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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설정과 적용 연구*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Diagnosing the Decline of
Tourism Sites and Their Application to Cases
이순자 Lee Soonja**, 안소현 An Sohyun***, 유현아 You Hyunah****
Abstract

While the economic growth of regions continues to shrink due to the waning of manufacturing industry, a lot
of local governments have sought potential resources for strengthening the attraction of tourism sites. The problem
is that many of tourism sites are not properly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tourists’ needs and
changes in trend. Starting with 12 places in 1969, 228 sites have been designated as tourism sites, and about 69.8
percent of them were designated before the 2000s. It means that most of them are necessary to rebuild or remodel
in terms of physic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aspects. In spite of necessity to regenerate tourist sites in decline,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academic progress and policy consideration.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for diagnosing the decline of tourist sites and apply them to designated 228 tourist sites in order to analyze whether or
not they are in decline and the severity of decline. Based on reviewing the cases to develop similar indicators and
the measurability of data, five indicators for this study are finally extracted. The result shows that 85 of the total
tourism sites are in decline and 39 of them are in severely declining stage. Local municipalities, in which 17 of
39 tourism sites in severe decline are located, are also experiencing serious decrease in overall conditions such as
population, local income tax, and the number of companies and workers in the tourism sector.
Keywords: Decline of Tourism Site, Diagnostic Indicators, Regeneration of Tourism Site in Decline

I. 서론

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
여 2030년에 이르러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관

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광 수요의 54.8%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UNWTO)는 Tourism Towards 2030: Global Overview

한류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관광수요

(2011)에서 세계 관광수요가 1980년 2억 7,700만 명

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9년 국내 입국 외래관광

에서 2030년 18억 9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힘입어 정부는

* 이 논문은 국토연구원에서 2020년도 기본과제로 수행한 ‘지역 관광지 쇠퇴원인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제1저자, 교신저자)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Primary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 sjalee@krihs.re.kr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Assistant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shan@krihs.re.kr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Assistant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hayou@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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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2,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하였

인구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의 어려움은 날로

다. 물론 관광 목표치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질병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지역 활성화의 핵심수단

나 정치적 이슈, 국가 간 분쟁 등에 기인한 관광시장

으로 ‘관광’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9년 말

지금이야말로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 못지않게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관광지 쇠퇴에 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재생정책

따른 글로벌 이동제한으로 관광시장이 위축되어

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즉, 관광지를 매력적인

2020년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수가 252만 명 수준으로

장소로 회생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유인하고, 이것이

크게 줄어든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1)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관심이 요구

다만 이러한 관광시장 불안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된다.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

본 논문은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관광지로서의 제

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제조업 등 기존 산업 부

기능을 상실해 가는 지역 관광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

진으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

는지, 쇠퇴하는 이유와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인

서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산업 육성

지 찾아보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특히, 그 출발점

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산업 공동화와 사회･

으로 관광지 쇠퇴 여부와 그 정도를 가늠할 진단지표

경제적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고자

를 개발하고, 전국 관광지에 이들 지표를 적용해 봄으

차별화된 자원의 활용 잠재력을 토대로 관광자원화하

로써 재생이 필요한 관광지 실태를 파악하는 일에 초

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도 관광산업 육성
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II. 이론적 배경

표명해 오고 있다. 문제는, 지역 내 관광지의 많은 수
가 빠르게 변하는 관광트렌드와 여가수요, 국가차원

1. 주요 개념의 정의

에서의 정책적 요구 증가 등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
다는 현실이다. 전국 228개소 관광지의 69.8%가 지정

관광지(tourism site)는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

후 20년이 경과된 곳들로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노후

는 용어 중 하나이다. 이를 다룬 선행연구를 종합하

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2) 방문객수는 점차 줄어들고

면, 유･무형의 관광상품(자연･인문･시설자원과 콘텐

있으며, 관광지 주변지역 상권도 동반 침체하고 있다.

츠 및 프로그램 등)을 보유하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함

이러한 관광지 쇠퇴는 결국 해당 지자체 재정부담을

으로써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욕구와 동

가중시키고, 관리 부실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까

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장소 또는 공간

지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특정 장소이자 공간으로서의
관광지는 그것이 위치한 지역과 주변 자원과의 관계

1)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www.tour.go.kr) 입국통계에 따르면, 2020년 외래관광객 수는 2,519,118명으로 2019년 17,502,456명 대비
85.6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21년 7월 2일 검색).
2)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현황’(2020년 기준)을 토대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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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존재로, 그 관계가 경쟁

적으로 정비해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일 수도 있고 또는 보완적일 수도 있다. ｢관광진흥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공적 개입이 필요한 관광지”로

법｣ 제2조의6에서는 관광지를 “자연적 또는 문화적

정의한다. 따라서 여기서 쇠퇴관광지 재생이란 기존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

의 물리적 시설 개선이나 확충에 한정되던 범위를 넘

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관

어서, 환경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기능 전환

련법률을 토대로 하되 연구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서는 관광지를 “자연적 또는 문

관광지 쇠퇴진단지표는 재생이 필요한 쇠퇴관광지

화적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를 찾아내기 위한 일종의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지표

을 갖춘 관광지 중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indicator)는 “일정한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어떤 현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상이나 사물을 측정･평가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

관광지”라고 정의한다.

로서 시스템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

사전적으로 쇠퇴(decline)란 “기세나 상태가 쇠하여

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규범적 통계, 즉 계

전보다 못하여 감”을 의미한다. 즉, 힘이나 세력 따위

량적 척도”를 의미한다(이순자, 장은교 2008, 29). 이

가 약해져 전보다 못한 상태로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

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관광지 쇠퇴진단지표를 ‘조

로는 물리적, 기능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성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물리적인 노후화와 기능

서 활기가 떨어져 전보다 못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또는 떨어지고 있는) 관광지인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개별 정책에 적용

지 여부와 그 쇠퇴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정의

할 경우 대부분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한다. 이들 지표는 추후 관광지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

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중 준

2. 선행연구의 고찰

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이번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주제는 크게 두 가

한 법률｣ 제39조의2에서도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산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관광지 생애주기

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를 이론적 배경으로 쇠퇴를 다루거나 관광지 재생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논하는 연구이다. 김중재, 이경진(2015)은 버틀러

이번 연구에서는 쇠퇴의 개념을 물리적 노후화와

(Butler)의 관광지 생애주기이론을 토대로 국내 관광

기능적 쇠락으로 본다. 이를 토대로 쇠퇴관광지를 “개

지 수명주기를 분석하고 있고, 유광민, 장병권(2012)

발 여건, 관광객 행태와 수요, 사회적 요구 변화 등

은 공간재구성 관점에서 관광지 재생과 관련된 논의

외적 영향요인과 시설 노후화, 매력을 상실한 콘텐츠

들을 다루고 있다. 이영희(2000)는 수안보온천, 장은

및 프로그램, 주변 환경 악화 등 내적 영향요인이 복

영(2000)은 서울대공원, 김성진(2010)은 남이섬, 서헌

합적으로 작용해 관광지로서의 제 기능이 저하되고

(2012)은 인천지역, 최병길(2016)은 제주도를 사례로

방문객이 감소되는 곳으로, 기존 시설과 기능을 종합

관광지 생애주기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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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Butler의 관광지 생애주기

다면, Butler(1980)는 상품생애주기(life cycle of product)

모형과 Polli & Cook 모델을 논리 제공의 근거로 하

개념을 토대로 관광지도 하나의 상품처럼 다양한 단

고 있다. 관광지 변화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설명하려

계를 거쳐 쇠퇴한다는 관광지 생애주기모형을 제시하

는 시도는 1960년대 초부터 있었다고 한다. Christaller

였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utler의 관광

(1963)에 의하면, 예술가들이 먼저 영감을 얻거나 작

지 생애주기는 탐색(exploration), 개입(involvement),

품의 재료를 얻기에 적합한 보기 드문 장소를 찾게

개발(development), 강화(consolidation), 정체(stagnation),

되면서 다른 예술가들을 끌어들이고, 이곳이 유명 장

쇠퇴(decline) 또는 회생(rejuvenation) 단계로 구분된다.

소가 되면서 종국에는 원주민들이 떠나고 본래 매력

Butler의 관광지 생애주기모형은, 그것을 검증하기 위

은 상실된다고 한다(유광민, 장병권 2012, 재인용).

한 사례연구들을 진전시키는 등 지금까지 꾸준히 실증

Plog(1973)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관광지 변화양상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계열 데이터를 기

을 설명하고 있는데, 외향성(allocentric) 관광객이 먼

반으로 관광지 단계를 파악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저 발견해 찾는 지역이 명성을 얻게 되면 관광시설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김중재, 이경진 2015).

이 입지해 양향성(midcentric) 관광객이 찾는 곳이 되

Butler의 관광지 생애주기 6단계 중 이번 연구와

고, 관광객 유입은 명성을 더욱 견고하게 해 접근성

관련되는 단계는 관광지 쇠퇴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과 편리성이 향상되면서 내향성(psychocentric) 관광

Butler(1980)에 의하면, 쇠퇴단계 관광지는 더 이상

객이 찾는 곳이 된다고 한다(유광민, 장병권 2012,

매력을 주지 못하고 공간적으로나 수적으로 시장이

재인용).

위축되어 휴가지로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특징을 보

이처럼 선행연구가 관광객 성향에 초점을 맞추었

인다고 한다. 휴양시설은 관광과는 관련 없는 시설들
로 대체되거나 용도가 전환되면서 결

Figure 1 _ Butler’s Life Cycle of Tourism Area

국에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
고 슬럼지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Butler의 모형이 그동안 관련 연구
진전에 기여해 왔음은 분명하다. 다
만, 몇 가지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관광지 생애주기모형에
의한 진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관광지에 대
한 정확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중요
한 방향 전환지점을 명확하게 정의하
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위에서 언급한
관광지 생애주기 6단계 구분을 정량
Source: Butler 198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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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유

광민, 장병권 2012).

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관광지 생애주기에 대

이를 극복하려는 것이 Polli & Cook 모델로 관광지

한 이해는 그것이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

생애주기 단계 결정을 연간 관광객수 변화비율을 기

기 때문에 어떤 요인들이 관광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

준으로 0.5%보다 크면 성장단계(growth), 0~0.5%

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어야 한다(유광민, 장

이면 강화단계(maturity), −0.5~0%이면 정체단계

병권 2012).

(stagnation), −0.5%보다 작으면 쇠퇴단계(decline)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Agarwal(1997; 2002)은 관광

나누고 있다(<Figure 2> 참조). 다만, Polli & Cook 모

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부적 요인과 외

델 또한 관광객수뿐 아니라 관광객 지출액, 관광사업

부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관광지 쇠퇴를 시장경쟁과

체 이윤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광지

내부 환경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고 있으며, 관광

발전단계를 결정해야 하나 관광객수 변화율만으로 관

객수 감소, 관광지 이미지 하락, 환경의 질 악화, 투자

광지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있는데다, 단계 전환지점

감소, 비관광분야로의 전환 등을 그 징후로 제시하고

구분을 위한 변화율 수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부

있다. Agarwal은 공간재구성 관점에서 관광지 재생을

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김중재, 이경진 2015).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광지 재생은 관광지가 사회

Butler의 관광지 생애주기모형의 세 번째 한계는

와 분리된 개별공간이 아니라 총체적인 자본주의 생

시설 낙후와 사회적 수용력을 포함한 수용력 관점에

산양식의 전개과정이라는 것이다(유광민, 장병권

주로 의존해 관광지 변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관광지

2012, 재인용). 다만, 유광민, 장병권(2012, 85)은

변화를 촉진시키는 외부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정보

“Agarwal 연구는 상품 생산과정 중심의 재구성 특성
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어떠한 주

Figure 2 _ Life Cycle of Tourism Area Based on

체가 어떠한 재구성 실천전략을 가지

the Product Life Cycle of Polli and Cook

고 실천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간의 재구성 등의 관광공간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또 다른 주제는 관광지 쇠퇴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재생
요건을 찾으려는 연구이다. 이정희

(2014), 김중재(2016), 임경환(2016),
사현지(2020)는 논문에서 쇠퇴 또는
정체원인을 규명하고 재생을 위한 요
소 또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승
Source: Kim and Lee 2015, 28. Modified.

담, 신정미(2002), 이왕건(2010), 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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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13), 이재곤, 임경환(2017), 이승욱, 김태환, 조판

두 번째는 전국에서 지정된 관광지 228개소 중 분

기, 김중은 외(2019)는 쇠퇴 또는 노후 관광지를 대상

석대상이 될 관광지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이는 관광

으로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찾아내고 그에

지로 지정만 되고 아직 조성 전인 곳과 이번 분석에서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관광객수 통계자료가 집계되지 않

앞서 고찰된 선행연구 모두는 나름의 목적을 지니

는 관광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대상에서

고 수행되었다. 또한 유용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

제외하기 위함이다.

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세 번째는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로 분석대

특히, Butler의 관광지 생애주기모형과 Polli & Cook

상 관광지의 쇠퇴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다만

진단지표를 개발한다. 그동안 방문객수 기준으로 관

아직도 관광지 발전단계와 재생에 관한 관련 연구는

광지 생애주기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전국

도시나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쇠퇴진단지표 개발에 관한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Butler의 생애주기모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작업

형을 토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

이 될 것이다.

지 않을까 싶다. 또한, 관광지 쇠퇴원인이나 재생요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분석대상 관광지

연구가 간혹 발견되기는 하나, 관광객수 이외에 관광
지의 쇠퇴 여부와 그 정도, 그것을 진단하는 다양한
지표 개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의 다양한
지표 개발 시도와 적용이 의미가 있는 이유이다.

III. 연구설계
1. 분석틀의 설정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쇠퇴단계에 접어든
관광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쇠퇴의 심각성
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Figure 3>에서와 같이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관광지 발전단계(생
애주기)를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이는 Butler 모형 및

Polli & Cook 모델에서 제시한 관광지 생애주기단계와
우리나라 관광지 조성절차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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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_ Research Procedure
Step

Things to do

1

Restruction of the life cycle
of tourism sites

뾙

2

Extraction of analysis objects among
designated tourism sites nationwide

뾙

3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diagnosing the decline of tourism sites

뾙

4

Application indicators to objects
for identifying whether or
not tourism sites are in decline
and the severity of decline

뾙

5

Analysis of overall tourism &
regional conditions in local
municipalities with tourism sites in
decline and the synthesis of results

에 쇠퇴진단지표를 적용해 봄으로써 쇠퇴 여부와 정

료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 전부가

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쇠

완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완료 후 운영 중인 관광

퇴관광지가 위치한 지자체들의 전반적인 관광여건과

지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킨다.

지역여건을 분석한 후, 이들 분석결과와 종합해 시사
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관광지 228개소의 추진단계를
검토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한 ‘관광
지 등 조성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2019)에서의

2. 분석대상과 방법 및 자료의 수집

평가항목 중 관광지별 추진단계 조사결과를 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보고서에서는 사업추진단계

상기 분석틀에서 제시한 단계별 분석대상과 방법 및

를 지정단계, 계획단계(조성계획 수립 중, 조성계획

자료의 수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제시한 이론

승인), 시행단계(기반시설 공사 중, 기반시설 완료,

적 논의들과 현 단계에서 연구자가 구득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 공사 중, 관광휴양시설 일부 운영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9)를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중), 완료단계(조성사업 완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관광지 발전단계(생애주기)를 재구성한다. Butler가

이 중 ‘관광휴양시설 일부 운영 중’과 ‘조성사업 완

수요자 입장에서 관광객 스스로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료’인 관광지만을 도출하였다.3)

탐색단계부터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는 공급자 중심으

다음은 분석대상으로 도출된 관광지의 쇠퇴 여부

로 지자체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단계에 따라 관광지

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생애주기단계를 구분해야만 하므로 위의 이론들을 그

위하여 유사지표 개발사례라고 판단되는 도시쇠퇴지

대로 적용해 실제 관광지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무리

표, 지역쇠퇴지표, 낙후지역선정지표 등을 검토했는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Butler와 Polli

데, 이들 지표는 인구･사회적 지표, 산업･경제적 지

& Cook의 관광지 생애주기단계와 우리나라 관광지

표, 물리･환경적 지표로 유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

조성절차 간 차이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연구

용우, 윤양수, 최영국, 정영근 외(2003)가 제시한 진단

에서의 관광지 발전단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지표 선정기준 중 측정가능성(계량화가 가능한가, 1년

그다음은 전국의 지정 관광지 중 분석대상이 될 관

또는 일정기간 단위의 정기적 측정이 가능한가), 객관

광지를 도출한다. 연구목적이 쇠퇴관광지 발견과 그

성(정부 공식통계가 존재하는가, 지표 산출공식이 객

수준 파악에 있음을 고려하여 전국의 지정 관광지

관적인가) 및 대표성(부문별 유형을 포괄적으로 판단

228개소 중 지정만 된 관광지나 계획단계 관광지 등

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는가) 등을 고려하였다. 이때,

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성사업이 완료된 관광

공식자료 구득이 어려운 지표의 경우 측정이 가능하도

지’와 ‘일부시설 완료 후 운영 중인 관광지’만을 분석

록 가공하는 과정도 거쳤다. 또한, 최종 개발된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관광지의 많은 경우가 전체 시설 완료

중요도에 따라 직접지표와 간접지료로 구분하였다.

후 개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일부만 완료되더라도

분석대상이 도출되고 쇠퇴진단지표가 개발된 다음

운영을 시작한다는 특성과 관광지 내 모든 시설이 완

은 해당 지표를 대상에 적용시키는 단계로 <Figure 3>

3)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과 2019년에 전국의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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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단계 및 5단계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시설 공사 중 또는 운영 중은 ‘발전단계’로, 정체단계

직접지표를 우선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간접지

−관광시설 운영 중 / 기반시설 노후 시작은 ‘정체단

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관광객수를

계’로, 쇠퇴단계−관광시설 운영 중/관광시설 노후 및

기준으로 해당 관광지의 쇠퇴 여부와 정도를 분석한

휴･폐업은 ‘쇠퇴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후, 이를 토대로 쇠퇴관광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관광여

본 논문에서는 <Table 1>의 6단계 중 쇠퇴단계 관

건과 지역여건을 분석한다. 쇠퇴관광지 중 해당 지자체

광지를 1차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Polli &

의 관광여건과 지역여건 모두 양호하지 못한 곳은 지역

Cook의 관광객수 변화율을 참고로 재설정한 연평균

활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 개입을 통한 관광지

관광객수 감소율을 기준으로 쇠퇴단계 관광지를 다시

재생정책 추진이 필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쇠퇴 초기단계’, ‘쇠퇴 진행단계’, ‘쇠퇴 심화단계’로
세분하였다.

3. 관광지 발전단계의 재구성

관광지 발전단계 구분은 연구를 위해 수행된 것으
로, 실제 관광지 조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변

본 논문에서는 관광지 발전단계는 지정단계, 계획단

경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행정절차 이행단계상 계획단

계, 시행단계, 발전단계, 정체단계, 쇠퇴단계로 재구

계, 시행단계, 완료단계 등이 혼재된 경우가 대부분임

성된다. Butler의 구분 중 회생단계는 재생단계로 구

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이 가능한데, 단순히 쇠퇴와는 반대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내･외부 요인들의 작용이나 정책적 배려를 필

IV. 분석결과

요로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Butler의 탐색단계−관광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1. 분석대상 도출 및 쇠퇴진단지표 개발

상 미지정 또는 지정단계(지정･고시)는 이번 연구에
서는 ‘지정단계’로, 개입단계−조성계획 수립 중 또는

1) 분석대상 관광지의 도출

승인은 ‘계획단계’로, 발전단계−기반시설 공사 중 또
는 관광시설 공사 중은 ‘시행단계’로, 강화단계−관광

관광지별 추진단계 분석결과, 전국의 지정 관광지

Table 1 _ Restruction of the Life Cycle of Tourism Sites
Domestic Administrative Process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Sites

Butler

Polli & Cook

Exploration

-

Undesignated or designated step of tourism site

Involvement

-

Construction plan in progress or the approval of construction plan

Development

Growth stage

Consolidation

Maturity stage

Stagnation

Stagnation stage

Decline

Decline stage

(Rejuvenation)

-

Source: Kim 2016, 97.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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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uction
for This Study
Designation
Planning

Infrastructure or tourism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Enforcement

Tourism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or in operation

Development

Tourism facilities in operation or infrastructure in decline
Tourism facilities in operation or in decline / closed business
(Remodeling)

Stagnation
Decline
(Regeneration)

228개소 중 전부 완료 후 운영 중인 관광지는 21개소

2) 관광지 쇠퇴진단지표의 개발

이고, 일부 완료 후 운영 중인 관광지는 167개소로 모
두 188개소가 분석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앞선 작업을 통해 도출된 188개소 관광지의 쇠퇴 여

다. 전부 완료 후 운영 중인 관광지의 지역별 분포를

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해 도시

보면, 부산 3곳, 경기 1곳, 강원 1곳, 충북 4곳, 충남

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서 제시한 도시

3곳, 전북 2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3곳으로 나타

쇠퇴진단지표, 이소영, 오은주, 이희연(2012)이 제시

났다. 일부 완료 후 운영 중인 관광지의 지역별 분포

한 지역쇠퇴진단지표, 그리고 국토교통부(2019)에서

를 보면, 부산 1곳, 인천 2곳, 경기 12곳, 강원 35곳,

제시한 낙후지역선정지표 등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다.

충북 13곳, 충남 17곳, 전북 13곳, 전남 24곳, 경북 22

이들을 종합하면, 지표들은 크게 인구･사회적 측면, 산

곳, 경남 15곳, 제주 13곳이었다.

업･경제적 측면, 물리･환경적 측면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번 연구의 대상과 성격에 적합한 지표 도출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사회적 측면에
Table 2 _ The Findings of Probable Indicators through Reviewing Similar Indicators
Similar Indicators
Categories

Urban Decline
Indicators

Regional Decline
Indicators

Indicators for Designating
Depressed Regions

Probable Indicators for
Diagnosing the Decline of
Tourism Sites in This Study

Demographic
& Social
Conditions

∙ A 20% decrease compared to the most
populous period in
the last
30 years
∙ Population declin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in last five years

∙ Annual average population growth rate
∙ Net migration rate of population
∙ Aging index
∙ Average number of education year
∙ Proportion of the elderly living ∙ Population density
∙ Population growth rate
alone in the whole household
∙ Number of livelihood subsidy
recipients per 1,000
∙ Number of teenage family heads
per 1,000

∙ Annual average visitor
growth rate of tourism site
∙ Annual average population
growth rate of local
municipality

Industrial
& Economic
Conditions

∙ A 5% decrease compared to the largest
number of businesses
period in the last 10
years
∙ Decline of the number of businesse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in last five years

∙ Fiscal self-reliance
∙ Local taxes per capita
∙ Ratio of land price fluctuation
∙ Number of employees per 1,000 ∙ Local income tax
∙ Number of employees per business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Proportion of employees in manu∙ Financial capacity
facturing industry
index
∙ Proportion of employees in highorder service
∙ Number of employees in wholesale and retail per 1,000

∙ Annual average tourism
business growth rate in
tourism industry of local
municipality
∙ Annual average employee
growth rate in tourism
industry of local municipality
∙ Annual average local tax
growth rate of local municipality

Physical
& Environmental
Conditions

∙ Proportion of buildings that have been ∙ Proportion of aged houses
over 20 years since ∙ Proportion of newly built houses
completion is more ∙ Proportion of empty houses
than 50%

∙ SOC(infrastructure)
for living
∙ Accessibility to regions

∙ Proportion of aged facilities
in tourism site

Source: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https://www.city.go.kr); Lee, Oh and Lee(2012, 55); MOLIT(2019, 59).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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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개 지표(관광지 연평균 관광객수 증감률, 시･군･

관광지가 위치한 시･군･구의 관광사업체수와 관광업

구 연평균 인구 증감률),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3개

체 종사자수 자료 구득은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를 해

지표(시･군･구 연평균 관광사업체수 증감률, 시･군･

결하기 위해 관광지가 위치한 시･군･구 단위 ‘전국사

구 연평균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증감률, 시･군･구 연

업체조사통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즉, ‘관광산업 특

평균 지방소득세 증감률),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1개

수분류체계’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한국표

지표(관광지 노후시설 분포비율) 등 모두 6개가 후보

준산업분류체계와 매칭(matching)시키는 작업이다.

로 도출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지표들을 대상으로 관

자료 가공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관광위성

광지 쇠퇴 여부와 정도 및 쇠퇴관광지가 위치한 해당

계정(Korean Tourism Satellite Account, KTSA)을 검토

지자체의 관광여건 및 지역여건 진단에 활용 가능한

해 관광핵심상품(숙박, 음료, 여객운송, 여행사 및 기

지 검토하였는데, 6개 지표마다 크고 작은 한계를 지

타 여행보조, 문화, 오락 및 운동관련, 의료관광, 국제

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회의업)과 관광연계상품(음식료, 쇼핑, 연료휘발유 및

우선 인구･사회적 측면에서의 지표 중 ‘관광지 연

경유)을 관광활동과 연관된 부문으로 도출하였다. 둘

평균 관광객수 증감률’의 경우, 2013년 문화체육관광

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의 대분류 검토를 통해

부가 관광객 집계방식을 추정 집계방식에서 주요 관

관광과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G. 도매 및

광지점별 객관적 집계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전국 모든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J. 숙박 및 음식점업, N.

관광지의 관광객수가 집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R. 예술,

있었다. 관광객수를 제공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도출하였다. 셋째,

(www.tour.go.kr)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부자료 모

대분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하위

두를 동원하더라도 1차에 걸러진 188개소 관광지 중

산업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관광산업 특수분

17개소의 관광객수가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류체계’를 참조해 한국표준산업분류 하위산업과 맞지

라서 이들 17개소를 제외한 171개소 관광지가 분석대

않는 항목, 중복 항목, 관련성이 낮은 항목 등을 제거

상이 되었다.

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련산업으로 모두 46개

인구･사회적 측면에서의 또 다른 지표인 ‘시･군･구

산업을 찾아냈다. 넷째, 가장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산

연평균 인구 증감률’의 경우, 관광지가 위치한 해당

업분류(KSIC-10) 세세분류와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하

시･군･구 인구를 토대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

였다.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가 KSIC-9 기준임을 고

자체 인구감소가 관광지 쇠퇴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

려해 가장 최근 개정된 KSIC-10의 세세분류와 매칭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시도했으며, 그 결과 2개 항목은 삭제하고 음식점업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도출된 ‘시･군･구 연평균 관

등 세세분류 18개는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한국

광사업체수 증감률’과 ‘시･군･구 연평균 관광사업체

표준산업분류상 62개 항목을 관광산업으로 설정하였

종사자수 증감률’의 경우, 원자료 구득은 한계가 있어

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정된 62개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가공이 필요

전국사업체조사통계로부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 조사를 위한 관련통계

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시･군･구별

는 시･도 단위 통계자료만 제공되고 있어 분석대상

관광사업체수와 관광업체 종사자수 연평균 증감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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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활용하였다.

관련지표로는 ‘시･군･구 연평균 관광사업체수 증감

산업･경제적 측면의 또 다른 기준인 ‘시･군･구 연

률’과 ‘시･군･구 연평균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증감률’

평균 지방세수 증감률’ 또한 ‘시･군･구 연평균 인구

을, 지역여건 관련지표로는 ‘시･군･구 연평균 인구 증

증감률’과 마찬가지로 관광지가 위치한 해당 시･군･

감률’과 ‘시･군･구 연평균 지방소득세 증감률’을 설정

구의 지방세수 감소가 관광지 쇠퇴로 인한 것인지 파

하였다(<Table 3> 참조).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리･환경적 측면에서의 지표인 ‘관광지 노후시설

2. 관광지 쇠퇴 여부 및 정도의 분석

분포비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구득을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을 활용하는 방

1) 직접지표 적용결과

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제공되는 자료의 공간범위가
읍･면･동 단위이다 보니 해당 관광지 노후시설 분포비

전국 171개소 관광지에 대한 연평균 관광객수 증감률

율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관광지

분석결과, 최근 5년간 관광객수가 감소한 관광지는 모두

마다 전수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85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감소율 폭은 최대 −61.34%에

쇠퇴진단지표별 활용 가능성 검토결과를 종합하

서 최소 −0.0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면, 현재로서는 개별 관광지마다 전수조사가 수반되

연평균 관광객수 감소율을 기준으로 쇠퇴단계 관

어야 하는 ‘관광지 노후시설 분포비율’을 제외한 5개

광지를 다시 쇠퇴 초기단계, 쇠퇴 진행단계, 쇠퇴 심

지표만을 분석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들 지표를 중

화단계로 세분하였다. Polli & Cook의 경우 관광객수

요도와 성격에 따라 직접지표와 간접지표로 구분하

변화율이 –0.5%보다 작으면 쇠퇴단계로 보고 있으나,

고, 간접지표는 다시 해당 지역의 관광여건과 지역여

이번 연구에서는 171개소 관광지의 연평균 관광객수 증

건으로 세분하였다. 직접지표로는 ‘관광지 연평균 관

감률 분석결과를 토대로 감소율 –5.00% 이상∼0.00%

광객수 증감률’을, 간접지표 중 해당 지역의 관광여건

미만을 쇠퇴 초기단계 관광지로, −10.00% 이상∼

Table 3 _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Diagnosing the Decline of Tourism Sites
Categories

Indicators

Direct
Indicator

Annual average visitor growth rate of
tourism site for 5 years(from 2014 to 2018)
(If data collection is possible, for 6 years
from 2014 to 2019)
Annual average tourism business growth
rate in tourism industry of local municipality for 5 years(from 2014 to 2018)

Tourism
Condition Annual average employee growth rate in
tourism business of local municipality for 5
Indirect
years(from 2014 to 2018)
Indicator
Annual average population growth rate of local
Regional municipality for 5 years(from 2014 to 2018)
Condition Annual average local tax growth rate of local
municipality for 5 years(from 2014 to 2018)

−5.00% 미만을 쇠퇴 진행단계 관광지로, −10.00% 미
만을 쇠퇴 심화단계 관광지로 설정하였다. <Table 4>
Table 4 _ Results of Applying Direct Indicator
to Tourism Sites
Categories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Decline Stages

Results

Total Number of
Tourism Sites
in Decline

-

85
(100.0%)

Early
Decline

Annual average visitor growth rate
27
over –5.00% ~ below 0.00%
( 31.8%)

Decline in
Progress

Annual average visitor growth rate
19
over –10.00% ~ below -5.00% ( 22.3%)

Severe Decline

Annual average visitor growth
39
rate below –10.00%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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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준 적용

이를 위하여 관광여건과 지역여건을 구성하는 분

결과 쇠퇴관광지 85개소 중 27개소(31.8%)가 쇠퇴 초기

석지표 간 값들을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하

단계로, 19개소(22.3%)가 쇠퇴 진행단계로, 가장 많은

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표준화점수(z-score)를

39개소(45.9%)가 쇠퇴 심화단계로 분류되었다.

구하여 제시하였다.

2) 간접지표 적용결과
위에서 도출된 퇴관광지 85개소가 위치한 시･군･구

표준화점수(Z-score) :


 


( : 원점수,  : 모집단 평균,  : 모집단 표준편차)
<식 1>

관광여건 평가지표인 연평균 관광사업체수 증감률과
연평균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증감률과 해당 시･군･구

우선, 관광여건 지표인 관광지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여건 평가지표인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연평균

의 최근 5년간 관광사업체수 증감률과 관광사업체 종

지방소득세 증감률을 분석한 다음, 앞서 제시된 관광

사자수 증감률 결과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한 후, 다시

지 연평균 관광객수 증감률 분석결과와 종합하였다.

두 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쇠퇴관광지가 위

Figure 4 _ Distribution of Tourism Sites in Decline

치한 시･군･구의 관광여건을 구하였다.
   
  

   
  

  
  

 : 시･군･구 최근 5년 간 관광사업체수

증감률의 표준화점수
 : 시･군･구 최근 5년 간 관광사업체 종

사자수 증감률의 표준화점수
 : 관광여건 종합

<식 2>
지역여건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했
으며, 관광지가 위치한 시･군･구의 최근 5
년간 인구 증감률과 지방소득세 증감률 결
과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한 후, 다시 두 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쇠퇴관광지가 위치한 시･
군･구의 지역여건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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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증가하는 시･군･구는 15개이고, 관광여건 수치만
증가하는 시･군･구는 13개였고, 지역여건 수치만 증
가하는 시･군･구는 5개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관광여



  
  


건 수치와 지역여건 수치 모두 감소하는 시･군･구는

 : 시･군･구 최근 5년 간 인구 증감률의 표준화점수
 : 시･군･구 최근 5년 간 지방소득세 증감률의

표준화점수

26개로 전체 59개 시･군･구의 44.1%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관광여건과 지역여건 점수를 종합한 결과와 앞서
제시한 쇠퇴 심화단계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했을 때,

 : 지역여건 종합

<식 3>
표준화점수를 이용한 관광여건과 지역여건 분석대
상 지자체는 모두 59개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분석에
서 도출된 85개 쇠퇴관광지가 전국 59개 시･군･구에
분포해 있다는 의미이다.

<Figure 5>는 관광여건 분석결과와 지역여건 분

쇠퇴 심화단계인 39개소 관광지가 위치한 지자체 중
관광여건과 지역여건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시･군･구
에 입지해 있는 관광지는 17개소(경기의 소요산관광
지, 강원의 화암관광지, 망상해수욕장관광지 및 무릉
계곡관광지, 충북의 천동관광지, 전북의 웅포관광지,
금마관광지 및 왕궁보석관광지, 전남의 사포관광지,

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매트릭스를 구
성하고 사분면을 활용해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이다.
분포도는 쇠퇴관광지가 위치한 지자체 중 관광여건
점수와 지역여건 점수가 모두 나빠지고 있는 곳이 가
장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여건 수치와 지역여건 수치 모

Figure 5 _ Results of Analyzing Tourism and Regional
Conditions of Local Municipalities Together

Table 5 _ Results of Analyzing Tourism and Regional
Conditions of Local Municipalities Together
Categories

Local Municipalities

Tourism Regional
Conditions Conditions

(59)

(15) Gijang-gun, Namyangju-si, Paju-si,
Sokcho-si, Hongcheon-gun, Goseong-gun,
get better get better
Goesan-gun, Cheonan-si, Boryeong-si,
(+)
(+)
Asan-si, Dangjin-si, Taean-gun, Muan-gun,
Jeju-si, Seogwipo-si
(13) Gangneung-si, Samcheok-si,
Hwacheon-gun, Chungju-si, Gongju-si,
get better get worse
Buan-gun, Gokseong-gun, Hwasun-gun,
(+)
(−)
Jangseong-gun, Yeongju-si, Bonghwa-gun,
Tongyeong-si, Miryang-si
get worse get better (5) Chuncheon-si, Yeongwol-gun,
(−)
(+)
Yangyang-gun, Jecheon-si, Sancheong-gun

get
worse
(−)

get
worse
(−)

(26) Yeongdo-gu, Dongducheon-si,
Pocheon-si, Donghae-si, Taebaek-si,
Jeongseon-gun, Inje-gun, Okcheon-gun,
Danyang-gun, Seoheon-gun, Gunsan-si,
Iksan-si, Namwon-si, Imsil-gun,
Gurye-gun, Boseong-gun, Haenam-gun,
Yeongam-gun, Hampyeong-gun,
Wando-gun, Jindo-gun, Shinan-gun,
Yeongdeok-gun, Uiryeong-gun,
Changnyeong-gun, Hapche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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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_ Synthetic Analysis of Results in
Direct and Indirect Indicators

마한문화관광지, 성기동관광지, 우수영관광지, 땅끝
관광지 및 한국차소리문화공원관광지, 경북의 장사
해수욕장관광지, 경남의 벽계관광지 및 부곡온천관광
지)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아래 <Figure 6>은
직접지표와 간접지표를 함께 고려한 분석결과이다.

V. 결론
인구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 쇠퇴는 날로 심화되
는 가운데 그나마 지역 활성화의 핵심수단으로 ‘관광’
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도시 재생이나 산업
단지 재생 못지않게 관광지 쇠퇴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이 요구되는 때임을 서두에서 강조하였다. 관광트렌
드 변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관광으로의 수요 전
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기존
관광지의 매력 회복과 주변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고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6 _ Synthetic Analysis of Results in Direct and Indirect Indicators
Local Governments
Busan

Gyeonggi

Yeongdo-gu
Gijang-gun
Pocheon-si
Namyangju-si
Paju-si
Dongducheon-si
Jeongseon-gun
Yeongwol-gun

Gangwon

Inje-gun
Taebaek-si
Sokcho-si
Hongcheon-gun
Gangneung-si
Yangyang-gun
Hwacheon-gun,
Samcheok-si
Chuncheon-si
Donghae-si

Name of Tourism Sites(Annual Average Visitor Growth Rate of Tourism Site)
Early Decline
Decline in Progress
Severe Decline
Taejongdae(-4.64)
Gijang Pottery Village(-25.89)
Sanjung Lake(-3.25)
Baegun Valley(-8.65)
Sudong(-8.86)
Imjingak(-14.50)
Soyosan Mountain(-13.31)
Auraji(-4.91)
Hwaam(-22.68)
Gossi Cave(-3.81), Macha Coal
Mine Culture Village(-3.59)
Inner Seorak Youngdae (-2.38) Bangdong Mineral Water(-5.30)
Gumunso(-5.65)
Chocksan Hot Spring(-1.69)
Palbongsan Mountain(-0.47)
Okgye(-7.94)
Jumunjin(-11.73)
Osaek (-5.74)
Gwangdeok Valley(-41.79)
Chodang(-31.33)
Cheongpyeong Temple(-15.73),
Gugok Falls(-12.59)
Mangsang Beach(-15.52),
Mureung Valley(-10.98)

Tourism
Conditions
+
+
+
-

Regional
Conditions
+
+
+
-

-

+

+
+
+
+
+

+
+
+
-

-

+

-

-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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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_ Synthetic Analysis of Results in Direct and Indirect Indicators (continued)
Name of Tourism Sites(Annual Average Visitor Growth Rate of Tourism Site)
Early Decline
Decline in Progress
Severe Decline
Lake Hwajinpo(-10.85),
Goseong-gun,
Lake Songjiho(-10.19)
Goesan-gun
Suokjeong(-1.43)
Goegang River(-39.02)
Chungju-si
Neungam Hot Spring(-8.90)
Danyang-gun
Ondal(-8.53)
Ceondong(-21.79)
Okcheon-gun
Janggye(-5.86)
Geumwolbong Peak(-56.54),
Jecheon-si
Gyori(-48.11)
Gongju-si
Magoksa Temple(-0.02)
Seoheon-gun
Chunjangdae Beach(-9.95)
Cheonan-si
Cheonan Resort Complex(-9.92)
Dangjin-si
Nanjido(-5.51)
Boryeong-si
Muchangpo Beach(-51.69)
Manripo Beach(-21.80),
Taean-gun
Anmyeondo Island(-13.90)
Asan-si
Asan Hot Prong(-13.20)
Imsil-gun
Sasundae Stage (-2.92)
Namwon-si
Namwon(-2.27)
Gunsan-si
Geumgangho Lake(-2.08)
Buan-gun
Wido Island(-8.23)
Ungpo(-54.56), Geumma
Iksan-si
(-19.41), Wanggung
Bosuk(-18.27)
Shinan-gun
Daegwang Beach(-3.84)
Gokseong-gun
Gokseongdorimsa Temple(-3.14)
Jindo-gun
Hoeydong(-2.99)
Arirang Village(-6.62)
Hwasun-gun
Unjusa temple(-1.60)
Hwasun Hot Pring(-6.09)
Dogok Hot Spring(-28.42)
Jangseong-gun Honggildong Theme Park(-0.30)
Haesin(God of Sea)
Wando-gun
Jangbogo(-8.12)
Gurye-gun
Jirisan Hot Pring(-5.15)
Hampyeong-gun
Sapo(-48.13)
Mahan Culture(-34.48),
Yeongam-gun
Seonggidong(-22.59)
Muan-gun
Hoeysan Lotus Bank(-27.92)
Woosuyoung(-19.01),
Haenam-gun
Ttangkkeut(-17.41)
Korea Tea Sound Culture
Boseong-gun
Park(-12.20)
Yeongdeok-gun
Goraebul(-0.43)
Jangsa Beach(-10.89)
Bonghwa-gun
Ojeon Mineral Water(-0.25)
Yeongju Soonheung(-7.99),
Yeongju-si
Punggi Hot Spring(-5.01)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Sancheong-gun
Geumseo(-3.75)
Recreation(-19.61),
Joongsan Mountain(-17.46)
Hapcheonho Lake(-2.51),
Hapcheon-gun Hapcheon Aauxiliary Dam (-1.82),
Misungsan Mountain(-1.53)
Uiryeong-gun
Byeokgye(-61.34)
Changnyeong-gun
Bugok Hot Spring(-42.77)
Miryang-si
Pyochungsa Temple(-19.93)
Tongyeong-si
Donam(-13.17)
Micheon Cave(-4.13),
Seogwipo-si
Soomang(-0.60)
Jeju-si
Stone Culture Park (-0.83)
-

Local Governments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

Tourism
Conditions

Regional
Condition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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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본격적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된 지

고자 했다는 점 등에서 관련 연구 진전에 작지만 기여

50년이 흐른 지금, 지역 관광지들의 많은 경우가 물리

하는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인 시설 노후뿐만 아니라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

다만 전국 관광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기는 하

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제 기능을 발휘하

였으나, 여전히 그 연구결과를 전국의 쇠퇴관광지 모

지 못해 결국 관광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 때문

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관광

이다.

지 쇠퇴진단지표 중 관광지 관광객수를 제외한 대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지 재생사업은 법

분은 관광지 쇠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적 근거 없이 간헐적인 정책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기준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있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지 노후화･유휴화에 대한

결국 관광지 쇠퇴와 지역의 쇠퇴, 또는 관광지 기능

해결방안으로 기존 관광지 시설 개선이나 기능 회복

회복과 지역 활성화 간 관계 규명에도 한계가 있음을

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해 왔으나, 임시적인데다 다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개

른 사업의 세부사업 형태로 관련문제에 접근해 왔다.

발 시 자료구득의 한계로 관광지의 물리환경에 대한

단순하게 시간 경과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국

지표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향후

에 있는 228개소 관광지 중 69.8%가 2000년대 이전

이를 보완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에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지자체마다 평균 1개의 쇠퇴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바란다.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관광지 쇠퇴와 재생 이슈는 특정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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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쇠퇴관광지, 진단지표, 관광지 재생

이 논문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의 변화

결과, 쇠퇴 심화단계에 있으면서 그것이 위치한 지역

로 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때, 도시 재생

의 관광 및 지역여건이 모두 저하되고 있는 지자체

이나 산업단지 재생 못지않게 관광지 쇠퇴에 관한 이

내 관광지는 1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광지

해와 매력적인 장소로의 탈바꿈이 요구되고 있으며,

는 향후 관광지 재생정책 추진 시 지역 재활성화 차

따라서 전국의 쇠퇴관광지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원에서 우선 고려가 필요한 관광지로 이해할 수 있을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러

것이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지표(관광객수, 관광사

유사지표 개발사례 검토를 통해 5개의 관광지 쇠퇴

업체수,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인구, 지방소득세 등)

진단지표(직접지표 1개, 간접지표 4개)를 도출하였

발굴과 이들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

고, 이를 분석대상 171개 관광지에 적용하였다. 분석

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앞으로 전국

결과, 전국의 쇠퇴관광지는 모두 85개소였으며, 이

관광지 쇠퇴원인 규명과 재생요건 발굴 등 관련분야

중 27개소가 쇠퇴 초기단계, 19개소가 쇠퇴 진행단

의 학술적･정책적 진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유용하

계, 39개소가 쇠퇴 심화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광지 방문객수

한, 85개소가 위치한 59개 시･군･구의 전반적인 관

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관광지 쇠퇴 여부와 정도

광여건과 지역여건 분석결과, 관광여건과 지역여건

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모두 저하되고 있는 시･군･구는 26개로 나타났다.

한계가 있어 앞으로 관광지 쇠퇴와 지역의 쇠락 또는

이를 토대로 해당 시･군･구의의 관광 및 지역여건 분

관광지 기능 회복과 지역 활성화 간 연관성 규명을

석결과와 쇠퇴 심화단계 관광지 분석결과를 종합한

위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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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유형 분석과 시사점*
A Typology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Smart City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방설아 Bang Seolah**, 이상건 Lee Sangkeon***
Abstract

As a necessity for urban development has increased in ASEAN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puts much effort
into enhancing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for Smart city development with ASEAN. Every country in ASEAN
has different economic and urbanization conditions and the environment for smart city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ustomized country strategy based on multi‒dimensional analysis to promote smart city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SEAN. We analyzed three dimensions: cooperation condition with Korea, urban
development demands, and smart city development conditions. Each has four indicators to evaluate factors of smart
city development in ASEAN respectably. Finally, We suggested customized five types of country groups for Korea‒
ASEAN smart city development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In addit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ASCN
city officials to identify the preferred technical support areas, cooperation methods, and specific service sectors for
urban development by each city. As an implication of analysis, to strengthen partnership for smart city development,
we suggest that it is an important phase to concentrate on actual conditions and demands in ASEAN cities.
Keywords: ASEAN, Smart City, ASEAN Smart City Network(ASCN), ASEAN Urban Development

I. 서론

과정을 일컫는다(United Nations 2019, 10). 아세안 국
가의 도시화율은 2019년 기준 49.47%로 세계 평균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5.71%보다 낮다. 그러나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은
2.21%로 세계 평균 1.89%보다 높아 아세안 도시의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아세안 국가의 성장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방설

배경 중 하나로 도시화가 지목되고 있다. 도시화란 도

아 2020a, 9). 도시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 현상으로 도시 거주

데 아세안의 경우 2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의 중급도

지와 건조환경의 형태적 전환을 포함한 복합적 변화

시(middleweight cities)가 지역 성장의 40%를 주도할

* 본 논문은 2021년 국토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추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아세안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연구의 일부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작성되었음.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제1저자)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Peninsula & East Asia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Primary Author | sab@krihs.re.kr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교신저자) | Senior Research Fellow,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Corresponding Author | sklee@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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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세안 도시화의 경제성장

도시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기여에 대한 기회 효과 이면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스마트시티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발도상국

할 중요한 도시과제가 있다. 도시계획과 도시 인프라

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수한다는 개념을 넘

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빠른 도

어, 아세안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하에서 개별 국가의

시화는 도시 혼잡, 물과 공기 오염, 빈곤과 불평등 증

도시 현황과 개발 여건에 대한 맞춤형 스마트시티 개

가, 도농 격차, 시민 안전 문제와 같이 도시민의 삶에

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각 도시가 직면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동반한다.

도시문제와 개발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

아세안 도시들은 기술과 디지털 해법(Technology and

해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 중심의 협력방안을 중요하

digital solution)이 도시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

게 고려해야 한다.

시키고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

것으로 기대한다.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발협력을 위한 수요‒공급 여건을 분석하여 국별 맞춤

(ASEAN Smart City Network, 이하 ASCN)는 이러한

형 스마트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ASCN 도

배경에서 2018년에 만들어진 아세안 10개국의 26개

시의 실질적 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협력방

도시 연합체로 도시화의 기회와 부작용을 극복하기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세안 스마트시티 진출을 위

위한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구한다 (ASEAN

해 범부처별로 다각적 협력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

Secretariat 2018b, 1).

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에

우리나라는 2019년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아세안 스마트

있어 국별로 맞춤형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티 개발을 위한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
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K-City Network 국제공모를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비롯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통해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아세안 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신남방정책 대상국 중 인도를

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아세안

제외한 아세안 10개국을 중심으로 한다.1) 특히 스마

(Association of South Asian Nations, ASEAN)은 동남아

트시티 수요분석을 위해 ASCN 26개 도시의 개발 수

시아 지역의 10개국 연합체로, 아세안과의 외교협력

요를 분석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ASCN이 형성

에 있어 국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아세안 국가

된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로 아세안 스마트시

간 경제 및 정치, 사회적 현황의 격차와 스펙트럼이

티 추진을 위한 가장 최근 자료를 적용했다.

넓고, 특히 국별 도시화 속도와 도시인구 규모의 편차

주요 연구내용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

가 크다. ASCN 도시 중에도 도시화율 100%인 싱가포

한 수요‒공급의 다차원 분석을 통해 그룹별 협력방안

르부터 도시화율이 35.65%인 라오스 비엔티엔 같은

제시하였다. 국별 협력 유형 분류를 위한 분석 방법은

1) 신남방정책 대상국가는 아세안(ASEAN) 국가와 인도임.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ASCN 대상국가인 아세안 10개 국가로 범위를 한정하였음.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6개의 선발 가입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과 4개의 후발 가입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으로 구성됨(방설아 2020a, 5).

24 국토연구 제110권(2021. 9)

세 가지 차원에 대해 12개의 지표를 설정하였고, 국가

서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모델이라 해도 다른 환경

별 지표 표준화 값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량

의 도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스

적 분석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도시 단위

마트시티 현지화는 개도국 스마트시티 추진의 도전과

의 수요 파악을 위해 추가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

제이다. 선진국에서 상용화된 첨단기술을 개발도상국

했다. ASCN 26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서비스의 현

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 증가는 오히려 불필

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협력방식, 사업유형 등에 대해

요한 기술이 될 수 있으므로 신기술 도입보다는 각

질의하였다.

지역 환경과 수요에 맞는 기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곤, 김용빈, 이범현, 장경철 외 2019, 33-35). 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로 한정되지
않는다. 도시가 당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1. 개발도상국의 스마트시티

도시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도시라 정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강명구, 이창수 2015,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51).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의 스마트시티를 이해할

은 동남아시아 10개 국가연합체로, 국가 간 경제 수준

때, 개발도상국의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와 발전방향

의 편차가 크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고중소득, 저중소득 그룹의 국가로 다수가 경
제성장의 초기 및 도약기에 있는 개발도상국

2. 아세안 도시화와 개발 동향

(developing countries)이다.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다양
하지만, 도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통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신기술(ICT)을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도시개발 방식

ASEAN Connectivity) 2025는 아세안 국가 간 물리적,

(Neiroti, De Marco, Cagliano and Mangano et al. 2016;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비전으로 설정한 아세안 공동

이재용 2018, 6)으로 바라볼 때, 개발도상국의 스마트

체의 발전전략이다. MPAC 2025는 지속가능한 인프

시티와 선진국의 스마트시티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라, 디지털 혁신, 물류체계 구축, 제도혁신, 인적 이동

개발도상국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

의 5가지 전략을 수립했다(ASEAN Secretariat 2016).

제 해결, 국가 경쟁력 신장,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이 중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목표로 스마트시티 개발의 수요가 높지만, 인프라, 기

로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ASUS, ASEAN

술, 재원 부족과 법, 제도, 역량이 미흡한 공통된 특징

Sustainable Urbanisation Strategy)’이 만들어졌다.

이 있다(박지현, 정수미, 박신재, 이종화 외 2018,

ASUS는 아세안 도시화의 부정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262-265). 선진국의 스마트시티가 환경과 자원에 좀

대응하고, 아세안 공동체 실현과 아세안 국가 간 상호

더 관심을 보이는 것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스마트시

경험교류를 통해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포용

티는 기초 도시 인프라 건설, 투자와 비즈니스를 포함

적 성장, 주거환경, 안전, 물 폐기물 등 위생환경, 대중

한 경제 활성화,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안전, 치안

교통 등 이동성, 재난 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혁신과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강명구, 이창수 2015, 50). 따라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도시개발 전략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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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SEAN Secretariat 2018a).

국가들의 자체 스마트시티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술 및 재원 등 현황을 정리했다. 향후 아세안의 스마

City Network)는 2018년 싱가포르가 아세안 의장국으

트시티 개발은 인프라 개발과 도시문제 해결, 기후변

로 있을 때 형성된 협의체다. ASUS에서 나타난 아세

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디지털

안 도시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 스마

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개발을 예측했다. 이 연구

트 기술과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과

는 경제개발 수준, 디지털 역량, 개발협력 필요성을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ASEAN

지표로 아세안 10개국의 그룹별 진출전략을 제시하

Secretariat 2018b). ASCN은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촉

였다. 1그룹 싱가포르는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와

진, 민간 재원 조달 확보, 외부 파트너로부터 자금과

아세안 공동진출 파트너로 제안했다. 2그룹 브루나이,

지원 확보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아세안 10개국

말레이시아, 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 인

의 26개 도시가 ASCN 회원도시로 구성됐고, 각 도시

프라를 활용한 도시관리 및 혁신 솔루션 중심의 협력

별 2개씩 제안된 총 52개의 시범사업(Priority Projects)

방향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했다. 3그룹 인도네시아,

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필리핀, 베트남은 기초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교통, 치

Dialogue

안, 재난재해 및 환경 중심의 개발을 강조했다. 마지

Partners)로 미국, 호주, 일본, 중국, 한국 등이 있고,

막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4그룹으로 스마

각 국가들은 2018부터 2019년 사이 ASCN 협력 지원

트시티 추진을 위한 기초인프라 여건이 부족하므로,

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인 히

교통,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지원을 제안했다. 이

타치(Hitachi)가 태국 촘부리에 IoT(Internet of Things)

연구에서 제시한 국별 협력방향은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를 했다. 또한 일본 원조기구인 JICA는 양곤 중심

도시개발 현황을 정성적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

지역 보존 프로젝트 및 캄보디아 시엠립 문화보존 프

문은 아세안 국가의 수요‒공급 여건을 정량적으로 분

로젝트 등 ASCN 연계사업을 원조자금을 통해 진행

석하여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중이다(Martinus 2020, 5). ASCN 회원 도시만이 아세

와 차별성이 있다.

ASCN의

외부대화

파트너(External

안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대상은 아니지만, 아세안

이범현, 조영태, 김성수, 윤하중 외(2019)는 아세안

국가와 도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스마트도시 개발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시범사업연구‒패키지 연구에서

플랫폼이고 국가대표(NR: National Representative) 및

스마트시티 사업 메뉴판을 구상하여 스마트시티 요소

도시대표(CSCO: Chief of Smart City Officer) 같은 공

기술을 도시 관리의 여덟 분야로 구분하여 메뉴화하

식적인 실무담당을 지정한 점에서 체계적 협력을 추

였다. 요소 기술별 서비스 개요, 필요성, 핵심 기술 및

진하고자 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적용사례, 적용 단가를 포함한 정보 담고 있다. 소재
현, 한문승, 안동현 외(2019)는 아세안 스마트시티의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교통･정보통신분야의 시범사업 방안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첨단 교통･ICT 분야 잠

김정곤, 김용빈, 이범현, 장경철 외(2019)의 아세안 스

재력, 교통 인프라, 정보통신 인프라, 교통･ICT 사업

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연구에서는 아세안

현황을 분석해 단기, 중장기의 사업화 방안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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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병국, 조만석, 신강욱 외(2019)는 아세안 도시의

서비스의 수준이 모두 다르므로 한‒아세안 스마트시

환경･수자원 분야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

티 협력방안은 아세안 지역 전체에 대한 단일 솔루션

로 ASCN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 수자원 분야의 협력

으로 정의할 수 없다. 연구의 분석 틀은 아세안 10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ODA 사업 현황을

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수요 여건과 우리나라와 각 국

동시에 분석하며 4개의 후보사업을 선정, 기본구상안

가 간 협력관계를 공급여건으로 정의하여, 한‒아세안

을 제안했다.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국가별 협력방향을 분석하였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

다. 수요여건은 아세안 국가의 도시개발 여건으로 도

는 도시개발의 주체인 아세안 도시 현황과 개발 방향

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도시의 기초인프라 상황이

에 대한 분석보다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진출 방향을

좋지 않다면 도시개발이 더욱 필요하고 수요 여건이

주로 다루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이 추구하는 도시개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공급여건은 한국이 스마트

발 전략 및 ASCN의 추진 배경에 대한 해석이 다소

시티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맺

부족하고, 도시개발 주체의 통합적 개발 수요가 적극

고 있는 협력관계의 긴밀성과 해당국 내 한국의 위상

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

을 분석하기 위한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아세안 국가, 도시들의 수요

추진여건은 수요와 공급이 복합된 차원이다. 스마트시

여건과 한국이 그동안 협력해온 스마트시티 추진여건

티를 도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통신

을 바탕으로, 수요‒공급에 기반한 한‒아세안 스마트

기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도시개발 방식이라 정의

시티의 상생 협력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기존 선행연

할 때(Neirotii, De Marco, Cagliano and Mangano et al.

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16), 인터넷 보급율과 그 국가의 혁신도,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력 등이 그 국가의 스마트시티의 개발을 위

III. 분석방법 및 지표설명

한 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한편 공급적
차원에서 한국과 스마트시티 개발협력에 대한 의지를

1. 분석방법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포함하였다.

<Table 1>은 수요, 공급, 스마트시티 여건의 세 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발전 및 도시개발 정도와 필요

차원과 각 차원의 지표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 관계

Table 1 _ The Explanation for Each Indicator by Dimensions
Dimension

Cooperation
Conditions
with Korea

Indicators

Year

Source

Relationship

① Total budget for bilateral ODA including grant and loan (billion won)

2020

KOREA ODA
Statistics Potal

(+)

② Number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ODA

2019

IATI1)

(+)

③ Number of selected projects in K-City Network competition

202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OECD DAC

(+)

④ Percentage for Korean ODA among total national aid budget by 2016
countries
~201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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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_ The Explanation for Each Indicator by Dimensions (continued)
Dimension

Indicators

Year

⑤ Annual urban population growth rate(%)
Demands
for Urban
development

Condition for
Smart City
development

Source
2)

Relationship

2019

WDI

(+)

⑥ Access to improved water source, piped(% of urban population)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

⑦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 (%)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

⑧ Infrastructure Index

2020

Cornell Univ. etc.

(−)

⑨ Number of applying projects in K-City Network competition

202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⑩ Global Innovation Index(GII)

2020

GII 2020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 2020)

(+)

⑪ Population using the internet (%)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

⑫ GDP per Capita ($US)

2019

WDI

(+)

Note: IATI(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GII(Global Innovation Index).
1) We applied statistics from the IATI(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n 2019. The subject of analysis is the Korean
2019 bilateral ODA project. Since the original data did not classify the urban development sector, the number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country was applied following the study of Bang(2020b).
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9(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성(relationship)은 지표값이 양(+)이면 스마트시티 개

분석대상인 아세안 10개국의 평균을 표준화 점수 0

발협력 여건이 양호하고, 음(−)이면 여건이 상대적으

으로 설정할 때, 평균보다 개별 국가 점수가 높을 경우

로 열악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 대한

표준화 점수가 양(+)의 값으로 나오고, 평균보다 개별

만족 비율의 관계성은 음(−)으로 표시했는데, 만족도

국가 지표 수준이 낮을 경우 음(−)의 값으로 표현된다.

가 높을 경우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 수요가

관계도(relationship)가 양(+)인 지표는 원 변수값을 그

높지 않기 때문이다.

대로 Z-score로 변환했고, 음(−)인 지표는 역수를 취한

12개 지표는 표준화 점수(Z-score)로 변환하였다.

뒤 Z-score로 변환하여 표준화 점수로 적용하여 양(+)

각기 다른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지표 간 크기의 차이

의 관계의 지표들과 반대의 의미, 즉 열악한 조건

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표준화된 형태(standardized

(negative condition)이 반영되도록 설정하였다.

form)로 전환한다.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값의 평균으
로부터 편차를 각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구한다.
국가별지표값 지표평균
표준화점수  
지표의표준편차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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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설명 및 기초통계량
첫 번째, 한국 협력 여건(Cooperation conditions with

Korea)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들과 도시개발을 위
한 협력 수준 측정을 위한 차원으로 한국의 공급 수준

에 대한 지표이다. <Table 2>에서 각 지표의 국별 지

사업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표값과 표준화 점수를 기입했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여기서도 ODA

① 양자 ODA 유무상 원조 금액 규모 지표로, 값이

비대상 국가는 음(−)의 표준화 점수(−1.04)가 나왔

클수록 ODA를 통해 외교적 관계가 원만히 형성되어

다. ODA 지원을 받는 국가 중에서도 필리핀은 도시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외교적 관계가 양호한 국가

분야 사업 건수가 많지 않아 평균값 0보다 낮은 점수

라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유무상 ODA 원조를 받은

(−0.25)가 도출되었다.

6개 국가(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

③ K-City Network 선정 건수는 우리나라 국토교

아, 필리핀)는 모두 양(+)의 관계에 있다. 베트남은 우

통부의 K-City Network 공모에 선정된 사업 수로, 선

리나라 ODA 지원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 2020년에

정국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협력 추진 의

1,500억 원이 집행되었고, 필리핀 1,246억 원, 라오스

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3) 2019년 K-City

1,135억 원, 캄보디아 1,089억 원 순이다. 10개국의 표

Network에서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

준화 평균값을 0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의 표준화 점

핀을 제외한 6개국이 1개의 사업씩 선정되었다.

수는 1.46으로 가장 높은 협력관계에 있고, 비 ODA

④ 국가별 한국 ODA 원조 비율은 아세안 국가가

국가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은 표준

국제기구 및 타공여국으로 부터 지원받는 ODA 총액

화 점수가 −1.16으로 음(−)의 관계에 있다.

에서 한국 ODA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

② ODA 도시분야 사업 건수는 2019년에 우리나라

는 지표이다. OECD DAC 통계에서 2016년부터 2018

가 아세안 국가와 양자 ODA로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

년까지 원조예산을 기준으로 측정했다. 한국의 ODA

수다.2) 해당 국가의 도시에 우리나라 도시개발 ODA

예산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타 공여국에 비하여 해

Table 2 _ Results for Standardization of ‘Cooperation Conditions with Korea’

Nations

① Total budget for bilateral
ODA including grant and
loan (billion won)
Value
Z-score

②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n ODA
(EA)
Value
Z-score

③ Selected projects in
K-City Network (EA)

④ Percentage of Korean
ODA among total national
aid budget by countries (%)
Value
Z-score

Value

Z-score

Lao PDR
Malaysia
Myanmar

113.5
0
90.4

0.82
−1.16
0.42

7
0
10

0.33
−1.04
0.92

1
1
1

0.82
0.82
0.82

17.8
0
4.9

2.19
−0.91
−0.05

Vietnam
Brunei
Singapore

150.0
0
0

1.46
−1.16
−1.16

14
0
0

1.71
−1.04
−1.04

1
0
0

0.82
−1.22
−1.22

8.9
0
0

0.64
−0.91
−0.91

Indonesia
Cambodia
Thailand

76.6
108.9
0

0.18
0.74
−1.16

6
12
0

0.14
1.31
−1.04

1
0
1

0.82
−1.22
0.82

2.3
11.4
0

−0.50
1.08
−0.91

Philippines

124.6

1.02

4

−0.25

0

−1.22

6.7

0.26

2) 도시분야 사업에 대한 기준은 이상건, 김태형, 이병국, 방설아 외(2021, 113-118)에서 분석한 ‘ASCN 26개 도시 내 한국 ODA 프로젝트
실적(2021년)’ 자료를 참고하였음.
3) K-City Network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해외 활성화 방안 중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해외의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며 국제공모로 선정됨. 본 연구가
추진되던 시점에는 2021년 K-City Network 공모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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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서 한국의 대외협력 관계가 우위에 있으며, 우

화 진행 속도가 빠른 도시들은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리나라와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추진 여건이 유리할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게 되어 도시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라오스는 전체 ODA 예산

발이 더욱 필요하여 양(+)의 관계성을 갖는다. 아세

중 한국의 지원분이 17.8%로 ODA 부문에 있어 타

안 국가 중 도시인구 수가 감소 추세인 국가는 없다.

공여국에 비해 한국에 대한 ODA 의존도가 높다. 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연간 도시인

찬가지로 캄보디아(11.4%), 베트남(8.9%)도 한국의

구 증가율이 2.0% 이상이고, 표준화값이 0 이상으로

공여비율이 높은 편이다. 아세안 국가 평균보다 낮은

아세안 평균보다 빠르게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표준화 점수를 보인 국가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

국가 소득수준과 비교하면 고소득, 저소득 국가 그룹

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이었다. 미얀마와

보다는 산업화를 겪고있는 고중소득, 저중소득 그룹

인도네시아는 한국 ODA를 받는 국가이지만 다른 국

의 국가에서 도시화 진행속도가 빨랐다.

가보다는 낮은 ODA 원조 비율을 보여 음(−)의 표준

⑥ 개선된 수원에 접근 가능한 도시인구 비율은 상

화 점수가 도출되었다.

수도 인프라 공급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SDG 6

두 번째, 도시개발 수요(demand for urban development)

번 목표에 포함된 지표로 값이 낮은 국가는 충분한 인

는 국가별 도시화와 도시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영역

프라가 공급되지 못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상수도 인프

으로 도시개발이 얼마나 필요한지 측정할 수 있다. <Table

라 개발이 필요하고, 도시개발 필요수요와 음(−)의 관

3>은 아세안 국가의 도시개발 수요 분석 결과이다.

계성을 갖는다. 이 지표는 2020년 SDGs 보고서를 적

⑤ 연간 도시 지역 인구 증가율은 대상국 내 도시

용한 것이며4), 미얀마(56.9%), 인도네시아(22.7%), 필

인구 변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도시화가 얼마나

리핀(46.8%)의 기초위생 인프라 현황이 특히 열악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도시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수원 접근율은 도시개발 수요가

Table 3 _ Results for Standardization of ‘Urban Development Demands’

Nations

⑤ Annual urban population
growth rate (%)

⑥ Access to improved
water source, piped
(% of urban population)

⑦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 (%)

⑧ Infrastructure Index

Lao PDR
Malaysia

Var.
3.33
2.08

Z-score
1.61
−0.11

Var.
82.3
98.9

Z-score
−0.47
−0.66

Var.
71.6
61.0

Z-score
0.28
1.93

Var.
23.7
46.4

Z-score
1.50
−0.80

Myanmar
Vietnam
Brunei

1.51
2.91
1.41

−0.87
1.04
−1.02

56.9
81.0
−

0.07
−0.45
−

77.0
71.7
−

−0.39
0.27
−

25.0
38.4
47.0

1.26
−0.30
−0.83

Singapore
Indonesia
Cambodia

1.14
2.29
3.21

−1.38
0.18
1.45

99.0
22.7
77.3

−0.67
2.66
−0.39

94.5
78.4
73.8

−2.02
−0.55
0.00

57.9
37.7
23.1

−1.28
−0.25
1.62

Thailand
Philippines

1.76
1.88

−0.54
−0.37

86.8
46.8

−0.53
0.43

75.7
68.5

−0.24
0.71

40.1
41.1

−0.42
−0.49

4)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Cambridge University Press)는 매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세부지표
(Indicators)에 대한 국별 데이터를 집계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국제기구, 시민사회 조직, 연구 센터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국가별 종합점수,
SDG 순위를 책정(Sachs, Schmidt‒Traub, Kroll and Lafortune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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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을 의미하고, 표준화 점수가 높을수록 기초인프라

표준화 점수가 낮았다.

도시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Condition for smart

⑦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낮을수록 대중교

city development)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의지, 혁신성, 정

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교통 인프

보통신 수준 등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의 양

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표는

호도를 확인하기 위한 분류이다. <Table 4>는 아세안

2020년 SDGs 보고서 자료를 사용했고 도시개발 수요와

국가의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음(−)의 관계성에 있는 지표이다. 표준화 점수가 높을수

⑨ K-City Network 응모 건수는 아세안 국별로

록 대중교통 만족도가 낮은 상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

2019년 K-City Network 공모전에 응모한 사업 건수이

해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말레이시아, 필리

다. 지표값이 높으면 해당 국가가 한국과 스마트시티

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순으로 점수가 높다.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의미고 표준화값이

⑧ Infrastructure 지표는 코넬 대학교의 글로벌 혁

높아진다.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 포함된 지표이

태국 등은 2019년 K-City 공모에 4∼9건의 사업을 제

다.5) 국가별 종합적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점수로, 지

안하여 스마트시티 개발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표의 점수가 낮을수록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

다. 반면 공모 제안 건수가 적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은 국가이다. Infrastructure 지표는 도시개발 수요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은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적극

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

성이 낮은 것으로 가정했다.

아처럼 인프라 상황이 열악한 국가는 표준화 점수가

⑩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6)는

높고, 기타 도시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국가일수록

R&D 분야, 국가 생산성 등 국가 혁신 역량을 보여주

Table 4 _ Results for Standardization of ‘Condition for Smart City Development’
Nations

Applying projects in
K-City Network (EA)

Global Innovation Index

Population using
the internet (%)

GDP per Capita
($US)

Var.

Z-score

Var.

Z-score

Var.

Z-score

Var.

Z-score

Lao PDR

5

0.57

20.65

−1.05

25.5

−1.43

1,841

−0.60

Malaysia

9

2.20

42.42

0.89

81.2

0.96

12,478

0.00

Myanmar

2

−0.65

17.74

−1.31

30.7

−1.21

1,608

−0.61

Vietnam

5

0.57

37.12

0.42

70.4

0.50

2,082

−0.58

Brunei

3

−0.24

29.82

−0.23

94.9

1.55

32,327

1.11

Singapore

0

−1.46

56.61

2.16

88.2

1.26

58,830

2.60

Indonesia

5

0.57

26.49

−0.53

39.9

−0.81

4,451

−0.45

Cambodia

2

−0.65

21.46

−0.98

40.0

−0.81

1,269

−0.63

Thailand

4

0.16

36.68

0.38

56.8

−0.08

6,503

−0.33

Philippines

1

−1.06

35.19

0.25

60.1

0.06

3,338

−0.51

5) Infrastructure 지표는 ICT 기술(접근성, 사용률, 정부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사용자), 일반 인프라(전기 보급량, 물류 운송, 총자본형성
비율), 환경적 지속성(인당 에너지 사용량, 환경성과 지수, IS014001 환경인증)으로 구성된 복합지표임(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 2020, 352-353).
6) 글로벌 혁신지수는 제도, 인적자본 및 연구, 시장 및 기업의 고도화, 지식 및 기술 산출물 등 국가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7개 차원의
지수를 통합한 복합지표로,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의해 매년 발표되고 있음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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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척도로 스마트시티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수준이 양호한 국가일수록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있는 기술 환경을 대표한다. 글로벌 혁신지수 지표에

기초인프라 여건이 갖춰져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 아세안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국가는

2021년 세계은행(World Bank) 국가 소득그룹 분류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었으며,

의해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고소득(High income) 그

아세안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국가는 라

룹,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는 고중소득 (Upper-

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였다.

middle income) 그룹, 기타 국가는 저중소득(Low-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싱가포르의 글로벌 혁신지수가

middle income) 그룹으로 구분했고, 10개국은 아세안

현격히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라오스, 미얀마, 캄

공동체 내의 국가 간 경제수준 차이가 상당히 크다

보디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글로벌 혁신지수를

(방설아 2020a, 7). 아세안 국가 평균 1인당 GDP는

기록했다.

USD 12,478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7개 국가는 표

⑪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은 국가 내 ICT 관련 인프

준화 점수에서 음(−)의 관계를 가진다.

라 구축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터넷 사용인구 비

IV. 분석내용 및 결과

율이 높을수록 스마트시티 사업환경이 양호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

1. 분석내용

록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이었으며, 반대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한 국가는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추진 여건 분석을 위

국이었다. 음(−)의 표준화 점수를 기록한 국가들 중

해 수요‒공급에 대한 세 가지 차원, 12개 지표에 대하

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인터넷 사용 비율이

여 분석하였다. 12개의 지표값을 세 개의 차원 내 평

20~40% 수준을 보여 ASEAN 국가 간 ICT 기초 서비

균으로 정리한 내용이 <Table 5>이다. 국별 표준화

스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Z-score)의 크기는 각 차원에 대한 국가의 협력여

⑫ 1인당 GDP는 국가 경제 수준을 보여주며 경제

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_ Mean of Z-score by Dimension
Nations

Cooperation condition
with Korea

Urban development
demands

Condition for
smart city development

Results

Z-score

Rank

Z-score

Rank

Z-score

Rank

Area

Lao PDR

1.042

2

0.732

1

−0.627

8

7.03

2

Malaysia

−0.572

7

0.090

5

1.014

2

5.88

3

Myanmar

0.526

3

0.014

7

−0.945

10

4.28

7

Vietnam

Rank

1.157

1

0.141

4

0.227

4

8.04

1

Brunei

−1.083

8

−0.464

9

0.547

3

3.32

9

Singapore

−1.083

8

−1.337

10

1.140

1

2.76

10

Indonesia

0.157

5

0.512

3

−0.305

6

5.77

4

Cambodia

0.478

4

0.672

2

−0.766

9

5.62

5

Thailand

−0.572

7

−0.431

8

0.032

5

3.61

8

Philippines

−0.050

6

0.071

6

−0.316

7

4.6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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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분석차원인 한국의 협력 여건이 양호한 국
가는 베트남(1.157), 라오스(1.042), 미얀마(0.526), 캄

Figure 1 _ Cooperate Condition for Smart City
Development with Korea
Lao PDR

Malaysia

미 선진화되어 도시개발 수요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

Area(rank) : 7.03 (2)

Area(rank) : 5.88 (3)

막으로 국별 스마트시티 개발여건은 정보통신 기술의

Myanmar

Vietnam

Area(rank) : 4.28 (7)

Area(rank) : 8.04 (1)

Brunei

Singapore

Area(rank) : 3.32(9)

Area(rank) : 2.76 (10)

Indonesia

Cambodia

Area : 5.77

Area : 5.62

Thailand

Philippines

Area(rank) : 3.61 (8)

Area(rank) : 4.68 (6)

보디아(0.478)순이며, 싱가포르와 브루나이가 −1.083
점으로 우리나라와 협력 여건이 좋지 않았다. 두 번째
아세안 국가들의 도시개발 수요는 라오스(0.732), 캄
보디아(0.672), 인도네시아(0.512), 베트남(0.141)순으
로 높으며, 싱가포르와 브루나이가 −1.337점으로 이

발전과 인터넷 보급률, 혁신지수 등을 고려하여 싱가
포르(1.140), 말레이시아(1.014), 브루나이(0.547), 태
국(0.032),

베트남(0.227)순으로

높았다.

미얀마

(−0.945)와 라오스(−0.627)는 도시개발 수요가 높음
에 비해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조성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는 한국과 협력여건, 도시개발 수요, 스
마트시티 추진여건이라는 세 개 축의 표준화 점수 그
래프이다. 삼각형의 면적은 세 가지 차원에 대해 각
국가가 갖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수준

(level)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Table 5>의 오른
쪽에 있는 면적(Area)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협
력 여건이 양호한 수준을 설명한다.
이에 따라 순위를 매기면, 베트남(8.04). 라오스

(7.03), 말레이시아(5.88), 인도네시아(5.77), 캄보디아
(5.62), 필리핀(4.68), 미얀마(4.28), 태국(3.61), 브루나
이(3.32), 싱가포르(2.76)순으로 나타난다.
상기 결과를 통해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이 양호한 조건의 국가 순위를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표는 개발협력 우선
순위 국가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수요‒공급
여건을 분석하여 맞춤형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을 제
시하는 것으로, 차원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협력유형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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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별 평균 표준화 점수를 바탕으로

Figure 2 _ Relationship between Dimensions

<Figure 2>와 같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여건분석을 위한 차원 간 관계 그래프를 4사분면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 그래프는 한국 협력 여건과 도시개발 수요
관계에 대한 국가 분포도이다. 제1사분면은 한국 협
력 여건이 우수한 동시에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국가
이다. 우리나라와 도시개발에 대한 교류가 활발한 그
룹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
마가 있다. 제2사분면은 한국 협력 여건은 양호하지
않지만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국가로 한국의 시장 개
척 가능성이 높은 국가유형이다. 이에 속하는 국가로
는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있다. 제3사분면은 한국 협
력관계가 강하지 않고 도시개발 수요도 높지 않은 국
가이며, 상대적으로 한국의 협력 개발 진출이 용이하
지 않은 국가유형이다. 이에 속하는 국가로는 브루나
이, 태국, 싱가포르가 있다. 제4사분면은 한국 협력 여
건이 우수하지만 도시개발 수요가 낮은 국가로 이 유
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다.
두 번째 그래프는 한국 협력 여건과 스마트시티 추
진 여건에 대한 그래프 분포이다. 제1사분면은 한국
과 협력 여건이 우수한 동시에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
이 양호한 국가로 한국 협력 분야를 스마트시티 분야
까지 확장시키기 유리한 그룹이다. 이에 속하는 국가
로는 베트남이 있다. 제2사분면은 한국 협력 여건이
좋지 않지만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은 양호한 국가로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거나 한국 진출

리핀이 있다.7) 제4사분면은 한국 협력 여건은 우수하

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유형이다. 이에 속하는 국가는

나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은 열악한 국가로 스마트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이 있다. 제3사분면은 한

티 사업 진출 전 도시개발 수요가 충족되어야 하는

국 협력 여건이 열악한 동시에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

유형이다. 이에 속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도 열악한 국가로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브루나이, 필

라오스, 미얀마가 있다.

7) 필리핀의 한국 협력 여건은 거의 0에 가까우므로, 4사분면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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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그래프는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과 도시개

2. 아세안 스마트시티 국가별 협력 방향

발 수요 간의 관계이다. 제1사분면은 스마트시티 추
진 여건이 양호한 동시에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국가

1) 국별 협력유형 분류

로 도시 인프라 공급과 스마트시티 개발을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유형이며,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있다.

국가별 세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able 6>과 같

제2사분면은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 미흡하나 도시개

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협력을 위한 5가지 유

발 수요가 높은 국가로 도시 인프라 공급이 선행될

형을 분류하였다.

시 스마트시티 개발이 뒤따라올 수 있고, 라오스, 캄

유형 1은 한국 협력 여건, 도시개발 수요, 스마트시

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가 이에 속한다.

티 추진 여건 모두 아세안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제3사분면은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이 미흡하고 도시

유형으로, 베트남이 이에 속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개발 수요도 낮은 국가로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다.

ODA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국가이며, K-City

제4사분면은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은 양호하나 도시

Network 등 다방면으로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 사업

개발 수요가 높지 않은 국가로 태국, 브루나이, 싱가

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베트남은 중견국 도약 중으

포르가 이에 해당한다.

로 도시화에 따른 교통 및 수자원 등 도시개발 수요가
높다. 베트남은 2020년 K-City Network에 5건을 응모
하여 한국과 스마트시티 개발에 높은 의지를 보이고,
글로벌 혁신지수도 아세안 10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

Table 6 _ Type for Korea-ASEAN Smart City Development Cooperation
Dimension
Type

Nations

Suggestion for Cooperation direction
A

B

C

1

Vietnam

O

O

O

∙ Maintain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 Focus on promotion of follow-up and linked projects of existing projects
∙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such as participation in PPP and LH

2

Lao PDR
Myanmar
Cambodia
Indonesia

O

O

X

∙ Prioritize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 Establishment of urban infrastructure for Smart city development
∙ Cooperation through Integrated ODA projects

3

Malaysia

X

O

O

∙ Development of smart solutions focused on transportation
∙ Cooperation using K-City Network
∙ Consider the direction of private participatory cooperation such as PPP

4

Philippines

X

O

X

∙ Cooperate to establish the (pre)feasibility study and master plan through a grant
∙ Human capacity building for urban development
∙ Creating Smart city-based conditions

5

Brunei
Singapore
Thailand

X

X

O

∙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 Joint participation in ASCN of other countries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Note: 1) A = Cooperation condition with Korea / B = Urban development demands / C=Condition for smart city development
2) O = Above the mean of countries in ASEAN (Value>0) / X = Below the mean of countries in ASEAN (Valu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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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인구 비율이 70.4%로 브루나이, 싱가포

시아는 1인당 GDP가 $12,478의 고중소득국이며 도

르,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아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

시화율도 76%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ODA 지원

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세 차원의 협력 여건이

대상국이 아니어서 한국과 협력 여건이 양호하지 않

모두 양호한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협력 방향은 ① 양

다. 태국(75.7%) 등 유사 경제 수준 국가에 비해 대중

국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②

교통 만족도가 61%로 현저히 낮아 도시개발 수요가

이미 베트남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의 구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스마트시티 개발 여

체적 이행을 위한 후속 사업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우수하다. 2020년 K-City

도시개발의 초기 기획 단계 및 마스터플랜 단계의 사

Network에 9건을 응모해 한국과 스마트시티 개발의

업이 구체적인 사업모델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지

협력 의지가 가장 높았고, 글로벌 혁신지수는 아세안

원, PPP 등 협력방식의 구축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인터넷 사용인구도 81.2%

한다. 또한 기존 도시개발형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교통

접목한 연계형 스마트시티 개발 방식이 적합하다.

분야 중심의 스마트 솔루션 개발형 협력이 가장 시급

유형 2는 한국 협력 여건과 도시개발 수요는 아세

하고, ODA 협력 대상국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의

안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스마트시티

K-City Network 프로그램 방식 및 PPP 등 수익구조

추진 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로, 라오스, 미얀마, 인도

가 고려된 민간참여 형태의 협력 방향이 바람직할 것

네시아, 캄보디아가 해당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

이다.

디아의 도시화율은 각 35%, 30.6%, 23.4%로 아세안

유형 4에는 도시개발 수요는 ASCN 평균보다 높지

국가 평균인 48.9%보다 한참 낮지만 연간 도시인구

만, 한국 협력 여건과 스마트시티 개발 여건이 높지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의 도시화율은

않은 필리핀이 있다. 필리핀은 ODA 중점협력 국가

55.3%인데, 도시인구의 93%는 인구 500만 명 미만의

중 하나로 ODA 지원액이 베트남 다음으로 가장 높은

중소도시에 살고 있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국가이며, 한국 협력 여건의 표준화 점수가 –0.05로

방설아 2021, 99). 도시화 진입 단계의 유형 2 국가는

거의 0에 가까워 유형 2와 유사하다. 그러나 유형2와

중소도시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도

달리 2020년 K-City Network 선정 건수가 0이고, 실

시를 중심으로 교통, 물, 폐기물 관리 등 도시 기반시설

제 응모 건수도 1건으로 주변 국가에 비해 한국과 스

건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가 높지 않다. 필리핀

도시인프라 개발사업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이 국가

은 물관리 및 교통 분야 개발의 수요가 높고, 인터넷

그룹에는 높은 기술 수준의 스마트 솔루션보다는 스마

사용인구 비율이 60.1%로 스마트시티 기반환경 조성

트시티 조성의 기반 여건이 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물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ODA를 통해 협력

리적 환경을 구축하며, 스마트시티 개발 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도시개발 또는

위한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스마트시티에 대해 수원국의 요구가 높지 않았던 것

유형 3은 한국과 협력 여건 수준은 아세안 평균보

으로 평가되므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인적 역량

다 낮으나 스마트시티 개발 여건과 도시개발 수요는

강화, 사업 초기 단계의 도시개발 사업 형성부터 협력

양호한 국가로 말레이시아가 이에 해당한다. 말레이

이 필요할 것이다.

36 국토연구 제110권(2021. 9)

유형 5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으로 스마트시

위해 ASCN 도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티 추진 여건이 양호하나, 한국 협력 여건, 도시개발

하였다. 설문조사는 ASCN 도시 실무자로 지정된 10

수요가 평균 이하의 국가이다. 세 국가 모두 ODA 지

개 국가의 NRs과 26개 도시의 CSCOs 관계자에게 온

원 대상국이 아니다. 태국은 K-City Network에 4건을

라인 설문으로 추진했다.8)

응모해 1건이 선정되었고, 브루나이는 3건 응모에 0건

설문조사는 2021년 1월 15일부터 1개월 동안 진행

선정, 싱가포르는 응모하지 않았다. 높은 K-City

되었다. ASCN 관계자 총 93명에게 온라인 설문 양식

Network 응모 건수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한국 협력

을 메일로 발송하였고, 이 중 13명이 회신하였다. 응

여건 표준화 점수가 –0.572로 말레이시아와 같다. 그

답률이 높지 않아, ASCN 전체 도시의 의견을 대표하

러나 대중교통 만족도 및 상수원 보급률이 말레이시

거나 평균적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에 비해 높고 도시개발 수요가 낮아 유형 5에 포함

10개 국가 중 6개 국가 관계자가 회신하였고, 26개 도

되었다. 유형 5 국가는 공공주도의 지원사업보다 민

시 중 10개의 도시로부터 수요 확인이 가능하였다. 응

간회사 참여 방식이나, 기술협력을 통한 주변의 아세

답자 구성은 캄보디아(1명), 인도네시아(2명), 라오스

안 국가에 공동으로 스마트시티를 지원하는 방식의

(3명), 말레이시아(2명), 미얀마(2명), 태국(3명)이다.

새로운 협력방식을 모색해볼 만하다.

응답 도시 대부분은 중소도시이고, 응답자 다수가 1
년 이상 ASCN 관련 업무 담당이며, 10년 이상 경력자

2) ASCN 도시 설문조사에 따른 협력 방향

로 구성됐다.
한국과 스마트시티 협력을 추진할 때 필요한 기술

스마트시티 개발협력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정량적 분

지원, 재정지원,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선호도를 질의

석한계를 보완하고 아세안 도시들의 실수요 파악을

하였고, 이의 평균값을 <Figure 3>과 같이 나타냈다.

Figure 3 _ Survey Results on the ASCN Demands

8) 총 93명의 ASCN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NR(National Representative)과 CSCO(Chief Smart City Officer),
부서 관계자에게도 설문지를 배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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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방식 중 가장 선호하는

은 앞서 분석한 국별 협력유형에 맞춰 설문 응답 도시

협력유형은 사업 초기 단계의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

의 우선순위 희망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플랜 지원이고, 두 번째는 본 사업단계의 기본설계와

한국과 협력 여건, 도시개발 수요는 양호하나 스마

시스템 계획으로 도시개발의 착수단계 수요가 높은

트시티 추진 여건이 평균 이하인 유형 2 국가 도시들

것으로 파악되었다.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기술은 선

의 설문 응답률이 높았다. 설문 결과에서 유형 2 국가

호도가 낮았다. 재원 지원방식(financial assistance)으로

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마스터플랜, 전략, 로드맵 수립,

는 양자 간 무상원조, PPP, 민간기업 투자를 선호했

토지이용 계획과 같은 계획 프로그램의 선호가 높았

다. 반면 유상원조는 가장 비선호하는 협력유형이었

다. 또한 우･오수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 등 도시문

다. 마지막 인적자원 협력방식(human resources

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사업을 희망하였는데, 기반시

development)은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술 전문

설 부족으로 인한 기초인프라 사업이다. 이는 국가별

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연수사업을 선호하였다.

협력유형 분석(<Table 6>)의 결과와 유사하다. 유형

설문 중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ASCN 도시별 우

2 국가는 도시화 수준이 높으므로 도시 인프라 개발

선순위 프로젝트에 대한 문항이 있었고, <Table 7>

사업이 우선 필요하고, 동시에 계획단계에서 스마트

Table 7 _ Priority Smart City Project to Prefer to Cooperate with Korea
Cooperate
Type

Nations

Indonesia

Makassar
Banyuwangi
NR

Lao
PDR
2
Cambodia

5

Thailand

2nd

3rd

HRD, Human capit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aster plan implemen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griculture smart farming

Smart Tourism and Branding

IoT Infrastructure

Master plan

Capacity Building

Database

ICT Infrastructure Development, Wastwater Treatment System,
Luang Prabang City
Luang Prabang

Vientiane

Master plan/ strategy/ road map
Capacity building for smart city Smart solutions for urban
for smart city planning and
planning/MPWT
planning and evaluation/MPWT
development

Battambang

Developing drainage systems in
the west part of Battambang City

-

-

-

Yangon

Smart Lighting/ Yangon/for
parks and famous areas

Transit Oriented
Development/Yangon/HlaingThar Smart Township Development
Yar Township

Nay Pyi Taw

Operating E-buses in Urban
Transport

Establish to international
Comprehensive Universities

Land Use Planning and Review

Waste Management

Water Management

New Township

NR
Malaysia

1st

Luang
Prabang

Myanmar

3

Priority Projects

Cities

Master plan/strategy/road map for Capacity building for smart city Smart solutions for urban
Johor Bahru
smart city planning and development planning/MPWT
planning and evaluation/MPWT
NR

City Data Platform

Smart Pier

Phuket

Mobility as a Service

Smart Tourism

Chonburi

Note: NR=National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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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Pier
-

-

시티를 위한 기반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계획

조건이 양호한 3그룹은 말레이시아, 도시개발 수요만

및 기술 수준에서 자체 추진 역량이 부족하므로 ODA

높은 4그룹은 필리핀,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만 좋은

를 통한 초기 단계의 계획과 역량강화 지원 수요도

5그룹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이다. 정량적 분석

나타났다. 유형 3의 말레이시아는 폐기물, 물관리 등

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세안 도시의 실수요 파악을 위

스마트 솔루션의 요구가 높았는데, 한국의 ODA 대상

해 ASCN 도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국은 아니므로 K-City Network나 민간참여를 통한 스

실시하고 13개 도시가 응답했다. 아세안 도시가 선호

마트 솔루션형 협력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기술지원 분야는 스마트시티 개발 마스터플랜,
로드맵 수립, 사전타당성 조사 등 기획단계의 정책 및

V. 요약 및 결론

계획 분야이다. 협력방식은 무상원조와 PPP등을 선호
했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도시 내부적 인적 역량강화

아세안의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와중에,

를 위한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참여하려는 일본, 중국, 미국, 호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은 공급

주 등 주변 선진국의 물적, 기술적 지원이 증가하고

자 중심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관점으로 인지하

있다. 우리나라도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고, 한국의 발전된 ICT 기술과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

지속 중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의 대(對)아세안

을 합친 스마트도시 패키지 전수를 강조해왔다. 그러

대외협력 정책이고, 그중 아세안 스마트시티는 정책

나 도시는 스마트폰처럼 제작해서 수출하는 물건이

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10개

아니고, 도시개발은 물리적 기반시설의 건설 행위만

의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 및 도시화 수준, 스마트 도

으로 일컬을 수 없다.

시 개발을 위한 기본적 현황이 다르므로, 아세안 스마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아세안과의 스마트시티 개발

트시티 개발협력에 대한 전략에는 국가별 수요와 한

협력을 위해 한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국의 공급여건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

은 아세안 도시의 수요에 대한 관점의 확산이다. 특히

수립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가 직면한 도시문제를 혁신적 기술을 접목

본 논문의 목적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하여 해결하는 개발이라고 볼 때, 그 도시가 갖고 있

을 위한 수요와 공급여건을 분석하여 국가별 맞춤형

는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의 이해는 협력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 이해의 기반에는

위해 한국 협력 여건, 도시개발 수요, 스마트시티 추

공공재로써의 물리적 인프라 조성뿐 아니라 도시민의

진여건의 세 가지 차원을 설정하여 12개 지표에 대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발전도 동시에

정량적 분석을 통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고려해야 한다. 아세안 10개국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을 위한 5개의 협력유형을 도출했다. 세 가지 차원이

면, 각 국가마다 접근해야할 스마트시티의 개발전략

모두 양호한 1그룹은 베트남, 한국 협력 여건과 도시

이 달라져야 한다. 아세안 어느 도시의 스마트시티는

개발 수요는 양호하나 스마트시티 여건이 미비한 2그

한국의 부산, 세종시에서 계획되는 스마트시티와는

룹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이다. 우

전혀 다른 방식의 계획과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

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은 좋지 않으나 다른 두 가지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아세안 스마트시티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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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방안 분석결과는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 현황에 기

Bang Seolah. 2020a. ASEAN Urbanization challenges and

반하여 복합적 여건을 고려한 수요‒공급 기반의 맞춤

strategies. WP 20-24.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형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한계는 아세안의 국가 단위 분석에 머문

Human Settlement.
6. 방설아. 2020b. ODA를 통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연계방안
연구: ASUS와 ASCN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32권,

것이다. 아세안 도시 수준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여건

4호: 101-127.

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나, 도시 단위

______. 2020b. A Study for the Connectivity on the

의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바, 도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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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아세안, 스마트시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아세안 도시개발

아세안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가지 차원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한‒아세안 스

도 아세안과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마트시티 개발협력을 위한 다섯 가지 협력유형을 도

을 지속 중이다. 열 개의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 및

출했다. 또한 ASCN 도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도시화 수준,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적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세안 도시가 선호하는 기술

이 다르므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추진 시,

지원 분야와 협력방식 등을 파악했다. 연구의 시사점

국가별 수요와 한국의 공급여건 등 다각적 분석에 기

으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서는 각 도시의

반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

수요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개발협력의 첫 단계가 되

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해 수요와

어야 함을 제시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개발협력은 공

공급여건을 분석하고, 국가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개

공재로써의 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협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발전도

력 여건, 도시개발 수요, 스마트시티 추진여건의 세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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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 및
지역 간 감염 네트워크 분석
Spatiotemporal Evolution and the Diffusion Pattern of
COVID-19 in South Korea in Three Waves
이진희 Lee Jin Hui*, 박민숙 Park Min Sook**, 이상원 Lee Sangwo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cover cross-district transmission patterns of COVID-19 outbreaks in South Korea in three
waves. To this end, a total of 93,755 reported cases that local governments published online were firstly mapped
and analyzed the spatial diffusion patterns using ArcMap 10.5. Secondly, network analyses method was employed
to discover the directions of transmission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urban hierarchy and transmission patterns of the virus in three waves. In network analysis, 28,365 cases, that contain information of both origin and
destination of individual cases, were analyzed and visualized using Gephi. The analyses unveiled the differences among
three outbreak waves in their transmission scales, speed, and directions. At an overall level,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SMA) found to be the super-spreader and instrumental in spreading the virus throughout the pandemic.
But the second and third waves were more diverse and heterogeneous while the transmission of the first wave was
concentrated around the SMA. Districts with over 1 million population found to have contributed to widespread
and rapid transmission of the vir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developing and deploying area-specific
prevention and intervention measures against future epidemics.
Keywords: COVID-19, Spatial Diffusion, Network Analysis, Spatial Epidemiology

I. 서론

행 등 지역 간 통행 패턴을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Cuadros, Xiao and Mukandavire et al.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호

2020, 1; Kim and Castro 2020, 328). 세계보건기구 자

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19 감염이 보고된

이하 코로나19)는 중국을 건너 전 세계로 확산되어 전

이후 타국에서 첫 감염사례가 확인된 것은 약 보름

례 없던 인적･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중

이후인 2020년 1월 13일이며, 그 후 2개월 정도 지난

국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코로나19 감염은 여

3월 말,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로 바이러스가 확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제1저자, 교신저자) | Associate Research Fellow, Urban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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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었다(WHO COVID-19 dashboard)1). 국내의 경우

와의 물리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2020년 1월 20일 확인된 첫 코로나19 감염자는 해외

연구에서 도시 위계와 같은 공간적 특성이 바이러스

유입자로, 2차 감염이 처음 보고된 것은 그로부터 열

전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지역적

흘이 지난 후였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국내 누적

특성이 코로나19 확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

확진자는 약 15만 7천 명에 육박하며, 사망자 역시 2

해할 필요가 있다.

천 명을 넘어섰다(질병관리청)2).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전파력

파악하는 일반적 방법은 특정 시점에 어느 지역에서

을 보이는 이유는 감염자와의 직･간접적 접촉이나

해당 질환 감염자가 얼마만큼 발생하였는가를 도면

감염자에게서 나온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호흡

화하는 것이다(Zhu, Ye and Manson 2021, 8396). 이

기 감염병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중연

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19가 공간적으로 어

2020, 68; 이진희, 박민숙, 이상원 2021, 9에서 재인

떻게 확산되는가를 탐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

용). 동시에 무증상기 전파가 가능하고 바이러스 배

만 이러한 방법은 특정 지역에서 집계된 감염자 발생

출 기간이 길기 때문에 타 감염병과 달리 짧은 시간

건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해당 발생지역이 가진 특

동안 대규모 확산이 발생한다(Lai, Shih, Ko and Tang

성 및 지역 간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et al. 2020; 박수은 2020; 허중연 2020). 바이러스 자

특히 도시 위계성과 같은 지역의 구조적 특성 및 질

체의 특성과 더불어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지역 간 교

병 확산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류가 증가하고,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밀집하면서 접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시기

촉 수단과 빈도가 늘어난 사실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최병두 2015; Cheong and

가를 파악, 코로나19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 확인을 첫

Jones 2020; Congdon 2016; Sabel, Pringle and

번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20일부터

Schærström 2010; Saraswathi, Mukhopadhyay, Shah

2021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 중

and Ranganath 2020). 또한 대도시로부터의 거리나

발생지 확인이 가능한 사례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

광역권 위치, 도시 규모, 도시 위계 등을 포함한 지리

에서 발생지와 거주지 자료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적 공간 구조도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기간을 유행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따른

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Adler, Florida and Hartt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공간상에 표현하여 감염병이

2020; Fortaleza, Guimarães, Catão and Ferreira et al.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탐색적으로 파

2021; Hamidi, Sabouri and Ewing 2020; Teller 2021).

악하였다.

따라서 백신이나 치료제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도면화 방법과 더불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확

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기 이전

진자의 거주지 및 감염 발생지의 위계성 및 지역 간

에는 교류를 최소화하는 등 일정 거리 내에서 감염자

코로나19의 확산 방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

1) https://covid19.who.int/info/ (2021년 5월 24일 검색)
2) http://ncov.mohw.go.kr/ (2021년 6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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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번째 목표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군･구 단위

다(Sabel, Pringle and Schærström 2010, 114; 이진희,

의 발생지와 거주지가 확인된 사례를 지역 규모와 위

박정호, 이경주 2020, 18). 감염병이 사람을 포함한 생

계에 따라 재코딩하였다. 그 후 다차원적 네트워크 분

물체 사이에 전파되는 것이 확산의 첫 단계이나, 시간

석기법을 이용하여 지역 간 코로나19 확산 패턴을 확

이 흐르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조직적으로

인하였다.

전파되는 것을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 또는 전

감염병의 시공간적 확산 추이와 특성을 확인하는

파라 한다(Jones 2021, 1).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 패턴

것은 방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을 파악하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의 지리적

코로나19 관련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확산세나 사

전파를 최대한 예방하여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의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을 이해

있다(Ayoub, Chemaitelly, Seedat and Mumtaz et al.

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처음 감염병을 전

2020; Hellewell, Abbott, Gimma and Bosse et al. 2020;

파시킨 감염자의 위치(origin), 즉 발생지와 새로 감염

Kucharski, Russell, Diamond and Liu et al. 2020;

된 사람이 이동한 위치인 도착지(destination), 어떠한

Mukandavire, Nyabadza and Malunguza et al. 2020). 따

경로(pathway)로 어떻게(mode) 확산되었는가, 확산 과

라서 코로나19 발생을 시공간적으로 추적하고, 지역

정에서의 추진력(force driving)이 무엇이었는가에 대

의 특성에 따른 관계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한 정보가 필요하다(Sabel, Pringle and Schærström

연구는 기존 연구과 차별된다. 또한 시공간적 확산 패

2010, 118).

턴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

감염병이 어떠한 방법으로 확산되는가의 문제는

함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개선안 마련에 중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먼저 감염병

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의 공간적 확산은 크게 두 가지 유형, 이전형

(relocational)과 팽창형(expansionary)으로 구분된다. 이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전형 확산은 마치 이주민이 본래의 거주지를 나와 새
로운 정착지를 찾는 것과 같이 감염병이 초기 발생지

1.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

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
으로 매우 드물게 확인된다(Cliff, Ord, Haggett and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이 생물체에 해를

Versey 1981, 6; Hornsby 2003, 2; Jones 2021, 3). 반면

입히는 주요 동인인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탈출,

에 팽창형 확산은 초기 발생지를 벗어나지 않은 채

전파되어 새로운 숙주인 생물체 안으로 침입하여 감

주변으로 확산되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계적

염을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한다(강영희 2014; 이진희,

(hierarchical)과 전염성(contagious) 확산으로 세분된다

박정호, 이경주 2020, 17에서 재인용). 코로나19와 같

(Jones 2021, 3).

은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염자가 호흡

위계적 확산은 계층이나 지역의 위계에 따라 발생

이나 기침, 재채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말이 공기 중

하는 확산 방식이다(Cliff, Ord, Haggett and Versey

에 머물다가 새로운 생물체의 호흡기를 통하여 침입

1981, 26; Goulb, Gorr and Gould 1993, 86; Hornsby

하거나 감염자와의 직･간접적 접촉 과정에서 전파된

2003, 2; Sabel, Pringle and Schærström 201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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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큰 도시나 고차원

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시공간적으로 어떻

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처음 발생한 다음

게 변화하는가를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중간 규모의 도시를 거쳐 마지막으로 소규모 도시로

이를 위해 코로나19가 처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파된다(Jones 2021, 3). 이진희, 박정호, 이경주

2020년 1월 말부터 국가적 재난 선포나 사회적 거리

(2020, 22)에 의하면 감염병이 위계적으로 확산될 경

두기 방침 강화, 확진자 수 증가 등 주요 시기마다 각

우 감염병 발생 빈도는 최초 감염지에서 멀수록 낮

주(state)별 확산세를 표현한 도면을 작성, 그 변화 과

아지나, 최근에는 거리의 영향은 줄어든 반면 교통수

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트위터 사용자 자료를 토대로

단, 특히 도로나 공항을 중심으로 더 빠르게 확산될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일리노이주 등 주

수 있다.

요 지역 간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확인하여 지역 내

감염병이 감염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매개를

및 장거리 교류가 코로나19의 시공간적 확산 변화에

통해 일어나는 전염성 확산의 경우(Hornsby 2003,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슷한 배경에서 Jones

2), 위계적 확산과 같이 주로 도심에서 감염병이 발

(2021)는 시간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도시 규모나 인구

생한 다음 사람들의 공간적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밀도, 대도시로부터의 거리 등의 지역 특성에 따라 코

과정을 거친다(Sabel, Pringle and Schærström 2010,

로나19가 어떻게 시공간적으로 확산되는가를 미국

118). 하지만 최초 감염지로부터의 거리가 매우 중요

텍사스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위계적 확산

한 거리소멸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 위계적 확산보다

을 전제로 하여 주요 도시로의 거리와 인구 규모가

거리에 더 민감하다(Jones 2021, 3). 1852년 브로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거리의 콜레라 발생이 전염성 방식으로 확산된 대표

DeFries, Agarwala, Baquie and Choksi et al.(2020) 역시

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이진희, 박정호, 이경주

인도 도시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분석 결과, 대도시

2020, 22).

에서 소도시로 위계적 감염병 전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계절성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마을과의 거리와

2. 코로나19 발생의 시공간적 추적

그들과의 교류 정도가 코로나19 유행과 관계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기존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의 공간적 확산을 추적하거

3. 코로나19 확산의 지역적 특성 분석

나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는
감염병 확산을 지리적 측면에서 추적하거나 지역의

코로나19의 공간적 확산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지

인문 및 자연환경 요인과 개인의 건강 상태와의 상

역에 대한 연구 역시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리학적 측

관성을 분석하는 학문인 공간역학(Spatial Epidemiology)

면에서 분석한 시도이다. Liu, Gu and Liu(2021)는 시

이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질환을 대

공간 연결분석 방식을 적용, 홍콩을 대상으로 약 일

응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박선엽, 한대권

년 동안 확진 케이스의 지역 간 그리고 연령과 성별

2012).

등 인구학적 확산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행

먼저 Zhu, Ye and Manson(2021)은 네트워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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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인구특성에 따른 확산 패턴에 차이가 있으며,

대다수의 확진 케이스가 지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로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이나 수도권으로부터 인접한

나타났다. 특히 확산 범위가 컸던 4차 유행 시기에

지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특히 도로나 철도 등

주요 거점이 된 지역의 경우 인구 밀도와 밀접한 관

의 교통수단을 통해 수도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

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Liu, Hao, Sun and Shi(2021)은

나 실제 교류가 많은 지역일수록 코로나19 확산에 중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중국 42개 지역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의 코로나19 초기 확산을 시뮬레이션하여 인구 밀집
도가 높을수록 바이러스 확산 범위가 넓고 빠르다는

III. 연구의 틀

것을 확인했다. Yi, Ng, Farwin and Pei Ting Low et

al.(2021) 역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근로자

1. 자료 측정

들의 거주지와 방문지 이동 데이터를 분석, 코로나19
에 대한 노출이 비업무적 지리공간 환경, 사회적 관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코로나19의 시공간적 확산

계, 그리고 방문 지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첫 감염자

다. Saraswathi, Mukhopadhyay, Shah and Ranganath

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

(2020)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인도

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3) 확진

카르나타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을 공간적으로

자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인터넷상에서 구득한 자

분석, 델리(Delhi)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가 가장 외생

료에는 대부분 감염자의 거주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적인 감염인 반면, 확진 사례가 가장 많은 뱅가로시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접촉력 항목에서 대면접촉이

(Bangalore city)에서는 집단감염 빈도가 오히려 낮음

나 해외 유입이 아닌 경우 구체적인 감염경로(예: ○

을 밝혔다.

○병원, △△구 ▽▽학원 등)가 제시되어 있다. 본

이렇듯 기존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공간적 확산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위계적 특성을 띄며, 특히 도심이나 주요 도시와의 거

단위에서 발생지를 파악하였다. 다만 부산광역시와

리, 인구 규모가 감염병의 공간적 전파에 큰 영향을 미

대구광역시, 강원도와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

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주요 도시와의 교류가 많거

자치시와 같이 감염경로에서의 접촉자가 파악된 경

나 연결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우 전체 확진자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빠르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

동안만 확진자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그리고 정보가

3)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incheon.go.kr/covid19/index)
광주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gwangju.go.kr/c19/contentsView.do?pageId=corona29)
대전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daejeon.go.kr/corona19/index.do?menuId=0002)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covid19.ulsan.go.kr/index.do)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sejong.go.kr/bbs/R3620/list.do)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covid19.do)
충청북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chungbuk.go.kr/covid-19/index.do)
전라북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jeonbuk.go.kr/board/list.jeonbuk?boardId=BBS_0000116&menuCd =DOM_000000110010000000&
contentsSid=1266&cpath=)
전라남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jeonnam.go.kr/coronaMainPage.do)
경상남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코로나19경남.kr/main/main.do#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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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있어 발생지 확인이 어려운 사례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발생 추이는 <Figure 1>과 같다.
지역 위계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기준을 비롯하여

분석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자료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및 중소도시 구분 기준

의 확진자는 총 93,755명으로, 이는 2021년 4월 30일

(이진희 2016, 36)과 선행연구(김상조, 정윤희, 이진희

전국 누적 확진자 122,634명의 76.45%이다. 당시 서

2012, 54; Lee and Lim 2018, 119)를 토대로 인구 규모

울을 포함한 수도권 확진자는 전체의 63.7%에 해당하

에 따라 시･군･구 단위에서 각각 <Table 1>과 같이

며, 자료를 구득하지 못한 지역의 확진자는 20.4%, 검

구분하였다. 위계성이란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소단

역소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위 거주지부터 대도시까지 각 도시의 위계를 표현하

(질병관리청). 확진자 접촉이나 해외유입, 미분류와

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표현되

같이 발생지 확인이 어려운 사례를 제외한 자료 중

며 가장 상위에는 대도시가, 하단에는 소단위 거주지

거주지와 발생지가 모두 확인되어 네트워크 분석에

역이 위치한다(Warf 2010). 인구 규모 관련 자료는 행

이용된 사례는 28,365명으로 전체 자료의 29.05%에

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사용하였고, 2020년 1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분석 기간 동안 확진자

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Figure 1 _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Source: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WHO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WHO-COVID-19-global-data.csv) and Lee,
Park and Lee(2021, 12 <Table 2>).

Table 1 _ Hierarchical Categories Based on Population Size
(unit: person)

Population size

Si･Gun･Gu Level

Population size

Si･Gun･Gu Level

1,000,000 or more

4

100,000 ~ 300,000

2

300,000 ~ 1,000,000

3

100,000 or less

1

Source: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Lee(2016), Kim, Jeong and Lee(2012), and Lee and Lim(2018, 119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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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_ Duration of Each Wave of the COVID-19 Pandemic and Associated Major Social Issues
Wave

Start date of the wave

st

End date of the wave

Main issue

1 Wave

2020. 1. 20

2020. 4. 20

Shincheonji church-related clusters

2nd Wave

2020. 4. 21

2020. 9. 28

8.15 Downtown rally

3rd Wave

2020. 9. 29

2021. 4. 30

The average number of daily new cases in a week was larger than 400

Source: Lee, Park and Lee(2021, 12),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Table 2>.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자마

황을 스냅 사진 형태로 비교하여 확산의 방향과 정도

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유행이

를 진단하는 방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차 유행은 신천지발

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Cao, Yang,

집단감염이 발생한 2020년 3월, 2차 유행은 8.15 도심

Wang and Guo et al. 2016; Mao, He, Zhu and Liu et

집회가 진행된 2020년 8월, 3차 유행은 코로나19가

al. 2020; Zhu, Ye and Manson 2021).

전국적으로 확산된 2020년 말부터로 구분한다(장진
화, 김영화, 김유연, 염한솔 외 2021, 483; 이진희, 박

2) 네트워크 분석

민숙, 이상원 2021, 12).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토
대로 <Table 2>와 같이 구분하였다. 실제 유행 시기

코로나19의 지역 간 전파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지

구분은 세 차례의 유행이 발생하기 이전 시기까지 더

역적 위계성을 반영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세분화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확산 패턴

도입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확인을 위해 이전 시기를 모두 유행 시기로 포함하여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개인과 집단 등 분석 단위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되는 노드(node)와 해당 분석 단위 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연결선(edge)을 계량화하여 노드 간 관계에 나

2. 분석 방법

타나는 패턴 혹은 규칙성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공간구조 연구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과학 등에

1) 시공간적 코로나19 확산 분석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Rabino and Occelli 1997;

Wasserman and Faust 1994). 특히 지리학적 공간구
본 논문의 첫 번째 목표인 코로나19의 시공간적 확산

조 연구에서는 공간 간의 상호작용 내에서 공간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발생지가

다양한 역할과 상호작용의 복잡한 특성을 이해하는

확인된 감염 사례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데 효과적이다(Rabino and Occelli 1997).

공간상에 표현하였다. 도면화를 위해서는 ArcMap

본 논문에서 각 노드는 각 시･군･구를 대표하며,

10.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행 시기를 세 차례로

연결선은 확진자의 거주지와 발생지의 관계를 나타낸

구분하여 발생 빈도에 따라 시･군･구 색상을 달리하

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 거주자가 부산시 북구

여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19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확

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경우 해당

산되는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였다. 시기별 확산 현

거주지(종로구)와 발생지(북구)가 그래프 상에 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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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표기되고, 확진자의 지역 간의 관계인 이동경로

1사이의 수치로 계산된다. 경로의 길이가 짧을수

를 타나내기 위해 두 노드 간에 연결선이 생성된다.

록, 즉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노드의 타 노드에

각 연결선의 가중치(weight)는 특정 두 지역 간에 발생

대한 영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 확진 건수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특정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전국의 타

지역 간 바이러스 확산 다이나믹스를 이해하기 위
해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또한 네트워

시･군･구에 미친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며, Cclose로
표기되었다.

크의 특성(attributes)은 다음 지표를 사용하여 해석하

∙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타 노드 간에

였다. 네트워크 밀집도(density)란 한 네트워크에서 나

최단 거리 경로가 되는 횟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

올 수 있는 모든 연결선의 개수와 실제 연결선 수의

에서는 특정 지역이 직접 전파가 일어나지 않은

비를 의미한다. 평균 연결선 길이(mean path length)는

타 지역으로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데 얼마나 교량

모든 노드 쌍 거리의 평균 거리(distance)로 두 노드로

역할을 했는지를 나타내며, Cbtw으로 표기되었다.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한다. 평균 집

∙ 페이지랭크 중심성(PageRank centrality): 특정 노

단화계수(mean clustering coefficient)는 네트워크 상의

드와 이웃 관계를 갖는 타 노드의 중심성을 반영

노드들 간의 평균 상호 연결 정도를 나타내며, 0에서

하여 특정 노드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식 중 하

1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나인 고유 벡터 중심성의 변형으로, 방향성이 있

각 지역, 즉 노드의 중심성(centrality)은 아래의 지
표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심성 지표이
다. 본 논문에서는 probability 0.85로 계산되었으

∙ 외향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 하나의 특정 노

며, 특정 지역과 연결성을 가진 기타 지역의 중심

드에서 다른 노드로 직접 연결되는 연결선의 총

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의 핫스팟을 파악하

합으로 해당 노드의 타 노드에 대한 영향력을 나

는 데 사용되었고, PRc로 표기되었다.

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개용 소프트웨어인 Gephi 0.9.2

직접 전파가 일어난 정도를 나타내며, 가중치를

(Bastian, Heymann and Jacomy 2009)와 Fruchterman

적용하여 Cw_out으로 표기되었다.

Reingold 레이아웃 알고리즘(Fruchterman and Reingold

∙ 내향 중심성(indegree centrality): 타 노드에서 특

1991)을 사용하여 지표 계량화 및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정 노드로 직접 연결되는 연결선 수의 합계로 타
노드에서 받은 영향 정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

IV. 연구 결과

서는 타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코로나19 전파
가 일어난 정도를 나타내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1. 시기별 코로나19 확산 패턴 분석

Cw_in으로 표기되었다.
∙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한 노드에서 네

1) 시기별 코로나19 확산 방향

트워크상 그 외 노드에 도달하는 경로의 최단 거
리를 계산하여 특정 노드의 타 노드에 대한 간접

코로나19의 시공간적 확산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 연결성 혹은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0에서

시기별로 발생 빈도를 탐색하여 이를 도면화한 결과,

50 국토연구 제110권(2021. 9)

<Figure 2>와 같이 1차 유행 시기에는 코로나19 발

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된 이후, 3차 유행 시기에는 전

생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경상남도

국적으로 퍼져나갔다. 1차 유행 시기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약하게 나타났으나, 2차 유행 시기에는 수

을 중심으로 한 신천지발 집단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Figure 2 _ Epidemic Snapshots and Epidemic Map Based on Transmission Routes

1st wave epidemic snapshot

2nd wave epidemic snapshot

3rd wave epidemic snapshot

Epidemic map based on transmission routes4)

Source: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reported confirmed cases that local governments (Seoul;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 Jeonbuk; Jeonnam; Gyeongnam) published online.
4) <Figure 2>의 우측 하단 그림은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빈도를 표현함. 빗금 표시는 확진자 현황 자료 구득이 불가한 시･도(부산광
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시)를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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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었으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자료가 제외

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되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확산이 확인되지
는 않았다5).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가 주요 원

2) 시기별 코로나19 확산 구조

인이 된 2차 유행 시기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코

각 유행 시기별 코로나19의 확산 구조를 네트워크 분

로나19가 확대된 3차 유행 시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석을 통해 살펴보면, 1∼3차 유행 시기를 지나면서 전

중심으로 한 확산세와 광주 및 경남권 중심의 확산세

반적으로 지역 간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원거리 지역

가 포착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중심에

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네트워크 특성에

서 인접한 지역을 거쳐 먼 지역으로 코로나19가 확대

대한 <Table 3>을 보면, 네트워크의 밀집도, 평균 연

되는 위계적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선 길이, 집단화 계수 모두 유행 시기가 진행 될수

유행 시기별 주요 발생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록 점차 확대되었다. 먼저 밀집도와 집단화 계수를 살

면, 1차 유행에는 서울시 구로구를 포함, 경기 남부권에

펴보면, 1차 유행 시기에는 0.005 및 0.066에서 2차에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았다. 2차 시기에는 1차와 비

는 0.031 및 0.227, 그리고 3차 유행에서는 각각 0.059

교할 때 서울시에서의 발생 빈도가 증가했으며, 서울과

와 0.366으로 증가하였다. 즉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인접한 경기도 시군에서도 다수의 감염이 확인되었다.

노드들이 1차 시기에는 0.5% 가량의 연결성을 보인

수도권의 확산 패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2차

반면, 2차에는 약 3%, 3차 유행에는 약 5.9%의 노드

유행 시기에서는 서울 중심부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

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2･3차 유행 시기에는 다수의

도 시･군으로 코로나19 발생이 확산되는 것이 확인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지역 범위가 크게 확대

다. 특히 2차 유행에는 서울과 경계가 인접한 부천시

된 것을 알 수 있다.

와 고양시, 안양시에서 코로나19가 다수 발생하였으

마찬가지로 인접한 두 개 노드와의 근접 가능성을

며, 지하철 및 도로 교통 연결성이 높은 용인시에서도

나타내는 평균 집단화 계수도 3차 유행에 가까워지면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발생이 확인되었다. 3차 유행

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지역 간 전파 속

에는 코로나19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서

도가 빨라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결선의 수와 연결

울 및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군에서 집단적인 코

된 노드들의 최단거리 중 가장 긴 연결선의 길이를

로나19 발생이 확인된다. 특히 서울 남부 지역을 비롯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지름, 연결된 모든 노드에 다다

하여 서울과의 교통 연결성이 높은 경기 용인시와 성

를 수 있는 평균 스텝 수를 나타내는 평균 연결선 길

남시, 부천시와 고양시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

이 역시 3차에 근접할수록 높아져 한정된 지역을 중

러한 확산 패턴을 통해 거리 인접성과 함께 교통수단

심으로 확산이 이루어졌던 1차와 달리, 3차 유행 시기

등을 통한 높은 연결성이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에는 전파 대상 지역이 넓고 커졌음이 확인된다

위계적 확산 모델이 국내 코로나19 전파에도 어느 정

(<Table 3> 및 <Figure 3> 참조).

5) 본 논문에서 1차 유행 시기로 구분한 2020년 4월 20일까지 대구에서 보고된 확진자는 총 6,835명으로, 이는 분석 기간인 2021년
4월 30일까지의 대구 내 확진자 9,363명의 약 73%에 해당함. 따라서 본 분석결과와 달리 1차 유행 시기에는 대구에 집중된 확산세가
확인되었을 것이나, 그 이후에는 대구에서 확산되는 모습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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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_ Parameters of Transmission Networks of the Individual Three Waves of COVID-19
Centralities
Wave

1st
Wave

nd

2
Wave

Range

3
Wave

0–190

Cw_in

Cclose

Cbtw

PRc

0–84

0–1
1 (n=12)
0<Cclose<1 (n=13)
0 (n=132)

0–115.5

0.005–0.016

3.000

Mean

3.567

3.567

0.117

Range

0–1,098

0–209

0–1
1 (n=3)
0<Cclose<1 (n=64)
0 (n=90)

Mean

rd

Cw_out

Range

Mean

30.153

0–796

139.739

Network Attributes

30.153

0.188

0–816

0–1
1 (n=6)
0<Cclose<1 (n=109)
0 (n=42)

139.739

0.246

Diameter

Mean
path
length

Mean
Density clustering
coef.

7

2.458

0.005

0.066

7

2.681

0.031

0.227

9

3.5584

0.059

0.366

0.005

0–997.665 0.002–0.018

57.427

0.004

0–4087.539 0.001–0.021

210.064

0.004

Source: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reported confirmed cases that local governments (Seoul;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 Jeonbuk; Jeonnam; Gyeongnam) published online.

Figure 3 _ The Transmission Networks of the Individual Three Waves of COVID-19

1st Wave

2nd Wave

3rd Wave

Note: The duration of each wave was defined in Table 1 and Figure 1. The layout of each network was generated using Fruchterman
Reigngold. The size of node corresponds to the weighted outdegree of the node and the color of the node represents the population
size of the node as described in the legend.
Source: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reported confirmed cases that local governments (Seoul;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 Jeonbuk; Jeonnam; Gyeongnam) publishe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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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별 지역 간 영향력 변화 분석

어들었으며, 이와 반대로 Cclose=0인 지역의 숫자는 각
각 132개, 90개, 42개로 유행 시기에 따라 점차 줄어

1) 시기별 전파 변화

들었다. 이는 1차 유행에서는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
로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코로나19가 확산된 반면,

중심도를 토대로 각 지역의 전파력, 전파속도, 그리

2차와 3차 시기에는 특정한 몇몇 지역보다 약 절반

고 타 지역에 대한 간접적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특

이상의 지역이 그 외 모든 지역에 대해 다소 높은

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직접적인 확산이 1∼3차

수준의 전파력을 가지면서 산발적으로 타 지역에 코

유행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로나19 전파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

(<Table 3> 참조). 먼저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된다.

전파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유입이 이뤄진 정도를 나

특정 지역이 타 지역 간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한

타내는 Cw_out와 Cw_in의 평균값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정도를 나타내는 매개 중심성(Cbtw) 역시 1차 유행 시

1차 시기에는 한 지역당 평균 약 3.5(Ave. of

기에는 평균 값이 3에 불과했으나, 2차 및 3차 유행기

Cw_out=3.567) 지역으로 전파가 이루어진 반면, 2차

를 지나면서 각각 57 및 210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및 3차 유행에서는 평균 약 30(Ave. of Cw_out =30.153)

즉, 유행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지역이 타

곳과 139.7(Ave. of Cw_out=139.739)개 지역으로 전파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중간 역할을 했다

가 이루어져 한 지역 당 타 지역으로의 코로나19 전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2･3차 유행기를 거치면서 산

파력이 크게 확대된 것이 확인된다. 특히 3차 시기의

발적으로 다수의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것

Cw_out과 Cw_in 중심도 모두 다른 시기에 비해 월등히

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높아 3차에 특히 지역 간 직접 전파가 다발적으로 일

유행 시기 전반에 걸쳐 특정 지역이 코로나19 전

어난 것으로 보인다. 분석에 포함된 지역 수가 157개

파에 강력한 핫스팟으로 작용한 경우는 두드러지지

인 것을 감안하면 특히 3차 유행에서 약 90%의 지역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유행에 PRc 중심도 평

에 직접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져, 지역 간 직접 전

균값이 약간 높았으나, 0.01 값의 차이로 큰 차이는

파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보이지 않았다.

전파속도는 각 유행기별로 약 1.1(Ave. of Cclose=

0.117), 1.8(Ave. of Cclose= 0.188) 및 2.4(Ave. of

2) 지역 위계별 코로나19 확산 다이나믹스

Cclose=0.246)개 지역을 거치면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
든 지역으로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위계성과 코로나19 확산 다이나믹스를 이해하

(<Table 3> 참고). 3차 시기에 다소 지역 간 전파 속

기 위해 지역 위계별 중심성의 평균치를 비교하면

도가 느려지기는 했으나, 이는 전파 지역 범위가 커

<Table 4> 및 <Figure 4>와 같다. 인구수 100만 명

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차 유행에는 타 지역과

이상 지역이 다른 인구 규모를 가진 지역들보다 4개

의 거리가 짧았던 지역이 12개로(Cclose=1, n=12) 상

의

대적으로 많은 반면, 2차와 3차 시기에는 각각

Cbtw=611.139, PRc=0.011)에서 월등히 높은 지표수를

3(Cclose=1, n=3)개와 6(Cclose=1, n=6)개 지역으로 줄

보였다. 이는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역의 경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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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중심도(Cw_out=199.833,

Cw_in=226.500,

Table 4 _ Distribution of Average Centrality Scores by Urban Hierarchy in Three Waves
Wave

1st Wave

2nd Wave

3rd Wave

Category

Ave. of Cw_out

Ave. of Cw_in

Ave. of Cclose

Ave. of Cbtw

Ave. of PRc

100,000 or less

0.224

0.388

0.000

0.000

0.005

100,000–300,000

1.174

1.674

0.116

1.522

0.005

300,000–1,000,000

8.310

7.707

0.208

6.776

0.006

1,000,000 or more

3.250

4.250

0.250

2.000

0.008

100,000 or less

1.163

1.837

0.047

1.942

0.002

100,000–300,000

16.435

12.913

0.148

33.955

0.004

300,000–1,000,000

61.603

61.259

0.329

99.193

0.006

1,000,000 or more

87.000

124.250

0.341

401.418

0.011

100,000 or less

37.633

29.551

0.156

88.747

0.002

100,000–300,000

97.630

79.109

0.268

55.041

0.004

300,000–1,000,000

233.914

252.552

0.299

351.371

0.006

1,000,000 or more

509.250

551.000

0.306

1429.998

0.015

Source: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reported confirmed cases that local governments (Seoul;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 Jeonbuk; Jeonnam; Gyeongnam) published online.

Figure 4 _ Comparisons of Average Centralities by Urban Hierarchy

Ave. of Cw_out by urban hierarchy

Ave. of Cw_in by urban hierarchy

Ave. of Cbtw by urban hierarchy

Ave. of Cclose by urban hierarchy

Ave. of PRc by urban hierarchy

Ave. of Cw_out in areas
with 1,000,000 or larger population

Source: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reported confirmed cases that local governments (Seoul;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 Jeonbuk; Jeonnam; Gyeongnam) published online.

19 바이러스를 타 지역으로 직접 확산하거나 바이러

성하게 교량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스가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직접 유입된 경우가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역의 경우, 특히 3차 유행 시기

월등히 높았던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접 전파뿐 아니

에 타 지역에 대한 직접 전파력이 1･2차 유행기에 월

라 그 외 지역 간 코로나19 전파에도 해당 지역이 왕

등히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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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차 유행 시기에는 인구

3)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영향력

30만∼100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 활발한 코로나19
유출입이 이루어진 반면, 2차와 3차 유행에서는 수도

<Table 5>와 같이 각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영향력

권에 위치한 인구 1백만 명 이상 지역을 통해 타 대도

을 유행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체 기간에 걸쳐 서울과

시로의 코로나19 확산이 더 뚜렷하게 확인된다. 지방

경기 지역이 모든 중심성에 있어 타 지역보다 상대적

대 도시 간 전파 역시 2차 유행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시기에 더욱 강하게 확인된다. 특히 3차 유행 시

코로나19의 확산과 유입이 활발했다는 것으로 해석

기에는 대도시지역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코로나

된다. 이를 도면화하면, <Figure 5>에서 보이듯 1∼3

19의 확산이 이루어져,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통로

차 유행 시기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가 다양화되고 도시 간 확산세는 더욱 분명해지는 것

코로나19 확산이 우세했다.

을 알 수 있다. Cclose 중심도는 인구 100만 명 이상과

수도권 지역이 1･2차 유행 시기에 코로나19 확산

더불어 인구 30만∼100만 명 지역 모두에서 상대적

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3차 유행에서 수도권 외 지

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인구 규모 30만 명 이상일

역으로 확산의 중심지가 확대 되는 패턴은 <Table 5>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

에서도 확인된다. 각 중심성에서 상위를 차지한 지역

르고 주요 확산지와 강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

을 토대로 확산 패턴을 살펴보면, 1차 유행에서는 서

났다.

울과 경기도 지역이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상대적으

Table 5 _ Top Five Districts(Si･Gun･Gu) Centrality Scores
Wave

Cw_out
*

(S) Guro-gu
1st
Wave

3rd
Wave

Cclose

Cbtw

190 (G) Seongnam-si 84 (S) Dongdaemun-gu 1.000

(G) Seongnam-si

108

(G) Uijeongbu-si

53

(G) Gunpo-si

31

(S) Dongdaemun-gu

28

(S) Seongbuk-gu
2nd
Wave

Cw_in

(S) Gangnam-gu

(G) Uijeongbu-si

115.5

(G) Bucheon-si

36

(G) Pyeongtaek-si 1.000

(G) Seongnam-si

104

(S) Guro-gu

30

(S) Seongdong-gu 1.000

(G) Uijeongbu-si 30
(G) Gunpo-si

29

1,098 (S) Seongbuk-gu 209
373

PRc

(S) Nowon-gu

(G) Goyang-si

0.016

(S) Seongbuk-gu 0.013

(S) Gangnam-gu

71.5

(I) Namdong-gu 0.011

(S) Jongno-gu

1.000

(G) Gunpo-si

62

(G) Hwaseong-si 0.010

(G) Suwon-si

1.000

(S) Seodaemun-gu

29

(GJ) Buk-gu

1.000

(G) Yongin-si

997.665

193

(G) Icheon-si

1.000

(S) Seongbuk-gu

870.027

(S) Jongno-gu

(S) Jongno-gu

351

(G) Yongin-si

190

(GN) Geoje-si

1.000

(S) Gwanak-gu

320

(G) Goyang-si

189

(S) Jongno-gu

0.796 (S) Yeongdeungpo-gu

(S) Nowon-gu

0.009

(G) Yongin-si

0.018

(G) Seongnam-si 0.017

851.826

(G) Goyang-si

0.013

500.852

(G) Siheung-si

0.012
0.011

(G) Yongin-si

233

(S) Gwanak-gu

173

(S) Seongbuk-gu

0.726

(G) Goyang-si

478.257

(G) Gimpo-si

(S) Gangnam-gu

816

(G) Bucheon-si

796

(U) Nam-gu

1.000

(GJ) Gwangsan-gu

4,087.539

(G) Yongin-si

0.021

(G) Yongin-si

731

(G) Yongin-si

722 (CB) Jincheon-gun 1.000

(GJ) Dong-gu

3,968.631

(G) Bucheon-si

0.020

3,830.876

(G) Goyang-si

0.020

(S) Gangseo-gu

710 (G) Seongnam-si 652

(U) Jung-gu

1.000

(S) Gangnam-gu

(G) Seongnam-si

655

(G) Suwon-si

628

(DJ) Dong-gu

1.000

(G) Yongin-si

3,533.674 (G) Pyeongtaek-si 0.018

(GN) Jinju-si

629

(GN) Jinju-si

623

(JB) Jeongeup-si

1.000

(GN) Jinju-si

1,365.201

(G) Ansan-si

0.018

Note: * S-Seoul, I-Incheon, DJ-Daejeon, U-Ulsan, GJ-Gwangju, G-Gyeonggi, CB-Chungbuk, JB-Jeonbuk, GN-Gyeongnam
Source: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reported confirmed cases that local governments (Seoul;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 Jeonbuk; Jeonnam; Gyeongnam) publishe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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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_ COVID-19 Transmission Network in GeoLayout in Three Waves of COVID-19

1st
Wave

2nd
Wave

3rd
Wave

Note: The size of node corresponds to the weighted outdegree of the node and the color of the node represents the population size of
the node as described in the legend.
Source: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reported confirmed cases that local governments (Seoul;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 Jeonbuk; Jeonnam; Gyeongnam) publishe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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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점수를 보여 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유입과

을 확인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유행 시기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나타난다. 특히 2･3

로 코로나19 확산의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차 유행 시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Cclose 값

확산세가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최댓값인 1로 나타나, 1차 유행 기간에는 인접 지

바이러스의 공간적 확산의 구조를 지역의 위계성을

역 간의 감염병 확산이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해석된

통해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의 방역

다. 또한 서울의 한 특정 지역의 PRc 중심도가 1차 유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행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이 코로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코로나19 발생이 증가

19 확산의 핫스팟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의 공

2차 유행에서도 수도권 지역이 다양한 중심도에서

간적 확산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높은 값을 기록했으나, Cw_in와 Cw_out 점수가 크게 증

가를 이해하고 핫스팟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 간 차등

대되는 반면 Cclose와 PRc 중심도 값은 1차 유행에 비해

화된 방역 정책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각 지역으로의 코로나19 바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코로나19 발생지

러스의 유입 및 유출은 더욱 활발해졌으나, 인접한 지

가 확인된 자료를 도면화한 결과, 일반적인 감염병의

역 간 전파보다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확산이 1차

공간적 확산 모델인 위계적 확산이 확인되었다. 특히

유행에 비해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1차 유행

강한 계기가 있었던 1차와 2차 유행 시기와 달리, 전

시기에는 서울시 구로구, 2차 시기에는 종로구 및 성

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3차 시기에는 수도권이

북구 등 특정 이벤트와 관련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월

코로나19 발생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서울과 인접

등히 높은 Cw_out 중심성을 보여, 타 지역으로 직접 확

한 지역이나 교통수단 등으로 강한 연계성이 있는 지

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감염병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3차 유행 시기에서는 2차 유행의 특성과 비슷한 확

사실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3차

산 패턴을 보이나, 수도권 이 외 지역인 경남과 충북,

유행으로 갈수록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광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성 값을 기록하

19 확산의 범위와 빈도가 늘어났고, 속도 역시 빨라졌

여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가 다양화되고 지방 도시

음이 밝혀졌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역할을 한

로 확대된 사실이 확인된다. 3차 유행 시기에는 특히

지역 역시 늘어나 바이러스가 산발적으로 퍼져나간

Cbtw 중심성 값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경기도와 서울,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을

광주 등이 새로운 매개 지역으로 떠올랐다.

도면으로 확인하면 수도권의 역할이 유행 시기가 진

V.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함의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확진자 현황 자료를 활용하
여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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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수록 점차 강해진 것으로 표현된 반면, 중심도 값
을 토대로 밝혀진 사실은 유행 초기에는 수도권이 코
로나19 확산의 주요 역할을 하였으나 3차 유행 시기
로 갈수록 지방 대도시의 역할 역시 강해졌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
나19 바이러스 전파 통로가 보다 다양해지고 도시 간
확산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의 방역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공간적 확

지역 위계별 확산 패턴에 있어서는 인구 규모가 큰

산 패턴과 구조를 시각화 자료와 수치로 확인한 본

지역일수록 코로나19 유출과 유입 빈도가 높아 코로

논문은 선행연구과 차별되며, 향후 정부의 방역 정책

나19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바

적 전파뿐만 아니라 교량적 역할 역시 왕성하게 한

이러스 확산에 있어 실제 지역 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역

것은 코로나19의 지역 외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시 도시 규모와 역할에 따라 바이러스가 고차위 도시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코로나19 발생을 지역별 발생

에서 퍼져 나간다는 위계적 확산 모델을 따르고 있다

률로만 파악하기 보다는, 공간적 차원에서 코로나19

는 사실을 알려준다. 단순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의 확산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추

서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인구 규

적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모가 큰 지방 도시가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 핫스

신규 확진자 수가 증폭하고 있으며, 여름휴가 등으로

팟으로 대두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도

인하여 지역 간 이동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로 구분해서 적용되는 방역 조치가 도시 위계에 맞

지역 간 코로나19 확산을 추적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춰 더욱 세분화되어야 하며, 특히 가장 큰 핫스팟인

것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므로, 추가적

수도권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 자료 구축을 통하여 코로나19의 공간적 확산 패턴

시사한다.

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핫스팟 및
매개 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는 감염 경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보다 효과
적인 방역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공간역학을 토대로

본 논문은 코로나19의 공간적 확산 패턴과 지역 간

한 지역 간 코로나19 확산과 접촉 경로에 대한 보다

감염 네트워크를 유행 시기별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지역 간 전파

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득 가능한 지난 1년 4개

에 있어 통행 목적이 출퇴근이나 등교와 같이 정기적

월 동안의 확진자 발생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를

인 것인지, 쇼핑이나 여가 등과 같이 일시적인 것인지

발생지를 기준으로 도면화하고 발생지–도착지 간 네

에 따라 방역 방법이나 효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

트워크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코로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 통행 목

나19 자료는 역학 조사 완료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적이나 시계열적 차이 등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면 보

정보가 변동 가능하며, 감염경로상 지역 확인이 어렵

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거나 단순 대면접촉에 의한 전파의 경우 초기 발생지
확인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자료 중 약 30%만
이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1차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 자
료가 제외되어 있어, 분석 결과 해석에 약간의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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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코로나19, 공간적 확산, 네트워크 분석, 공간역학

본 논문의 목적은 코로나19 발생지 자료를 토대로 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역할이 지방 대도시로 확산

행 시기별 코로나19의 공간적 확산 패턴과 방향성을

되면서 보다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와 달리 코로나19 발생지

었다. 이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코로나19 전

를 기준으로 감염병이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적으로

파 통로가 다양하지고 도시 간 전파 역시 늘어나 특

어떻게 확산되는지, 주요 역할을 하는 지역이 어디인

정 지역에 초점을 맞춘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지, 각 지역 간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가 등을 살펴보

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 위계별로 인구 규모가 큰 지

았다. 그 결과 코로나19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

역일수록 코로나19 유출입 빈도가 높아 확산에 중요

로 인접성과 연결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확산되었으

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 간 전파에 있어서도 매개

며, 3차 유행으로 갈수록 코로나19 확산의 범위와 빈

지역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도,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팬데믹 초기에는 서울 및

이분화된 방역 조치가 도시의 규모와 타 지역과의 연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나,

결성 등을 토대로 보다 세분화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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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및
취약지역의 특성 도출*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Identification of
Vulnerable Area Characteristics Considering Medical Vulnerability
최혜림 Choi Hyerim**, 한우석 Han Woosuk***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considering medical vulnerabilities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areas through this. As a method of research, first, present vulnerability with the climate change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was analyzed. Second, medical resource vulnerabilities and emergency medical access vulnerability assessment were performed to analyze medical vulnerability. Finally, the heat wave vulnerable areas were
derived through overlapping analysis, and policy measures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were propo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areas with high medical vulnerability and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are also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exposure, poor residential areas, and vulnerable populations. As a result, measures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expansion of the operation of a hot shelter could be proposed around old
houses. On the other hand, areas with relatively low vulnerability were found to have low vulnerability about urban
physical environments such as climate exposure and road area etc. However, in comparison, vulnerability to the
vulnerable population is highly derived, making it difficult to respond appropriately in the event of a thermal illness.
As a result, measures such as expans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preparation of a system of care activities for
vulnerable groups by region could be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urban planning considering disaster prevention.
Keywords: Climate Change,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Medical Vulnerability, Vulnerability of
Medical Resources, Vulnerability of Emergency Medical Access

I. 서론

구온난화의 가속화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문제
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폭염 및 한파 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상기온 현상과 기후변화 재해 발생의 강도와 빈도
가 증가하고 있다(박경훈, 송봉근, 박재은 2016). 심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량 증가와 지

하는 기후변화 재해 문제와 함께 도시의 고도화, 밀집

*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정책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0-MOIS35-001).
** 국토연구원 연구원(제1저자) | Research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Primary Author | chr1142@krihs.re.kr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교신저자) |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Corresponding Aut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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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빈부격차의 심화 및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도시의

자 2011년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취약성

물리･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기후변화 재해의 대형화

분석을 도입하였으며, 여러 개정을 통해 도시군 기본

와 복합화를 초래하였다.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국내에서도 최근 기후변화 재해 중 폭염에 의한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폭염의 경우 상대적으로 홍수

및 제27조에 따라 재해 취약성 분석을 의무화하여 수

나 강풍에 비해 재산 피해보다 인명 피해를 더 많이

행하고 있다.

초래하게 되며, 인명 피해는 주로 건강영향 및 피해

국내에서는 자체적인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폭염의

를 포함하게 된다(김태호, 백종인, 강상욱, 반영운

기후적 요소 및 폭염의 건강 피해와 도시의 사회･물

2017).

리적 환경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거나(고동원, 박승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및 피해로는 온열질환이

훈 2019; 김용진, 강동화, 안건혁 2011; 조성모, 윤용

있으며, 열사병 및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탈수성 열

한, 류을렬, 박봉주 외 2009; 우경숙, 김대은, 채수미

탈진 등이 포함된다(박종철, 채여라 2020). 이 중 가장

2019; 김도우, 정재학, 이종설, 이지선 2014; 김태호,

대표적인 열사병은 중심체온을 물리적으로 낮추어야

백종인, 반영운 2016; 김태호, 백종인, 강상욱, 반영운

하고,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 손상 및 기

2017) 재해 취약성 분석과 같은 지침을 기준으로 폭염

능 장애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치사율이 높아 신

재해 취약성을 평가 또는 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속한 의료적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같은 강도의

진행되고 있다(구유성, 김자은, 김지숙, 이성호 2015;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개인의 사회･경제

김기욱, 박봉철, 허종배, 강지윤 외 2020; 이원정, 강

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건강영향을 받게 되며 이로

재은, 김유근 2013; 신호성, 이수형 2014; 김지숙, 김

인해 폭염 취약계층이 존재하게 된다. 폭염 취약계층

호용 2020; 홍재주, 임호종, 함영한, 이병재 2015; 김

은 다시 도시의 물리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공간적으

지숙, 김호용, 이성호 2014). 하지만 기존 폭염 재해

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게 되며, 특정 공간에 밀집한

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영향관계 분석이

모습을 보인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노출과의

주를 이루어 지역 내 상대적 취약성을 파악할 수 없거

거리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오

나, 분석 단위가 시/군으로 도시 내의 취약특성을 파

후, 배민기, 김보은 2020, 40).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

악하기에 넓고 지역맞춤형 방재 대책에 기초자료로

해 지역 내 공간에 따라 상대적 취약성을 분석하여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취약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기후변화 재해 취약
성 분석에서 현재 도시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이에 국내에서는 증가하는 폭염 피해에 대해 대응

도시 기반시설의 경우 주로 도로와 같은 교통 기반시

하고자 행정안전부는 2018년 9월에 ｢재난 및 안전관

설과 공급설비 시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폭염

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

재해 분야도 도시 기반시설 지표로 도로 면적 한 가지

고,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여 폭염에 의

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로 면적 한 가지 지

한 인명피해 저감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폭

표로 폭염 재해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의 취약성을 대

염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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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중 폭염 인명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 취약

2019년 6월로 설정하였으나 일부 데이터는 구축의

성을 반영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계로 데이터 기준 가장 최신화된 시간적 범위를 설

본 논문은 국내 연구 동향과 한계점을 종합하여 도시

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의료 취약성의 경우 내용적

기반시설 중 건강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

범위인 폭염 취약성에 맞게 치과, 한의원 등의 병원

건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의료 취약성을 폭염 재해 취

은 제외하였으며, 서비스 권역 분석의 경우 응급 의

약성에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만 연구 범위에 포

본 논문의 목적은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함하였다.

취약성을 분석하고 취약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하여 지역맞춤형 방재대책을 위한 정책의

II. 선행연구 고찰

기반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고찰
2. 연구의 범위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 재해의 위험성에 대처하고
본 논문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커널

자 국내에서는 다양한 지침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

밀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의료 취약성을 공

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지침으로

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을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

분석하고자 한다.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폭염 재해

약성분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도시계획수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취약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을 도입하였으

한다.

며, 2015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해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의 단

을 일부 개정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

위는 현행 재해 취약성 분석 단위인 집계구를 공간

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

단위로 설정하였다. 김해시는 동북부의 산지와 남부

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기초

및 북서부의 평야 지대, 낙동강 등의 다양한 지형이

하여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의무화하여 수행

분포해 있으며, 구도심의 쇠퇴, 고령화 등 폭염에 취

하고 있다.

약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전국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 취약성은 현재와

인구 만 명당 온열질환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김해시

미래의 기후노출과 민감도로부터 각각의 취약성을 분

(28.1명/만 명)는 전국 도시지역 중 두 번째로 발생률

석하고, 분석 결과로부터 매트릭스를 통해 종합 재해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해시를 대상으로

취약성 분석을 등급으로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한우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에 다양한 물리적 요인과 사회

석, 이병재, 조만석, 정연희 외 2019). 여기서 기후노

적 취약요인의 영향력을 검토할 수 있으며, 높은 폭염

출은 기후변화 재해를 유발하는 기온, 강수량 등과 같

인명 피해 발생률로 인하여 의료 취약성을 함께 검토

은 기후 요소 영향을 나타내며, 도시민감도는 기후변

하고자 한다.

화 재해에 따른 도시의 물리적 취약특성과 도시구성

분석 자료는 가장 최신화된 공간 자료를 중심으로

요소의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심우배, 이병재, 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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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김재호 2013, 3).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 분석 대상

획을 입안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반

재해는 폭염, 폭우,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의

영하게 되어 있다.

6가지가 있다.

이러한 법적 지침들과 함께 다양한 폭염 취약성 연

다음으로, 환경부에서 도입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

구가 진행되고 있다. 크게 자체적인 대용변수의 기준

가가 있다. 2010년에 발효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들과 법적으로 수립된 지침

에 의거하여 상위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부터 광

의 기준에 기반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자체적인

역･기초지차제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

대용변수의 기준을 설정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폭염

부시행계획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수립 및 이행되

을 나타내는 기후 요소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요소

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응대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

간의 영향 분석을 통해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고동

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변화 취

원, 박승훈 2019; 김용진, 강동화, 안건혁 2011; 조성

약성 평가에서 취약성은 IPCC의 취약성 평가에 따라

모, 윤용한, 류을렬, 박봉주 외 2009), 폭염에 의한 건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세 가지 규준의 함수로

강 피해와 도시의 기후･사회･물리적 요소들과의 영향

나타내게 되며,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분석을 통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우경숙, 김대은, 채

생태계 부문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Choi and Ban

수미 2019; 김도우, 정재학, 이종설, 이지선 2014; 김

2020, 1). 기후노출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자

태호, 백종인, 반영운 2016; 김태호, 백종인, 강상욱,

극을 의미하며, 민감도는 기후변화에 얼마나 부정적

반영운 2017).

긍정적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며, 적응능력은 시스

법적 지침 기준을 활용한 폭염 취약성 연구로 IPCC

템이 기후변화에 대해 잠재적인 피해를 완화시키고,

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도시

결과에 대처하는 적응역량을 나타낸다(오관영, 이명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기

진, 한도은 2016).

반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지침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

환경부에서 도입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경우,

행한 연구들은 크게 대상지를 설정하여 폭염 취약성

적응능력 부분을 통해 지역 내 총생산, GRDP, 인구당

을 실증분석한 연구들(구유성, 김자은, 김지숙, 이성

소방서 인력, 인구당 응급의료기관 수 등과 같이 잠재

호 2015; 김기욱, 박봉철, 허종배, 강지윤 외 2020)과

적 정책 지표 및 취약성 저감 지표를 취약성 평가에

지침 내 지표에 보완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한

포함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표의 공간 범위의 한계

연구들(이원정, 강재은, 김유근 2013; 신호성, 이수형

로 시･군･구 기반의 공간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2014; 김지숙, 김호용 2020)과 마지막으로 지표 개선

된다. 이와 비교하여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이외에 공간단위 수정가능성의 문제(MAUP: Modifiable

의 경우, 적응 부분은 부재하지만, 집계구 단위의 세

Areal Unit Problem)1)를 검토하고자 격자 단위 분석

부적인 공간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등 지침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

(홍재주, 임호종, 함영한, 이병재 2015; 김지숙, 김호

1) 공간 단위 수정 가능성의 문제(MAUP): 연구자에 의해 공간 단위의 선택이 작위적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가 선택된 공간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김감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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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성호 2014)들이 있다.

부족한 상황이다.

폭염의 경우 지역의 사회･인구･환경적 요인들로

본 논문은 김해시를 대상으로 의료 취약성을 고려

인하여 지역마다 또는 지역 내에서 각기 다른 영향을

하여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을 공간적으로 수행하고

미치게 된다. 이것은 다시 같은 지역에 폭염이 발생하

자 의료 취약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더라도 특정 인구집단 및 계층이 개인의 건강, 나이,

폭염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종 폭염 취

생활환경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게 되는 원

약지역을 도출하여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인이 된다. 따라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평

결과적으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개선방

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안에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우경숙, 김대은, 채수미 2019, 12).

군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입안 시 더 나은 방재

폭염의 이러한 재해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몇몇 연
구는 건강영향과 관련이 깊은 보건적 요소를 함께 고

대책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폭염 방재대책에서 의
료적 측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려하여 폭염 취약성 평가를 수행(이원정, 강재은, 김
유근 2013)하였다. 하지만 시･군단위로 분석이 이루

III. 연구방법

어져 세부적인 공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
계점이 존재하며 도시 기반적인 요소 중 건강과 관련

1.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된 의료 취약성을 고려하여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김해시 내에서의 지역별 상대적인 폭염 재해 취약성
을 분석하고자 분석 단위가 세분화된 국토교통부에

2. 본 논문의 차별성

서 도입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
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계구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

본 논문에서는 김해시를 대상으로 의료 취약성을 분
석하고 이를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및 취약지

였다.
지침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 재
해 취약성을 분석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의료

역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폭염에 대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요소

취약성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현재 재해 취약성

의 영향관계 분석을 수행하거나 지침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만 활용하였다. 현재 재해 취약성 분석은 표

폭염 취약성 평가 또는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은 있

준화된 지표값들을 통해 현재 기후노출 등급, 현재 도

었지만, 지표 사이의 영향관계만 분석하여 지역 간

시민감도 등급을 산정하고 현재 폭염 재해 취약성 분

상대적 취약성을 파악할 수 없거나 지침상의 실증

석 등급을 도출하였다. 현재 취약성은 현재 기후노출

분석 또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 도출에 그치는 한계

등급(Ⅰ∼Ⅳ)과 현재 도시민감도 등급(Ⅰ∼Ⅳ)에 대

점이 존재한다. 또한 폭염의 재해 특성상 건강영향

한 매트릭스 매칭을 통해 현재 재해 취약성 등급(가장

에 의한 인명피해를 많이 초래하게 되는데, 도시 기

취약한 Ⅰ등급부터 가장 덜 취약한 Ⅳ등급으로 구분)

반시설 중 관련이 깊은 의료시설의 취약성을 함께

을 도출한다.

고려하여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아직

현재 기후노출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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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최근 30년 자료를 기준으로 연평균 일

1) 의료 자원 취약성 분석

최고기온 33℃ 이상 일수, 연평균 일 최저기온 25℃
이상 일수를 구축하였다. 구축 시 김해시를 경계로부

김해시 의료 자원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김해시의 병

터 20km 내 26개 기상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원을 중심으로 병상 수 및 의료인 수에 대한 밀도 분

기상관측소의 값을 통해(공간보간법(IDW)을 통해 집

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Arcgis의 커널 밀도 분석을 활

계구 값으로 구축하였다. 현재 도시민감도 데이터는

용하였다. 커널밀도 분석은 연구지역 내에서 점으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KLIS 및 해당지자체에

표시된 시설 및 지점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서 제공하는 2019년도 6월을 기준으로 주거불량지역

데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최진호, 주승민 2013).

면적, 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수, 독거노인 수, 저소

커널함수는 분석 반경을 설정하여 반경 안에 포함하

득층 인구수, 집계구 내 도로 면적, 단독주택 내 지붕

는 점의 수를 밀도로 추정하여 커널함수 K로 표현하

(콘크리트, 슬라브, 슬레이트) 면적을 구축하였다.

며, 이에 대한 계산과정은 다음 <식 1>과 같다.

2. 의료 취약성 분석

    

  

   



<식 1>

일부 연구에서 의료자원의 분포 개념으로 의료기관
수 대비 행정면적으로 취약성을 분석하거나 병원 시
설의 유형별로 상대적 가중치를 두어 취약성을 분석
하였다(이명호, 유선철, 안종욱, 신동빈 2016). 현재
국내에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통일된 개념 및 정의

여기서,     함수

  
  
   dim
  미지점
   번째 기지점

는 부재하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의 의료 자원이 열악한 지역이나 지리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오병록(2015)의 도보에 의한 소생활

고립되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일컫는 개

권 기준을 따라 분석 반경을 1km로 설정하였다. 또한

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임선미 2020). 따라서 본 논문

병원별 의료인 수와 병상 수를 함께 속성으로 넣어주

에서는 선행연구의 의료 취약성 개념 중 공간 분석이

어 병원의 밀도와 함께 의료인 수와 병상 수의 밀도를

가능한 개념을 중심으로 의료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하였다.

먼저, 의료인력 및 시설 자원의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의료 자원 취약성 분석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

의료 자원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의료 취약인구와

및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2020년도 3월을 기준으

응급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로 김해시 집계구 경계 데이터, 김해시 병원 위치 및

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의료 자원 취약성 분석

정보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김해시 병원 위치 및 정보

결과와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분석 결과를 등급화하

데이터의 경우, 폭염 건강 피해인 온열질환의 특성에

고 이를 통해 최종 의료 취약성 분석 결과를 도출하

맞추어 치과, 한의원 등 특수 진료만을 다루는 병원은

였다.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김해시 병원 위치 데이
터는 xy지점 정보를 통해 경위도 좌표계로 GIS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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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자료로 투영하였다.

위치 및 정보 데이터, 100m×100m 격자 기반의 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인구 데이
터의 경우 2019년도 10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

2)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분석

으나, 도로 데이터의 경우, 가장 최신화된 데이터가

김해시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김해

2018년도 기준 데이터로 이를 사용하였다. 김해시 응

시의 응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을 중심으로

급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병원의 위치 데이터는 의료

구급차 도달 권역을 분석하였다. 이때, Arcgis의 네

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응급실 제공 여부와 김해시에

트워크 분석 중 서비스 권역(Service Area)을 활용하

서 제공하는 김해시 병의원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였

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유클리드 거리 기반의 접근

다. xy지점 정보를 통해 경위도 좌표계로 GIS상에서

성 분석을 보완하고자 도로나 철도 등 네트워크의

포인트 자료로 투영하였다.

연결성과 함께 경로를 분석하여 접근성을 분석하거
나 이용권역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네트

3) 최종 의료 취약성 분석

워크 분석의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되는데, 네트워크 데이터 셋은 다시 노

최종 의료 취약성은 도출된 의료 자원 취약성과 응급

드(Node)와 링크(Link)로 구성된다. 노드의 경우 도

의료 접근 취약성 지표값을 각각 표준화하고 이를 등

로간의 교차점이나 끝점을 의미하며, 링크의 경우

급화하여 최종 의료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

한 구간의 도로이다(주승민, 최진호 2012). 네트워

취약성의 표준화 및 등급화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크 분석 시 각 링크에 거리와 속력같은 비용이 부가

와 비교를 위해 지침에 명시된 표준화 및 등급화 과정

되어야 링크별 소요 시간을 부가할 수 있다. 부여된

을 통해 4개 등급(가장 취약한 Ⅰ등급부터 가장 덜 취

거리와 소요시간 속성을 통해 최단거리와 최단시간

약한 Ⅳ등급으로 구분)으로 도출하였다.

거리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기점을 중심으로 소요
시간 동안의 도달 가능한 서비스 권역을 도출하게

3.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

된다.
본 논문의 경우, 응급 서비스 권역에 대한 산정이므

최종 의료 취약성 분석 결과와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로, 주승민, 최진호(2012)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뇌손상

결과를 중첩 분석하여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

이 시작하지만 응급처치로 회복가능성이 높은 5분을

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의료 취약성과

기준으로 권역을 산정하였다. 권역을 산정한 이후, 폭

재해 취약성이 모두 심각하여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

염 취약계층인 5세 미만 65세 이상 취약인구 데이터

역을 보기 위해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 모두

를 권역과 중첩 분석하여 집계구별 권역 외 취약인구

Ⅰ등급인 지역을 도출하였다.

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의료 취약성이 고려되지 않아 재해 취약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분석 데이터는 KTDB, 국토

성이 낮게 나와 의료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리정보원 및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김해시 집

지역을 보기 위해 의료 취약성은 Ⅰ등급이지만, 재해

계구 경계 데이터, 김해시 도로 데이터, 김해시 병원

취약성 분석은 Ⅳ등급인 지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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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출된 각각의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

은 0.76㎢로 전체 면적 대비 약 0.16%이며, 동상동,

구의 분석 흐름은 아래의 <Figure 1>과 같다.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일대로, 김해시 시가지에 집
중적으로 분포하였다. 취약한 Ⅱ등급 지역은 46.91㎢

IV. 연구결과

로 전체 면적 대비 약 10.16%로 나타났으며, 진영읍,
생림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등 김해시 동쪽에 넓

1.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전체 면적 중
약 10.32%의 면적이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도출되

김해시 폭염에 대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현재와 미

어 폭염 재해의 취약성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래 재해 취약성 분석 중 현재 김해시 의료 취약성과 비교

나타났다. 김해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는

하기 위해 현재 재해 취약성 분석만 범위에 포함하였다.

<Figure 2>와 <Table 1>과 같다.

폭염 재해에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Ⅰ등급지역

기후노출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Figure 1 _ Analysis Flow

Figure 2 _ Grade of Present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Present Climate Exposure Grade

70 국토연구 제110권(2021. 9)

Present Urban Sensitivity Grade

Present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Grade

Table 1 _ Result of Present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Grade

Location

의 취약성이 높게 도출되어 이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Area

Ⅰ

Dongsang-dong, Hoehyeon-dong, Buwon-dong,
Bukbu-dong

0.76
㎢

Ⅱ

Jinyeong-eup, Saengnim-myeon, Daedong- myeon,
Dongsang-dong Hoehyeon-dong, Buwon-dong, 46.90
Naeae-dong, Bukbu-dong, Chilsan Seobu-dong,
㎢
Halcheon-dong, Saman-dong, Bulam-dong

2. 의료 취약성 분석 결과
1) 의료 자원 취약성 분석
김해시 의료 자원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커널 밀도분

일 최고기온 33℃ 이상 일수에 비해 연평균 일 최저기온

석을 활용하여 김해시 병상 및 의료인 수의 밀도를

25℃ 이상 일수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분석하였다. 도보에 의한 소생활권 기준을 따라 분석

주로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경을 1km로 설정하였으며, 4개의 등급 이외에도

도시민감도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독거노

1km 이내에 의료 자원 밀도가 0인 지역도 함께 도출

인 수와 저소득층 인구 수의 경우 취약성이 낮게 도출되

하였다. <Figure 3>은 병상 및 의료인 수에 대한 커

었지만, 주거불량지역, 취약인구(5세 미만 65세 이상) 수

널 밀도분석 결과와 함께 커널밀도 분석 결과를 집

Figure 3 _ Grades of Kernel Density Analysis for Number of Beds and Number of Medical Personnel

Result of Kernel Density Analysis for Number of Beds

Result of Kernel Density Analysis for Number of Medical Personnel

Grades of Density for Number of Beds

Grades of Density for Number of 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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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_ Results of Kernel Density Analysis for Number of Beds and Number of Medical Personnel
Grade

Zero
Dansity
Area

Bed Density

Medical Personnel Density

Location

Area

Location

Area

Naeae-dong, Daedong-myeon, Dongsang-dong,
Naeae-dong, Daedong-myeon, Dongsang-dong,
Bukbu-dong, Saman-dong, Sangdong-myeon,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ngdongSaengrim-myeon, Jangyu 1-dong, Jangyu 2-dong,
myeon, Saengnim-myeon, Jangyu 1-dong, Jangyu
382.33㎢
398.51㎢
Jangyu 3-dong, Juchon-myeon, Jinrye-myeon,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Jinrye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lim-myeon,
myeon, 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limHalcheon-dong
myeon, Halcheon-dong

Ⅰ

Naeae-dong, Daedong-myeon, Dongsang-dong,
Buwon-dong,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ngdong-myeon, Saengnim-myeon, Jangyu
1-dong, Jangyu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Jinrye-myeon, 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lim-myeon,
Halcheon-dong,
Hoehyeon-dong

Ⅱ

Naeae-dong, Dongsang-dong,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engnim-myeon, Jangyu
1-dong, Jangyu 2-dong, 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cheon-dong, Hoehyeon-dong

61.85㎢

Naeae-dong, Daedong-myeon, Dongsang-dong,
Buwon-dong,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ngdong-myeon, Saengnim-myeon, Jangyu
1-dong, Jangyu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Jinrye-myeon, Jinyeong-eup, Chilsabseobudong, Hallim-myeon, Hwalkcheon-dong, Hoehyeon-dong

48.29㎢

9.87㎢

Naeae-dong,
Dongsang-dong,
Buwon-dong,
Bukbu-dong, Jangyu 1-dong, Jangyu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Chilsan Seobudong, Halcheon-dong, Hoehyeon-dong

10.59㎢

계구별 평균으로 다시 도출하였으며, 재해 취약성분

대부분의 지역이 의료 자원 취약성이 Ⅰ등급 또는 Ⅱ

석과 같이 4개 등급으로 등급화한 결과이다.

등급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김해시의 병

먼저 병상 밀도를 살펴본 결과, 병상 수요가 상대적

원이 시가화 지역에 밀집된 결과로 나타났다. 김해시

으로 제한된 Ⅰ등급 지역 중 밀도가 0으로 도출된 지

병상 및 의료인 밀도를 읍면동별로 살펴본 결과는

역은 382.33㎢로 전체 면적 대비 약 82.78%이며, 내

<Table 2>와 같다.

외동, 대동면, 동상동 등 김해시 전역에 넓게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Ⅱ등급 지역은 61.85㎢

2)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분석

로 전체 면적 대비 약 13.39%로 나타났으며, Ⅰ등급
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김해시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네트워

나타났다.

크 분석 중 서비스 권역을 도출한 결과, 약 51.23㎢의

다음으로 의료인 밀도를 살펴본 결과, 의료인 수요

면적이 서비스 권역으로 도출되었으며, 전체 면적 대

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Ⅰ등급 지역 중 밀도가 0으로

비 약 11% 정도의 면적이 의료 서비스 5분 권역으로

도출된 지역은 398.51㎢로 전체 면적 대비 약

도출되었다. <Figure 4>는 김해시 응급 의료 서비스

86.29%이며, 마찬가지로 내외동, 대동면, 동상동 등

권역 분석 결과이다.

김해시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의료 서비스 권역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 권역 외

한 Ⅱ등급 지역은 48.29㎢로 전체 면적 대비 약

취약인구를 집계구별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재

10.48%로 나타났으며, Ⅰ등급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해 취약성분석과 같이 4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등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중

급화 결과는 <Figure 5>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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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_ Resul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rea Analysis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등급을 읍면동별로 살펴본
결과, 장유 3동에 위치한 집계구가 가장 취약인구가
많은 Ⅰ등급으로 도출되었으며, 내외동, 대동면, 북부
동, 생림면, 진영읍 등에 Ⅱ등급인 집계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등급에 해당하는 장유 3동의 경우, 응급 병원과
의 유클리드 거리가 멀지 않았으나, 5분 권역에 포함
되지 않으며, 취약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Ⅰ등급으
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Ⅱ등급에 해당하는 지역들
은 병원과의 거리가 멀고, Ⅲ등급과 Ⅳ등급에 해당하
는 지역에 비해 취약인구 수가 많아 Ⅰ등급으로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5 _ Grade of Emergency Medical Access

3) 최종 의료 취약성 분석 결과

Vulnerability

의료 자원 취약성과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을 분석하
여 최종 의료 취약성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등급
화 결과는 다음 <Figure 6>와 <Table 4>와 같다.
의료 취약성이 가장 취약한 Ⅰ등급지역은 429.75
Figure 6 _ Grade of Final Medical Vulnerability

Table 3 _ Result of Out-of-region Vulnerable
Population
Grade

Location

Area Vulnerable
(km²) population

Ⅰ

Jangyu 3 dong

11.19

644~1897

Ⅱ

Naeae-dong, Daedong-myeon,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engnim-myeon, Jangyu
3-dong, Jinrye-myeon, Jinyeong-eup,
Hallim-myeon, Halcheon-dong

34.89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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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_ Result of Final Medical Vulnerability
Grade

Location

Ⅰ

Naeae-dong, Daedong-myeon, Dongsang-dong,
Buwon-dong,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ngdong-myeon, Saengnim-myeon,
Jangyu 1-dong, Jangyu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Jinrye-myeon, 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lim-myeon,
Halcheon-dong, Hoehyeon-dong

429.75
km²

Naeae-dong, Dongsang-dong, Bukbu-dong,
Bulam-dong, Jangyu 1-dong, Jangyu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cheon-dong, Hoehyeon-dong

13.00
km²

Ⅱ

Area

은 비율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0.77%로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비 취
약인구 비율은 1.3%로 타 지역에 비해 취약인구 비율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폭염 재해에 취약성이 높으며, 의료 서비스에도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나 그 취약성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기후노출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주거불량지역이 많고 취약인구가 많이 거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불량지역에 대한 취약
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로 전체 면적 대비 약 93.08%이며, 내외동, 대동면,
동상동 등 김해시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취약한 Ⅱ등급 지역은 13.00㎢로 전체 면적 대
비 약 2.82%로 나타났으며, 내외동, 동상동, 북부동
등 Ⅲ등급과 Ⅳ등급 주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해시 중 대부분의 지역이 의료 취약성이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김해
시의 병원이 시가화 지역에 밀집되었으며, 대부분의
병상 및 의료인이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밀집되어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김해시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의
중첩 분석을 통해 최종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출하였다. 먼저, 김해시에서 폭
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확인하고자 폭염 재해 취약
성 분석과 의료 취약지역 모두 Ⅰ등급으로 나타난 지
역을 도출하였다(<Figure 7> 참조).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모두
Ⅰ등급으로 도출된 지역은 동상동, 회현동, 북부동 일
대로 도출되었다. 김해시 전체 면적 대비 0.08%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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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방안으로 노후 주택의 경우 단열 채색 지붕
및 옥상녹화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별도의 에너지 사용 없이 자연적으로 도심 고온을 완
화할 수 있다(배민기 2013). 또한 노후 주거 밀집 지역
을 중심으로 무더위 쉼터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하여
냉방시설 24시간 가동하거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혹서기 냉방비 지원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 취약성이 고려되지 못해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게 나오는
Figure 7 _ Area indicated as Grade 1 for Disaster and
Medical Vulnerability

지역을 확인하고자,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은 Ⅳ등급,

하지만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에 비해 취약인구와

의료 취약지역은 Ⅰ등급으로 나타난 지역을 도출하였

독거노인, 저소득층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다(<Figure 8> 참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 취약성은 Ⅰ등급으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폭염 대응 방안으로 지역 내 폭염 재해 취약성 및 폭

결과는 Ⅳ등급으로 도출된 지역으로 장유1동, 장유2

염 환자에 따른 관련 의료기관 지정 및 임시 보건소

동, 장유3동, 진영읍, 진례면으로 도출되었다. 김해시

확충을 통한 의료기관 확대, 온열환자 이송 대책 강화

전체 면적 대비 14.89%로 넓게 나타났으며, 전체 인

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 확대 방안과 더불어 예산의

구 대비 19.51%로 김해시 인구 중 약 5분의 1이 이

한계로 의료기관이 부재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인구의

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정방문, 안부 전화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7.43%로 취약인구 거주 비율도

등 지역별로 직접적인 취약계층 돌보미 활동을 지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폭

하는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염 재해에 취약성은 낮게 도출되었지만, 의료 취약성
이 높아 인명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V. 결론

도 있어 취약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이 지역의 경우 연평균 33℃ 이상 일수와 열대야

본 논문에서는 김해시를 대상으로 의료 취약성과 이

일수가 높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도로 면적과 주거불

를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폭염 취약지

량지역이 낮아 재해 취약성 분석이 Ⅳ등급으로 도출

역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해시를 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으로 GIS의 공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의료 취약
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을 집계구 단위로 분석하고 이

Figure 8 _ Area indicated as Grade IV for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and Grade I for Medical
Vulnerability

를 중첩하여 최종 폭염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또
한 이를 통해 폭염 재해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취약지
역의 특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해시 내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
약성 모두 Ⅰ등급으로 도출된 지역은 동상동, 회현동,
북부동 일대로, 주거불량지역이 많고 취약인구 거주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있었다. 또한 의료 취약성은 Ⅰ
등급으로 도출되었지만, 폭염 재해 취약성은 Ⅳ등급
으로 도출된 지역은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진영
읍, 진례면으로, 의료 취약성은 높게 도출되었지만,
물리적 환경(도로 면적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
아 폭염 재해 취약성이 Ⅳ등급으로 도출되었다. 하지
만 취약인구의 취약성은 높아 의료 취약지역에 취약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폭염 재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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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제시하고자 한다.

해시의 경우 의료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 많고 의료
취약지역에 상대적으로 취약인구가 많이 거주하지만
물리적 환경의 취약성 완화로 취약하지 않게 도출되
어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
며, 지역별로 취약특성에 따른 방재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1. 고동원, 박승훈. 2019. 근린환경특성과 도시열섬현상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20권, 3호: 55-67.

Ko Dong-won and Park Seung-hoon. 2019. How the

본 논문의 한계로 자료 구축의 한계와 분석 방법의

neighborhoo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ffect the urban

한계점이 있다. 먼저 자료 구축의 한계점으로 연구에

heat island effect in Seoul, Korea. Urban Design 20, no.3:

서 사용된 KTDB 데이터는 실제 도로를 전부 반영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가장 최신화

55-67.
2. 구유성, 김자은, 김지숙, 이성호. 2015. 폭염 취약성평가를
통한 도시의 적응능력 향상: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

데이터가 2018년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어 시간적 범

역개발학회지 27권, 5호: 331-347.

위가 일치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로

Koo You-seong, Kim Ja-eun, Kim Ji-sook and Lee Sung-ho.

인하여 자료가 실제 도로를 전부 반영하지 못하였으

2015.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aptation ability by
vulnerability analysis of heat wave: The case of Busan

며, 추후 연구에서 실제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도로를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추출하여 자료를 구축한다면 실제 도로를 좀 더 정밀

Association 27, no.5: 331-347.

하게 나타내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음 분석

3. 김감영. 2011. 공간 상호작용 모델에 대한 공간단위 수정가
능성 문제(MAUP)의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6권, 2호:

방법의 한계점으로 현행 지침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

197-211.

취약성분석을 수행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논

Kim Kam-young. 2011. Effects of the modifiable areal unit

문에서 수행한 분석 방법은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아

problem(MAUP) on a spatial interaction model. Journal of the

지표에서 도출된 값이 모두 동일한 가중치로 들어가
게 된다. 추후 연구에서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여 취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6, no.2: 197-211.
4. 김기욱, 박봉철, 허종배, 강지윤, 이인재. 2020. IPCC 기후변
화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적용한 부산지역 폭염 취약성 평가.

약성 분석을 수행한다면, 지표 간에 취약성에 미치는

국토연구 104권: 23-38.

영향을 좀 더 정밀하게 반영하여 취약성을 좀 더 정확

Kim Kee-wook, Park Bong-Chur, Heo Jong-bae, Kang

하게 분석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현행 재해 취약성 분석 수행 시
폭염 재해의 경우 의료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을 시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폭염의 경우 인명피해가 많
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고려해야 함을 의료 취약성과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시사하였다. 이러한 시사점
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해 취약성 분석 개선방
안 도출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도입의 기초자료로

76 국토연구 제110권(2021. 9)

Ji-Yoon and Lee In-jae. 2020. Assessment of heat wave
vulnerability in Busan using the IPCC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04: 23-38.
5. 김도우, 정재학, 이종설, 이지선. 2014. 우리나라 폭염 인명
피해 발생특징. 대기 24권, 2호: 225-234.

Kim Do-woo, Chung, Jea-hak, Lee Jong-seol and Lee Ji-sun.
2014. Characteristics of heat wave mortality in Korea.
Atmosphere 24, no.2: 225-234.
6. 김용진, 강동화, 안건혁. 2011.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열섬현
상 특성 변화와 도시설계적 대안 모색에 관한 기초연구. 도
시설계 12권, 3호: 5-14.

Kim Yong-jin, Kang Dong-hwa and Ahn Kun-hyuck. 2011.

Analysis on the effects of land cover types an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of urban heat-island phenomena caused by

features on heat wave day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climate changes in Seoul, and alternative urban design

of

approaches for their improvements. Urban Design 12, no.3:

http://doi.org/10.11108/kagis.2016.19.4.076

5-14.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9,

no.4:

76-91.

12. 박종철, 채여라. 2020.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7. 김지숙, 김호용. 2020. Landsat 8 영상과 취약성 분석을 활용

초과사망자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5권, 4호: 391-408.

한 폭염재해 취약지역의 특성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3

Park Jong-chul and Chae Yeo-ra. 2020. Analysis of

권, 1호: 1-14.

heat-related illness and excess mortality by heat waves in

Kim Ji-sook and Kim Ho-yong. 2020. Analysis on the

South Korea in 2018.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characteristics of heat wave vulnerable areas using Landsat

55, no.4: 391-408.

8 Data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analysis. Journal of the

13. 배민기. 2013. 소리없는 살인자 폭염, 충청북도 폭염대책 강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23, no.1:

화가 필요하다. 충북 FOCUS 77호, 1-29. 청주: 충북연구원.

1-14.

Bae

8. 김지숙, 김호용, 이성호. 2014.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

Min-kee.

2013.

Chungcheongbuk-do

The

needs

silent
to

killer

heatwave,

strengthen

heatwave

석 방법의 개선방안 검토: 해수면상승 재해를 중심으로. 한

measures. CHUNGBUK FOCUS no.77, 1-29. Cheongju:

국지리정보학회지 17권, 1호: 50-60.

Chunbuk Research Institute.

Kim Ji-sook, Kim Ho-yong and Lee Sung-ho. 2014. A

14. 신호성, 이수형. 2014.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

review on improvement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환경정책연구 13권, 1호: 69-93.

analysis methods: Focusing on sea level rise disasters. Journal

Shin Ho-sung and Lee Sue-hyng. 2014. Development of a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7,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 on the health care sector.

no.1: 50-60.

Korea Environment Institute 13, no.1: 69-93.

9. 김태호, 백종인, 반영운. 2016.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15. 심우배, 이병재, 이찬희, 김재호. 2013.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사회･경제적 요인 간 관계분석. Crisisonomy 12권, 5호:

수립 지원을 위한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

67-78.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3권, 6호: 239-247.

Kim Tae-ho, Baek Jong-in and Ban Yong-un. 2016.

Sim U-bae, Lee Byoung-jae, Lee Chan-hee and Kim Jae-ho.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damage caused by

2013. A study on the methods to analyze climate change

heat wave and socioeconomic factors. Crisisonomy 12, no.5:

driven urban disaster vulnerability for disaster preventive

67-78.

urban plan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10. 김태호, 백종인, 강상욱, 반영운. 2017. 공간회귀모델을 이용
한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요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폭염

Mitigation 13, no.6: 239-247.
16. 오관영, 이명진, 한도은. 2016. 기초 및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및 한파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취약성 평가를 위한 웹기반 지원 도구(VESTAP) 개발. 한국

논문집, 37-38.

지리정보학회지 19권, 1호: 1-11.

Kim Tae-ho, Baek Jong-in, Kang Sang-wook and Ban

Oh Kwan-young, Lee Moung-jin and Han Do-eun. 2016.

Yong-un. 2017. Analyzing the moderation effect of heat

Development of web-based supporting tool (VESTAP) for

wave and cold wave on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ment in lower and

health damage and socio-economic factors using spatial

municipal-level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the Korean

regressio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9, no.1: 1-11.

model.

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Conference, 37-38.

17. 오병록. 2015. 실제 통행에 기반한 생활권 범위 설정과 적용:

11. 박경훈, 송봉근, 박재은. 2016. 토지피복유형과 지형특성이

인천의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천학연구 23

폭염일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9권, 4

권: 219-248.

호: 76-91. http://doi.org/10.11108/kagis.2016.19.4.076

Oh Pyong-rok. 2015. Establishment the scope of

Park Kyung-hun, Song Bong-geun and Park Jae-eun. 2016.

neighborhood unit based on actual travel distance by using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및 취약지역의 특성 도출 77

the data of household travel daily survey in Incheon. The
Journal of Incheon Studies 23: 219-248.

24. 주승민, 최진호. 2012. GIS을 활용한 청주시 응급의료서비
스 취약지 분석. 지역정책연구(충북연) 23권, 1호: 99-110.

18. 오후, 배민기, 김보은. 2020. 공간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 탐

Chu Seoung-min and Choi Jin-ho. 2012. The analysis of

색방식의 개선방안: 공간적 중첩과 집중을 중심으로. 국토연

vulnerable area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Cheongju

구 104권: 39-55.

using GIS. Regional Policy Review (RPR) 23, no.1: 99-110.

Oh Hoo, Bae Min-ki and Kim Bo-eun. 2020. A study on

25. 최진호, 주승민. 2013.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대구광역시

the improvement of exploration methods for the vulnerable

산부인과 입지 분포 특성 분석. 대구경북연구 12권, 2호:

groups in spatial planning: Focusing on spatial overlay and

149-156.

concentra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04: 39-55.

Choi Jin-ho and Chu Seoung-min. 2013. An analysis on the

19. 우경숙, 김대은, 채수미. 2019. 고온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characteristic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istribution in

대한 메타분석. 보건사회연구 39권, 2호: 10-36.

Daegu Metropolitan City using GIS spatial analysis. Journal

U Gyeong-suk, Kim Dae-eun and Chae Su-mi. 2019. High

of Daegu Gyeongbuk Development lnstitute 12, no.2: 149-156.

temperature-related mortality in Korea: A meta-analysis of

26. 한우석. 이병재, 조만석, 정연희, 김태훈. 라정일. 2019. 대형

the empirical evide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

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재난관리지도

no.2: 10-36.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20. 이명호, 유선철, 안종욱, 신동빈. 2016. GIS 공간분석을 활용

Han Woo-suk, Lee Byoung-jae, Jo Man-seok, Jeong

한 사회 취약지역의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

Yeon-hee, Kim Tae-hoon and Na Jong-il. 2019. A Research

로.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4권, 4호: 47-58.

on Natech Disaster Management Coped with Calamity: Focusing

Lee Myeong-ho, Yu Seon-cheol, Ahn Jong-wook and Shin

on disaster management mapping and application. Sejong: Korea

Dong-bin. 2016. A study on analysis of the social vulnerable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reas using GIS spatial analysis: Focusing on local

27. 홍재주, 임호종, 함영한, 이병재. 2015. 격자단위 분석기법을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적용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한국공간정보학회지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24, no.4: 47-58.

23권, 6호: 67-75.

21. 이원정, 강재은, 김유근. 2013. 환경보건적 요소가 도시 내

Hong Jea-joo, Lim Ho-jong, Ham Young-han Ham and Lee

폭염 취약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환경보건학

Byoung-jae. 2015. Grid unit based analysis of climate

회지 39권, 6호: 492-504.

change driven disaster vulnerability in urban area. Journal of

Lee Won-jung, Kan Jae-eun and Kim Yoo-keun. 2013. The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23, no.6: 67-75.

impact of environmental health factors on extreme-heat

28. Choi Hye-rim and Ban Yong-unn. 2020. Comparative

vulnerability assessment in a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analysis of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and vulnerability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39, no.6: 492-504.

assessment with citizens'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22. 임선미. 2020. 의료 취약지역 개념 및 지원정책 분석.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Focused on Danyang-gun.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10, no.1: 45-53.

Lim Sun-mi. 2020. Analysis of the Concept of Medically
Vulnerable Areas and Support Policies.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23. 조성모, 윤용한, 류을렬, 박봉주, 김원태. 2009. 도시 내 용도
지역의 토지피복형태가 열섬현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
과학회지 18권, 2호: 169-176.

Cho Sung-moh, Yoon Yong-han, Ryu Eul-ryul, Park
Bong-ju and Kim Won-tae. 2009. The influence of land
cover and zoning on the urban heat island in Cheongju.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18, no.2: 169-176.

78 국토연구 제110권(2021. 9)

∙ 논문 접수일: 2021. 7. 20.
∙ 심사 시작일: 2021. 8. 12.
∙ 심사 완료일: 2021. 9. 15.

요약
주제어: 기후변화,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의료 취약성, 의료 자원 취약성,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본 논문은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을

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분석하고, 이를 통해 취약지역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게 도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출된 지역은 기후노출과 도로면적과 같은 도시 물리

분석 중 현재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의료 취약

적 환경의 취약성이 낮아 폭염 재해 취약성이 낮게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료 자원 취약성과 응급 의료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취약인

접근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첩분

구에 대한 취약성은 높게 도출되어 온열질환자 발생

석을 통해 폭염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지역별 특성을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반영하여 폭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확대 방안 및 지역별 취약계층 돌보미 활동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이 모두 높은 지역은

체계 마련 등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

의료 취약성과 함께 기후노출, 주거불량지역, 취약인

다. 본 논문의 결과는 재해의 특성을 반영한 취약성

구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도입을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정비 및 무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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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빈도를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주택가격 인하효과 분석
The Effec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on House Prices Using Search Frequencies
노산하 Noh Sanha*, 신진호 Shin Jinho**
Abstract

Until recently, with the aim of stabilizing housing prices, policy announcements were made to increase the tax
burden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on housing prices by using internet search index data reflecting changes
in consumer sentiment caused by this tax increase policy. The search index data showed a sharp rise when consumers
recognized the actual tax imposed. On the contrary, at the time of the government's policy announcement, the
search index increased relatively little except at the time of the resump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axation in 2018.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r property tax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house prices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the effect of lowering the housing price of property tax would be greater than tha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case of increasing the tax burde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housing price, policy implications are obtained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the increased tax amount continuously recognized by households.
Keywords: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Property Tax, House Prices, Search Frequencies

I. 서론

하나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이

합한 것으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부의 재분배를 목적

므로, 주택 가격의 안정은 국정 운영에서도 중요한 과

으로 매년 주택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거래세는 주택 매도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양도소득세의 일종이다. 이러한 보유세와 거래세의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중

인상은 이론적으로는 주택보유자의 세후 기대 수익을

*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제1저자) | Assistant Prof., Dept. of Economics, Jeonbuk National Univ. | Primary Author |
brownians84@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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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므로 현재의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 이에

고자 한다. 사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

관한 실증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태리, 전성제,

가격지수 상승률만 보더라도 2018년 17.5%, 2019년

권건우, 김태환 외(2018)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주택

9.0%, 2020년 21.4%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급격히

가격은 제한적이나마 하락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하였

인상된 종부세와 재산세가 주택가격 상승에 제동을

고, 박진백, 이영(2018)은 OECD에 소속된 35개국에

거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대하여 보유세와 거래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보유세 인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은 주택가격 인하 효과가 있

상이 세후 수익률을 하락시키므로 투자수요 위축과

는 반면, 거래세 인상은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가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것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

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분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보유세의 인상으로 인한

그런데 보유세의 인상은 이론적으로 주택가격 인하

주택가격 인하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

효과를 유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보유

과가 도출된 이유 중 하나는 보유세의 인상으로 인해

세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

투자심리가 실제로 위축되는 시점을 실증분석에 정확

왔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2000년대 초반에

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정부의 보유세

급등하던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2003년 9월

인상은 대부분의 경우 정책 실행 시점까지 상당한 유

2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주택가격

예기간을 두게 되므로,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에 즉시

은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2005년에 종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해당 정책으로

세 부담을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의 ‘8.31 대책’을 발표

인한 세금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가시화될 때 소비자

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일부

심리의 위축 및 주택가격 하락이 더 크게 유발될 수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고, 그 해 ‘12.16 대책’에

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은 거래비용이 크고 공매도

서 세부담 경감 조치가 발표되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주택가격

격에 반영되는 효율적 시장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Gatzlaff and Tirtiroglu 1995), 주택시장의 소비자들은

이 연간 22%까지 상승하자,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대

미래의 주택 가격을 예측할 때 합리적 기대를 하는

상을 넓히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가격 및 정보를 이용하는 적응적

‘9.13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12.16

기대를 하기 때문에(Gelain and Lansing 2014), 미래에

대책’으로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선이 상향되었

발생할 세금 부담을 현재의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고, 2020년에는 ‘7.10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요

상한선이 재차 상향되어 종부세 세율은 최고 6%까지

인과 소비자들의 적응적 기대를 고려할 때, 보유세로

인상되었으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또한 향후

인한 소비자 심리 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 변동을 정확히

본 논문에서는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종부세

포착하여 실증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와 재산세 부담이 실제 현실에서 소비자 심리를 위축

본 논문에서는 검색엔진의 검색빈도 데이터를 이

시키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

용하여 보유세 제도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심리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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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점을 파악하여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못하였다. 예를 들어, 박정열(2021)은 설문조사를 이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 검

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부세 인상이 투자심리와 매매

색어 트렌드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및 종부세의 검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승

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심리변화를 포착하고자 하

문, 신상화(2018)는 종부세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였다. 재산세에 대한 검색지수는 매년 세금 고지시점

는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이후 제

인 7월과 9월에 급등하는 계절성을 보였고, 재산세 부

도의 시행 시점에서는 종부세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담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검색빈도 역시 점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종부세 검색지수는 종부세

태리, 전성제, 권건우, 김태환 외(2018)는 이론모형에

를 부활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던 2018년에 가장

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증가는 주택가격을 하락시

높은 검색빈도를 보였고,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발표

킬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SVAR모형으로 실증분석

될 때마다 검색지수가 증가하였으며, 흥미롭게도 급

한 결과 종부세가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증한 종부세 금액이 소비자들에게 고지된 시점이었던

상승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하락한다

2020년 11월에는 상당히 높은 검색빈도를 보였다. 이

는 제한적인 결론을 얻었다. 김주한, 이정국(2007)의

는 종부세 증가 대책 발표 시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구에서는 재산세의 부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소비자가 세금부담을 확인한 시점에서 심리적 위축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실증분석연구에서 보유세의 주택가격인

본 연구의 데이터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보유세의

2월까지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

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심리변화를 정확하게 포착

진 기간이다. 따라서 재산세 및 종부세의 검색지수 증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심

가를 세금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이 발생한 시

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설문조사

점으로 가정하고, 이들 검색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

를 기반으로 작성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

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리지수나 한국은행의 부동산 전망지수 등을 이용하거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택시장의 보유세

나(정의철 2010; 조태진 2014), 계량경제모형을 설정

및 소비자 심리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주

하여 심리지표를 이론적으로 유도한 후 시장 데이터

택가격 결정모형을 설정하여 보유세를 포함한 주택가

로부터 직접 구하였다(신진호, 황수성 2015). 최근에

격 영향 요인들을 살펴본 후에, 이들 요인들을 고려하

는 인터넷 검색 빈도를 이용하여 소비자 심리를 분석

여 종부세 및 재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으

증분석 한다.

로 주택시장관련 뉴스를 수집한 후 키워드 분석으로
긍정 뉴스의 비율을 구하여 분석하거나(임재만, 임미

II. 선행연구 검토

화 2017), 검색엔진에서 특정 검색어의 검색 빈도를
이용한 연구도 존재한다(김대원, 유정석 2014; 노민

선행연구들은 종부세 및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주택

지, 유선종 2016; Damianov, Wang and Yan 2020). 검

가격 인하 효과를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는

색 빈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검색어들을

검색빈도를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주택가격 인하효과 분석 83

지정할 수 있으므로, 여타의 심리지수보다는 좀 더 직

제, 권건우, 김태환 외 2018; 김주현, 장명준 2018;

접적으로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심리의 변화를 측정

Hwang, Cho and Shin 2017).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검색어의 검색빈도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이용한 연구로서, 노민지, 유선종(2016)은 특정 지역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 심리와 주택가격 간의

에 소재한 아파트에 대한 네이버트렌드 검색 지수가

관계를 분석한 정의철(2010)과 노민지, 유선종(2016)

즉각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

등이 구축했던 주택가격결정모형을 참고하여 주택 수

을 얻었다. Damianov, Wang and Yan(2020)은 주택담

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들을

보대출이나 경매와 관련된 구글 검색 결과가 미국의

반영한 축약된 가격결정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지역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먼저, 주택시장의 수요는 개별 가구들의 효용극대

이와 같이, 주택시장의 심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화를 위한 최적 주택 소비(구매)량을 모두 합산한 것으

영향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검

로서, 특정 시점  에서 주택시장의 수요함수는 아래

색빈도를 이용하여 주택시장의 심리를 측정한 연구들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노민지, 유선종 2016).

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세와 특히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주 활용되는 정책임에도


     

<식 1>

불구하고, 보유세가 주택시장의 심리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단,  는 가구 소득,  는 주택의 한계효용,  는

정이다. 본 논문은 종부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검색빈도

가구의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택의 한계효용은 주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부세 및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편익으로서 주택시장의 균형

심리적 영향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

하에서는 주택임대수익과 같다(Hwang, Cho and Shin

초의 연구라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2017). 그리고 거시경제의 일반균형이 성립한다고 가
정하면, 주택투자의 자본이득(  )과 보유세( )를 차

III. 주택가격 결정모형

감한 세후임대수익률(      )의 합인 총수익
률은 금융자산의 수익률(  )과 동일해야 하므로, 이를

이 장에서는 실증분석모형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인

위 <식 1>에 반영하면, 주택시장의 수요함수(  )는

주택가격결정모형을 살펴본다. 주택가격은 기본적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공급자의 이익


         

<식 2>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과
정에서 수요자의 소득, 주거에 대한 선호, 심리, 주택

다음으로, 주택시장의 공급은 건설회사가 공급하

의 유동성 등과 같은 미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성

는 신축주택( )과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하기를

장률, 금리, 정부 정책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영

원하는 재고주택(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신

향을 미치게 된다(이경애, 박상학, 김용순 2013; 차경

축주택( )의 공급량은 건설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

수, 황상연 2013; 신진호, 황수성 2015; 이태리, 전성

한 최적 생산수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건설회사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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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 주택을 판매하여 얻는 한계수입인 주택의 판매

에 따라 주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로

가격과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이 같아질 때

분석하고자 한다.

까지 신규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그런데, 신축주택의
판매가격, 즉, 분양가격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반

     ⋯         <식 5>

영된 재고주택의 가격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비싸다.
신축주택과 재고주택의 가격 차이를  라고 두면, 이

여기서  는 종부세 또는 재산세 검색지수 및 균

러한 신축주택의 가격프리미엄이 높아질수록 건설회

형가격모형에서 고려한 모든 수요공급 요인을 포함하

사의 한계수입이 증가하므로 신규주택의 공급은 증가

는 종속변수 벡터이다.  와   는 종속변수 고유의

하게 된다. 둘째,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매도하기를 원

패널 고정효과와 지역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오차를

하는 재고주택(  )은 시장 전체의 주택재고량이 많을

나타내고,  는 추정해야 할 모수들을 의미하며, E

수록 증가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수가 많을

[  ]=0, E[ ′  ]=Σ, E[ ′  ]=0임을 가정한다.

수록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공급함수( )는 아래

이 모형의 최적 시차는 MBIC, MAIC, MQIC기준을 바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탕으로 lag=1으로 설정한다. 패널 VAR모형은 종속변
수의 과거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해야

        

<식 3>

할 모수로 간주하면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없다. 따라
서 도구변수가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표준적인

단,   와    는 각각 신규주택 건설의 한계비

가정에 기초하여 도구변수에 시차변수를 포함하고 결
측치를 0으로 대체하는 GMM 방식으로 추정한다

용과 한계수입을 의미한다.
주택시장의 균형 하에서는 주택수요(<식 2>)와

(Holtz-Eakin, Newey and Rosen 1988).

주택공급(<식 3>)이 일치하므로, 주택의 균형가격은

IV. 실증분석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

즉, 주택의 가격은 가계소득, 금리, 보유세, 예상주

1. 데이터
1)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검색빈도 데이터

택가격상승률, 가구수, 건축비용 및 주택재고량의 함
본 논문에서는 국내 검색엔진 중 검색점유율이 가장 높

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식 4>의 균형가격모형에 입각하

은 네이버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에서 제

여, 아래와 같은 패널 VAR(Vector Auto- Regressive)모

공하는 ‘검색어 트렌드’를 이용하여 검색빈도 데이터를

형으로 보유세 증가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시간 경과

수집하였다.1)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는 2016년 1월 이

1) 네이버트렌드를 분석에 이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6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기간에서는 네이버 검색의 점유율이
타 검색엔진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임. 검색점유율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터넷트렌드(www.internettrend.co.kr)에 의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 71.02%, 구글 16.91%, 다음 8.27%, ZUM(줌) 1.16%, MSbing 0.56%, 그 외 2.08%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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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현재까지의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기간 동안

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재산세의 부담이 증가함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검색빈도를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에 따라서 재산세에 대한 검색빈도도 증가하는 추세

로 집계하여, 조회기간 중 가장 높은 검색빈도를 100으

를 보인다.3)

로 할 때의 상대적인 검색지수를 제공한다.2)

다음으로 종부세 검색빈도를 살펴보면, 2018년 상

<Figure 1>은 검색주제어를 1) ‘종합부동산세

반기 이전에는 매우 미미한 검색빈도를 보이다가 그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또는 ‘종부세’,

이후에는 특정 시점에서 검색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

2) ‘재산세(property tax)’로 설정한 경우, 2016년 1월부

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9년 하반기부터는 꾸준하게

터 2021년 2월 동안의 월별 검색지수를 보여준다. 종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검색빈도의 급등 시점은 종부

부세는 오른쪽 세로축 기준이며, 이 기간 중 검색지수

세 인상 대책이 발표된 시점 및 실제로 종부세 금액이

최댓값은 2018년 9월의 100이다. 먼저, 재산세는 전

고지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분석 기간 중 종부세

체 기간에 걸쳐서 꾸준한 검색빈도를 보이면서 점차

검색빈도 지수가 100으로 가장 높았던 2018년 9월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흥미로운 점은 매년 7

는 종부세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여

월과 9월에 재산세 검색빈도가 증가하는 일종의 계절

2008년 이후 무력했던 종부세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매년 7월에 주택

내용의 9.13 대책이 발표된 시점이다. 이 시점의 종부

및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고, 9월에 토지분

세 검색빈도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해당 정

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기 때문이며, 이는 소비자들

책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그만큼 컸음을 의미

이 세금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때 심리적인 영향을 받

한다. 그 이후에,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는 대책들이

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산세 납부액은 2016년 이후

발표됐던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에도 종부세 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지

색빈도 지수는 11.83과 44.45로 급등하였다. 흥미로

Figure 1 _ Search Indices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2) 네이버 데이터랩에서는 연구자가 지정한 특정 검색어에 대한 실제 검색빈도 수치는 제공하지 않고, 상대적인 검색빈도지수의 트렌드만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점은 구글 등 검색어 트렌드를 제공하는 다른 검색엔진도 동일함.

3) 정인설, 고은이(2020)의 보도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시가 부과한 2020년 7월 재산세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재산세 부과 건수는 454만 건, 세액은 2조611억 원으로 2019년보다 각각 13만1000건, 2626억 원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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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점은 10여 년 동안 미미했던 종부세를 부활시켰던

요인들을 통제해야 하므로, 앞서 가격결정모형에서

2018년 9.13 대책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고려한 주택가격영향요인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해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후에 발표된 대책들은

한다. 먼저, 수요요인 중 소득 변수는 한국은행에서

내용 측면에서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하는 등 파격

월별로 제공하는 제조업 생산지수를 사용하였다. 주

적인 증세 방안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지수

택보유비용은 정의철(2010) 및 노민지, 유선종(2016)

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부세를 높

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3년 만기

여서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정책적 의도 하에

회사채 수익률(AA-등급)을 사용하였고, 아파트 매매

서 단계적으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은 오히

가격의 기대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아

려 소비자들이 세금 부담 증가 대책에 점차적으로 적

파트 실거래가격지수의 과거 1년간 변화율을 사용하

응하게 되어서 정책적 의도가 반감될 수 있음을 시사

였다. 다음으로, 공급요인 중 주택건설비용으로는 주

한다. 한편, 2020년 11월의 종부세 검색지수는 70.94

택건축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용을

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월별 지

2020년 11월에는 부동산 대책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

가지수를 이용하였고, 주택재고량 변수로는 월별 미

구하고 종부세 검색빈도가 급등한 이유는 2020년 11

분양주택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신축주택

월 25일에 종부세 과세금액이 고지되면서 주택 보유

의 가격프리미엄은 금리변화나 재고주택의 가격변화

자들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과세 금액을 실제로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권태연,

확인했기 때문이다. 즉, 2018년 9.13 대책에서 종부세

이창무, 최막중 2004), 이들 변수들은 본 논문의 실증

의 실질적인 증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는 종부세 관

분석에서 이미 고려하고 있으므로 가격프리미엄은 내

련 검색지수가 추가대책 발표시점을 제외하고는 낮은

생적으로 모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고려하

수준을 이어왔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적 영향은 크

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로 사용한 아파트 매

지 않았지만, 2020년 11월에 이르러서 소비자들이 실

매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월별로 제공하는 아파트

제로 급증한 세금을 확인했을 때 심리적으로 크게 위

실거래가격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의 강

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금을 높이는 정책을

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KB부동산자료를 이용하였다.

발표하는 시점보다는 실제로 높아진 세금을 직접 확
인했을 때 심리적 위축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은 주택

3) 변수들에 대한 기초 통계

소비자들의 합리성이나 장기예측능력에 한계가 있음
을 의미는 것이므로, Gelain and Lansing(2014)의 연구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2월까지의 월별데이터이며,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아
파트 실거래가지수 변화율을 사용하여 지역별 균형
패널을 구성하였다. 데이터들은 물가지수로 나누어서

2) 거시경제변수와 아파트가격 데이터

실질 데이터로 전환하였고, 직전월 값으로 나눈 후 로
심리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위해서는 심리요인 이외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검색지수는 해당 기간의 평균값을 차감한 후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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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나눔으로써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Table

해서, 본 논문에서는 <식 4>의 가격결정모형에 입각

1>은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및 제조업생산지수와

하여 아래와 같이 7개 지역별 아파트가격 변화율을

여타 실증분석 시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분석을 한다.

을 보여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낮
으며,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검색지수 역시 다른 변

  
  
  
 

수들과 낮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결과








<식 6>

   

단,  ,   는 각각  시점에서  지역의 아파트 가
격 및 제조업 생산지수의 로그 변화율을 의미하고, 

1) 세금 증가로 인한 심리 변화가 동일 시점의 주택

는 검색지수를 나타내며,  와  는 수요공급에 영

가격에 미치는 영향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로그변화율 및 오차를 의미한
다. 이 식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증가로 인한 심리위축이 동일 시

<Table 2>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검색지수

점의 주택가격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는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Table 1 _ Basic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Variables
Correlations

Variable

Mean
%

Std.
Dev.%

(A)

(A) △ln(APT sales price)

0.23

0.46

1

(B) △ln(expected APT sales price)

(B)

(C)

(D)

(E)

(F)

(G)

0.26

0.17

0.22

1

(C) △ln(housing supply)

−1.06

90.87

0.21

−0.04

1

(D) △ln(manufacturing production index)

−0.87

9.82

0.18

0.04

0.37

1

(E) △ln(housing cost)

0.09

0.06

0.18

0.17

0.08

0.01

1

(F) △ln(land cost)

0.24

0.28

0.52

0.18

0.28

0.36

0.12

1

(G)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0.00

1.00

0.31

0.23

0.00

0.07

0.25

0.28

1

(H) Property tax

0.00

1.00

0.10

0.07

0.08

0.20

0.16

0.03

0.33

(H)

1

Table 2 _ Regression Results for the Contemporaneous Relationship
Variables

Model 1

Model 2

Coef.

t−stat.

Coef.

t−stat.

△ln(expected APT sales price)

0.836

10.71

0.839

10.73

△ln(manufacturing production index)

0.007

3.42

0.009

3.92

△ln(land cost)

0.615

7.34

0.556

6.91

−0.00001

−0.02

0.00003

0.09

△ln(housing cost)

−0.272

−0.27

−0.036

−0.04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0.065

−2.69
−0.056

−2.47

△ln(housing supply)

Property Tax
Adjusted R-squared

0.467

0.465

Note: The 7 regional constant terms that capture the fixed effect in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have little meaning in this study, and
thus, the numbers are omitted from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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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것은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검색빈

분석한다.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검색량 상승충격

도가 증가하면 동일 시점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게

은 1 표준편차로 표준화한 충격이다. 이 식을 추정하

됨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여 구한 종부세와 재산세의 충격으로 인한 아파트 가

보유세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통계적으

격 변화율의 반응은 <Figure 2>의 패널 A와 패널 B

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논문

의 좌측 상단에 각각 정리하였다. 두 그림 모두 충격

에서는 종부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검색빈도를 이용하

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가격변화율이 음(-)이므로 종부

여 이들 세금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세와 재산세의 강화는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발한다는 것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종부세와 재산세 이외에

한다. 다만 보유세의 경우 5% 유의수준의 신뢰구간을

도 주택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고려할 때 첫 기의 반응이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고

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택가격 기

있다. 이는 박준, 이태리(2016)의 연구에서 보유세 상

대 인상률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

승 충격에 대한 주택매매가격 반응의 신뢰구간과 유

택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은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사한 결과이다. 반면, 1~2개월 후에는 그 영향이 크

의미하므로, 일단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갖게

게 줄어들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

되면 그 추세가 일정기간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이 종부세나 재산세

다. 다음으로 제조업 생산지수는 주택가격과 유의한

의 충격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다. 3개월 이후에는 충격반응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됨을 의미

므로, 종부세와 재산세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는 매우

한다. 주택건설비용은 주택가격과 양의 관계를 갖는

단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그림

데, 이는 주택건설비용이 상승하면 주택공급이 감소

에서 흥미로운 점은 재산세 검색량의 단기적인 주택

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

가격 인하 효과가 종부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 앞서 주택가격결정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일관된

는 점인데, 그 이유는 재산세가 종부세 대비 훨씬 많

내용이다.

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세금 증가로 인한 심리 변화가 그 이후 시점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 분석

종부세와 재산세 검색빈도 충격에 대해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첫
기에 하락하고 이후 상승하는 반응에 대응하여 공급

보유세 증가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시간 경과에 따라

요인인 주택건설 한계비용과 주택재고량은 하락 이후

주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로 살펴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는 다르게 아파트 매매

기 위해, 앞서 <식 5>에서 설정한 패널 VAR(Vector

가격 기대상승률에는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Auto- Regressive)모형으로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수

정하고,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종부세 또는 재산세 검

요 감소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를 감소시켜 단기적

색량 충격에 대한 아파트 매매 가격변화율의 반응을

으로 이자율을 낮추어 주택보유비용을 하락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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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_ IRFs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A. IRFs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 IRFs to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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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것으로 나타난 재산세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으로 나타났다.4)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정책 입안자들은 종부

V. 결론

세 또는 재산세 인상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주택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관련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택 관련 검

세금에 대한 검색량이 정책 발표 시점보다는 사람들

색빈도는 주택시장의 심리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주택

이 실제로 높아진 세금을 직접 확인했을 때 더 크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 논문에서는 종부세 및 재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인상된 세금을 인지하는 시점에

산세로 인한 소비자 심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검색빈

서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하락

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유세 부담 증가가 주택가격

할 수 있다. 또한, 주택공급의 측면에서도 종부세 인

인하효과를 보이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보유세

상은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여 주택공

강화가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

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셋

행연구들의 결론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종부세 및

째,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인상

재산세가 증가하면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된 종부세 및 재산세의 구체적인 금액을 사람들이 지

단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속적으로 확인하거나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얻

중요할 수 있다.

게 된 이유 중 한 가지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
자 심리가 실제로 위축되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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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택가격, 검색빈도

최근까지 급등한 주택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상승폭이 적었다. 실증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 또는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조세부담을 증

재산세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가시키는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한 세부담 증가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심리 변화가

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재산세의

반영된 인터넷 검색지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합부

주택가격 인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동산세와 재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 결과로부터,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종합

한다. 검색지수 데이터는 소비자가 실제 부과된 세금

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을 인지하는 시점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

에는 인상된 세금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의 정책발표 시점에서는 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

재개 발표 시점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검색지수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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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 인식 및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 of Individual’s Social Capital on
Social Conflict Awareness and Inclusiveness
권연화 Kwon Yeonhwa**, 최열 Choi Yeo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individual’s social capital on social conflict awareness and inclusiveness,
resolve social conflicts and seek ways to increase social integration and inclus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Data from the 2018 Social Integration Survey were used for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Women, young people, and unhealthy people were seriously aware of social conflicts, and men, young people, and
healthy people were more inclusiv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ase of social capital, network and trus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cognizing social conflicts, and family-centered communication and trust in groups were
important. Inclusiveness toward socially underprivileged members increased as they comply with the norms, are active
in participating activities, have an open network, and more trust in the group. However, the lower the trust in
agency and social fairness, the more inclusiveness increased.
Keywords: Social Capital, Inclusiveness, Social Conflict Awareness, Regression Model, Semi-Log Model

I. 서론

는 다소 심각한 수준이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 이러한 양극화 현상들은 단순히 사회계층만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이동기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도시공간에서

회도 줄어들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새로운 사회

의 부유화(gentrification)와 분리화(segregation) 등 공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간적인 차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김동한 2017). 양극

작용하고 있다. 양극화를 판단하는 지표들 중에서 지

화가 심화되면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

니계수1)는 0.355, 소득 5분위 배율2)은 7.0배, 상대적

회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이 저해

빈곤율3)은 17.4%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되므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R1C1C1004080).
**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제1저자) | Researcher, Urban Affairs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 | Primar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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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교신저자) | Prof., Pusan National Univ. | Corresponding Author | yeolchoi@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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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학문분야에서 양극화, 사회통합, 포용성 등을 연

본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구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양극화

(Portes 1998; 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그래서

해소와 포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갈등

점차 사회안정성, 지속가능성, 사회통합, 포용성의 가

을 해소하고,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1)2)3)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의 규범, 사회조직 등 사회
적 자본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

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구성원에 대한 포용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을 하며(Putnam 2001), 갈등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상호존중, 신뢰를 높여 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뿐 아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니라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Brown

and Ashman 1996;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더

1. 사회갈등 및 포용성의 개념

불어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며(Rogers, Aytur and Gardner 2012), 사회

사회갈등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최소 두 당사자가 서

적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요성이

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대립하여 긴장이 발생하는 상

점차 증가하고 있다(Colantonio 2007; Dempsey

황으로(Baldock 1989; Deutsch, Coleman and Marus

2008). 사회적 자본이 양호하면 집단 간의 포용성이

2006; Raider, Coleman and Gerson 2006), 집단, 공동

높아지고(Putnam 2000),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하

체, 계층 간의 충돌, 분쟁 등을 의미한다. 사회갈등은

는 정책을 제도화하면 포용성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며 사회에 내재되

고 하였다(이재열 2006).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다양

어 있는 차별, 비리, 부패 등과 같은 부조리를 겉으로

한 사회적,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

드러내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

로 여겨지고 있으며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

(Van Deth 2008; 권연화, 최열 2018; 황선영, 어유경,

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하지만 지

김순은 2019).

나친 사회갈등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
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 사회통합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자

키며 사회통합 및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이다(진혜경 2016; 배광빈, 류인권 2020).

1960∼80년대 우리사회는 경제성장과 국토개발로

1)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니계수 값이
0.35를 넘으면 불평등한 국가로 봄.
2)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그 배율 값이 클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4)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예산투자를 위한 4대 핵심 분야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양극화 대응을 선정하였으며(기획재정
부 2017. 03.28 보도자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음(2018.9.6.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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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잘살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극복된 상태를 뜻하며(O’Reilly 2005; 조순옥, 홍준희

2010년대 이후에는 성장과 개발의 기회가 줄어들어

2019), 사회의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배제되지 않고 향

지역격차 및 경제적 양극화 등은 더욱 심화되었다(문

유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Booth 1996; 조권중

정호 2017). 게다가 사회적 갈등은 지역갈등, 계층갈

2017). 또한 포용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

등, 세대갈등, 성별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공공갈

원, 사회적 관용, 다양성 존중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등, 다문화갈등 등으로 훨씬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더

이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으

욱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원빈

로 포용성이 높아지면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2016).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사회갈등을 이해하고 해

하였다(김동철, 박광표, 김대건 2020). 그러므로 사회

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통합을 촉진하고,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완화･극복할

라고 할 수 있다. 갈등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을 살펴

라 갈등의 발생, 전개, 해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포용성은

때문에(이병량, 김서용, 전영평 2008)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구성원을 자신의 이웃, 동

사회갈등을 ‘인식’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료,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배제하지 않음)

포용성(包容性, inclusiveness)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

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주거나 받아들이는 성질로 사람들을 특정한 경계(사회
나 조직)에 속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배제(exclusion)5)’

2. 사회적 자본의 개념

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ooth

1996; O’Reilly 2005; UN/DESA 2009; 조권중 2017; 조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전통적인

순옥, 홍준희 2019). 사회과학에서 ‘배제’는 특정 집단

자본과 달리 구체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자본으

을 전제로 파악하는 것으로 연령, 성별, 인종, 출신국

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한마

가, 문화, 언어 등과 같은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 배경

디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Bourdieu(1986)

으로 인해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

는 사회적 자본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

치적 참여에서 배제되는 과정과 그로 인해 신체적, 경

득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보았고,

제적, 사회적 불이익 받게 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Coleman(1990)은 사회적 자본이 하나의 실재(a single

개념이다(UN/DESA 2009). 배제현상의 기저에는 사회

entity)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한 단면과 그 구조 안에

적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있는 개인의 특정 행동을 촉진하는 두 가지의 실재를

특정한 사회집단의 참여기회, 접근성, 혜택 등을 제약

포함한다고 하였다. Putnam(1993a)은 사회적 자본을

하고, 이로 인해 집단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며 이 격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

가 다시 특정집단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는 순환적 과

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보았으며, Fukuyama

정에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된다(조권중

(1995)는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이 집단과 조직에서 공

2017). 반면, 포용성은 사회적 배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5) 배제(排除, exclusion)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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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성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일련의 비공식적

La Porta, Rafael, Andrei and Robert 1997; Putnam

규범 및 가치라고 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구성

2000; Lin 2001; Zak and Knack 2001). 사회규범은 행

원들의 관계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 관계를 통하여 접

동기준이나 규칙을 지키려는 규범의식, 부정부패에

근할 수 있으며(Lin 2001), 집단 내에서 유용한 개인

대한 인식과 같은 태도적 측면과 법질서, 제도 등을

의 자원으로 활용된다(김형빈 2005). 그리나 사회적

지키려는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갑영, 김

자본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

동훈 2019). 네트워크(network)는 사람 혹은 사회조직

원들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을 연결하는 다양한 관계의 묶음으로(권연화, 최열

관계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원들 모두에게 그 이익이

2018) 공동체 및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공유되므로 거시적 차원에서는 공공재로서 사회적

(박희봉, 이희창, 전지용 2008) 공식/비공식네트워크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Putnam 1993b).

(공적/사적)로 구분할 수 있다(Portes 1998). 참여

이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집단(조직)의 구성원이

(participation)는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초한 것으로 개

됨으로써 얻는 자원,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는 요소,

인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참여와 정

개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등 구성원 간의의 관

치 참여와 같은 공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권연화,

계 속에서 개인이 가지는 자원임을 알 수 있다. 그래

최열 2018).

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살
펴볼 것이다.

3. 관련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네트워
크, 규범, 신뢰, 참여, 호혜성, 집단협력, 개방성, 지식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은 조직 내 구성

기반활동 등 유형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지만6), 본 연

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므로(Nahapiet and Ghoshal

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를 중심으로 살

1998),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빠져서는 안 되는

펴보고자 한다.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고 하였다(김태준 외 2010; 박상필 2000).

핵심요소이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게다가 사회적 자본은 갈등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Putnam

상호 존중 및 신뢰, 상호 의존을 증대시킴으로써 갈

1993a) 개인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부에

등을 줄이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Bromiley

대한 신뢰 등으로 구분하였다(Uslaner 1997; 심규선

and Cummings 1995;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2018; 곽윤경 2020). 사회규범(norms)은 사회질서를

사회적 자본이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성

진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신뢰, 관용, 소통, 참

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여 등)에 기초하여 갈등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높여 사회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킨다(Fukuyama 1995;

였다(하상군 2014). 사회적 자본 요소 중에서 특히 사

6) Bourdieu(1986)는 규범, 네트워크를, Coleman(1990)은 사회적 신뢰, 규범, 소통을, Putnam(1993a; 2000)은 신뢰, 네트워크, 시민참여를,
Fukuyama(1995)는 신뢰, 규범을, Bullen and Onyx(2005)는 네트워크 참여, 상호주의, 신뢰, 사회규범을 주요 요소로 꼽았으며, 권태형,
박종화(2010)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집단협력, 개방성, 지식기반환경을, 유치선, 이수기(2015)는 참여와 네트워크, 신뢰와 규범, 상호호
혜를, 권연화, 최열(2018)은 규범,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을 중심으로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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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용이하게

III. 분석모형과 변수의 구성

하고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더욱 강화시켰다(Pruitt

and Carnevale 1993; Allen 2001; 박상필 2000; 심규선

1. 분석모형

2018). 사회신뢰와 공적신뢰는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통합에

개인의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곽윤경 2020). Putnam(2000)은

사회적 약자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사회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모델을 이용하

적 자본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훨씬 안전하고, 생산

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여러 항목 값

적인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탈세행위가 적고, 집단

을 더한 일부 변수들(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포용

간의 포용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재열(2006)은

성, 사회단체활동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

타인에게 (비)공식 장벽을 치지 않고 공평한 참여기

하기 위해 신뢰도(reliability) 분석을 추가하였다.

회를 제공하면 사회의 포괄성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며 종속변
수가 연속형인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독립변수와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협력수준을 높이고,

종속변수가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OLS선형모

공동체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사회적 갈등을 관리

형은 <식 1>과 같이 표현한다(김충련 2008). 그러나

하고 완화시키며, 사회구성원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

실제 데이터로 변수 간의 완전한 선형성을 찾아내는

시키고, 포용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것은 쉽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선형모형 외에 Semi-log

자본과 사회적 갈등, 포용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

모형(식 2)을 병행하여(최열, 손태민, 김성이 2000) 보

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

다 적합한 모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

          ⋯    

<식 1>

ln          ⋯    

<식 2>

설을 토대로 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개선하
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신뢰, 규
범, 네트워크, 참여 등)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

2. 변수의 구성

적 자본과 포용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
여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통합실태조
사7)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7)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사회의 통합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 및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8년 자료의 조사대상은 국내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로, 총 8,00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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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해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 권리부여, 사회참

종속변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약자구성원에 대한 포용성” 두 가지로 정하였다. 사회

관용성(사회적 포용) 등에 대해 매년 행정연구원에서

적 갈등에 대한 인식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

실시하는 조사이다. 연구를 위한 변수의 구성은

한 형태의 갈등요소(빈곤층과 중산층의 갈등, 보수집

<Table 1>과 같으며 SAS 9.4 통계패키지를 이용하

단과 진보집단의 갈등, 근로자와 고용주의 갈등, 수도

여 분석하였다.

권과 지방의 갈등, 개발과 환경보전의 갈등, 고령층과

Table 1 _ Variables Definition
Classification
Dependent Valuables
(D.V.)

Variables Definition

Conflict awareness(CON) Recognition of various social conflicts(9-36)*
Inclusiveness(IN)
Gender(GEN)
Age(AGE)

Individual
Characteristic
(IC)

Inclusivenes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6-30)**
1: male, 0: female
1: 19-29 years old, 2: 30-39 years old, 3: 40-49 years old,
4: 50-59 years old, 5: 60 more than years old

Education level(EDU)

1: elementary school graduate, 2: middle graduate,
3: high school graduate 4: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Marital Status(MAR)

Have a spouse, 1: has exist, 0: none

Health Condition (HEA) 1: very bad, 2: bad, 3: usually, 4: good, 5: very good
Household
Characteristic
(HC)

Norms
(NO)

Household Income(INC)

1: Less than 0-2 million won, 2: Less than 2-4 million won,
3: Less than 4-6 million won, 4: 6 million won or more

Residential Location(LOC) 1: urban, 0: rural
Tax payment(TEX)

Importance of tax payment, 1: not at all important, 2: not important,
3: usually, 4: important, 5: very important

Compliance with the
rules(RUL)

Importance of Compliance with Laws and Rules1: not at all important,
2: not important, 3: usually, 4: important, 5: very important

Independent
Valuables
(I.V.)
Social
Participation
(SP)
Sociap
Capital
(SC)

Social group
activities(SOC)

Total of activities in political parties, trade union organizations, (business
associations or occupational associations), religious groups, clubs, civic groups,
community public gatherings, alumni associations (housing associations),
volunteer organizations (donating organizations),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Public service
experience(PUB)

Sum of experiences using public services such as public hearing (hearing),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activity, resident self-government center service, licensing
service, Internet civil petition issuance service, tax service, police service, and
firefighting service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ELE)

Participated in voting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1: yes, 0:no

Communication between Sum of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 social groups such as family,
social groups(S_C)
co-workers, neighbors, and generations
Network
(NT)

Communication between Total communication between the citizens and individual government agencies
the government and the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ments, and
people(G_C)
local councils
Family contact(FAM)

Number of family members (or relatives) contacted each day on a weekday

Contact outside the
family(NEM)

Number of non-family members (or relatives) contacted on a weekday basi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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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_ Variables Definition (continued)
Classification
Collective trust(CO_T)

IndeSociap
pendent
Capital
Valuables
(SC)
(I.V.)

Trust
(TR)

Variables Definition
The sum of confidence in each group, such as family, neighbors, friends or
coworkers, strangers, foreigners, etc.

Sum of trust in individual institutions such as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National Assembly, courts, prosecutors, police,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al trust(IN_T) corporations, military, trade union organizations, TV broadcasters, newspapers,
educational institutions, medical institutions, large corporations, religious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etc.
Social fairness(FAR)

The sum of fairness for individual agencies such as administrative agencies,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 the prosecution, the police, and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Note : Variables (CON, IN, SOC, PUB, S_C, G_C, CO_T, IN_T, FAR) consisting of the sum of the survey items are tested for reliability.
* Awareness of social conflicts is a sum of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feels serious about various forms of conflict in our
society. (1: not too much at all, 2: not too much, 3: a little too much, 4: very severe) ① Conflict between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②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groups. ③ Conflict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④ Conflict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es. ⑤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⑥ Conflict
between the elderly and the young. ⑦ Conflict between men and women. ⑧ Conflict between different religions.
** Inclusiveness is a sum of scores on whether socially disadvantaged members can be accepted as people with close relationships(unacceptable, 1 point), such as their neighbors(2 points), coworkers(3 points), close friends(4 points), and spouses(5 points).
Socially disadvantaged members are ① Disabled person ② Children of families with deficits (grandchildren, single-parent families, etc.) ③ Foreign immigrants/workers, ④ Ex-convict, ⑤ Homosexual ⑥ North Korean defectors.

젊은층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서로 다른 종교

독립변수는 개인특성, 가구특성, 사회적 자본특성

의 갈등,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에 대해 개인이 느

으로 구분하였다. 개인특성에는 성별(GEN), 연령

끼는 심각성의 정도(1: 전혀 심하지 않음, 2: 별로 심

(AGE), 학력(EDU), 혼인상태(MAR), 건강상태(HEA)

하지 않음, 3: 약간 심함, 4: 매우 심함)로 각각의 갈등

를 포함하였으며, 가구특성에는 소득(INC)과 거주지

요소에 대한 점수의 합을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

역(LOC)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으로 설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

자본 변수는 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 신뢰를 중심

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으로 설정하였다. 규범은 행동기준이나 규칙, 법질서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은 장애인, 결손

를 지키려는 태도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등으로 파

가정(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 외국인 이민

악할 수 있으므로(정갑영, 김동훈 2019) 세금 납부에

자/노동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대한 인식(TAX), 법규칙 준수에 대한 인식(RUL)으로

세터민) 등의 사회적 약자구성원을 자신의 이웃(2점),

정하였다. 사회참여는 적극적/비적극적, 공적/사적 활

직장동료(3점), 절친한 친구(4점), 배우자(5점) 등 자신

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단체 활

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받아

동(SOC),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참여(PUB)

들일 수 없음, 1점)와 그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과 선거참여(ELE)를 포함하였다. 네트워크는 크게 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정도를 합산한 값을 사회적

식/비공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식네트워크로 정

약자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점수가

부(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국민 간의

높을수록 포용성인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통(G_C), 비공식 네트워크로 가족들과의 접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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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 가족, 가족 외 집단과의 접촉빈도(NEM), 사회

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

집단 간(직장동료, 이웃 등)의 소통(S_C)을 이용하였

한 포용성(IN)의 평균은 15.64(최댓값 30, 최솟값 6)으

다. 신뢰는 개인 및 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로 구분

로 사회적 약자 구성원을 이웃이나 직장동료로는 받

할 수 있는데 개인(가족, 이웃, 친구, 직장동료, 외국인

아들일 수 있으나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 수준까지 포

등) 신뢰(CO_T), 정부기관(중앙부처, 국회, 법원, 경

용하는 것은 아직 어려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찰, 군대 등)과 사회(노동조합, 방송사, 신문사, 대기업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개인특성 중에서 성별

등)에 대한 신뢰(IN_T), 정부기관(행정기관, 국회, 법

(GEN)은 남성이 49.69%, 여성이 50.31%로 비슷하였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정성(FAR)을 포함하

고, 연령(AGE)은 50대가 25.25%로 가장 많았으며, 40

였다.

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학력(EDU)은 대졸 이상 학력
을 가진 비율이 45.18%, 고졸이 44%였고, 중졸, 초졸

3. 변수의 기초통계량
Table 3 _ Descriptive Statistics of Nominal Variables
사회적 자본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

Valuables

Freq.

Ratio

male

3975

49.69

female

4025

50.31

19-29 years old

1356

16.95

30-39 years old

1419

17.74

석)과 같다. 전체 표본데이터는 총 8000개이고, 종속

AGE 40-49 years old

1751

21.89

변수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CON)은 평균이

50-59 years old

2020

25.25

60 more than years old

1454

18.18

elementary school graduate

318

3.98

middle graduate,

548

6.85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변

GEN

수의 기초통계량은 <Table 2>(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Table 3>(명목형 분수에 대한 빈도분

25.47(최댓값 36, 최솟값 9)로 사회적 갈등을 약간 심
IC EDU

Table 2 _ Descriptive Statistics of
Continuous Variables
Variables
D.V.

NO

SP

I.V. SC

NT

TR

N

mean

S.D.

CON

8000

25.47

4.375

min max
9

36

IN

8000

15.64

3.941

6

30

TEX

8000

6.10

0.999

1

7

RUL

8000

6.10

0.990

1

7

MAR
I.V.

Classification

high school graduate

3520

44.00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3614

45.18

has exist

5603

70.04

none

2397

29.96

50

0.63

very bad
bad

444

5.55

2010

25.13

good

4072

50.9

HEA usually

SOC

8000

13.17

4.260

9

45

very good

1424

17.8

PUB

8000

1.52

1.466

0

10

Less than 0-2 million won,

924

11.55

Less than 2-4 million won

2774

34.68

Less than 4-6 million won

2732

34.15

S_C

8000

10.94

2.047

4

16

G_C

8000

8.87

2.247

4

16

FAM

8000

2.31

0.855

1

5

NEM

8000

3.05

1.005

1

7

CO_T

8000

12.78

1.949

5

20

IN_T

8000

39.98

7.824

17

68

FAR

8000

28.29

5.491

1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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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HC

LOC

SC

ELE

6 million won or more

1570

19.63

urban

6506

81.33

rural

1494

18.68

yes

7215

90.19

no

785

9.81

이하의 비율이 각각 6.85%, 3.98%로 낮은 편이었다.

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평균은 39.98(최솟값

혼인상태(MAR)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0.04%였

17, 최댓값 68), 28.29(최솟값 12, 최댓값 48)였다.

다. 건강(HEA)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
율이 50.9%, 보통 25.13%, 매우 좋다가 17.8%로 응답

IV. 사회적 자본과 포용성 관계 분석

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었
다. 가구특성 중 가구의 월평균소득(INC)은 200∼400

1. 사회적 자본과 사회갈등 인식과의 관계 분석

만 원 미만, 400∼600만 원 미만이 각각 34.68%,

34.15%였으며, 600만 원 이상은 19.63%, 200만 원 미

사회적 자본과 사회갈등 인식, 포용성에 대한 분석을

만은 11.55%였다. 거주지역(LOC)은 도시에 거주하는

실시하기 전에 설문항목의 합으로 구한 변수들의 신

비율이 81.33%로 월등히 높았다.

뢰도를 분석하였다8). 신뢰도 분석은 사회적 갈등에

사회적 자본 변수를 살펴보면 규범 변수인 세금 납

대한 인식, 포용성, 사회단체활동, 공공기관 서비스

부(TAX)와 법규칙 준수(RUL)는 둘 다 평균이 6.10이

경험, 사회집단 간 소통, 정부기관과 국민의 소통, 개

었는데 최댓값이 7인 것을 고려한다면 응답자들은 세

인 신뢰, 정부기관과 사회 신뢰, 사회공정성 변수에

금 납부와 법규칙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

대해 이루어졌으며, 세부항목이 아닌 전체에 대한 크

로 볼 수 있다. 사회참여 변수인 사회단체활동(SOC)

론바 알파(Cronbach Alpha) 값을 <Table 4>에 나타내

은 평균이 13.17(최솟값 6, 최댓값 45)로 사회단체활

었다. 크론바 알파계수는 개별항목의 내부일관성에

동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며, 공공서비스 경험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것이다(Nunally 1978; Brown

(PUB)은 평균이 1.52(최솟값 0, 최댓값 10)로 대부분
1∼2가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밖에 하지 못했

Table 4 _ Reliability Analysis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거참여(ELE) 변수를 통해

Valuables

90.19%의 응답자가 선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D.V.

네트워크 변수인 사회집단 간 소통(S_C)은 평균이
NO

10.94(최솟값 4, 최댓값 16)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
통(G_C)은 평균이 8.87(최솟값 4, 최댓값 16)로 사회

SP

집단 간 소통이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비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접촉(FAM)은 평
균이 2.31(최솟값 1, 최댓값 5), 가족 외 접촉(NEM)은

I.V.

SC
NT

평균이 3.05(최솟값 1, 최댓값 7)로 중간 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신뢰 변수인 집단신뢰(CO_T)는 평균이

12.78(최솟값 5, 최댓값 20)로 중간정도였으나, 기관
신뢰(IN_T)와 사회공정성(FAR)은 중간보다 낮은 수

TR

Total Cronbach’s 
CON

0.849

IN

0.796

TEX

-

RUL

-

SOC

0.621

PUB

0.566

ELE

-

S_C

0.725

G_C

0.814

FAM

-

NEM

-

CO_T

0.631

IN_T

0.923

FAR

0.884

8) 개별 변수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Table 1(변수의 정의)에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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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크론바 알파값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

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OLS모형과 Semi-log

만, Nunally(1978)은 0.7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수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9)와 같으

0.6 이상이면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보았으며, 최소

며 각각의   는 0.092, 0.085였다. Semi-log 형태로 종

0.5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변수들의 크론바

속변수를 변형시켰음에도 모형의 설명력 향상에는 크

알파값은 공공기관서비스 경험(PUB) 변수가 0.566으

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횡단면으로 설계된 설문조

로 가장 작았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0.6 이상이므

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로 합산한 값을 대표변수로 활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측정의 편향을 의심하게 한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값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값에도 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요소가 사회적 갈

구하고 주요 변수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Table 5 _ Regression Analysis on Social Conflicts Awareness According to Social Capital
OLS
Variables
Intercept

IC

HC

NO

SP

SC
NT

TR

Semi-log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Value

VIF

S.E.

t Value

VIF

31.7570

0.0000 ***

0.670

47.41

0.00

3.4738

0.0000 ***

0.029

121.45

0.00
1.06

GEN

0.3007

-0.0201 *

0.096

-1.83

1.06

0.0125

-0.0216 *

0.004

-1.96

AGE

0.0528

-0.0304 *

0.054

-1.81

2.46

0.0016

-0.0206

0.002

-1.22

2.46

EDU

0.0107

0.0180

0.076

1.35

1.57

0.0002

0.003

1.85

1.57

0.0248 *

MAR

0.0307

-0.0219

0.155

-1.46

1.98

0.0016

-0.0205

0.007

-1.36

1.98

HEA

-0.5536

-0.0872 ***

0.062

-7.53

1.18

-0.0224

-0.0802 ***

0.003

-6.91

1.18

INC

-0.1970

0.0391 ***

0.055

3.36

1.19

-0.0095

0.0431 ***

0.002

3.69

1.19

LOC

-0.0043

-0.0430 ***

0.124

-3.91

1.06

0.0007

-0.0317 ***

0.005

-2.87

1.06

TAX

0.2560

0.0687 ***

0.068

4.43

2.11

0.0108

0.0668 ***

0.003

4.30

2.11

RUL

-0.0106

0.0120

0.068

0.78

2.09

0.0002

0.0083

0.003

0.54

2.09

SOC

0.1078

0.0104

0.012

0.89

1.20

0.0041

0.0050

0.001

0.42

1.20

PUB

-0.0466

ELE

-0.1410

0.034

0.90

1.15

-0.0017

0.001

1.11

1.15

-0.0376 ***

0.166

-3.34

1.12

-0.0061

-0.0358 ***

0.007

-3.16

1.12

-0.1041 ***

1.28

0.0103

0.0128

S_C

-0.1758

-0.0922 ***

0.026

-7.63

1.28

-0.0080

0.001

-8.59

G_C

-0.0983

-0.0022

0.025

-0.18

1.42

-0.0028

0.0081

0.001

0.64

1.42

FAM

0.1029

0.058

4.39

1.14

0.0060

0.0495 ***

0.002

4.33

1.14

0.049

-0.21

1.13

-0.0090

0.0009

0.002

0.08

1.13

0.027

4.06

1.23

-0.0183

0.0424 ***

0.001

3.58

1.23

NEM

-0.2263

CO_T

-0.4671

0.0500 ***
-0.0024
0.0480 ***

IN_T

0.1846

-0.0834 ***

0.008

-5.83

1.80

0.0087

-0.0697 ***

0.000

-4.85

1.80

FAR

-0.4829

-0.1770 ***

0.011

-12.70

1.70

-0.0151

-0.1804 ***

0.000

-12.91

1.70

8000

F Value

42.29

Number of data

0.0915

Pr > F

<.0001

R-Square

Number of data
1)

R-Square

8000

F Value

0.0853 Pr > F

39.18
<.0001

Note. * : P<0.1, ** : P<0.05, *** : P<0.01.

9) Cohen(1988)은 사회과학적 내용을 다루는 회귀분석에서 내인성 잠재변수에 대한 결정계수(R2)의 크기가 0.26(큼), 0.13(중간), 0.02(작음)
로 평가된다고 제안하였으므로, <Table 5>의 결정계수 0.0915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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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장용석, 정장훈,

정(+)의 영향을 주었다. 세금 납부를 중요하게 여길

조문석 2009).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수록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가족과의

VIF값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는데 분석모형의 적절성

접촉이 많을수록, 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

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다.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폐쇄적 네트워

OLS모형과 Semi-log모형에서 계수의 부호도 일치

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갈등 지향적이라는 연구(장

하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변수는 11개였다. 연

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와 유사한 결과로 우리나

령(AGE)은 OLS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라의 경우 가족, 친구 등 동질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고, 학력(EDU)은 Semi-log모형에서만 유의미하였는

들 간에 생성되는 연대감과 일체감으로 신뢰를 인식

데,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Fukuyana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조금 높은 OLS모형에 기

1995). 선거참여(ELE), 사회집단 간 소통(S_C), 기관신

초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특성 중에서 성별

뢰(IN_T), 사회공정성(FAR)은 사회적 갈등 인식에 부

(GEN), 연령(AGE), 건강(HEA) 변수가 유의미하여 여

(−)의 영향을 주었다. 정치참여의 하나인 선거에 참

성일수록, 젊을수록, 건강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갈등

여하지 않을수록, 사회집단 간 소통이 적을수록 사회

(세대 간, 성별 간, 정치성향 간, 지역 간 등)이 심각하

적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결과를 통해 정치참

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우리사회가 아직 남성중심의

여와 집단 간 소통이 사회적 갈등 인식을 완화하는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젊은 세대들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은 취업의 어려움, 높은 부동산 가격, 불안정한 미래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일

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가 구성원들

것이다. 충분히 건강하지 않아서 경험하게 되는 기본

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적인 생활 및 사회활동 등에 대한 제약들이 사회갈등

과 축적이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강화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특성의

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심규선 2018; 곽윤경 2020),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졌는데 이는 선행연구(김문길 2017)와 동일한 결과이

심하다고 인식한다는 연구(이윤경 2020)의 결과와 부

며, 거주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사회갈

합한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사회

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공동체적 삶이

적 갈등 인식이 높아졌다. 이는 공정성이 사회적 갈등

실천되고 더불어 사는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는 농촌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이건 2015), 정치, 경

거주자의 경우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연

제 영역의 부패가 심할수록 사회적 갈등을 더 심각하

구(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와는 상반되는 결과

게 인식하고(김문길 2017), 국가기관의 활동이 불공정

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마

하다고 평가할수록 갈등지향적인 성향이 있다고 한

을공동체의 쇠락과 부족한 다양성을 그 원인으로 들

연구(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등과 유사한 결과

수 있다(박선미 2020).

이다. 사회공정성(FAR) 변수는 OLS모형과 Semi-log

사회적 자본 변수 중에서는 세금 납부(TAX), 가족

모형 모두에서 사회갈등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접촉(FAM), 집단신뢰(CO_T)는 사회적 갈등 인식에

치는 변수였다. 사회공정성이 한 단위 증가하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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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대한 인식이 OLS 모형에서는 0.48점 정도 감

OLS모형과 Semi-log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소하였고, Semi-log모형에서는 1.51% 줄어 0.38점 정

<Table 6>과 같다. 개별모형의   는 각각 0.080,

도 감소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

0.081로 거의 비슷하였다. OLS모형과 Semi-log모형에

식에 사회적 자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서 계수의 부호가 일치하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인할 수 있었다.

변수는 13개였으며, 입지(LOC)변수는 Semi-log모형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할

2.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

수록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이 높게 나타

성과의 관계 분석

났다.
분석결과 개인특성 중에서 성별(GEN), 연령(AGE),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요소가 사회적 약자

건강 변수(HEA)가 유의미했으며, 가구특성은 유의미

구성원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남성일수록, 젊을수록 사회적

Table 6 _ Regression Analysis on Inclusiveness According to Social Capital
OLS
Variables
Intercept

IC

HC

NO

SP

SC
NT

TR

Semi-log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Value

VIF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Value

VIF

10.0508

0.000 ***

0.607

16.56

0.00

2.3164

0.0000 ***

0.040

57.80

0.00

GEN

0.1914

0.0247 **

0.087

2.24

1.06

0.0133

AGE

0.3487

-0.0935 ***

0.049

-5.55

2.46

0.0241

EDU

0.0453

0.0051

0.069

0.38

1.57

0.0026

MAR

0.1001

0.0020

0.140

0.13

1.98

0.0056

HEA

0.0801

0.0591 ***

0.056

5.08

1.18

INC

-0.1532

0.0056

0.050

0.48

1.19

LOC

0.0630

0.0150

0.112

1.36

1.06

0.0035

TAX

-0.4665

0.0485 ***

0.061

3.11

2.11

-0.0344

0.0512 ***

0.004

3.29

2.11

RUL

0.3439

0.0876 ***

0.062

5.65

2.09

0.0246

0.0917 ***

0.004

5.92

2.09
1.20

0.0210 *

0.006

1.90

1.06

0.003

-5.15

2.46

0.0043

0.005

0.32

1.57

0.0086

0.009

0.57

1.98

0.0023

0.0748 ***

0.004

6.43

1.18

-0.0093

0.0077

0.003

0.66

1.19

0.0200 *

0.007

1.81

1.06

-0.0867 ***

SOC

0.2994

0.0490 ***

0.011

4.17

1.20

0.0186

0.0430 ***

0.001

3.66

PUB

-0.0059

0.0372 ***

0.031

3.23

1.15

-0.0002

0.0318 ***

0.002

2.76

1.15

ELE

-0.0572

0.0060

0.150

0.53

1.12

-0.0034

0.0026

0.010

0.23

1.12

S_C

0.1947

-0.0796 ***

0.023

-6.55

1.28

0.0109

-0.0735 ***

0.002

-6.05

1.28

G_C

-0.2728

0.0359 ***

0.022

2.81

1.42

-0.0167

0.0306 **

0.001

2.39

1.42

FAM

0.0263

-0.1012 ***

0.053

-8.83

1.14

0.0015

-0.1129 ***

0.003

-9.85

1.14

NEM

0.0188

0.0877 ***

0.045

7.68

1.13

0.0053

0.0949 ***

0.003

8.31

1.13

CO_T

0.2854

0.1481 ***

0.024

12.44

1.23

0.0239

0.1391 ***

0.002

11.70

1.23

IN_T

0.0239

-0.0117

0.007

-0.81

1.80

0.0022

-0.0070

0.000

-0.49

1.80

FAR

0.1521

-0.0796 ***

0.010

-5.68

1.70

0.0133

-0.0720 ***

0.001

-5.14

1.70

Number of data

8000

F Value

36.71

Number of data

8000

F Value

37.16

R-Square

0.0804

Pr > F

<.0001

R-Square

0.0813

Pr > F

<.0001

Note. * : P<0.1,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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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구성원을 자신과 보다 가까운 관계(이웃→직장

하였다(Putnam 2000;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동료→절친한 친구→배우자)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집단신뢰(CO_T) 변수는 OLS모형과 Semi-log모형 모

수 있다고 하였다(포용성이 높음). 이는 사회의 변화,

두에서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력에 가장 많

교육효과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화와 국제화를

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집단신뢰가 한 단위 증가

거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높아지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OLS 모형에서는

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구성원이 다양해지고 그들의

0.29점 정도 높아졌으며, Semi-log모형에서는 2.39%

사회･경제적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가 증가하

증가하여 0.37점 정도 높아졌다. 국가기관의 활동이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할수록 갈등지향적 경향이 있음에

속한 집단과 반대되는 주장이나 다양한 관점에 대해

도 불구하고(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사회적 약

덜 허용적이고, 사회갈등 지향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

자에 대한 포용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였다(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그리고 건강할수

다. 선거참여 변수와 기관에 대한 신뢰 변수는 사회적

록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이 높았다.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사회적 자본 변수 중에서 세금 납부(TAX), 법규칙

치지 않았다.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요소들이 사

준수(RUL), 사회단체 활동(SOC), 공공서비스 경험

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PUB),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G_C), 가족 외 접촉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EM), 집단신뢰(CO_T), 사회집단 간 소통(S_C), 가
족접촉(FAM), 사회공정성(FAR) 변수가 사회적 약자

V. 요약 및 결론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세
금 납부, 법규칙 준수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중요하게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계층 간

여길수록 포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단체활동이

의 위화감이 증대되고, 사회적 통합은 점점 어려워지

활발할수록, 공공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약

고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양극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의 안정과 통합, 지속가능성, 포용성 증대 등에

단체활동에 참여할수록 통합지향적, 갈등회피적, 사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회통합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Hooghe and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Stolle 2003; Han 2004).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잘

(2018년)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이 사회갈등에 대한

된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높

인식과 개인의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아졌다. 가족과의 접촉은 적을수록, 가족 외 사람들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

의 접촉이 많을수록, 사회집단 간 소통은 적을수록 포

전과 사회통합, 포용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용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개방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자 하였다.

사람들이 사회통합 지향적이라는 연구(장용석, 정장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 및 가구특성뿐 아니라 사

훈, 조문석 2009)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집단에 대한

회적 자본은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에

신뢰가 높을수록 포용성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타인에

대한 포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성별,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지향적이라고

건강변수는 사회갈등 인식과 포용성에 상반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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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는데, 여성일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으

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김동철, 박광

며, 남성일수록 포용성이 높았다. 건강할수록 사회갈

표, 김대건 2020)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등에 대한 인식은 낮았으나, 포용성은 높게 나타났다.

적으로 고려하였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규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포

범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윤리의식, 도덕성 함양을

용성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거주지역 변수는 사회

위한 가치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갈등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개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사회단

사회적 자본의 경우 세금, 사회집단 간 소통, 신뢰

체활동, 공공서비스 참여 등)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변수(집단신뢰, 기관신뢰, 사회 공정성)는 사회갈등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오픈스페이스

인식과 포용성에 동일한 방향의 영향을 미쳤는데, 세

와 같은 활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공시설과 프

금 납부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사회집단 간 소통이 원

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가족 외의 사회구성원과의 접

활할수록, 집단신뢰가 높을수록, 기관신뢰는 낮을수

촉, 개방형 네트워크 활동,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이

록,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갈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관에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

대한 신뢰를 높여 사회시스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도 높게 나타났다. 선거참여는 사회갈등 인식에만 영

이 가능하도록 사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을 주었는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사회갈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법규칙, 사회단체활동, 공공서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자본에 기초하여 사회갈

비스 경험,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가족 외 접촉 변수

등에 대한 인식 및 포용성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는 포용성에만 영향을 주었다. 법규칙 준수를 중요하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갈

게 여길수록, 사회단체활동이 활발할수록, 공공서비

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 및 포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스 경험이 많을수록,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원활할수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계층

록, 가족 외 접촉이 빈번할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 세대별 등 응답자의 특성을 보다 세분화한 연구가

포용성이 증가하였다.

진행된다면 사회통합, 포용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에는 ‘네트워크’와 ‘신뢰’가

책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있게 작용하였는데 가족중심의 소통, 집단에 대
한 신뢰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요소들이
더 많았으며, 규범을 준수하고, 참여활동에 적극적이
며, 개방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집단에 대한 신
뢰가 높을수록, 기관 및 사회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낮
을수록 포용성이 증가하였다.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
고,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을 증대하기 위
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포용성이 높아지면 갈등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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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사회적 자본, 포용성, 사회갈등 인식, 회귀모형, Semi-log 모형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계층 간 위화감 증대, 사회

뢰가 중요하였다.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

갈등 심화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의 안

은 규범을 준수하고, 참여활동에 적극적이며, 개방형

정과 통합, 지속가능성, 포용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

네트워크를 가지고, 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증

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

가하였으나, 기관 및 사회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낮을

서 사회적 자본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에

수록 포용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

기초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을 살펴보

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여성일수록, 젊을수록, 건강

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갈등을 해

하지 않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소하고, 사회통합 및 포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남성일수록,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사회적 약자 구성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응답자

원에 대한 포용성이 높았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사

의 특성을 보다 세분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포용성 확

회갈등에 대한 인식에는 ‘네트워크’와 ‘신뢰’가 의미

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있게 작용하였는데 가족중심의 소통, 집단에 대한 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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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고려한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ocial Discount Rate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Considering Risk
이의경 Lee Eui-Kyung*
Abstract

Social Discount Rate(SDR) is a key factor in the economic evaluation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 preceding
studies have estimated the appropriate SDR from a time-series perspective.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sought
ways to improve SDR from a cross-sectional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risk.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obtain a SDR by reflecting the risk of public investment project using CAPM, and revealed that beta of the
industry to which the public investment belongs can be usefully used as beta of CAPM. This study proposed to
divide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to three industrial sectors(SOC, environment & water resources, science & technology). To help understand this improvement, a specific case of calculating the SDR using industry beta is presented.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sks of benefits and costs within the same project needs
different discount rates. As it is important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SDR considering the risk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is improvement can increase the logical robustness of economic evaluation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Keywords: Public Investment Projects, Social Discount Rate, Risk, CAPM, Industry Beta

I. 서론

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이다. 이후 2014년
에는 지방재정법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공공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투자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끔

받도록 개정되었다.

되어 있다. 1999년에 예산회계법을 개정하면서 이 제

예비타당성 분석은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경제적 타당성, 세 가지 타당성분석으로 구성되며 이

제정하면서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예비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다. 경

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

제적 타당성은 예산집행의 효율성(efficiency)을 검증

였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총사업

하는 것으로 산출/투입의 관계에서 측정된다. 경제적

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이용하는 비용편익분석(Cost-

*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Prof.,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ejin Univ. | eklee@daej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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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Analysis)도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사업 수행

시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투자사업에 일률적으로

에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 결과로 얻게 되는 편익을

적용된다. 그런데 공공투자사업이라고 해도 도로, 교

비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비교는 비용과 편익의 현

량 건설과 같은 국토개발사업과 달 탐사와 같은 우주

재가치(Present Value)를 기준으로 하며 편익의 현재가

개발사업을 비교해본다면 미래편익의 위험이 확연히

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비용편익비율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로 똑같은 값을 적용한다는 것

(Benefit-Cost Ratio)을 구하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경

에 비논리적이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가치

평가하면서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위험

란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해서 구한 값이기 때문에

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산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결국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과제는 미래의 편익을 예

러한 필요성에 근거해서 본 논문은 위험을 고려한 공

측하는 것과 이 편익에 알맞은 적정 할인율을 구하는

공투자사업의 할인율을 산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두 개의 과제로 요약된다.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할인율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모두 네 개의 장으로 구성

할인율 중에서도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사

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

용되는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적을 밝혔다. 그리고 제1장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사

SDR)이라고 하는데 이 할인율이 높고 낮음에 의해서

회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

해당 사업의 경제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하였다. 먼저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산

에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출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

러한 배경에서 국내외에서 사회적 할인율에 관련된

율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특징별로 분류해서

연구들이 활발하게 계속 수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리한 후 이들 연구와 비교해서 본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할

갖는 차별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핵심

인율의 수준이 적정한지 특히 사회적 할인율이 경제

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위험과 할인율의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시계열의

관점에서 사회적 할인율의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기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우리나

하였다. 그리고 공공투자사업의 특성을 위험으로 측

라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

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적 할인율을 산출하기 위한

는 사회적 할인율을 KDI에서 산출해서 발표하는데

방법으로 CAPM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000년에 처음으로 7.5%를 제시했다가 경제전반적

CAPM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베타를 이용하는 대

인 저금리기조를 반영해서 몇 단계에 걸쳐서 하향조

안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보였다. 이외에

정해오고 있으며 2021년 현재는 4.5%의 할인율을 적

도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면서 편익과 비용

용하고 있다. 그동안 하향조정하는 단계마다 많은 연

이 갖는 위험의 차이도 사회적 할인율에 반영할할 필

구들이 실증분석을 통해서 하향조정의 필요성을 제기

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제4장 결론에서는 본 연

해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기간마다 변화된

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점을

경제 환경을 반영하더라도 특정 시점에서 적용할 사

밝혔다.

회적 할인율은 단일의 값으로 산출되고 이 값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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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 선행연구의 검토와 특징

1. 이론적 배경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선행연구를 특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ind(1982)는 사회적 할인율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첫 번째, 2000년 이전의 초기 연구에서는 이론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첫째는 사회적 시간선호율로서

배경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개념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현재소비를 미래소비와 교환하려는 비율이다. 둘째는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사회적 투자수익률로 정의하였

다. 1980년대 초에 SOC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

으며 셋째, 넷째는 이러한 기회비용을 민간부문과 공

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구본영(1981)에 의해 처음으로

공부문으로 각각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둘째부터 넷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째까지는 개념상 중복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Baumol(1968)의 논리에 따라 민간자본 투자수익률을

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사회적 시간선호율과 사회적

사회적 할인율로 추정하여 12∼14%를 제시하였다.

투자수익률의 가중평균값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절충

이후 이선, 옥동석(1987)은 UNIDO, OECD, IBRD 등

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에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을 이용해서 10%의 사회

대한 이러한 개념을 단순화시켜서 정리하면 다음과

적 할인율을 추정하였고 최도성(1998)은 사회적 할인

같이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다. 하

율을 민간자본조달방식의 공공투자에 초점을 두어 한

나는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

계투자수익률 12.5%, 가중평균자본수익률 6∼10%,

SRTP)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투자수익률(marginal

가중평균자본비용 12∼14% 등의 값을 제시하였다.

social opportunity cost of capital: MSOC)이다. 그리고

그리고 KDI(1999)는 Squire and van der Tak(1975)의

여기서 시간선호율은 현재소비를 미래소비와 교환하

방식으로 사회적 시간선호율과 자본의 투자수익률을

려는 비율이고 투자수익률은 현재소득을 미래소득으

가중평균한 값을 추정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7.5%로

로 전환시키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제시하였다.

시간선호율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로 측정

두 번째, 2000년 이후에 많은 연구들은 시간경과에

할 수 있고 투자수익률은 실물시장에서 형성되는 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특히 저금리추세)를 사회적 할

본의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인율에 반영하는 시계열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왔

MPC)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율을

다. 장병철, 손의영, 오미영(2010)은 사회적 시간선호

가중평균한 값은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개념이라기보

율을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1999)의 모형으로

다는 사회적 할인율을 산출하는 방식의 타협이라고

구하고 민간총자본수익률을 사회적 투자수익률로 사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연구들에서

용했다. 그리고 이 두 값과 이 둘을 가중평균한 값을

는 이러한 세 가지 개념(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1990년대의 6.6∼10.7%, 2000년∼2003년의 기간에

투자수익률, 이 두 개의 가중평균값)이 중요한 이론적

4.0∼7.0%, 2004년∼2008년의 기간에 2.4∼3.9로 각

바탕이 되고 있다.

각 추정하였다. 노상윤(2015)도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기간을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해서 2000∼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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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14%, 2005∼2009년 2.10∼2.17%, 2010∼

이 연구는 시계열적 관점에서 대안적 할인방식을 모

2013년 3.01∼3.06%의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또 최

색한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에서

지은, 박동규(2015)는 Ramsey(1928)의 방식에 근거하

국한하여 제안한 것이므로 환경부문 투자사업의 특성

여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추정하였는

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데 그 값은 3.3∼4.5%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KDI에

사업의 특성을 위험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이의경

서 권고하는 사회적 할인율 5.5%보다 낮은 값이므로

(2020)은 이러한 방식이 공공투자사업의 위험을 사회

KDI의 권고치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 할인율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논리적이라고

이와 같이 최근의 연구는 저금리추세를 반영해서 주

지적하였다. 본 논문도 이러한 지적을 근거로 해서 사

로 사회적 할인율의 하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

업별 할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위

용이 많은 편이다. KDI도 1999년에 제시했던 7.5%를

험과 할인율의 관계에서 보고자 한다.

금리하락추세를 반영해서 2004년부터는 6.5%로 낮
추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 5.5%로 낮추었다가 2017

III. 사회적 할인율의 개선방안

년에는 1%p를 더 낮추어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제
시해서 2021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위험과 할인율의 관계

세 번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계열적 관점에서 적
정한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였지만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경제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다룬 연구도 있었다. 송병록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재추정하여

(2001)은 Burgess(1988)의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할

적정한 값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해왔다. 다른

인율을 추정하였다. 그는 공공투자사업을 편익의 발

한편으로는 초장기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

생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

대안적 할인방식을 모색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이러한

였는데 하나는 민간투자와 대체관계에서 직접 편익을

연구들은 모두 시간적 차원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산

발생시키는 도서관･박물관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

출 또는 적용하는 시계열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투자와 보완관계에 있는 도로･

수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투자의

철도･항만･수자원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사업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위험을 할인율에 반영하

전자의 경우에는 8.4∼9.0%의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

는 것이다. 종전의 선행연구가 시계열적 관점에서 사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7.5%의 값을 제시

회적 할인율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공

하였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 송병록, 강동진, 노정

투자사업들이 갖고 있는 위험을 반영해서 서로 다른

현(2009)은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교통부문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횡단

공공투자사업의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을 재추정하는

면적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하여 4.13∼6.31%의 값을 추정하였다. 그

할인율에 반영해야 할 공공투자사업의 특성은 해

리고 김상겸(2015)의 연구는 초장기 사업으로 볼 수

당 사업의 위험(risk)이다. 위험이란 해당 사업의 편익

있는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지수함수가

을 현금흐름으로 측정했을 때 그 현금흐름의 변동성

아닌 쌍곡선함수를 이용한 할인방식을 제안하였는데

(volatility)을 의미한다. 위험이 다르면 그 가치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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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를

율보다 낮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갖고 있는 사람에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사에서는 이렇게 위험이 다른 두 사업의 경제성을

주어졌다고 하자. 게임의 내용은 동전을 던져 앞면이

평가하면서도 똑같은 값의 할인율을 사용하고 있다.

나오면 똑같은 아파트를 한 채 더 주고 뒷면이 나오면

이는 논리성이 결여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게임

위험과 할인율의 관계는 자산가격결정이론에서 중

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의 부(wealth)와

요한 연구과제가 되어왔다. 일찍이 Markowitz(1952)

게임에 참여할 때의 부를 비교해야 하는데 현재의 부

는 위험과 할인율의 관계를 정립하여 포트폴리오이론

는 확실한 부(Certainty Equvalent Wealth: CEW)로서

을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Sharpe(1964), Lintner

아파트 한 채이다. 그렇지만 게임에 참여할 때의 부는

(1965), Mossin(1966) 등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다음과 같이 기댓값 E(W)로 산출된다. 단,  는 상황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을 도출하였다. 이

i의 발생확률이다.

들은 모두 가치평가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









  ×   ×  



CAPM은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실무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그 핵심적 내용

CEW와 E(W)가 똑같은 1이지만 합리적인 경제인

은 증권시장선(Security Market Line: SML)에 체계적

이라면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

위험(  )을 대입해서 산출한 균형수익률을 현재가치

한 한 채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이다. Sharpe

부(W)가 미래에 실현될 수익이라면 확실한 미래수익

(1964), Lintner(1965), Mossin(1966) 등에 의해서 제시

과 불확실한 미래수익 중 선택 문제는 현재가치로 비

된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교해야 한다. 현재가치는 미래수익이 분자에, 할인율
이 분모에 있는 분수값의 구조식이다. 따라서 확실한

          × 

<식 1>

미래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무
위험이자율로서 불확실한 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위 모형에서   은 사업  에 적용할 기대수익

적용할 할인율인 기대수익률(무위험이자율에 위험프

률(expected return on project  )을 의미하고  는 무위

리미엄이 추가된 값)보다 낮아야 한다. 그래야 확실한

험이자율(risk-free rate),   은 시장포트폴리오의

미래수익의 현재가치가 더 크게 되기 때문이다.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 on market portfolio),  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도로･교량･항만 등 사회간접

사업  의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of project  )이다.

자본을 건설하는 SOC사업과 달 탐사와 같은 우주개

여기서 기대수익률   가 사업  에 적용할 할인율

발사업을 비교해보면 터널 및 도로를 건설하고 받게

인데 이 값을 결정하는 유일한 독립변수는 체계적 위

되는 통행료수입은 안정적인 반면 달 탐사 사업으로

험(  )이다.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총위험

기대되는 미래 편익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total risk) 중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을 제거

따라서 통행료수입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할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만이 할인율 결정에

율은 달 탐사 사업의 편익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할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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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험(  )은 사업  수익률의 시장포트폴리

다. 그런데 이는 기본 값일 뿐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

오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를 의미하는데 구

업에 적용할 때에는 사업부문과 사업기간을 고려해서

체적인 값은 실무적으로 시장포트폴리오의 대용변수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지

인 주가지수 변동률을 설명변수로 하고 개별주식 수

웅, 김성균, 김길환 2016). 이는 나름대로 공공투자사

익률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모형(OLS)의 회

업이 갖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귀계수를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차별적 할인율의 적용을 보여주고

이후에도 Ross(1986)가 재정가격결정모형(Arbitrage

있는 국가는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이다.

Pricing Theory: APT)을 제시하였고 Fama-French

미국에서는 수자원부문의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일반

(1992)가 3요인 모형(three-factor model)을 제시하였는

적인 사업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데 이들 모형은 모두 가치평가이론에 큰 발전을 가져

스페인은 공공투자사업의 부문을 교통부문, 환경부문,

왔다. 그래서 현재 학문적 연구는 물론이고 실무에서

수자원부문으로 구별해서 각각 다른 값의 할인율을 적

도 이러한 모형들을 이용해서 위험의 정도에 맞는 균

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의

형수익률을 구하고 이 값을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

경우에는 일반사업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치를 산출하기 위한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CAPM을 적용하여 사회적

로 이들 모형은 모두 공공투자사업의 사업별 위험을

할인율을 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고려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산출하는 데 이용할 수 있

나라보다 더 폭넓게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그런데

최지은,

박동규(2015)는

Juzhog

and

경우 30년까지의 기간과 30년 이후의 기간을 구별해

Franklin(2007)과 Spackman(2008)에서 인용하여 국가
별 사회적 할인율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장
재홍(2016)의 연구에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적 할

Table 1 _ Social Discount Rate by Country
Category

Social Discount Rate

Calculation Method

USA

∼1992 : 10%
1993∼ : 7%
(Water Resources : 3%)

MSOC

UK

1989∼ : 6%
2003∼ : 3.5%

MSOC→SRTP

Germany

1999∼ : 4%
2004∼ : 3%

SRTP

France

1985∼ : 8%
2005∼ : 4%

SRTP

Netherlands

general 5.5%
(climate change : 4%)

Long-term
Government
Bond Rate

Spain

SRTP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둘째, 많은 국가들이 단일의 할

Transportation Sector : 6%
Environmental Sector : 5%
Water Resources : 4%

New Zealand

2005 : 10%

MSOC(CAPM)

인율을 적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

Source: Choi and Park(2015), Jang(2016).

인율과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Table 1>은
그 중에서 본 연구의 논리전개에 필요한 일부분을 정
리한 것이다.
위 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
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도별
로 사회적 할인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시간선호율 또는 사회적 투자수익률 중 어느
개념에 의한 것인가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최근
으로 올수록 사회적 할인율을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이
는 세계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아지는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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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자에 더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

이들의 주가자료를 이용해서 베타를 구하는 것이다.

지만 이는 동일 사업에 기간별로 차등적인 할인율을

노상윤(2015)은 SOC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을 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별 위험을 고

하기 위해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종

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목번호 088980)의 주가자료를 이용하였다. 맥쿼리인
프라는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회사형 펀

2. 산업베타의 활용

드로서 코스피에 상장된 것이므로 대용기업으로 무난
하다. 이 펀드의 수익률 자료와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공공투자사업에서 예상되는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를

의 자료를 이용해서 구한 베타 값으로 0.17을 제시하

구하면서 모든 사업에 단일의 값을 적용한다는 것은

였다. 그리고 이의경, 허희영(2019)은 항공기 보조동

비논리적이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이 갖는 특성을

력장치(Auxiliary Power Unit: APU)의 설계, 제작 및

해당 사업의 위험(미래편익의 변동성)으로 측정하고

인증체계구축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 한국항공

그 값을 위험과 기대수익률(할인율)의 관계식에 대입

우주산업주식회사(KAI, 종목번호 047810)를 대용기

하여 적정한 할인율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한 할인

업으로 사용해서 베타 값 0.58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율을 경제성 평가에 이용해야 경제성 분석의 논리적

두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사회간접자본의 베타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값 0.17은 항공우주사업의 베타 값 0.58보다 작다. 이

위험과 할인율의 관계식이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의 경우 항공우주사업에 비해서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모형 중에서 CAPM

위험이 더 작을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노상윤(2015)과 이의경, 허희영(2019)에서 제시된

할인율을 구하는 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무난하

맥쿼리인프라 베타 0.17과 KAI 베타 0.58을 이용해서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CAPM에서는 베타(  )가 할

할인율을 구하는 과정을 보이겠다. CAPM을 나타내

인율을 결정하는 유일한 독립변수이므로 분석대상이

는 <식 1>에서 무위험금리와 시장포트폴리오 수익

되는 공공투자사업의 베타(  )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률을 알아야 하는데 이의경, 허희영(2019)에서 제시된

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베타는 시장포트폴리오(주가

국고채금리 2.4%와 코스피지수 변동률 4.6%를 사용

지수) 수익률의 변동에 대한 개별 주식수익률 변동의

하면 맥쿼리인프라 베타 0.17에 대응되는 할인율은

민감도이다. 따라서 베타를 구하려면 주식가격에 대

다음과 같이 2.77%가 된다.

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공투자사업의 경우에
는 상장된 것이 아니므로 베타를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베타, 즉 대용

          × 
      ×   

베타(proxy  )를 찾아야 한다.
공공투자사업의 대용베타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KAI 베타 0.58에 대응되는 할인율은 다음

대용기업(proxy company)을 찾아서 이 기업의 베타를

과 같이 3.68%로 산출되는데 위험이 더 큰 만큼 할인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사업내

율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이 공공투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기업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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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ification Standard modified by FnGuide) 분류기준
등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업종별 주가지수 자료
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도 어느 분류

그런데 이렇게 대용기업의 베타를 구하려면 공공

기준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

투자사업의 내용과 일치하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데

라서 산업베타를 이용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업종분

사업마다 이에 맞는 기업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

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산업부문을 구분

로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대용기업이 있다고 해도 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타당성 분석 자료와 외국

기업은 개별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변동에 예기치 못한

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SOC분야,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업의

및 수자원분야, 과학기술분야의 세 개 부문으로 구분

베타를 그대로 대용베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업

대용기업의 베타를 이용해서 할인율을 구한 것과

종별 주가지수를 이용해서 공공투자사업의 베타를 구

같이 이번에는 산업베타를 이용한 할인율을 구하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 개의 대용기업으로 구한 베

과정을 제시하겠다. 앞서 제시한 ‘운송인프라(SOC)’

타 값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 안정적인 업종

업종과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은 뚜렷하게 위험이 다

별 주가지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앞서 예로 제시된 맥

른 업종이므로 비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쿼리인프라는 ‘운송인프라’ 업종에 속하는데 이 업종

앞서 설명한대로 회귀분석을 통해서 구한 ‘운송인프

에는 맥쿼리인프라 이외에 한국공항, 토탈소프트,

라’ 업종과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의 베타 값이 0.15

SG&G, 현대무벡스, 선광 등의 6개 기업들이 포함되

와 0.75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값들을 CAPM에 적

어 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는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

용하면 2.73%와 4.05%의 할인율을 구할 수 있다. 이

에 속하는데 이 업종에도 한국항공우주 이외에 한화

렇게 산업베타를 이용하면 대용기업의 개별적 특성이

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 휴니드, LIG넥

가져올 수 있는 불안정성을 통제함으로써 횡단면적

스원 등 16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다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으로 구성된 업종별 자료를 이용하면 베타의 안

그런데 산업베타도 과거 수익률자료를 이용한 것

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이기 때문에 역사적 베타(historical beta)라고 할 수 있

있다고 본다. 산업베타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다.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은 미래에 실현될 것이므로

은 업종별 주가지수 변동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종합

미래의 위험을 반영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구해야 논

주가지수 변동률을 독립변수로 해서 회귀식을 구하는

리적이다. 가장 논리적인 것은 미래에 나타날 편익의

것이다. 그리고 이 식의 회귀계수를 경제성 분석 대상

확률분포를 이용해서 위험(베타)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 되는 공공투자사업의 베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이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역사적

런데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산업업종을 특정하기 어렵

베타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예상을 반영하는 것이

다면 업종의 기업구성 내역이 최대한 공공투자사업의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다. Blume(1979)은 이렇게 반영

내용과 가깝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의 분

할 미래의 예상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베타의

류기준이나 에프앤가이드의 WICS(WISE Industry

시장회귀추세(regression tendency to market)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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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과거 5년간의 베타가 높

3. 비용과 편익의 구분

은 값을 가졌다면 이후 5년간의 베타는 낮은 값을 가
지며 이와 반대로 과거에 낮은 값을 가졌다면 이후에

공공투자사업에서 예상되는 편익의 변동성을 위험(베

는 높은 값을 가지면서 시장베타값 1.0에 회귀하는 경

타)으로 측정해서 사업별로 다른 위험을 사회적 할인

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역사적 베타를

율에 적용한다면 사회적 할인율의 논리적 강건성을

기반으로 미래의 예상을 반영하여 산출한 베타를 조

높일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시계열적 관점

정베타(adjusted beta)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를 사용

에서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값을 구하는(주로 하향조

하면 CAPM 사용의 현실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정하는) 과정을 보인 것과는 대비되는 횡단면적 개선

맥락에서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메릴린치(Merrill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횡단면적 관점에서 이

Lynch)가 구체적으로 조정베타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

러한 개선방안 이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즉,

하였다. 메릴린치가 제시한 방법은 역사적 베타에 2/3

동일한 사업 안에서도 비용과 편익의 특성이 달라서

의 가중치를 주고 시장베타에 1/3의 가중치를 주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용

산출한 평균값을 조정베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

과 편익의 특성 차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들 수

한 방법을 적용하면 업종별 베타의 시계열적 안정성

있다.

까지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공공투자사업

첫 번째, 공공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위험이 다

의 위험(베타)을 측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르다는 것이다. 위험이란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을 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한다. 그리고 비용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출

앞서 가정한 산업베타 0.15와 0.75는 과거자료에서

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지출은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구한 값이므로 Blume(1979)의 시장회귀추세를 반영

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하기 위해서 메릴린치의 방법으로 ‘운송인프라’ 업종

비용 지출에는 불확실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서

과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의 조정베타를 구하면 다음

사업에서 예상되는 편익은 다수의 변수들에 대한 가

과 같다.

정을 전제로 측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확률변
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공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집행계획







우주항공과 국방 :  ×    ×   



과 이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면 예상되는 편

그리고 조정베타를 CAPM에 대입하면 3.21%와

비해서 짧은 기간에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4.23%의 할인율을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공공투자

역시 비용의 불확실성이 편익의 불확실성보다 더 낮

사업을 몇 개의 부문으로 구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운송인프라 :  ×    ×   

구한 값을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
이다.

익은 장기간에 걸쳐서 측정되지만 사업비용은 편익에

그런데 공공투자사업의 비용 지출도 계획의 변경
으로 큰 변동이 생겨서 타당성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사업기간이 늘어나
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의 위험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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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KDI 타당성재검증 표

이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값으로 그 추정결과를 제시하

준지침연구(2004)에 따르면 전체사업건수 대비 사업

였다. 연구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넓어서 실제 사용하

비증가로 타당성재검증을 받은 사업건수 비율이

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중요한

2001년의 12.46%(=75건/602건)에서 2002년에는

경제변수에 대한 주관적 가정과 추정결과에 대한 자

4.32%(=26건/602건)로 낮아지고 2003년에도 4.95%

의적 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33건/667건)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그 비중은 크

최근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저성장추세를 반영해서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

사회적 할인율을 하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

에서 사업기간이나 사업비의 증가 사례가 있다고 하

다. KDI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더라도 그로 인한 비용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

낮춰 오고 있다.

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계열적 관점에서 사

편익과 비용의 위험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현행 제

회적 할인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도와 같이 그 현재가치를 구하면서 동일한 할인율을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경제 환경이 변화하므

적용한다면 비용의 현재가치를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로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 할인율에 반영해야 하는 것

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은 당연하게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비용의

험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산출방식을 모색할 필

현재가치를 구할 때에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요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공투자사업이라

의 할인율보다 더 낮은 수준(편익의 할인율과 무위험

고 해도 교통부문, 환경부문, 항공부문, 우주개발부문

이자율 사이)의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등 다양한 부문이 존재하는데 같은 시기에 수행된다

가 있다.

고 해서 이들 모든 사업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별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비논리적

IV. 결론

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별 특성을
위험으로 측정해서 이를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을 적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비용편익비

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위험

율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이용한다. 그리고 비용편익

과 할인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CAPM을 이용하는 것

비율은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이다. 이 모형은 연구와 실무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

값으로 측정되는데 여기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용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할인율을 구하는 모형으로

산출할 때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사회적 할인율이다.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

구는 CAPM에서 중요한 변수인 베타를 산업의 베타

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로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대용기

다. 이러한 중요성이 반영되어 일찍부터 사회적 할인

업의 베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위험을 직접적으

율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

로 반영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

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거시경제변수들을 이용해

공투자사업의 내용과 일치하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

서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였으나 단일의 값

수 있고 개별기업 베타가 불안정한 경우 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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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업종별 주가지수를 이용

Social Discount Rate onto the Benefit-Cost Analysis.

한 산업베타를 사용하면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뿐

Environmental and Resources Economics Review 24, no.1:

만 아니라 메릴린치의 방법으로 조정베타를 구하면
시계열적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서 사회적 할인

85-107.
3. 노상윤. 2015. 공공투자에 있어 사회적 할인율 산출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33권, 2호: 124-144.

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별로

ROh Sangyoyn. 2015. A study on social discount rate for

다른 위험을 반영하는 것 외에 같은 사업 안에서도

public investment. Economics Review 33, no.2: 124-144.

비용과 편익의 불확실성이 다름을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도 할인율에 반영할 필요성을 밝혔다.
본 연구는 공공투자사업이라고 해도 위험이 다르
다면 사업별 위험을 고려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4. 송병록. 2001. 공공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분석. 박
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Song Byung-Rok. 2001. Analysis of the Appropriate Social
Discount Rate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Ph.D. diss.,
Chung-Ang University.
5. 송병록, 강동진, 노정현. 2009. 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적
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연구 61권: 3-23.

모색한 것이다. 이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의

Song Byung-Rok, Kang Dong-Jin and Rho Jeong-Hyun.

논리적 강건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2009. Estimation of the Appropriate Social Discount Rate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업마다 각각 다른 할인율을

of Public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Space &

산출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

Environment 61: 3-23.
6. 이선, 옥동석. 1987. 공공투자의 적정 할인율 분석. 서울: 한

구하고 공공투자사업을 몇 개의 산업으로 묶어서 각

국개발연구원.

산업별로 다른 값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Lee Sun and Ok Dong-Seok. 1987. Analysis of the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SOC분야, 환경 및 수

Appropriate Discount Rate for Public Investment. Seoul:

자원분야, 과학기술분야의 세 개 산업부문을 제시하

KDI.
7. 이의경. 2020. 기술가치평가-이론과 실무. 파주: 명경사.

였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

Lee Eui-Kyung. 2020. Technology Valuation-Theory and

면서 현행 단일의 할인율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

Practice. Paju: MyungKyungSa.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계기로 공공투자사업의
위험과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되기를 기대한다.

8. 이의경, 허희영. 2019.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
침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7권, 3호:

65-78.
Lee Eui-Kyung and Hurr Hee-Young. 2019.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uideline
of R&D Projects. Journal of Amsok 17, no.3: 65-78.
9. 이지웅, 김성균, 김길환. 2016.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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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공공투자사업, 사회적 할인율, 위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산업베타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의 현

술)을 제안하면서 베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

재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체적인 사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가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행

산업베타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구하는 사례도 제시

연구들은 시계열적 관점에서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하였다. 이외에도 동일한 사업 내에서도 편익과 비용

한 값을 추정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본 논문

이 갖고 있는 위험의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차이를

은 이와는 달리 횡단면적 관점에서 위험을 고려한 사

고려한 차별적 할인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간

회적 할인율의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구체적으

의 경과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 못지않

로는 자산가격결정모형인 CAPM을 이용해서 산업별

게 공공투자사업의 위험을 고려해서 이에 적합한 할

로 다른 위험을 반영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구할 수

인율을 산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APM에서의 위험변수인

방안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논리적

베타로 산업의 베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밝

강건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히고 세 개의 산업부문(SOC, 환경 및 수자원,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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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국유지의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유형별 활용방안*
Using National Lands in Gwangju-si in Gyeonnggi-do
Based on Social･Economic･Environmental Value Evaluation
박윤선 Yoonsun Park**, 심지수 Jisoo Sim***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value of national lands in Gwanju-si focused on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n conducted cluster analysis to recommend implications for national lands development. Since Gwanju-si in
Gyeonggi-do has a comprehensive system of national lands including other aspects, the city is selected for the study.
The city offers national lands porter which contains national lands and public lands. By using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four clusters are developed. For cluster 1, it contains the high economic status than
other clusters, but it has less environmental value. National lands in the cluster 1 may offer apartments to satisfy
residential demands. Cluster 2 shows the balanced values in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 This cluster
may be used for cultural spaces. For cluster 3, this cluster has higher environmental value than others. This cluster
may offer environmental tour places. Since cluster 4 showed high social and economic value, this cluster may offer
residental and commercial uses.
Keywords: National Lands, Land Management, Environmental Factor, National Lands Development

I. 서론

산(1157조 원) 중 절반에 가까운 519조 원이다(기획재
정부 2021). 국유지의 화폐적 가치를 제외하고라도,

국유지는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

국유지가 갖는 잠재적 가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

등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인 국유재산 중 토지를

다. 국유지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국

의미한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국유지의 총 면적

유지 개발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 국유지에 적합한 개

은 약 25,239㎢이고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5%에

발을 위해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유

해당한다. 국유지가 갖는 화폐적 가치는 전체 국유재

재산의 정책은 매각(∼1976년)에서 보존(1977∼1993

* 본 논문은 국토연구원 2021년 기본과제인 “국유지 최유효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 법･체계 개선방안”의 사전 연구를 보완･발전시켜
작성되었음.
** 국토연구원 연구원(제1저자) | Researcher, Urban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Primary Author
| yspark@krihs.re.kr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교신저자) | Assistant Research Fellow, Urban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Corresponding Author | jisoosi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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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심으로 추진되다가 1994년을 기점으로 적극적

발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유지에 대한

인 활용으로 정책기조가 변경되었다(남창우 2010; 김

지리 정보와 기타 사회, 경제, 환경 가치를 평가할 수

장래, 장희순 2015; 김명수, 양진홍, 정문섭, 조판기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기도 광주시를 대상으

외 2016). 국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

로 하여 1) 국유지의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 평가 및

도가 마련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1994년 장래 행정 수

시각화, 2)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에 따라 국유지 유

요에 대비한 토지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특별회

형화, 3) 유형별 국유지 활용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계가 신설되었고, 신탁개발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

이 연구는 국유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국유지가

년에는 위탁개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에는 민

갖는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간참여개발제도, 2012년에는 기금개발제도가 시행되

는 점, 국유지 가치를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면서 국유지 개발 방식이 다양해졌다(남창우 2010).

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 국유지 종합계획에 반

국유재산 활용제도가 확대･도입되면서 국유지 개

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유지 위탁개발제도를
통해 개발된 건물은 총 23건이고, 기금개발을 통해

II. 선행연구

개발된 건물은 총 4건이며 6건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 2021). 그러나 국유지 개발

국유지 개발제도2)는 신탁개발, 위탁개발, 기금개발,

방식을 통해 개발된 사업들은 대부분 행정목적으로

민간참여개발의 총 네 가지 방식이 있으며 국유지 개

사용하기 위한 공공청사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에

발에 관한 연구도 개발제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이준우(2006)는 국･공유지 신탁개발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유지를 개발하는 과정 중 국유재산정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저자는 1994년 국

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환경

유재산법 개정으로 임대형 토지신탁이 도입되었고,

영향평가 등 환경적 요인을 검토하기 때문에 사전

2004년 동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보완을 했지만 여전

에 국유지가 갖는 환경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누락

히 활성화되지 않는 신탁개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국유지를 개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도적 개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선방안으로는 신탁재산 범위의 확대, 신탁방식의 확

존재하나, 이 또한 사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검토

대를 제안했다(이준우 2006).

하기 때문에 국유지가 공급할 수 있는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사전에 고려한 개발은 드물다.1)

최천운, 유정석(2014)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중
심으로 국유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유지가 갖는 사회, 경제, 환

다. 그들에 따르면,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에서 중요한

경적 가치를 토대로 국유지가 갖는 가치를 평가하고

점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추구이며 국가 재산의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국유지를 대상으로 적절한 개

유효한 활용을 위해 사회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항.
2) 국유재산법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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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사업의 검토가 필요했다. 연구결과로는 국유

표를 설정한 후, 위탁개발사업의 평가 방안을 제안했

지의 면적이 클수록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지

다. 연구결과로는 국유지 토지개발에 국유재산관리기

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규모보다 소규모 위탁개발이

금의 활용,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개발법의 제정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최천운, 유정석 2014). 오준

등이 있다(조판기, 김명수, 이승욱, 구지영 외 2018).

걸(2013)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주

서수정(2014)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유지 개발을

체에 의한 유휴공간의 공공적 재생방향에 대해 검토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했다. 그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 국유지 개발제도의 실적과 한계를 검토하고, 일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사업의 공간, 용

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국유지 개발 대상을 행정재산

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

으로 확대, 적극적인 민간참여개발방식 도입, 국유지

다. 첫째, 국유지 위탁개발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절차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서수정 2014).

가 필요하다. 둘째, 위탁수수료의 일부는 다시 공공을

국유지 개발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국유지 개발

위해 쓰여야 한다. 셋째, 공공성을 심의할 수 있는 전

사업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

문기구와 예산이 필요하다(오준걸 2013). 김상봉

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강조한다. 특히 민간

(2013) 또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사회경

개발과 공공개발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대안으로서 수

제적 관점에서 평가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잉여분석

익성의 추구보다 공공성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

법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개발하

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국유지 개발사업은 공

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평가한 결과, 기존의 위탁

공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개발과 구분되는 가치

개발사업이 재무적 타당성에 치중해서 민간개발사업

인 공공성과 정책성을 지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공공성 확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론

보를 강조했다(김상봉 2013).
민승현, 김상일, 양지혜, 장준영(2017)은 서울시 정
책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유지의 활용가능성

1. 연구대상

을 포착하고,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
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지

연구 대상지로는 경기도 광주시를 선정하였다(<Figure 1>

를 파악하고, 국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참조). 경기도 광주시는 서울 강남권과 판교 신도시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때 국유지의 공공성과 수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도시에

익성을 함께 고려했다(민승현, 김상일, 양지혜, 장준영

비해 주목이 미미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교통망과

2017). 조판기, 김명수, 이승욱, 구지영 외(2018)는 국유

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지 토지개발 모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계획을

집값 상승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시를 둘러싼

수립했다. 이들은 국유지 토지개발모델을 지역혁신형,

변화 외에도 광주시는 국유지 관리 및 정보공개에 적극

포용성장형, 복합개발형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개발 목

적으로 앞장서고 있다.3)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중 광

3) 광주시 공간정보플랫폼(https://gis.gjcity.go.kr/scloud/home/)은 국유지와 공유지 정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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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_ Boundary and Landcover Type of
Gwangju-si National Lands

주시처럼 국유지와 공유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광주시는 국유지와 공유지뿐만 아니
라 도시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위치기반 정보는 모두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내 국유지는 전
체 광주시 면적의 20%를 차지하여4) 경기도 내에서도
두 번째로 그 비중이 높다.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볼
경우,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체 지역의 발전으
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는 ‘국·공유지 토지이동정리 추진계획’을 수
립하고 공공사업이 완료됐지만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
공유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후 합병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광주신문 2021). 이처럼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 및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사전적 정
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활용이 저조
했던 국유지를 대상으로 알맞은 역할 배분을 통해 효율
적인 공간 활용계획에 대해 제시하고 도시 발전에 기여

Source: Gwangju city 2021.

하고자 대상지로 선정하였다(<Table 1> 참조).
Table 1 _ General Status of Gwangju-si
Category

Area of
National Lands
(km²)

Environmental
Carbon storage
(ton/yr)

Air quality
(kg/yr)

Habitat
Quality

Social

Economic

Population

Number of
businesses

Gyeongan-dong

1.11

5,103

3,445

0.36

24

553

Songjeong-dong

3.73

36,072

11,312

0.69

116

565

Gwangnam-dong

2.61

14,421

6,401

0.39

22

374

Opo-eup

8.78

67,278

24,317

0.55

581

1,196

Chowol-eup

10.98

99,573

32,991

0.63

105

929

Gonjiam-eup

8.00

77,312

22,907

0.65

42

351

Docheok-myeon

12.84

149,657

40,895

0.81

17

458

Toechon-myeon

17.82

192,513

64,759

0.82

24

249

Namjong-myeon

15.05

88,125

82,302

0.75

16

32

Namhansanseong-myeon

5.46

56,417

16,467

0.71

22

56

Source: Made by authors based on Gwangju city(2021).

4) 광주시의 전체 면적은 431km²이며, 이 중 국유지 면적은 약 87km²임. 해당 국유지 면적은 광주시로부터 제공받은 국유지 분포 공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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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

ARIES, I-tree tool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InVEST
model의 경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프로그
램으로 미국 Natural Capital Project 팀에서 개발하고

1) 변수의 검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자로 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여금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쉽게 개발된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

모델로 정책지원을 최종목표로 한다. 또한 20개가 넘

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는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범위가 넓다.

평가 지침｣5)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사회, 경제, 환경,

이현우, 김충기, 홍현정(2016)은 자연자본의 지속

지원체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부문에 해당하는 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InVEST

위지표들이 구성된다. 특히 경제적 지표 중 하나로

Model을 활용한 바 있다. 김태연, 송철호, 이우균, 김

‘사업체 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표로는 인구

문일 외(2015)는 InVEST Habitat quality Model로 제

수 및 인구와 관련된 통계를 활용하였다. 송민경, 장

주도 지역의 서식처 질을 평가하였고, 노영희, 김충기,

훈(2010)은 군집분석을 이용해서 수도권 도시를 유형

홍현정(2017)은 InVEST Carbon Model을 활용하여 동

화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들의 연구는 수도권 내 도시

일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조절능력인 탄소흡수 및 저

별 특성에 따라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형을 구분

장량을 평가한 바 있다. 이외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

하여 제시하였다. 군집분석을 위해 인구, 활동, 토지

의 의사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생태계서비

를 대표하는 10개의 지표를 선정하였고 계층적 군집

스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에도 InVEST Model

분석을 통해 5개의 군집을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도

이 활용되었다(박윤선, 김충기, 이후승 2021).

유형화를 위한 기준으로 사회문화적 요소로서 인구밀
도 지표를 사용했다(송민경, 장훈 2010).

2) 국유지 가치평가 방법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는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차용하였다. 생태계서비스란 자연이 인간에게

국유지가 갖는 가치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지역의 사

주는 혜택을 의미하며 정량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

회/경제적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자 중 선

닌다(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공급･조

행연구에서 사용된 지표인 인구밀도(사회적 가치), 사

절･지지･문화서비스로 구성된 4개의 대분류체계로 구

업체 수(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유지 내 사회적,

성되어있고 하위에 약 20가지 지표로 이루어져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Figure 2> 참조). 해당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주제

자료는 광주시청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도를 활용하거나 모델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 등이 있

통해 취득하였다. 환경적 인자로는 생태계서비스 개

다(김충기 외 2020). 이때 자료구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념 중 조절서비스에 해당하는 기후조절능력 및 대기

는 국가통계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모델

질 정화능력과 지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서식처 질을

평가방식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InVEST Model,

바탕으로 하였다. 기후조절능력은 탄소저장량을 통

5)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191호(2019.6.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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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_ Research Flow of This Study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
환경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해당 모델을 사용하였
다. 탄소저장량 평가를 위해 2020년 토지피복도와 피
복별 탄소풀 계수를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하였다. 서
식처 질 평가를 위해 서식처 위협인자 계수, 위협인자
에 대한 서식처의 민감도, 서식처와 위협인자 사이의
거리, 토지의 보호수준을 고려하여 2020년 토지피복
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대기질 정화능력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2017)에서 제공하는 각 생태계 유형
별 대기오염물질 제거 가능 능력을 고려하여 2020년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Figure 3> 참
조). 분석한 결과는 읍면동 경계를 사용하여 지도에

해, 대기질 정화능력은 공기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시각화하였다.

식생의 능력을 통해, 서식처 질은 동식물의 서식처로
서 적합성을 판단하는 계수와 지표들을 중첩하여 계

3) 국유지 유형화

산하였다.6) 특히, 탄소저장량과 서식처 질의 경우 생
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인 InVEST Model을 활용하였

광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국유지를 비슷한 유형끼리

다. 해당 모델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환산

분류하기 위해, 앞서 마련된 광주시 동별 통계자료와

Figure 3 _ Mapping Environmental Value of National Lands

Carbon Storage

Air Quality Regulation

Habitat Quality

Note: The data used in the study was collected from Gwangju-si GIS platform and KOSIS. Authors analyzed the data by using ArcMap 10.5.

6) 경기도 광주시 스마트행정 GIS 플랫폼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ESR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ArcMap 10.5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분석 및 시각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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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_ Value Evaluation Methods
Category
Carbon Storage
Air quality Regulation

Measurement
Measuring amount of carbon storage
Vegetation area * pollution removal rate

Environmental
Habitat
Quality
Social

Population Density

Economic

Number of businesses

HQ Model consists of following data: each threat’s relative impact,
the relative sensitivity of each habitat’s type to each threat, the
distance between habitats and sources of threats, and the degree to
which the land is legally protected
Population in national lands/national lands area
Number of businesses in national lands

References
Sharp, Douglass, Wolny
and Arkema et al.(2021)
National Forest
Institute(NFI)
Sharp, Douglass, Wolny
and Arkema et al.(2021)

Gwangju-si;
KOSIS

환경･생태적 분석 결과들에 대해 각 변수별로 표준화하

계로 보았을 때 사회적 지표에 속하며 인구밀도가 높

여 상호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였다(<Table 2>

은 상위 4개 지역은 오포읍, 송정동, 경안동, 초월읍으

참조). 이어 동별 표준화된 수치를 활용하여 변수별

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표에 속하는 사업체 수가 많은

유사도가 높은 지역끼리 군집을 이루도록 군집화하는

상위 4개 지역은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송정동으

단계를 거쳤다. 여기에서 군집분석 방법에는 다양한

로 도출되었다. 이어 환경적 지표에 속하는 대기질 정

종류가 있는데 상호 보완적인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화능은 남종면, 퇴촌면과 도척면, 초월읍순으로 높았

K-means 군집모형을 적용하였다. 군집분석에 사용

으며, 탄소저장능의 경우도 유사하게 퇴촌면, 도척면,

하는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데에는 ward 법을 이용

초월읍, 남종면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서식처 질은 퇴

하여 비계층 및 계층적 방법이 혼합된 방식을 적용

촌면, 도척면, 남종면, 남한산성면순으로 높게 나타났

하였다.7)

다. 주로 산림이나 초지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환경성
이 우수하게 측정되었다.

IV. 연구결과
2. 국유지 유형화
1. 국유지 가치평가
국유지의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기준으로 군집분
광주시 국유지를 대상으로 동별 사회, 경제, 환경적

석을 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Figure 4>

상태에 대해 측정하였고,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참조). 군집 1은 사회 및 경제성이 높은 반면 환경성은

시각화하였다(<Figure 3> 참조). 이후 각 변수들을

매우 저조하다. 군집 2는 경제성과 서식처 질이 균형

동별 통계로 수치화했다. 그 결과 광주시 국유지를 경

있게 발달하였다. 군집 3은 환경성이 크게 발달하였

7) K-means clustering 분석은 주어진 데이터의 내부구조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없이 의미 있는 자료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분석을 위해서는 군집 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반면 ward법의 가장 큰 장점은 덴드로그램을
통해 최적 군집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임. 본 논문에서는 정확하고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을
혼합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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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특징을 토지이용, 국유지 내 거주 인구, 공공건

Figure 4 _ Clustering Result

축물 등에 대해 비교하고 국유지가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을 도출하였다(<Table 4> 참조).
군집 1의 경우 지역 내에서 도시화가 가장 많이 일
어난 경안동과 광남동을 포함하는 군집이다. 사업체
수 비중이 다소 높아 경제성이 발달해 있으며 반면
환경성은 매우 낮다. 군집 2의 경우 송정동,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을 포함하는 군집이다. 지역 내
에서 사업체 수가 많아 경제적인 부분이 특히 발달했
으며 서식처 질 또한 높은 편이다. 군집 3의 경우 지역
내에서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을 포함하며 환경성이
가장 크게 발달하였다. 반면 사회성과 경제성이 매우
떨어져 도시화는 부진한 지역이다. 군집 4의 경우 지
역 내 도시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오포읍을 포함하는
Note: The data used in the study was collected from Gwangju-si
GIS platform and KOSIS. Authors analyzed the data by
using ArcMap 10.5.

군집이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사업체 수 또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성은 다소 낮다. 토지피복
측면에서 군집 1의 경우 네 가지 군집 중 시가지 비중

다. 군집 4의 경우 사회 및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반면

은 38%로 가장 높고, 산림 비중은 22%로 가장 낮으

환경성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도출되었다(<Table 3>

나 초지의 비중은 8%로 네 개의 군집 중에서 가장

참조). 이 장에서는 4개의 군집을 대상으로 각 군집이

높다. 군집 2와 3의 경우 도시비중은 각각 13%, 1%로

Table 3 _ Results of K-means Clustering
Cluster
Cluster 1

Social Value

Economic Value

Environmental Value

Population

Business

Carbon

Airquality

Habitat Quality

0.214

0.371

0.025

0.019

0.034

Cluster 2

0.175

0.381

0.332

0.222

0.682

Cluster 3

0.003

0.184

0.738

0.751

0.947

Cluster 4

1

1

0.332

0.265

0.412

Table 4 _ Features of Each Cluster
Features of Cluster
Area of Cluster(km²)
General

Included District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3.72

28.17

45.72

8.78

Gyengan-dong
Gwangnam-dong

Songjeong-dong
Chowol-eup
Gonjiam-eup

Namjong-myeon
Docheok-myeon
Namhansanseong-myeon

Opo-eup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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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_ Features of Each Cluster (continued)
Features of Cluster

Land
Cover(%)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Urban

38.0

12.6

1.3

27.3

Cropland

22.9

20.3

10.5

16.6

Forest

22.6

60.0

65.5

47.6

Grassland

8.8

4.8

2.3

4.2

Barren

2.1

1.0

0.7

0.5

Water

5.5

1.3

19.7

3.7

Floor area(m²)
Public
Building

19,509

94,526

18,618

20,581

Number of buildings

22

143

67

23

Floor area per building(m²)

887

661

278

895

Floor area per a person in
national lands(m²)

424

332

327

35

매우 적은편이나 산림의 비중은 약 60%로 매우 높은

Figure 5 _ Comparison of Each Cluster‘s Value

편이다. 군집 4의 경우 도시지역은 27%, 산림은 48%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균형을 이룬다(<Figure 5>
참조).
이처럼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군집으로 분류해 본
결과 각 군집들은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공공건축물 보유 관점에서 군집 1,2,4와 군집 3이 뚜
렷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집 1,2,4의 경우
공공건축물 개소 수는 적으나 1채당 면적이 600∼

800m²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군집 3의 경우 공공건
축물 개소 수는 많으나 1채당 면적이 300m²이 채 되

군집 4에서 35m²로 낮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군집

지 않는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교육기관과 같은 공공

4에 속하는 인구가 군집 1,2,3에 속하는 인구에 비해

기관 혹은 제1 공공시설일수록 연면적이 높으며, 주

공공서비스 수혜를 적게 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거지역(주택 등)일수록 연면적이 낮다고 한다(김명수,
양진홍, 정문섭, 조판기 외 2016). 이러한 점에서 미루

3. 국유지 활용계획 제안

어볼 때, 군집 1,2,4에는 교육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
으며, 군집 3에는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것

군집 1의 경우 광주역세권 앞 대형 도시개발사업 예

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1인당 공공건

정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대형 주거단지가 입지할 예

축물 연면적이 군집 1,2,3에서 300∼400m²로 높으나,

정이다.8) 현재 경안동을 포함하는 군집 1의 경우 전

8) 경강선 경기광주역 일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잇따르고 있음. 광주역세권에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향후 주거･상업･업무･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친환경 명품 도시로 재탄생할 전망. 49만m2 부지에
약 19만m2의 주거단지가 형성될 예정(파이낸셜뉴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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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구역으로 대형 주거단지가

군집 3의 경우 높은 환경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인

들어설 경우 불어난 인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켜줄

구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발달이 저조한 지역이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생활 인프라의

이에 팔당호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로서 육성시키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국유지가

수질관리시스템을 확보하여 환경성을 유지하는 전략

환경성을 제공하는 능력은 매우 떨어진다. 개발이 활

이 필요하다. 또한 광주시의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

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인 만큼 도시개발사업 시 사회,

성과 귀농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원생활

경제적 지표뿐 아니라 환경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이나 귀농을 계획하는 인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확보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데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경기도

군집 2의 경우 현재 공공건축물 연면적이 가장 높

광주시 2018).

은 지역이며 1채당 면적도 높은 축에 속한다. 이에

군집 4의 경우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것을 시

오포읍이나 중심 역세권을 포함하는 경안동과도 맞

가지 비율이나 인구밀도로부터 알 수 있다. 오포읍의

닿아 있으므로 거주인구의 문화적인 측면을 충족시

경우 광주시의 중심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킬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특

높은 개발압력에 대비하여 인구 수용을 위한 시설이

히, 군집 2에 속하는 송정동에서는 구시청사 도시재

나 교통기능 확충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인구 분산을

생뉴딜사업이 진행 중이다(경기주택도시공사 2021).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때 국유지가 활용될 수

해당 뉴딜사업에는 복합문화어울림플랫폼, 마을주

있다. 또한 국유지가 제공하는 환경성이 비교적 큰 지

차장, 가로환경개선,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이 들어설

역으로 개발 수요가 있을 때 이 지역을 최대한 보전하

예정이다. 국유지의 공적인 활용을 위해 유휴 건축물

여 지속적인 환경기능 공급의 장소로 유지하는 것도

과 부지 등과 연계한 사업 진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Table 5> 참조).

판단된다.

Table 5 _ Planning for National Lands Based on Features of Each Cluster
Planning according to Analysis Indicators

Type

TypeA: low environmental type
∙ Gyeongan-dong
∙ Gwangnam-dong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As the population density is second
only to Opo-eup,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infrastructure that can
accommodate the population

Development is actively taking
place. National land provides a
place for economic activity

Currently, the ability of national land
to provide environmental benefits is
very poor. As development is actively
taking pla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social and economic
indicators but also environmental
indicators when implement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

As it is also adjacent to Gyeongandong, which includes the central
station area, it forms a space that can
satisfy the cultural aspects of the
resident population

Maintaining and preserving good
environmental quality

TypeB: relatively balanced type
∙ Songjeong-dong
∙ Chowol-eup
∙ Gonjiam-eup
∙ Namhansanseong-mye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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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_ Planning for National Lands Based on Features of Each Cluster (continued)
Type

Planning according to Analysis Indicators
Social

TypeC: high environmental type
∙ Docheok-myeon
∙ Toechon-myeon
∙ Namjong-myeon

Securing residential space for the
population planning to live in a
rural area or return to farming

TypeD: highly urbanized type
∙ Opo-eup

Inducing dispersion to other areas
by expanding facilities or transportation functions to accommodate
population in preparation for high
development pressure

V. 결론

Economic

Environmental

Developing as a center for ecotourism

Developed as an eco-tourism site
with Paldang Lake as a center, but
a conservation strategy plan by
securing a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

As an area with high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provided by national
land,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is
area as much as possible when there
is a demand for development and
maintain it as a place of continuous
environmental function supply

이다. 군집 2는 비교적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가 균
형적으로 발달하였다. 해당 군집은 부도심을 포함하

지금까지 국유지 개발은 국유지가 갖는 공공성과 개

는 만큼 도심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발로 인한 수익성, 정책과의 일치성(정책성)에 대해

국유지가 활용될 수 있다. 군집 3은 국유지가 갖는 환

고려할 뿐, 국유지 자체가 갖는 사회, 환경적 가치에

경적 가치가 다른 군집보다 높았다. 해당 군집의 경

대해서는 면밀히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형 그

우, 팔당호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로서 육성시키되,

린 뉴딜과 탄소중립 등,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

수질관리시스템을 확보하여 환경성을 유지하는 전략

의가 중요해지는 외적환경 변화와 개발 가능한 국유

이 필요하다. 군집 4는 광주시내 시가화가 상당 부분

지는 점차 감소하는 내부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

진행된 지역으로 사회, 경제적 가능성이 높고 국유지

로 국유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

가 제공하는 환경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이 군집

논문은 국유지를 대상으로 국유지 내 사회, 경제, 환

내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높은 인구를 수용

경적 가치를 파악하고, 유사한 가치를 갖는 지역 간

하거나 환경성 유지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군집을 도출한 후 각 군집이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에

이 논문은 지금까지 국유지 개발에서 다루지 않은
국유지가 갖는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파악하고

대해 비교했다.
연구결과, 총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그에 따른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경제성은 발달했으나 환경성이 매우 미흡한 지역이

들과 차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다. 이 지역의 국유지는 불어난 인구의 주거 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및 정제의 어려움으로 인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국유지가

해 상대적으로 환경적 가치보다 가치 도출 방식에 제

환경성을 제공하는 능력은 매우 떨어지는데 개발 수

약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요가 높아, 도시개발사업 시 사회, 경제적 지표뿐 아

사회, 경제적 가치 도출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할

니라 환경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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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국유지, 토지관리, 환경적 가치, 국유지 개발

이 논문은 지금까지 국유지 개발에서 사전적으로 검

불어난 인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

토되지 않은 개념인 국유지의 가치에 대해 사회, 경

로 예상된다. 군집 2는 비교적 사회, 경제, 환경적 요

제, 환경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기

소가 균형 있게 발달하였다. 해당 군집은 부도심을

준으로 군집을 도출한 후, 군집별 개발방향을 제시하

포함하는 만큼 도심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방

여 국토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유지에

향으로 국유지가 활용될 수 있다. 군집 3은 국유지가

대한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를 연구대

갖는 환경적 가치가 다른 군집보다 높았다. 해당 군

상지로 선정하고 광주시 전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대

집의 경우 생태관광지로서 개발하되 환경성을 유지

상으로 가치평가,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별 개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군집 4는 광주시 내 시가화가

방향을 제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 군집 내 국유지를 활

도출되었고 군집별 가치평가와 각 군집이 갖는 특징

용하는 방안으로는 주거 혹은 업무공간의 추가적인

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군집 1은 경제성은 발달했으

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환경성이 미흡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국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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