험 및 계획이 없는 군집으로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 질의 향상을 도모
하는 집단이다. 2유형은 적극적 주거개조 의사 군집으로 주택 개･보수 경험, 주택 개･보수 계
획, 주거이동 계획이 없는 군집으로 현 주택의 주거결함을 적극적인 주거개조를 통해 대처할
의사가 있는 집단이다. 시설이 열악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의
지속적 개조를 통해 주거수준을 질을 높이려는 집단이다. 3유형은 주거개조 의사 군집으로 과
거 주택 개･보수를 한 상태로 주거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현 주거결함이 비교적 해소된 상
태이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주거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4유형은 주거조절
無 의사 군집으로 주택 개･보수 경험･계획･주거이동 계획이 없다. 현 주택에 계속 거주할 집단
으로 주거결함으로 인식되는 주거환경이 가장 낮은 군집이다. 강원도 거주가구는 4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만족도는 1유형〈2유형〈3유형〈4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행동 선택의사
(1975) 이론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고 유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1유형(주거이동
의사)은 주거만족도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조절 태도를 가지고 있다.
2유형(적극적 주거개조 의사)은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불만을 해결하였지만, 여전히 주거불
만을 주는 부분이 존재하는 집단으로 주거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유형은 이미 주택
개･보수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였으므로 만족도가 높아진 상태이다. 4유형은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고, 현 주택에 만족하면서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가 가능한 집단이다. 주택 외부환경에
대한 인근지역 접근성과 커뮤니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사회에 만족하며 거주하고 있
었다.
셋째, 주거정책은 군집유형별로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1유형은
주택가격 및 전세시장 안정 등 주거공급과 관련된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는 주택마련, 주거환경
변화를 위한 주거이동을 위해 시장가격의 안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2유형은 주택가격
안정, 주거환경정비 등을 선택하였다. 주택 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커뮤니티 안전, 접근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3유형 역시 주택가격 안정, 주거환경
정비,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선택하였다. 이미 개･보수 경험이 있는 집단이면서 다양
한 주거욕구를 보유한 집단으로 주거수요에 적합한 주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유형은 주거환
경 정비, 주택가격 안정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만족하면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주거 질의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정책은 지원대상자의 주거욕구 수준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즉, 주거행동의사를 예측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주거대상자의 주거문제에 기반한 주거
행동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주거정책의 선택에서 보았듯이 주거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1유형의 경우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을 통해 주택취득에 용이한 주거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2유형의 경우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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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거주하므로, 주택개량비의 융자, 현물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 강원도의 주거정책은 주거환경 정비에 초점을 두고 시･군의 지역여건에 적합한 하드
웨어적･소프트적 주거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강원도의 주거복지정책은 노후 주거지
및 주택정비와 같은 물리적 주거정책 뿐만 아니라, 주거수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주거서비
스가 발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주거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주거접근성의 물리적 격
차를 줄이고 주거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내 추진 중인 물리적･경제적･사회적 도
시재생의 개념과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시점의 주거만족도를 토대로 강원도 거주가구의 주거행동의사를 분석한 것이므
로 향후 주거만족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주거만족도는 동태적인 것으로
주거환경 변화, 거주자의 주거의식 변화, 주거정책의 추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강원도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를 측정하고 주거행동의사를
예측하여 세분화 된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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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이 민간소비와 투자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Focusing on Gangwon-do

박훈덕 Park, Hoon-Deok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와 투자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모형 및 그랜저 인과검정을 통해서 강원도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때 VAR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정부지출이 민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그랜저 인과관계도 성립하였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투자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지출로 인해 구축효과(crowed effect)에 따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에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지 민간
에서 이루어져야 할 투자지출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주제어 : 벡터자기회귀모형, 정부지출, 민간소비, 투자지출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 Focusing on Gangwon-do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on fiscal policy in Gangwon-do
local government. the result provides the effect of private consumption on fiscal policy. However the
effect of investment on fiscal policy is not statistical significant, because of crowed effects. It imply the
role of fiscal policy on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Local government have to use fiscal policy
focusing private consumption, not investment.

keyword : Vector Autoregressive model, Government’s Expenditure, Private Consumptio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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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두 수요정책을 활용한다. 그러나 통화정
책은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 뿐이
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재정정책이 가지는 역할의 효과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계정>을 토대로 강원도 정부 지출이 민간소비
와 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지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정부지출과 순수출(역외유출)로 구성되며, 정부지출이 늘면 다른 변수가 불변이라면
지역내총생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은 곧 조세와 같으므로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지출이 민
간소비와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정부지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청, <지역계정>에서 활용 가능한 1995년-2018년의 강원도 정부지출이
민간소비 및 투자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활용하여, 강원도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와 투자지출에 유효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또한 Granger-Causality 검정을 통하여 인과성 검정을 시도한다.
이러한 계량경제학적 기법은 Sims(1980) 이후 정착된 일반적인 방법으로, Sims(1980)에서
지적하듯이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경제에 있어서 정책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전통적 케인스주의 경제학과 코울즈 커미션(the Cowles Commission)의 계
량경제학적 기초정립 이후 정착된 복잡한 대규모 거시계량모형(large-scale macroeconometric
model)을 대체하였다.
이러한 정책분석의 프레임워크는 주로 국가단위의 분석에 이용되고 있으나 시군단위로는 한
국의 통계데이터의 한계 상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시도단위에서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나,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민간소비 및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2절은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3절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
초 데이터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고,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될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소개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 6장에서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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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Sims(1980)은 시계열 데이터가 이전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착안된 Yule의 AR
Process(Autoregressive Process)를 벡터차원으로 확장하여 다변수 시계열 모형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착안해 낸다. 이는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대규모 거시계량모형
(large-scale macroeconometric model)에 대한 비판으로 이후 거시경제분석의 패러다임을 바
꾸어 낸다. 대규모 거시계량모형은 복잡한 specification을 풀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VAR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거시경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VAR 모형은 모든 변수를 내생변수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변수간의 인과성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Granger(1969)의 Granger-Causality 검정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거시경제분석을 용이하게 하면서 인과성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Granger(1969)는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근거한 인과성 추론 대신에 이른바 ‘Granger-Causality’라는 개념
을 새로이 제시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가 B를 ‘그랜저 인과’ 한다면, B를 예측할 때 과거의 B값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과거의 A값
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A의 변화가 B의 변화를 예측하
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이성은 Sims(1980)의 VAR 모형과 Granger(1969)의 그랜저 인과검정을 함께 실시
하여 경제정책 분석을 수행하도록 거시경제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Sims(1980)의 기념비적인 이 논문은 한편으로 Lucas(1976)가 대규모 거시계량경제학 모형
에 대해 수행했던 비판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비판이었다. Lucas(1976)는 대규모 거시계량
경제학 모형이 경제정책 평가에 있어서 경제주체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아 경제정책평가에 유효
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Lucas(1976) 이후 미시적 기초를 통해 발전된 Real Business
Cycle Theory는 정부의 경제적 개입이 유효하지 않다는 모형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등장한
New Keyn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 역시, 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가격경직성을 부과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입증하여 오늘날 거시경제학 모형의 트
렌드가 되었으나, 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정책 보다는
통화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한편, 세계적인 New Keynesian 경제학자인 Blanchard(2019)는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낮을 때, 재정정책의 효과는 그 비용
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고 제시하면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는 달리 재정정책 패키지의 정교한 체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추론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을뿐더러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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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통계량
통계청, <지역계정>에서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지출 1995년부터 2018년을 추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이는 통계청, <지역계정> 상에서 강원도 지역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로, 1997-1998년 IMF 외환위기,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Regime-swift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으로 각 기간을 분
절하였을 때, 시계열 길이가 짧아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간을 전
부 포함하였다.
1995년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은 명목가격기준 12.8조 원으로 이중 민간소비지출은 6.9조
원이며, 정부지출은 2.6조 원, 총고정자본형성은 5.7조 원, 그리고 역외유출은 –2.7조 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점차 성장하여 2018년에는 지역내총생산 46.9조 원으로 나타나며, 이중
민간소비 지출이 25.2조 원, 정부지출이 18.2조 원, 총고정자본형성이 17.3조 원, 역외유출이
14.2조 원으로 나타난다.

출처 : 통계청, <지역계정>

● 그림 1 ●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연도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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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

지역내총생산

민간소비지출

정부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역외유출

1995

12,791,671

6,946,095

2,618,168

5,690,463

-2,740,774

1996

14,855,412

7,866,360

3,004,556

6,931,325

-3,144,309

1997

16,168,253

8,662,937

3,318,858

7,422,585

-3,355,625

1998

15,903,547

8,177,037

3,704,926

6,318,000

-2,302,196

1999

16,912,637

9,572,628

3,872,530

5,921,022

-2,598,901

2000

17,788,006

11,047,136

4,286,326

6,641,843

-4,271,310

2001

18,862,289

11,828,129

4,890,025

6,629,003

-4,550,671

2002

20,391,937

12,912,929

5,588,870

7,287,631

-5,407,035

2003

22,422,806

12,933,292

6,208,846

8,640,496

-5,492,399

2004

23,659,379

13,170,668

6,798,619

9,389,025

-5,941,628

2005

24,386,313

13,917,311

7,567,515

9,698,202

-6,888,017

2006

25,929,023

14,677,691

8,274,238

10,481,271

-7,607,449

2007

27,805,160

15,531,203

9,073,911

11,204,573

-8,103,595

2008

29,005,514

16,374,218

10,045,860

11,398,266

-8,971,957

2009

30,215,541

16,854,471

10,895,274

11,536,221

-8,968,204

2010

31,728,914

17,932,784

11,620,783

12,124,614

-10,132,161

2011

33,087,301

18,998,721

12,493,218

12,997,295

-11,623,085

2012

34,556,834

19,722,171

13,322,977

13,479,958

-12,210,357

2013

36,278,698

20,251,861

14,223,974

14,145,763

-12,714,400

2014

38,775,764

21,034,376

15,098,846

15,262,545

-12,566,587

2015

40,867,985

21,896,033

15,361,731

16,387,624

-12,864,150

2016

43,078,659

22,737,521

15,908,227

17,123,973

-12,398,389

2017

45,511,732

23,998,838

17,204,708

17,817,283

-13,241,689

2018

46,925,797

25,192,741

18,720,440

17,338,515

-14,163,723

출처 : 통계청, <지역계정>

다음 <그림 2>는 지역내총생산의 지출을 증가율로 표현한 것이다. 1997-1998년 IMF 외환
위기로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이 급감하는데, 특히 총고정자본형성(투자지출)이 –16.11%까지
하락한다. 또한 민간소비지출이 –5.77%까지 하락하며, 정부지출은 11.00%까지 상승하며 경기
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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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지역계정>

● 그림 2 ●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연도별 증가율

● 표 2 ●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연도별 증가율
(단위 : %)
연도

지역내총생산

민간소비지출

정부지출

총고정자본형성

1996

14.96%

12.44%

13.77%

19.73%

1997

8.47%

9.65%

9.95%

6.85%

1998

-1.65%

-5.77%

11.00%

-16.11%

1999

6.15%

15.76%

4.42%

-6.49%

2000

5.05%

14.33%

10.15%

11.49%

2001

5.86%

6.83%

13.18%

-0.19%

2002

7.80%

8.77%

13.36%

9.47%

2003

9.49%

0.16%

10.52%

17.03%

2004

5.37%

1.82%

9.07%

8.31%

2005

3.03%

5.51%

10.71%

3.24%

2006

6.13%

5.32%

8.93%

7.76%

2007

6.99%

5.65%

9.23%

6.67%

2008

4.23%

5.29%

10.18%

1.71%

2009

4.09%

2.89%

8.12%

1.20%

2010

4.89%

6.20%

6.45%

4.97%

2011

4.19%

5.77%

7.24%

6.95%

2012

4.35%

3.74%

6.43%

3.65%

2013

4.86%

2.65%

6.54%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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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역내총생산

민간소비지출

정부지출

총고정자본형성

2014

6.66%

3.79%

5.97%

7.60%

2015

5.26%

4.01%

1.73%

7.11%

2016

5.27%

3.77%

3.50%

4.40%

2017

5.49%

5.40%

7.83%

3.97%

2018

3.06%

4.85%

8.44%

-2.72%

출처 : 통계청, <지역계정>

이렇게 도출된 시계열 데이터는 4절에서 서술할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활용할 기본데이
터이다.

Ⅳ. 분석모형
1. 연구방법론
본고에서는 정부지출이 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벡터자
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을 사용한다. Sims(1980)가 고안한 VAR은
복잡한 specification 없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변수와 변수간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VAR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stationary한
time-series를 도출하기 위해 증가율로 환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 절에서 제시할 벡터자
기회귀모형을 통해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2. 벡터자기회귀모형의 도출과 안정성 조건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무한대 시차를 가진 이동평균 프로세스(Moving
Average process), 즉 MA(∞)을 고려하자. 즉, 다음과 같은 모형이 존재한다.
∞

                   ⋯  

 

 

 

시차연산자(Lag operator)와 시차필터(Lag filter)를 활용하면, 무한대 시차의 이동평균모형,
즉 MA(∞) 모형을 p시차의 자기회귀모형, 즉 AR(p)모형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 시차연산자와
시차필터는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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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음과 같이 임의의 두 필터가 있다고 가정하자.
   ≡          ⋯
   ≡           ⋯
그리고 이 두 필터로 이루어진 다음의 필터를 정의할 수 있다.
  ≡     
이때 만약 이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또한 예를 들어 이라면, 이를 역수를 취해서 다음과 같은 무한등비급수를 얻을 수 있다.
            ⋯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취할 수 있다.
            …   
이 다항식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수를 취할 수 있다. 이 다항식의 역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따라서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
    
즉, 다음을 만족한다.
constant:   

         
             
…

            ⋯              
…
여기서 만약 에서 j가 충분히 크다면, 다음의 p계 동차 차분방정식를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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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이러한 동차 차분방정식의 특성을 활용하여, 안정성 조건(Stability condition)을 도출할
수 있다.
  
where   ≡          …   
위와 같은 다항식에서의 모든 제곱근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안정성 조건이라
고 부르며, 안정성 조건이 만족되면, {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일정한 절대값을 넘어서지 않
으며, 따라서 합산가능하다(absolutely summable). 즉, 다음을 만족한다.

    ∀
∞

∞

     

 









  ∞


이러한 안정성 조건이 만족되면 무한대 시차의 이동평균모형, MA(∞)가 p차 자기회귀모형,
AR(p)으로 전환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전환이 성립한다.

                      ⋯
                        ⋯ lim        …            
→∞


where   
      …  


                       ⋯  

 

 



    

이제 이러한 p계 자기회귀모형, AR(p)을 벡터형태로 확장하면 도출하고자 하는 벡터자기회귀
모형(VAR)이 유도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


   

 

 



    

3. 벡터자기회귀모형의 설계와 충격반응함수의 도출
그러나 일반적으로 벡터자기회귀모형은 시계열데이터가 정상성(stationary)을 만족할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다. 즉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공분산이 시점에 따라 불변이어야 한다. 이는 다
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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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시계열데이터가 위 조건을 만족하면, 공분산 정상성(Covariance stationary) 또는 약안정성(weakly stationary)이라고 부르고,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추세에 이탈되더라도 다시
추세에 회귀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평균에 대하여 ‘에르고딕적
(ergodic)’이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   









2차 모멘트, 즉 분산에 대해서도 에르고딕적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그러나 단위근(Unit root)이나 공적분(Cointegration) 존재하면 시계열데이터는 정상성을 만
족하지 않는다. 간단한 경우를 상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1차 자기상관을 가진 AR(1)모형을 가정
하자.
               
여기서 잔차항(  )은   를 따른다.
이때 귀무가설은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다. ADF(Augmented Dickey and
Fuller) 검정은 마찬가지로 단위근이 존재하는지 검정한다. 다음은 ADF 검정을 위한 회귀식
이다.


              

 

 

      

추정식의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서 단위근이 존재할 경우, 시계열을 차분하여 단위근을
제거한다. 그러나 차분변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계열데이터가 가진 장기적 특성을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모형은 시차의 길이에 따라 검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차의 길이를 길
게 하면 시계열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더 활용할 수 있으나, 자유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최적시차의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최적
시차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벡터자기회귀모형의 공분산행렬(  )이 최소화되는 시차를 선
택하는데, 이때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나 SIC(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
또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등이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서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s)를 도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을 다시 벡터이동평균모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정성 조건이 만족될 경우 p시차를 가진 벡터자기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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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p)는 무한대 시차를 가진 벡터이동평균모형, VMA(∞)으로 변환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
은 벡터이동평균모형을 가정하자.
∞

   

 



 

충격반응은 무한대 시점의 이동평균모형의 계수(  )이다. 즉 다음을 의미한다.
∂   
 

∂ 
즉, 구조적 충격(  )에 대한   의 효과를 나타낸다. 구조적 충격()에 대한 누적효과를 계산할
∞

수 있는데, 이는






 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충격반응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특정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그랜저 인과성
앞서 서술하였듯이 그랜저 인과성은 A가 B를 ‘그랜저 인과’한다면, B를 예측할 때 과거의 B
값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과거의 A값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A의 변화가 B의 변화를 예측하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벡터차원으로 확장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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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정부지출, 민간소비지출, 투자지출 세 개 변수를 가지고 VAR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과 같다. 이때 최적시차길이는 1(L=1)로 설정하였다. 최적시차길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
보량 검정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으로는 최적시
차길이가 2(L=2)로 나오지만, HQIC(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과 SB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으로는 최적시차길이가 1(L=1)로 나와 본 글에서는 최적시차길이를
1(L=1)로 설정하였다.

● 표 3 ● 정보량 검정 결과
시차

AIC

HQIC

SBIC

1

-11.2077

-11.1105*

-10.76*

2

-11.2165*

-11.0222

-10.32

● 표 4 ● 벡터자기회귀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정부지출

민간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독립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z-value

p-value

정부지출(L=1)

0.6989

0.0721

9.6900

0.0000

민간소비지출(L=1)

0.3829

0.0918

4.1700

0.0000

총고정자본형성(L=1)

-0.0117

0.0630

-0.1900

0.8520

정부지출(L=1)

0.6068

0.1452

4.1800

0.0000

민간소비지출(L=1)

0.2643

0.1848

1.4300

0.1530

총고정자본형성(L=1)

-0.3690

0.1268

-2.9100

0.0040

정부지출(L=1)

0.2030

0.2360

0.8600

0.3900

민간소비지출(L=1)

0.2283

0.3004

0.7600

0.4470

총고정자본형성(L=1)

0.1590

0.2061

0.7700

0.4400

<표 4>에서 본 연구의 핵심사항이 되는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L=1에서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지출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부지출이 총고정자본형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은 VAR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로 나타낸
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3절에서 제시하였듯이, VAR 모형은 그 안정성 조건이 충족될
때 언제든지 VMA(Vector Moving Average)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앞서 제시
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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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다음 <표 5>는 그랜저 인과 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검정의 영가설은 해당 변수 간
‘그랜저 인과가 없다’는 것으로 영가설이 기각될 때 그랜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본 글의 핵심
적인 관심사인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설명력을 가지는 반면, 투자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정부지
출이 민간소비지출을 유발한다는 그랜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한편, 정부지출이 투자지출에는
그랜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표 5 ● 그랜저 인과 검정 결과
χ2

종속변수

독립변수 중 제외변수

정부지출

민간소비지출

17.417

degree of freedom
1

p-value
0.00

정부지출

투자지출

0.035

1

0.85

정부지출

ALL

18.841

2

0.00

민간소비지출

정부지출

17.456

1

0.00

민간소비지출

투자지출

8.466

1

0.00

민간소비지출

ALL

20.878

2

0.00

투자지출

정부지출

0.739

1

0.39

투자지출

민간소비지출

0.578

1

0.45

투자지출

ALL

3.292

2

0.19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나타난 벡터자기회귀 모형의 추정결과에 부합한다. 정부지출이 민간소비
에 양(+)의 영향을 주는 반면, 투자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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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모형 및 그랜저 인과검정을 통해서 강원도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원도 정부지출이 민간소비를 진
작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그랜저 인과관계도 성립하였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투자지출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총생산의 지출은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지출,
그리고 투자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개방경제일 경우 수출과 수입이 더해진다), 정부지출이 늘
면 총생산 항등식에 따라 총생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다른 변수들이 고정적으로 불변하였을 때의 정태적 상태에 제한된다. 본 글에서
분석하였듯이, 강원도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
되었으나 투자지출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정부지출로 인해 구축효과(crowed effect)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지출로 인하여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결과이다. 지방정부에서 시도 간,
그리고 시군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방식의 재정정책, 즉, 정부지출이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수요 진작의 형태가 되어야 하지,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투자지출을 대신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단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강원도에 국한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문제는 본고가 가지는 한계점이다. 특히, 정부지출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부지출이 강원도의 특수성이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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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춘천시 도시공간구조 변화 분석
Ⅰ. 서 론
2009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개통이후, 강원도의 광역교통망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2012년에는 ITX 경춘선이 개통되고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완공되었으며, 평창동계올림
픽을 맞아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완공되었다. 또한 2026년까지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건설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의 영향이 지역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효과
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인구와 경제활동의 변화를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공간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춘천은 몇 해 전까지 광역교통망 확충이 집중적으로 완료되었던 지역으로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공간구조에의 영향을 관찰하기 용이한 지역이다. 따라서 춘천시를 대상으로 광역교통
망 확충 사업을 전후로 한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향후 타 지역의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이 진행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춘천시를 대상으로 광역
교통망의 확충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공간변화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전후로 한 인구분포 및 경제활동 분포의 변화를 살펴봄
으로써 도시 중심지의 변화와 교외지역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도시의 성장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춘천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는
강원도 내 시군들에 대한 공간구조 변화 분석의 방법론과 성장전략에 대한 시사점들을 도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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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통네트워크와 공간구조의 영향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
교통네트워크와 도시공간구조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공간분석
등의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다루어 왔던 주제이다. 김광식(1999)은 토지이용과 교통의 관계를
토지이용 활동 발생 → 통행수요 유발 → 기존의 교통시설 개선 또는 신설 필요성 발생 → 접
근성 향상 → 지가 상승 → 새로운 토지이용 발생 → 기존의 토지이용 패턴 변화의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 밖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 같은 기본구조 하에 접근성이 토지이용과 교
통패턴간의 상호작용관계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Wegener 1996)

자료 : 김태균, 최대식, 정연우(2014)에서 재인용

● 그림 1 ●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호관계
한편 1970년대부터 교통과 토지이용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교통 통합 모형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DRAM/EMPAL 모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토
지이용과 교통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TRANUS, 유럽연합의 SPARTACUS,
Urbansim 등 다양한 도시 통합모델들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용우 외5인
(2012)의 연구에서 행위기반 모형을 바탕으로 교통패턴이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토지
이용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미래 공간구조 변화 전망을 수행한 바 있다.
이 같은 토지이용-교통 상호작용 모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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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2008)의 연구에
서는 대중교통수단 결절점으로써 수도권 철도 역세권을 대상으로 역세권 유형별로 토지이용,
교통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중교통중심형 공간구조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광식(2001)의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정책지침 13호(PPG13)를 통해 교통
계획과 도시계획 간의 연계를 제도화 한 영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
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균, 최대식, 정연우(2014)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하에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 현황 및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고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에 토지이용과 교통계획간 연계성 검토항목
신설,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계획지표 일치 및 연계, 관련부서간의 협의 및 통합조정기능 강
화,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공동목표 수립 등을 제도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공간구조 변화 분석
토지이용과 교통과의 상호작용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함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
한 분석적인 연구들도 다수 살펴볼 수 있다. 공간구조라는 개념은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하성규, 김재익, 전명진(1995)의 연구에서는 공간
구조를 토지이용, 경제활동 등의 개별요소들의 공간적 패턴과 배열상태, 그리고 이들 활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상호작용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하성규, 김재익, 전명진(1995)은 1980년대 말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근통행OD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지와 경제활동지(직장)의 입지를 분석하였다. 김흥태
(2010)1)의 연구에서도 고용과 인구분포를 통한 공간구조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도시발전축을 기준으로 공간인터폴레이션을 통해 발전축에 대한 인구 및 고용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공간구조변화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다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대전시 공간구조의 중심
지체계 설정에 대한 실현 정도를 분석한 후, 효율적인 공간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다핵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윤영, 문태헌(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의 공간구조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가구통행실태조사의 목적별 통행O-D를 이용하여 커뮤니티분석을 수행
함으로써 서울시 내 지역간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고 생활권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 내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구조 분석도 수행된 바 있다. 이아름, 임동일
(2012)의 연구에서는 인구 산업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의 공간적 변화와 주택 용도지역 개발
사업 등의 토지이용 형성요인의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여 원주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과정과 영
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순위이동성지수를 이용하여 원주시 인구중심의 변화과정을 분석
하여 제시하고 있다.

1) 김흥태(2010), ｢도시공간구조 변화분석을 통한 대전시 다핵화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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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통인프라 확충과 춘천의 변화
세부적인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광역교통인프라의 확충시기를 전후로 한
춘천시의 전체적인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춘천시의 주요 교통망 개통은 2009년 서울-춘천고
속도로의 개통과 2012년 경춘선 ITX의 개통이 있었다. 이 두 시기를 전후로 충분한 기간 동안
의 춘천시 인구와 종사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의 경우 개통 이전부터 영
향을 미쳐 2008년경부터 인구추세곡선의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경춘
선ITX 개통을 전후한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와 고용의 변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의 경우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급격하게 상승했으나 경춘선 ITX개통을 전후해서는 완만
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서서히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종사자수의 경우 경춘선 ITX
개통 직전부터 성장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만으로 봤을 때에는 고속도로 개통
은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철도개통은 인구이동에 큰 영향이 없거나 영향이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대중교통인 철도의 개통은 고용입지로써의 춘천시의
잠재력은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2 ● 춘천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인구, 종사자 수 추이
교통인프라 확충은 춘천시 토지이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토지 지목 중
대지 면적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대지면적 변화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광
역교통망 개통 직후 대지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통망 개통으로 대지면적이
증가한 이후에는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지만 이후 다시 증가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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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춘천시 대지면적의 변화 추이

● 그림 4 ● 춘천시 주택총량의 변화 추이
한편 주택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춘천시의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라 주거환경에 있어 큰 변
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전후에 경춘선 ITX개통 전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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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통망 확충 전후 공간구조 변화 분석
1. 인구 및 고용밀도 변화
앞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이 춘천시에 총량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전후로 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을 다층적으로 분석코자 한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써 집계구2) 단위로 광역교통망 확충이전 2005년과 이후인 2016년
사이 인구밀도와 고용밀도 변화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커널밀도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변
화양상을 파악하였다. 커널밀도분석은 공간에 불연속적이고 점적으로 분포하는 데이터를 면적
으로 전환하여 보여주고 분포값들의 핫스팟(Hot spot)을 시각적으로 판별하기 용이하게 하여주
는 분석방법이다.
먼저 인구밀도를 보면 도심지역의 인구밀도가 감소하고 도시외곽의 여러 지점에서 인구밀도
가 높아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남부로 영서로 교차지점 인근 상업지역의 인구밀도
가 높아지고 있으며, 시가지 확장방향인 중앙고속도로(서울-춘천고속도로) 진출입로 인근지역과
소양강 북측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시가지 동측 외곽의 산업용지인 후평산업
단지와 인접한 외곽지역의 인구밀도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지역들은 모두 철도역, 고속도로 진
출입지점과 가까운 지역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입지잠재력이 높아진 지역들이라 할 수
있다. 커널밀도추정방법을 이용하여 2005, 2016년 인구밀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이 같은 양
상이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2005년에 비해 2016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이 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분포의 변화는 결국 광역교통망 확충의 효과가 도심
부보다는 외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읍면동 단위를 보다 세분화 한 통계정보 공표의 최소단위. 집계구는 전국 9만여 개, 읍면동 당 평균
25~30개 가량으로 구성되며 1개 집계구 당 인구는 약 500인 가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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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2005년 인구밀도 중심지역 분석

● 그림 6 ● 2016년 인구밀도 중심지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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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고용밀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용밀도의 경우 인구밀도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는 많은 지역에서 두 시기 간에 밀도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밀도 변화에 비해
밀도 감소지역이 더 적고 구시가지에서도 고용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규시
가지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집계구들에서 고용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밀도분포에서
와 같이 남춘천역과 근접한 남부로 영서로 교차지점 인근, 고속도로 진출입로 인근지역의 고용
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 그림 7 ● 2005-2016년간 춘천시 고용밀도변화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춘천시 전체적으로 고용량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총량적인 변화
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시기 춘천시의 인구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고용밀도 변화에서만
시가화지역 전체적인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와 달리 고용 증가가 주로
춘천시의 시가화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토록 한다.
고용에 대한 커널밀도분포를 보면 우선 밀도가 높은 지역이 넓게 분산되어 있지 않고 집중
되어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중심지가 이동하기보다는 중심지의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
아지는 지역이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고용이 외곽으로 유출되기보다는 시
가지 구역에 누적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규시가지의 고용중심지 중 가장 남동측의 중심지가 보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근접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별도로 남춘천역 인근에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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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2005년 고용밀도 중심지역 분석

● 그림 9 ● 2016년 고용밀도 중심지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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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적인 공간구조 변화
1) 인구밀도와 고용밀도의 순위이동성 지수 분석
인구밀도나 고용밀도 자체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밀도차이가 커서 같은 척도 하에서
두 지역을 함께 살펴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춘천시 전체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집계구의 인구 순위와 종사자수 순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순위이동성 지수는 단위 지역들(본 분석의 경우 집계구)의 집단(춘천시) 내에
서 특정 단위지역이 차지하는 순위의 변화를 가중치가 반영되도록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정의된다.3)

   

   
M = 순위이동성지수(RMI)
R1 = 시점 1에서의 지역의 순위
R2 = 시점 2에서의 지역의 순위
RMI 값은 -1.0과 +1.0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음의 RMI 값은 순위가 하락했음을, RMI가
0인 경우는 순위가 변하지 않았음을, 양의 RMI 값은 순위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RMI 값은
두 시점의 순위값 합산치의 역수를 가중치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순위가 높았던 지역(순위
값이 작은 지역)의 순위가 증가할 때 가중치 값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지수값이 더 크게 산
출되게 된다. 예를 들어, 10위에서 8위로 오른 지역의 RMI 값은 0.11, 3위에서 1위로 오른 지
역의 RMI 값은 0.5로, 산술적으로 동등한 계단의 순위 상승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순위가 더 높
았던 3위 지역의 순위 변화는 보다 높은 RMI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각 변수별로 그 값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순위
상승이 어려운 지역의 순위변동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RMI분석은 단순한 순
위의 변화를 보는 것보다 우월한 방법이라할 수 있다(Greene and Pick, 2006). 또한 RMI는
하나의 도시 시스템 내에 있는 도시들의 순위 변화를 두시점 간에 비교하므로 특히 다수의 지
역들 간에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변화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적절하다.4)
먼저 인구를 이용한 순위이동성 지수 산출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파란색 집계구는 RMI
값이 양(+)인 지역을 나타내며, 노란색 및 붉은색 집계구는 RMI 값이 음(-)인 지역을 나타낸
다. 중심시가지 구역에서는 인구밀도변화 분석에서와 유사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 분
석을 통해 시가지 외곽지역의 변화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3) 이지은･김혜원･김갑성(2010), “순위이동성지수(RMI)를 활용한 서울시 공간구조의 동태적 변화 분석”.
4) 이지은･김혜원･김갑성(2010),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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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곽지역의 높은 지수값이 인구량의 높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 추세가 더 우세한 지역임을 의미한다. 이는 광역교통망 확산에 따른 춘천시의 인구
증가가 신규시가지의 인구증가를 유발함과 함께 외곽지역에서도 인구증가 및 유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비도시지역은 모두 인구밀도 순위가 미약하게 상승하거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진출입지점 인접지역의 순위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10 ● 인구밀도의 순위이동성지수(2005~2016)

한편 고용(종사자수) 순위이동성지수 값의 분포는 인구 순위이동성지수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밀도 순위이동성지수<그림 10>과 고용밀도 순위이동성지수<그림 11>을 비교해 보면
고용밀도 순위상승지역들이 도시지역 신규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도시지역 밖의 외곽지역
에서는 시가화지역 인접지역에서 고용밀도 순위 상승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가화지역의 밀도분석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용의 경우 춘천시 전체적으로 증가하여도
외곽으로 분산되기보다는 광역교통망의 진출입지점들이 집중되고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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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 춘천시 고용의 순위이동성지수(2010~2016)
이 같은 인구와 고용분포의 차이를 볼 때 주거지의 경우 입지결정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여건
이 비슷하다면 권역내에서의 국지적인 광역 교통시설 진출입 지점과의 접근성의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고용의 경우 광역접근성 뿐 아니라 광역교통시설 진출입지점과의 국지적인 접근성도
입지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용입지의 경우 되도
록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시지역으로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주거지의 경우 도시지역으로
의 집중 뿐 아니라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지가분포 분석
지가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 즉 효용을 반영한다. 도시경제학, 도시구조론 분야에서는 입찰지
대이론과 같이 오래전부터 지가를 도시 및 지역 공간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지표로
바라보고 연구해 왔다. 지가가 높은 지역은 고차적 토지이용이 밀집되거나 향후 고차적 토지이
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의미하게 된다. 지가분포 분석에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표하는
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하였다. 춘천시의 경우 23만 8천여 필지의 공시지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자료부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은 2011~2017년으로
하여 6년 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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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2011-2017년간 지가변화
지가분포 분석결과를 보면 중심지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도시지역 외곽에 지가상승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에서는 두 시기 지가분포도를 중첩하여 도시
외곽에서 지가상승지역 확산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았다. 2011년 지가밀도 분포에 2017년 지가
밀도가 상승한 지역은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보면 비도시지역에서의 지가상승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근접하고 고속도로,
국도, ITX철도 등이 경유하는 남서측 신동면, 남산면 등의 지역에서 지가 높은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 소결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춘천시의 거주인구 분포에 있어
신규시가지 및 신규시가지 인접지역으로의 외곽확산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도심 내 일부 재
건축에 따른 대규모 주택공급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래전부터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도심과 달리 신규 시가지 지역의 경우 기존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던 지역 외에도 남춘천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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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입 지점 주변 지역의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규시가지 지역의 인구 집중
지역들이 간선교통축을 따라 선형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교통망 확충으로 광역접근성이 춘
천시 도시지역 전체적으로 함께 향상됨에 따라 도시 내에서 인구 중심지에 주거입지가 집중될
필요성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거주지의 면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같은 거주인구의 확산은 도시지역에서 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춘천시 전체
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가지 외곽의 거주인구 확산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변화양상
이라 할 수 있다. 도시 외곽지역, 특히 광역교통망이 집중되고 수도권과 근접한 남서부 지역의
인구증가 및 시가지 형성이 예상된다.
세 번째 고용측면에서는 시가화구역 분석이나 광역적 분석 모두에서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도
시지역에의 고용집중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고용이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 행정, 교육 등이 고용부문의 중심이 되는 춘천의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성장관리
1. 주거지 확산의 계획적 수용
춘천시의 광역교통망 진출입 관문들은 춘천역을 제외하고는 신시가지 구역 또는 시가지 외곽
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의 외곽확산을 촉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가변화를 봤을 때는
외곽확산이 도시인접지역에서 뿐 아니라 춘천시 전체적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지 외곽확산을 맹목적으로 억제하기만 하는 것은 소기의 정책효과
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역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억제보다는 효과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주거지 확산 압력을 수용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발진흥지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도시외곽의 광역교통망 진출입 관문
이나 고용집약지역과 연관한 소구역단위 계획개발을 유도하면서 그 외의 지역에 대한 난개발
관리를 병행해 가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고용 중심지의 육성
광역접근성의 향상은 춘천시의 고용을 총량적으로는 증대시키고 있지만 증가되는 고용은 춘
천시 내에서는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즉 고용입지의 경우 광역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 내
에서도 다시 국지적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경제기반의 다양성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제한된 부문의 일극 집중식의 공간‧경제 구조는 위험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극화되어 있는 고용분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은 그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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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광기반 또는 새로운 산업입지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지
역과 비교할 수는 없더라도 새로운 고용중심지들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입지의
경우 광역교통망과 국지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교통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도시 정비사업과 구시가지 정주환경개선의 연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역접근성의 개선은 결국 주거지에 있어 도심의 국지적 접근성의 잇점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결국 주거입지 결정에는 국지적
접근성 이외에 주택가격과 주거환경이 큰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주거지로써 도심
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며 결국 도심쇠퇴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도심의 기
능과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구시가지의 정주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별
주택단위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공원녹지, 교통망 등 정주 인프라 측면에서 도시 외곽지역에
준하는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측면에서는 여전히 도시지역으로
의 구심력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에서 산업 및 상업 기능 중심지를 다변화하고 도심에서
는 정주서비스 및 문화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과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사업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캠프페이지에 조성될 양질의 녹지와 문화시설을 도심 주거지의 정주환경과
상업공간의 연계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복합공원과 주변 주거
지역들을 연결하는 교통망과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도심 상업공간과 시민복합공간 사이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복합공원에서의 상시적인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등 시민복합공원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4.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진단체계 구축
이 연구에서는 춘천시를 대상으로 교통망 확충에 따른 공간구조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
원도 내에는 춘천시 이외에도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인 지역들이 많다. 한
편 데이터 구축 역량의 신장으로 과거 읍면동 수준으로만 분석되던 공간적인 분석 및 진단들
이 보다 세밀한 단위로 데이터 구축과 진단이 가능해졌다. 분석방법을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공간분석 체계를 구축한다면 교통망 확충으로 많은 변화를 겪을 강원도 내 지역들의 향후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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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변화를 고려한
교통시설사업의 정책효과지표 도출방안 연구1)
Ⅰ. 서 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이전 외환위기로 인해 재정 부분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1994년~1998년 주무관청의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33
건 중 32건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결과가 도출되고, 개통 시 수요 부족 및 공사비용 증가 등의
이슈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고 3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에 대
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도록 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되었다. 이때, 각
사업은 예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후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가 관리되도록
하여, 이후 단계에서도 수요 및 비용 부분에서 중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강화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매
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해당 제도의 부정
적인 측면이 지속해서 부각되어 왔다. 특히, 동일한 규모의 시설이 도입되더라도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지방 지역에서는 수요 확보의 어려움
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의 발전 동력이 둔화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9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2)하
여 조사기관을 복수기관으로 지정하고, 타당성조사 종합분석(AHP)시 경제성 분석의 비중을 낮
추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평가기준을 변경하였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최근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B/C가 0.46에 불과함
에도 종합평가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최근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약 90%에 이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 여건이 기존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SOC
예산 스톡의 한계로 추후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분석의 정책효과지표를 다양하게 도출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1) 본 연구는 수행예정인 연구과제의 사전 검토내용으로 세부 연구내용은 추후 진행 예정임.
2) 기획재정부(2019),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202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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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제성 분석의 경우는 국가교통데
이터베이스 및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지 위치에 따른 직접
영향권에 따라 지역낙후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정책성 분석 부분
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극대화하여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사업(도로 및 철도)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9)에서 제시하는 정책성분석의 정책효과 지표 및 이를 반영한 최근 정책성분석 보고서,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하여, 도출 가능한 정책효과 지표(일자리효과, 생활환경 효과 위주)를 발굴
하고,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Ⅱ. 예타제도의 변화 및 시사점 도출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
1)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성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으로 구분되며, 각 분석결과
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3) 분석을 통해 종합결론을 도출하는 구조이다.
경제성 분석은 기술적 검토와 소요비용의 추정, 교통수요의 추정과 편익의 산정, 비용 및 편
익 산정을 토대로 수행하는 경제성 분석(B/C, NPV, IRR)4)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부분이다.
정책성 분석은 사업의 추진여건,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특수평가항목 등이 있으며, 다른
부분과 달리 주무관청에서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지침에서 개략적으로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체계화된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해당 부분은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 분석 구조가 아닌 비용효과 분석과 유사하며, 이때의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량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부분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과 이용자 또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제시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분석으로 구성되며, 사업대상
지가 결정된 경우 해당 지역의 낙후도가 이미 계량화되어 제공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대부
분 투입금액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다.

3)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은 계층화 분석법으로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요인으로 분해하고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
도를 산출하는 분석방법임.
4) 편익비용비(B/C : Benefit Cost Ratio),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io of Return)이 경제성 분석 시 보편적으로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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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제도 개선으로 예비타당성제도의 변화
(1) 분석 가중치의 변경
경제성 분석 가중치의 경우 기존에는 40%~50%의 범위였으나, 2017년 35%~50%로 조정되
었으며, 최근 비수도권 사업에서는 30%~45%로 축소되어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분석 부분은 당초 15%~25%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30%~40% 수준으로 경제성 분석
의 비중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중치 범위가 변경되었다. 상대적으로 정책성 분석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25%~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표 1 ●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가중치 범위 변경 내역
구분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2006년
15%~25%
2009년
40%~50%

25%~35%

2012년

20%~30%

2016년

25%~30%

2017년

35%~50%

25%~40%

25%~35%

수도권

60%~70%

30%~40%

-

비수도권

30%~45%

25%~40%

30%~40%

2019년
자료 : 기획재정부(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 정책성 분석항목의 변경
2019년 제도개선 시 3대 분석항목 중 정책성 분석의 항목이 크게 변경되었다. 당초에는 정
책추진의지, 사업추진 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특수평가 등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지만, 개
편 후에는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특수평가 등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이중 사업 추진여건 부분은 기존의 정책추진의지와 유사하며, 특수평가 부분은 기존의 특수
평가와 함께 사업추진 위험용인 중 재원조달 가능성 부분이 함께 포함되었다. 새로 편성된
정책효과(사회적가치) 부분은 당초의 사업추진 위험요인의 환경성 부분과 고용효과 분석이 포함
되었으며, 신규 항목으로는 생활여건 영향 및 안전성 평가 부분이 추가되었다. 정책성 분석 부
분의 3가지 항목 중 정책효과 부분이 새로이 개편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속해서 연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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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20), 2020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 그림 1 ●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분석 항목의 변화
(3) 조사 진행절차의 변경
당초 교통시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3가지 분석(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평가(AHP)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구조로 인해 조사기관와
평가기관이 동일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2019년 제도개선 시
진행절차가 변경되었다.
우선, 조사기관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만 수행하고, 정책성 분석은 주무관청
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평가 부분은 기획재정부 산하
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사업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AHP 설문조사를 수행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조사기관에는 객관적인 조사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고, 주무부
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시행효과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구조로 분리된 것이다.
이때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보고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의 정책
성 분석의 사업효과 설명을 청취하고, 조사기관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토록 하여, 분과위원들의
토론 후 개별 평가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각 분야별 가중치 설정 등으로 표현하여 AHP 분석을 통해 종합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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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2020),
예비타당성조사

● 그림 2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거버넌스

2. 시사점 도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으로 인해 주무부서에서 수행해야 하는 정책성 분석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조사기관과 평가기관의 분리로 인해 주무부서가 분과위원회에
서 사업의 시행효과를 제시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분과위원회 평가위원이 분석별 가중치를 결
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주무부서에서는 정책성 분석 중 신규 편성된 정책효과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교통분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63% 수준(2009년~2018년)5)에 불과하였던
것이 제도 개선 이후 약 90%에 육박하게 되어, 주무부서의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된 측면이 있
으나, SOC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장래에는 예정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타 조사대상사업으로 선
정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예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주무부서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사업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효과 및 필요성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총 138건의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중 63%가 종합평가 타당성을 확보(AHP 0.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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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효과 지표의 검토
1. 검토의 개요
1) 정책효과 세부 평가항목의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책효과와 각 세부 항목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연관된 관련 지침 또는 종
합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제시된 바가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각 사업별 정책성 분석에서는
다양한 효과 분석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정책효과 중 일자리효과 및 생활
여건 영향 분석을 대상으로 지표를 검토하였다.
● 표 2 ● 정책효과 세부항목 예시
구분

일자리 효과
(연구대상)

생활여건 영향
(연구대상)

세부 항목 예시
-

사업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 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 사업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 공동체 복원 영향 등

환경성 평가

- 사업 시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 시설 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안전성 평가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자료 : 기획재정부(201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9조

2) 정책효과 지표 검토대상 및 수행방법 설정
검토대상은 교통시설사업 중 도로 및 철도사업이며, 사업의 형태 및 특성에 따라 정책효과
지표의 적용 가능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 수행된 정책성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
로 평가항목 및 방법론을 기술하고, 유사 연구 등을 통해 신규 정책효과 지표에 대해서도 제시
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지침에서 요구하는 해당 지표의 의미와 중요성, 산정방법과 계량화
가능성 등의 효과 지표의 특성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검토대상 효과지표가 기존 분석항목(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중복되는지
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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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정책효과지표의 검토
1) 일자리효과 지표 검토
(1) 검토의 개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이전에 직접고용효과는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에 대해
분석하였고,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되어 왔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이외에도 사업
완료 후 간접적인 고용효과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가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2) 기 수행 정책효과지표의 검토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직접고용효과 및 간접고용효과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분석(간접고용 비율을 이용한 지출액 산정) 및 기존 KDI의 IRIO 분석6) 방법으로 구분되었다.
다만, 동일한 주무부서의 동일 유형 사업에서도 2가지 방법이 혼용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
나, 조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설정하여 분석결과가 도출되어야
다양한 조사결과 간 비교와 시행효과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직접고용효과는 건설기간 직접고용효과와 마찬가지로 고용노
동부의 가이드라인 및 기존 KDI의 IRIO 분석이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사업계획
서에 해당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철도사업에서 역사 운영인원 및 유지보수
관련인원이 유지관리비 산정 시 도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직접고용효과와 마찬가지로 조사
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각 사업유형별로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기간의 간접고용효과는 상당히 다양하게 도출되는데, 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간접고용효과와 시설물 설치로 인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간접고용효과로 구분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간접고용효과는 산출된 운영비를
기반으로 취업자 수를 산정하거나 IRIO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간접고용 효과는 도심지역에서는 고용기회의 빈도와 다양성 증가, 교외지역에서는 관광수
요 증가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산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용의 질 개선효과 부분은 기존 KDI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된 바 있으며, 취약계층의 고용효과는 사업계획서의 채용계획 준용을
기반으로 제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건설기간 고용효과의 경우에는 계량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지침 또는 가이드라
인 형태의 방법론을 준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영기간에 대한 간접고용효과 및 취약계층
고용효과 등은 연구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은 동일한 재화이더라도 지역별 투입계수
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독자의 상품임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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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일자리효과 지표의 정의 및 측정방법 사례 검토
구분

지표

건설기간 직접
고용효과

정의

건설기간 동안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직접
고용효과

측정방법
사업비×직접고용비율÷해당산업
연평균임금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IRIO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KDI 가이드라인)
운영계획 준용
(사업계획서)

운영기간 직접
고용효과

운영기간 동안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유지관리비 이용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IRIO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KDI 가이드라인)

건설기간 동안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사업비×(1-직접고용비율)÷연평균
지출액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고용유발효과

IRIO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KDI 가이드라인)

유지관리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연간 운영비를 바탕으로
간접고용인원 산정

연간운영비를 기반으로
취업자 수 산정

출퇴근 가능지역
확대에 따른
간접 고용효과

통근기회 확대로 인한 고용기회의
빈도･다양성 증대로 인한 간접
고용효과

간접고용으로 인한 GDP 증가분
산출(영국 TAG)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간접
고용효과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유발)에 따른 간접 고용효과

지역경제활성화효과(유발수요
도출×1인당 소비액)를 투입액으로
가정하여 IRIO 분석

역사 운영비
지출에 따른 간접
고용효과

운영비 투입으로 인한 취업
유발효과

“비운송업” 부문의 효과만의
IRIO 분석

건설기간 간접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운
영
기
간

고용의 질

고용의 질 개선효과

사업시행 및 운영에 따른 직접고용
유발인원에 대한 상대적 고용의 질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용의 질
평가 (KDI 가이드라인)

취약계층
고용효과

취약계층 고용효과

사회적 기업 입점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채용계획 준용
(사업계획서)

자료 : 고용노동부(2020.3), ｢2020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한국개발연구원(2011), ｢교통시설의 경제적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철도사업의 선택가치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2020),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정책성 평가｣.
국토교통부(2020),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정책성 평가｣.
국토교통부(2020), ｢김제~삼례 고속도로 건설사업 정책성 평가｣.
국토교통부(2019),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사업 정책성 설명자료｣.
국토교통부(2020),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정책성 평가｣.
UK Department for Transport(2014), TAG(Transportation Analysis Guidance) Unit A2.3 Employment Effects).

연구노트 _ 예타제도 변화를 고려한 교통시설사업의 정책효과지표 도출방안 연구 ｜107

(3) 신규 정책효과지표의 검토
기존 연구 중 상대적으로 미진한 간접고용효과 및 질적고용효과 분석은 고용영향평가 강화방
안(고용노동부, 2013)7)의 방법론 및 산정 근거 등이 참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고용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현재까지는 미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간접고용효과 및 질적효과를 제시하였는데, 간접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별로 5가지 방법론(I-O 유형, CGE 유형, 시계열 모형, 다변수 회귀모델, 거시방정식 체계)
을 제시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교통시설 사업에서는 I-O 모형8)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별 사업마다 모형을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석의 일관성 측면에서 별도의 지침이
나 가이드라인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연구에서는 고용영향평가 항목으로 고용의 확대, 질적 제고, 인력수급의 용이성,
지속가능성 등 4개의 평가항목이 설정되었으며, 다시 각각의 세부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고용의 질적제고 부분은 다시 4개의 세부 항목(직접고용의 안정성, 임금수준, 직접고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근로안전 예산확보)으로 제시되고 있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책효과지표의 활용가능성 검토
현재까지의 적용사례와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정책효과별 도로와 철도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을 검토하였다.
직접고용효과 및 건설기간 간접고용효과의 경우 현재까지의 사례를 볼 때 모두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별로 통일성 있는 지표의 활용으로 분석의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설기간 간접고용효과 및 운영기간 간접고용효과에서 제시한 고용노동
부의 I-O 분석의 경우 분석 모델을 일원화하여 개별사업에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접근성 증가로 인한 간접고용효과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연구 및 대규모 조사를 통해
관련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고용효과의 경
우에는 관련 연구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표가 도로 및 철도 사업 양측에 모두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철도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비에 역사 운영인원 및 유지관리 인원이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에 비해 좀 더 직관적이고 상세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고용노동부(2013.7),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 고용영향평가 지침｣.
8) I-O 모델 및 방법론은 ‘산업연관분석해설(2007, 한국은행)’과 ‘경제･사업정책 및 주요 재정사업의
고용효과 예측 방법론 연구(2010, 한국고용정보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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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사업형태별 일자리효과 지표의 적용 가능성 검토
구분

지표

건설기간 직접
고용효과

정의

측정방법

도로

철도

사업비×직접고용비율÷
해당산업 연평균임금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

○

IRIO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KDI 가이드라인)

○

○

운영계획 준용
(사업계획서)

○

○

유지관리비 이용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

○

IRIO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KDI 가이드라인)

○

○

건설기간 동안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사업비×(1-직접고용비율)
÷연평균 지출액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고용유발효과

IRIO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KDI 가이드라인)

○

○

산업 연관표에 의한
고용효과분석

I-O 분석
(고용노동부 연구)

△

△

연간 운영비를 바탕으로
간접고용인원 산정

연간운영비를 기반으로
취업자 수 산정

○

○

산업연관표에 의한
고용효과분석

I-O 분석
(고용노동부 연구)

△

△

간접고용으로 인한 GDP
증가분 산출 (영국 TAG)

△

△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유발)에
따른 간접 고용효과

지역경제활성화효과(유발수요
도출×1인당 소비액)를
투입액으로 가정하여 IRIO 분석

△

△

사업시행 및 운영에 따른
직접고용 유발인원에
대한 상대적 고용의 질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용의 질 평가
(KDI 가이드라인)

○

○

고용의 질적제고 항목 제시

고용영향평가에 의한 방법론
(고용노동부 연구)

△

△

사회적 기업 입점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채용계획 준용
(사업계획서)

△

△

건설기간 동안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직접
고용효과
운영기간 직접
고용효과

건설기간 간접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유지관리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운영기간 동안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운
영 출퇴근 가능지역
통근기회 확대로 인한
기 확대에 따른 간접 고용기회의 빈도･다양성
간
고용효과
증대로 인한 간접 고용효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간접
고용효과

고용의
질

취약계층
고용효과

고용의 질 개선효과

취약계층 고용효과

주 : “○”는 현시점에서 적용 가능 지표, “△”은 추가 연구 또는 자료 수집 후 적용 가능 지표, “X”는 적용 불가능한
지표임

연구노트 _ 예타제도 변화를 고려한 교통시설사업의 정책효과지표 도출방안 연구 ｜109

2) 생활여건영향 지표 검토
(1) 검토의 개요
생활여건영향 지표는 제도 개선 이후 신규 편성된 분석항목이며, 수행총괄지침에서는 접근성·
정시성･쾌적성의 향상, 이동권의 증진, 행복수준의 향상, 공동체의 복원 등으로 개략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2) 기 수행 정책효과지표의 검토
생활여건영향 지표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접근성 향상 부분은 주요 기종점간 이동
시간 단축 사례 분석, 해당 지역의 접근도 향상, 공공서비스 접근기회의 확대 또는 생활권의 확
대 등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요 기종점의 이동시간 단축, 접근기회 및
생활권의 확대 부분은 단편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사업간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 접근도9) 향상 부분은 전국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일관성이 유
지되는 계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시성 향상 부분은 해당 교통수단의 신뢰성 증진 편익으로 연결하여 국내 기존 연구 또는
지침 등과 연계를 통해 계량화가 가능한 반면, 광역버스 정시성 증가와 같은 항목은 계량화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증진 편익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지침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만 편익항목으로 제외된 만큼, 정책성 분석 부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정책효과 지표로 보인다.
쾌적성 향상 부분은 도로의 경우 혼잡완화 시 스트레스 변화, 대중교통의 경우 이용자의 스
트레스 변화 또는 차내 혼잡 완화 등으로 각 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석승차 해소에 따른 추가편익 부분은 아직 면밀한 계량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실적으로 광역철도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권 증진 및 공동체의 복원 부분은 선언적인 부분에서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시하였
으며, 이로 인한 별도의 분석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행복수준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통시설 확충으로 인한 통행시간의 절감으로 인해
해당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원단위 자료를 토대로 계량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된 원단위가 해외 사례 또는 서울시 사례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조사를 기반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접근성 및 정시성, 쾌적성 향상에 대한 부분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동권의 증진, 행복수준의 향상, 공동체 복원 효과 부분은 현 시점에서 관련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9) i지역의 접근도는 각 j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접근하는데 필요한 통행비용을 나타내는 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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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생활여건 영향 지표의 정의 및 측정방법 사례 검토
구분

지표

정의

측정방법

주요 기종점 간
이동시간 단축

주요 기종점 간 통행시간
단축 효과

사업계획서 및 Network 분석

접근도의 향상

타 지역으로 발생 가능한 통행
기회 확대

전반적 접근도 식을 통해 접근도
향상 계량화
(국토연구원)

공공서비스
접근기회 확대

주요 공공서비스 접근 가능
인구의 증가

사업계획서 및 Network 분석

생활권의 확대

노선을 기반으로 특정 시간 내
도달범위 증가

사업계획서 및 Network 분석

공로 대비 철도 이용 시 지연의
감소로 통행시간의 신뢰성 증진

신뢰성 원단위 × 통행전환량
(국토부 투자평가지침)

계획 통행시간과 실제
통행시간의 차이 감소

통행시간 신뢰성지수 및 비용
이용(한국도로공사)

광역(고속)버스 정시성 증가

미계량

버스 대비 철도 이용 시
불편 및 스트레스의 감소

설문조사를 통한 현재의
불편함 분석

접근성
향상

정시성
향상

신뢰성 증진 편익

스트레스의 감소
쾌적성
향상

이동권
증진

도로 서비스 수준 변화
혼잡완화로 인한 운전자의
스트레스 감소

통근자 스트레스지수
이용(한국교통연구원)

버스 입석승차 해소에
따른 추가 편익

입석 및 차내 혼잡 해소의 계량화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 국내외
연구를 통한 혼잡 상태의 계량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
기회의 확대

미계량

행복수준
향상

시간절감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

통근시간 절감효과로 인한
행복수준 향상

공동체
복원

주요 거점 간 2시간대
통행 가능여부

주요 거점 간 2시간대 통행
가능여부

원단위를 활용한 계량화
(서울연구원)
원단위를 활용한 계량화
(Alois Stutzer 외)
사업계획서 및 Network 분석

자료 : 국토교통부(2020),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정책성 평가｣.
국토교통부(2020),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정책성 평가｣.
국토교통부(2020), ｢김제~삼례 고속도로 건설사업 정책성 평가｣.
국토교통부(2019),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사업 정책성 설명자료｣.
국토교통부(2020),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정책성 평가｣.
UK Department for Transport(2014), TAG(Transportation Analysis Guidance) Unit A2.3 Employmen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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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정책효과지표의 검토
기존 사례 중 이동권 증진 부분은 대부분 교통약자의 통행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제시되었
지만, 대상을 전체 이용자로 확대하여 보면 이는 기존에 다양하게 연구되어 온 선택가치 편익
항목으로 계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가치10)가 ‘잠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교통수단
또는 도로에 대한 지불용이액’으로 정의됨을 고려하면, 대체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2011)11)에서는 철도의 선택가치 연구를 위해 현시선호자료와 CVM
조사를 사용하여 선택가격 CV 시나리오 설정 후 지불의사액(WTP) 추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선택가치 항목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12)과 미국13), 영국14)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책성 분석에서 정책효과 지표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대규모 조사연구
를 통해 원단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체 복원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토연구원(2008)15)에서 고속도로 건설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 도시 간 심리적
거리와 인식 거리차이 분석을 통해 국토공간의 인지거리 단축효과를 평가한 사례가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심리적 동질감 효과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정책효과지표의 활용가능성 검토
현재까지의 적용사례와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정책효과별 도로와 철도 사업에의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하였다.
접근성 향상의 경우 의사결정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기종점간 통행시간 단축효과 및
접근기회 확대 등의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간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는 전반적
접근도 향상 또는 통합도 도출을 통한 계량화가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성 향상 및
쾌적성 향상 부분은 기존 사례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지만, 행복수준의 향상의 원단위 부분은
대규모 조사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동권 증진효과는 선택가치
추정, 공동체 복원효과는 인지거리 단축효과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접근성 이외의 지표는 도로 및 철도 사업 특성별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철도 사업에서도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사업유형별 및 특성별로 관련 지표 영향을 발굴하고, 가급적 계량화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선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11)에서는 도로사업에서도 선택가치의 적용이
가능함을 제시.
11) 한국개발연구원(2011), ｢교통시설의 경제적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철도사업의 선택가치를 중심으로｣.
12) 국토교통부(2017),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13)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2002), Transit Cooperative Research Report 78.
14) UK Department for Transport(2014), TAG(Transportation Analysis Guidance) Unit A4.1(Social
Impact Appraisal).
15) 국토연구원(2008), “고속도로망 구축의 심리적 국토종단 거리단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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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사업형태별 생활여건 영향 지표의 적용 가능성 검토
구분

접근성
향상

정시성
향상

지표

정의

측정방법

도로

철도

주요 기종점간
이동시간 단축

주요 기종점간 통행시간
단축효과

사업계획서 및 Network 분석

○

○

전반적 접근도 식을 통해
접근도 향상 계량화
(국토연구원)

○

△

Space Syntax를 이용한
통합도의 도출 적용

○

△

접근도의 향상

타 지역으로 발생 가능한
통행기회 확대

공공서비스 접근
기회 확대

주요 공공서비스 접근
가능인구의 증가

사업계획서 및 Network 분석

○

○

생활권의 확대

노선을 기반으로 특정
시간 내 도달범위 증가

사업계획서 및 Network 분석

○

○

공로 대비 철도 이용시
지연의 감소로 통행시간의
신뢰성 증진

신뢰성 원단위 × 통행전환량
(국토부 투자평가지침)

×

○

계획 통행시간과 실제
통행시간의 차이 감소

통행시간 신뢰성지수 및 비용
이용 (한국도로공사)

○

×

버스 대비 철도 이용 시
불편 및 스트레스 감소

설문조사를 통한 현재의
불편함 분석

×

○
(광역)

도로 서비스 수준 변화

○

×

통근자 스트레스지수
이용(한국교통연구원)

○

×

신뢰성 증진 편익

스트레스의 감소
혼잡완화로 인한 운전자의
스트레스 감소

쾌적성
향상

이동권
증진

행복수준
향상

버스 입석승차
해소에 따른
추가 편익

입석 및 차내 혼잡
해소의 계량화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
국내외 연구를 통한 혼잡
상태의 계량화

×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기회의 확대

미계량

×

△
(광역)

영향권의 이동권
증진효과

대중교통수단 확보로 인한
선택가치 추정

잠재적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용이액 추정

×

○
△

통근시간 절감효과로
인한 행복수준 향상

원단위를 활용한 계량화
(서울연구원)

△

시간절감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

원단위를 활용한 계량화
(Alois Stutzer 외)

×

×

사업계획서 및 Network 분석

△

△

인지도(Cognitive)맵 작성을
통해 공간거리 단축효과 추정

○

△

주요 거점 간 2시간대 통행 가능여부
공동체
복원

인지거리 단축
효과 추정

지역 간 심리적 동질감의
효과 추정

주 : “○”는 현시점에서 적용 가능 지표, “△”은 추가 연구 또는 자료 수집 후 적용 가능 지표, “X”는 적용 불가능한
지표임

연구노트 _ 예타제도 변화를 고려한 교통시설사업의 정책효과지표 도출방안 연구 ｜113

Ⅳ. 정책효과지표 도출을 위한 제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이후 상대적 중요도가 높아진 정책성 분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경제성 분석 부분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정책성 분석이 성공적으로 작성
되고 토의될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지침, 분석 가이드라인이 경제성 분석에 비해 미진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교통시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주무부서는 대부분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성 분석의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작성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성 시 해당 지자
체에 내용 보완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전 연구내용이 있는 경우 지역입장에서
의 필요성 및 효과를 강화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만 의지해
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정책성 분석의 내용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사업시행
의 당위성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부 및 입법부를 대상으로 한 설명자
료로도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해당 정책효과 지표를 각 사안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 DB를 구축
하여 현안에 대응토록 하고, 각 지역별 특수성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전 연구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각 사례별 정책효과의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별･지역별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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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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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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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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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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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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여 제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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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
④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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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의신청) ①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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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분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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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파일을 접수시킨다.
▪ 우편 접수 : (24461)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강원연구원 편집위원회 간사 앞
(원고출력본 3부, 원고가 저장된 CD, 투고신청서 포함)
▪ E-mail 접수 : gsolhyun@rig.re.kr (또는 rms@rig.re.kr)
▪ 접수 문의 : 033-250-137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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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작성한다.
2. 2페이지 작성요령
1) 1페이지 국문작성과 마찬가지 순으로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주제어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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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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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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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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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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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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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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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
원회에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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