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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직의 확산과 동형화
: 지방문화원 설립 사례 분석

정 영 재* / 이 광 훈**

본 연구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조직이 확산되는 요인을 이론적 근거를 통해 식별하고 그 요인들이 조직의 설
립에 미친 영향을 질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
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 문화원이라는 조직군의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조직군 성장과정을 환경과 전략,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 영역인 역할기대의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조직의 확산에 따른 독특한 역할 변화를 고찰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4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시의 자치구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에 대한 역할을 기대한 주요 외부행위
자는 지방자치단체다. 조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와 역할기대로 인해 각 조직마다 독립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으
며, 위로부터 아래로의 전달이 아니라 주민들의 역할기대에 맞는 전략을 구축했다. 한편, 조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역
의 정치적 조건이 결합되었으며, 조직의 설립과 구조 및 활동에서 동형화 현상이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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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diffusion and isomorphism
: The case of establishment of local cultural centers
after implement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n South Korea

Jung, Young-Jae* / Lee, Kwa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lifer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that provide public services through theoretical grounds and to verify the influence
of those factor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e study examines the growth process of the organizational
population of the local cultural cent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erms of environment, strategy,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as role expect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rom 1994 when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as implemented to
the present, local governments as the main external actors expected the local cultural centers
installed in autonomous districts of metropolitan cities to play a pivotal role. Due to local residents’
demands and role expectations for the organization, each local cultural center was able to
hold independence and diversity, and a strategy was established to meet the role expectations
of the residents, not to order “from the top to the bottom.”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the spread of the organization, it was combined with the local political conditions, and the
isomorphism phenomenon was found in the establishment, structure, and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Key words _ Isomorphism, Legitimacy, Local cultural center, Organization environment, Organizational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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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해방 이후 혼란한 시기에 민
주주의 제도 및 문해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계몽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몇몇 지식인들의 주도
로 우리나라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계몽이라는 초기의 조직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현재 사라졌으나, 지방문화원 조직은 기능은 다르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고른 조직분포를 보이며 고
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4년 이후 지방문화원은 지방자
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또는 대립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기존의 조직군(組織群; organizational population)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간조직이면서도 공공조직 혹은 정부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설립되는 조직에 준할 정도
로 정책종속성이 강하고, 문화관련 조직이면서 동시에 교육과 복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그 역할과 기능이 변화해왔으며, 시대에 따라 개별 조직들은 각각 다른 생존전략을 구사해왔다.
본 연구는 매우 동질적인 개별 조직들로 구성된 지방문화원이라는 조직군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조
직학에서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조직군이란, 상호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조직군, 역할은 유
사하지만 상이한 목표, 구조 또는 전략을 가진 비영리조직군 등을 들 수 있지만, 지방문화원 조직군은
개별 조직마다 배타적 영역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행정기관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잡한 조직특성을 가진 지방문화원이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도시 지역에서 어떤 유인
을 통해 확산과정을 거쳤는지를 검토한다. 특별히 본 연구는 단순히 조직군의 성장사(또는 쇠퇴사)나
환경의 일방적인 변화에만 주목해 온 기존의 확산연구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조직이 확산되는 요인을 이론적 근거를 통해 식
별하고, 그 요인들이 조직의 설립에 미친 영향을 질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문화원 조직군의 성장과정
을 환경과 전략,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영역인 역할기대의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지방문화원 조
직의 확산에 따른 독특한 역할변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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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조직의 전략과 동형화
조직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은 관료제 조직과 같은 특정 형태의 조직의 확산이 어떻게 보편적 현상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Meyer, 1994). 조직연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질문 중 하나
는 “무엇이 조직들을 서로 닮게 만드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조직이 처한 환경에 최
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Selznick, 1949; Mintzberg, 1973).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조직이 새로이 설립되고 구조가 닮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이루
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DiMaggio and Powell, 1983; Boxenbaum and Jonsson, 2008).
특히 사회학에 기반을 둔 제도연구자1)들은 조직이 서로 모방하며 동형화(isomorphism)되어 가는 과정
에서 조직학의 오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Dobbin, 1994; Fligstein, 1990; Soysal, 1994).2)
조직의 모방 또는 동형화3)는 조직이 가진 합리성이나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조직이 설립되거나 구조변
화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Dimaggio and Powell, 1983). 조직이 제도적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직
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장원봉, 2009: 153).
조직의 장4)(organizational field: DiMaggio and Powell, 1983: 64-65)이란 핵심 공급자들, 자원과

1)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크게 다음의 세 학파로 나눌 수 있다(Hall and Taylor, 1996; 정정길 외, 2003; 하
연섭, 2002; 하연섭, 2011). 첫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로서 경제학에 기반을 둔 연구패러다
임이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측면을 강조하고 선호형성은 내생적이며 전략적 행위균형을 강조한다. 이 입장은
비용과 편익의 분석 및 전략적 선택에 의한 제도변화에 대해 연역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이다. 역사적 제도주의 또한 제도의 공식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선호형성은 내생적이라고 본다. 이 입장은 권력
의 불균형과 역사적 과정을 강조하며, 결절된 균형과 외부적 충격에 의해 변화된 제도를 사례연구나 비교연구를 통해 주로 분석
한다. 셋째,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로서 앞의 두 패러다임과는 달리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을 강조하며
선호형성은 내생적이라고 본다.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와 동형화에 의한 제도변화에
대해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합리적 선택론에서 제도
는 개인들의 의식적인 설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반면, 사회학적 제도론에서는 제도가 인간활동의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의식적 설
계의 산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2) 반면 생태학적 입장에서는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환경에 부적합한 조직이 도태되기 때문에 동형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따
라 조직군 생태학(organizational ecology)에서는 최적화의 주체는 개별 조직이 아니라 환경이라고 본다. 즉, 환경은 어떤 조직이
환경에 의식적으로 적응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합한 조직 또는 조직군을 도태시킨다고 주장한다(Hannan and Freeman,
1989).
3) 조직군과 조직군을 둘러싼 관련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조직이론의 연구에 기여한 중요한 개념이 동형화이다(Oliver, 1988; Hannan
and Freeman, 1977; Meyer and Rowan, 1977).
4) 장(場, field) 개념을 통해 조직 간의 연결성(connectedness)과 구조적 동질성(structural equivalence)에 대한 연구가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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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비자들, 규제기관 및 유사한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조직들의 총체로서 동질적인 제도적 삶
이 인지될 수 있는 분석단위를 의미한다. 동형화란 조직이 동질화(homogeneity)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조직의 장 내에 있는 한 조직단위가 동일한 환경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단위들을 닮도록
하는 제약적인 과정이다. 즉, 조직 및 조직군이 처한 총체적 환경인 조직의 장에서 조직의 제도적 동형
화가 이루어진다.5) 조직이라는 행위자는 조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과 같은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자 하지만, 결국 그 조직이 속한 조직의 장에서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라는 제
약 속에서 전략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선택을 하게 된다(DiMaggio and Powell, 1983).

2. 동형화의 유형
조직군이 생성되고 구조화되는 것은 다양한 조직들의 활동결과이다. 일단 조직군이 형성되면 동형화
에 의해 새로운 조직이 진입하고, 기존조직과 새로운 조직 또한 구조적으로 동형화된다. 동형화는 정책
의 집행이나 조직의 설립 이후 혁신적인 시도가 실패하거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비판으로부터, 조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우월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김영
수·장용석, 2002: 37). 이러한 동형화가 일어나는 이유로는 첫째, 정치적 영향력과 정당성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강압적 동형화,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적인 대응에서 오는 모방적 동형화, 셋째, 전문화
와 관련 있는 규범적 동형화가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1) 강압적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는 어떤 조직이 기능적 범위 내에서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
직이나, 해당 조직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의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압력을 받게 된 결
과로 나타나는 동형화를 의미한다. 이런 압력은 강력한 힘(force)이나 설득(persuasion), 또는 회유
(invitation)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의 강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 결과로 조직이 변화하거나 설립될
수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국가에 의해 부과되는 법적이고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이 유사한
조직들을 설립하게 하거나 기존의 조직들을 유사하게 만든다. 또한 국가 및 다른 거대한 조직들이 사회
적 삶의 영역에까지 그들의 지배력을 확대함에 따라, 조직구조는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다. 따라서 조직
들은 주어진 제도화 영역에서 점점 더 동질화되어 가며 제도의 적합한 의례를 갖추게 된다.
강압적 동형화는 정부정책, 규제 혹은 제약조건,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조직이 의존하는 다른 조직에

5) 예컨대, 자동차 생산업계, 도서관, 중앙부처, 규제기관 등이 조직의 장에 해당될 수 있다(정정길 외, 2003: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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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기되는 공식·비공식적 압력의 결과로 조직이 수렴되는 현상(오단이, 2013: 45)이기 때문에 우
리나라의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는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형사정책
과 관련하여 일제 강점기 시절의 제도6)가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그대로 모방되어 법률로 제도
화되었다(이선엽, 2009). 비단 형사정책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들 중 상
당수가 해방 이전의 제도 또는 외국의 사례를 강압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사회
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은 강압적 동형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시장의 힘보다 정치권력이 영
향이 더 강했던 이 시기에 권력자의 의지는 조직에 동형화를 강요하는 중요한 원천이었다.
한편, 강압적 동형화의 과정은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상징적으로만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다(Coser, et al., 1982). 일반적인 경우 조직이 동형화의 압력에 온전히 불응하기
는 쉽지 않으며, 설립이 자유로운 자생적 조직의 경우도 강압적 동형화의 압력으로 설립될 수 있다. 특
히,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설립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들7)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종속성이 커
져 결국 강압적 동형화의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된다(김해보, 장원호, 2015). 자생적으로 생겨나던 조직
들이 조직군을 형성함으로써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신설되어, 강압적 동형화의 경로를 따라 유사해지
는 경우도 있다.8)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강압적 수단을 통해 동형화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회가 권위주
의에서 탈피하고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강압적 동형화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
히려 시민사회의 민주적 요구에 따른 다른 형태의 강압적 동형화가 나타난다.9) 그러나 반드시 법적 제
도가 의도했던 형태로 동형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수용의 당사자들은 제도에 적응하며 제도
의 맹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규제기관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
기도 한다. 결국 새로운 조직의 강압적 동형화에 의한 확산과정은 환경과 조직들 간의 쌍방향적 관계에
기초하게 된다(김영수, 2001).

6)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 시절의 경범죄의 처벌관련 제도는 1910년 공포된 조선총독부령의 제40호 경찰범처벌규칙(1912)으로 이
는 일본의 경찰범처벌령을 우리나라에 이식한 제도이다. 경찰범처벌규칙은 시민의식고취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식민통치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한 87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집회, 통행, 유언비어 유포, 수사 및 검문 등 공무집행협조 등에 관한 내용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7) 광역시도의 문화재단, 각종연구소, 복지재단, 각종 예술단체, 장학재단, 자원봉사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8)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의 경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을 받아야 했고
이에 사회적 기업들은 강압적 동형화의 압력에 노출되었다(이현주·민윤경, 2015).
9)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시민사회나 이익집단의 각종 규제요구가 커지고 정부는 이에 반응하여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며 이를 기업
등 조직에 강제하는데,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기업에 대한 오염물 배출규제 등이 그 예이다. 기업에 대한 모성보호제도의 의무적
시행(구자숙, 2009)의 경우도 기업조직들로 하여금 제도적 강압에 의한 동형화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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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방적 동형화
불확실성에 의한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는 조직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조직의 행동과 환경의 반응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조직의 목표가 모호할 때, 또는 환
경이 불확실성을 야기할 때, 다른 성공적인 조직을 모방하려는 의도에서 야기된 동형화를 말한다. 보통
의 모방적 동형화는 이미 다수의 조직이 설립되었거나, 설립된 조직이 이미 유사해졌을 때 추가로 일어
난다. 모방적 동형화의 또 다른 이유는 조직들이 구조의 다양성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어서 동질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DiMaggio and Powell,
1983, 정정길 외, 2003). 모방적 동형화의 대상이 되는 조직은 동형화를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모
방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방적 동형화는 불명확한 원인에 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해결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적
은 비용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나 판단이 다를 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심리학의 동조(conformity)이론에서는 이를 해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자신의 생각을 다수에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유호현, 2010: 5). 다른 조직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지 않는다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동조 심리가 조직의 적극적인 모방을 이끄
는 것이다.

3) 규범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는 규범적인 원천에 의해 발생하는 동형화로서 이는 전문
화에서 도출된다. 전문화란 특정 직업군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지적 기반과 정당성 구축을 통해 그들의 업무 조건과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는 집합적인 노력이다
(Larson, 1977; Colins, 1979).
전문화의 두 가지 측면이 동형화의 중요한 원천이다(DiMaggio and Powell, 1983). 그 중 하나는 대
학의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된 인지적 기반 및 공식적 교육의 정당성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조직들에
걸쳐 있어 새로운 규범이나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직업군 간 네트워크의 성장과 정교화이다. 대학과
직업훈련기관들은 각 직종별 관리자들과 직원들 간에 공유되는 조직 규범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또한 직업과 동업자단체는 직업적 행태에 관한 규범적 규칙의 정의 및 선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정정길 외, 2003: 917). 결국 이렇게 전문화를 통해 공유된 지식과 규범이 조직의 관리자들에
의해 규범이나 구조로 구체화되고 조직 간에 보편화되는 것이다.
규범적 동형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인적자원의 교류이다(Collins, 1979). 대개의
조직의 장에서 인력의 충원은 같은 산업군 내에서 인적자원이 교환되고 좁은 범위의 직업훈련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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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다. 또한 비슷한 승진절차 및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직업이나 계급을 위해 비슷한 숙
련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규범적 동형화는 조직 간 혹은 조직과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김미연, 2010). 최근에는 그 교류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규범적 동형화 현
상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3. 지방문화원의 조직적 특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조직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공공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에서 주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이지만, 민간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과 민간 방식이 혼
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공공조직군에 의해 공공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
라의 사례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관,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및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
된 문화재단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민간부문이 설립한 조직군에 의한 문화서비스는 많지 않다. 그러
나 몇 가지 해외 사례를 들면, 17세기 후반 영국의 성직자 Thomas Bray는 60개의 교구도서관(Parish
Library)을 설립하여 가난한 지역의 성직자들이 이를 운영하면서 대중들이 이용하도록 한 바 있으
며, 이후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매릴랜드 주 등에서도 기금을 모집하여 수십 개의 교구도서관을 설
치하였다(Steiner, 1896). 또한, 미국에서는 회원제도서관(subscription library)운동이 Benjamin
Franklin의 주도로 시작되어 전국적인 도서관 설립운동으로 확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풀뿌리 도
서관 설립운동에 의해 탄생한 도서관들은 설립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는 대부분 폐쇄되어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서관 설립운동은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일어
난 공립도서관 설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용남, 1990).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의 제공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면, 공공미술관/박물관과 사설미술관/박물관이 조직군에 병존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10) 이 경우 공공이 설립·운영하는 조직은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다
양한 활동을 수행하지만, 소규모 비영리 박물관11)과 같은 민간조직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소
장 작품의 유료전시, 대관전시, 예술작품에 대한 투자 등 영리 목적의 활동이나 소규모 상설전시 활동
을 한다.

10) 미국

박물관협회에 등록된 박물관은 전국적으로 1.4%가 영리형 박물관, 71.3%가 비영리 소규모 박물관이고 나머지는 국가, 연
방정부, 대학, 주정부, 지방정부 등이 설립한 공공박물관이다. 수적으로는 비영리 박물관이 월등하게 많지만, 그 역할이나 규모
에 있어서는 공공박물관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IMLS Museum Public Finance Survey, 2008).
11) 비영리 박물관들은 입장수입,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 정부의 지원 등에 의해 운영된다(IML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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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비영리조직은 환경적 특성과 맞물려 공간적 기반을 가지고 확산
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을 지속시키는 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조직 자체의 생존이 위협을 받아 결
국 소멸하거나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조직이 조직군 내에 병존한
다면 민간조직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그런데 자원을 공급하던 외부의 행위자가 사라
지거나 자원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직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도 있다. 해
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온 지방문화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방문화원의 초기 설
립주체는 지식인 계층 또는 미국 공보원이었으나 초기 설립주체에 의한 자원공급은 한시적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역할을 바꾸어가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조직이
생존해 있으며 꾸준히 공간적 확산을 지속해 왔다.12)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설치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특별행정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라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제정과 함께 설치된다.13) 또한,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
는 공공기관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기도 한다.14) 하지만 지
방문화원 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원을 제공받으면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공
공기관은 아니다. 지방문화원은 외형적인 설립주체가 민간이지만,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설치된 지
방문화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원장의 선임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한편,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지
방문화원을 지원하기도 하며, 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권리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있다. 또한 한국문화
원연합회는 소속 지방문화원 임직원에 대한 교육, 교류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지원을 하기도 한다. 이처
럼 지방문화원은 순수 민간조직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여하면서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지방문화원과 같이 관리감독 체계와 구조의 복잡성 속에서 다수의 조직들이 전국적 분포를
보이며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군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 개별 조직들의 전략의 합은 환경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

12)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공공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 공민관은 일본 중앙정부의 주도로 만든 마을단위의 자치문
화공간으로서, 최소 자치단위인 시정촌에 설치되어 꾸준한 공간적 확산을 거쳤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마을회관과 같은 시설에
불과하고 일부 대형 공민관의 경우에만 시설관리인 1인 정도만 있을 뿐이어서, 우리의 지방문화원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럼
에도 일본의 공민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문고, 휴식 및 레크레이션 공간, 문화강좌를 위한 공간 등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
간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3)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환경부의 각 지방 환경청 및 주요 강유역 환경청, 국토교통부의 각 지방 국토관리청 및 홍수통제소 등
이 그 예이다.
14) 각 광역시도의 문화재단, 상수도사업본부, 정책연구기관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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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공공부문의 역할을 일정 수준 대신해 왔던 지방문화원의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역할변화 과정에
대한 조직학적 이해는 개별 조직보다는 조직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론
1. 분석의 초점
조직의 확산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만이 모든 것을 결
정한다면 개별조직의 전략은 학문적 고려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조직의 확산은 개별조직의 설립이
시공간적으로 누적된 결과이며, 개별조직의 설립은 환경요인과 행위자의 전략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
다. 따라서 환경과 조직확산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단순히 조직군
의 성장사(또는 쇠퇴사)나 환경의 일방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환경의 조직에 대한 구체적 역
할과 조직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따른 환경과 전략의 상호작용이 조직확산
의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분석의 초점을 설정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문화원이라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이 조직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살펴봄으로써 환경과 조직 확산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환경이 조직의 생존에 강력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조직의 탄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취급
(Stinchcombe, 1965; Pennings, 1980)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확산에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환경은 조직에 대해 자원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운영을 강력하게 제어하는 방법, 특정행위
를 유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조직의 운영을 유도하거나 통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
경에서 기대되는 조직의 역할에 주목한다. 비영리조직이나 공공조직은 환경이 기대하는 역할을 충족시
킴으로써 생존을 지속해 나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라는 환경에서 조직에 대한 정치적
기대와 사회적 기대를 분석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지방문화원 내부의 행위자 요인이 새로운 조직의 설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내부 행위자의 전략 선택의 특성과 조직확산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조직의 설립
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며, 조직설립 이전이어도 잠재적 설립 주체들은 내부 행위자로서
조직의 전략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정부나 외부의 강력한 행위자는 잠재적 조직이나 현존 조직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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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요소이지만, 잠재적 설립자들은 조직의 전략을 구축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내부행위자들이 조직의 설립을 위해 어떤 전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검토한다.
이상과 같은 초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동일한 조직이 시공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동형화
의 요인이 여하히 작동했는지를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방문화원이라는 조직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조직의 확산에 미친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이 처했던 1994년15) 이후 조
직환경을 분석한다. 즉, 광역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이 지방자치제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노출되었던 환경을 검토함으로써, 그 조직들이 시대별로 어떤 역할을 요구받았는
지를 질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 조직에 대
한 사회적 요구 및 그에 대한 조직의 반응이 어떤 전략을 통해 나타났고, 개별 조직의 설립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직확산의 결과로 여하히 나타났는지를 식별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구성한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초점

조직환경의 변화

•정치적 환경(정치제도)
•사회적 환경
(시민사회의 인식)

역할기대의 형성

•정치적 역할기대
•사회적 역할기대

조직과 행위자의 전략

•개별조직의 대응
(개별 조직 차원)
•집합적 대응
(조직군 차원)

조직의 확산
= 새 조직의 설립

환경의 영향

조직의 반응

15) 지방문화원의

설립 역사는 해방직후로 거슬러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의 지방문화원은 1994년 이후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1994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자체간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둘째, 같은 시기 지
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개별 지방문화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독자적 사업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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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도입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광역시, 특별시의 자치
구(군)에 설치된 지방문화원 조직 전체이다. 분석의 단위는 동일한 조직들로 이루어진 단일 조직군
(organizational population)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 속
한 기초자치단체들(각 자치구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
시 울주군)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지방문화원 조직군이다. 한편, 조직과 관련된 환경에서의 자원 투
입, 조직의 정치적·사회적 역할 등 조직환경의 변화와 설립 과정의 동학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대상 행
위자의 범위는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원연합회, 기초자치단체별 지방문화원
및 이해관계자(설립자 및 운영자 등)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조직이 존재했던 기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각종 발언, 조직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에 관한 보고서,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차원의 각종 간행물 및 보고서, 지방문화원과 관련한
언론보도 및 인터뷰 내용 등이다. 조직의 설립에 관해서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관련 법률, 국회 및 기초
의회 의사록,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차원의 간행물 및 보고서, 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인터뷰, 각종 기
록 자료 등과 함께 조직의 설립자에 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재정 및 산업통계, 역사적 자료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조직 환경의 변화
1) 정치적 환경
1990년대 초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문화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
화되었다.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행정의 대상을 확장하였는데 가장 특징적인 면은
문화산업을 추가했다는 점이다.16) 그 동안 문화정책은 산업의 대상으로 이해되지 않고 공보의 수단이자

16) 1995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제16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문화
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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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공공재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1995년 동법 개정은 문화에 대한 인식
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는 지방문화원의 운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
엇보다도 중앙정부 중심이던 문화정책이 지방정부와 각 지역으로 넘어감에 따라 지방문화원 또한 새로
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지방문화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1994년 이후 국
회의 관련 위원회 회의록에는 지방문화원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각 지방은 각자의 문화적 다
양성과 고유성에 과거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지방의회는 1991년 구성되었고 1994
년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환경이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기존에 존재하던 시·군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군)에도 지방문화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국 광역시에 1개씩 존재(부산광역시 제외)하던 지방문화원이 해
산하고 각 자치구(군)에 별도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광역시 단위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
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도 1개원씩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17).
노태우정부 말기에 공보 기능과 문화정책이 분리되면서 더 이상 지방문화원이 정부의 공보 활동에
매진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를 위한 요구들은 남아 있었다. 물론 과거처럼 반공운동을 위해 조직의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정권
홍보 활동에 동원되는 수준은 아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홍보 혹은 드문 경우로 복지
정책에 동원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어르신 봉사프로그램
등이 지방문화원을 통해 집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연계되
어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갈등관계가 아니라면 별다른 저항 없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문화원 간 재정의 건실성과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 상의 질적 차이를 극명
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하거나 지방문화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역
은 다양한 문화행사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아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지방문화원과 자
치단체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E문화원 설립자 K씨 성북문화원은 우선 돈이 많으니까 운영이 잘돼요. <중략> 처음에 문화원 만들
겠다고 구청에서 성북구에 사는 대기업회장들 모아서 도와달라 부탁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모인돈만 20

17) 다른 민간단체와는 달리 지방문화원은 1개 기초자치단체에 단 1개만을 설치할 수 있고 법적 제약을 강하게 받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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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이 넘었어요. 돈이 많으면 운영도 수월하고 지금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중략> 근데 지
방자치단체가 돈을 주면 우선은 지방자치단체 눈치를 봐야하고 단체장 바뀔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말
많고…
- E지방문화원 설립자 K씨 인터뷰 중
2) 사회적 환경
문화산업에 대한 강조는 곧 문화정책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게임을 치르면서 대중매체산업이 급성장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이를 바
탕으로 대중문화가 크게 발전했다. 정부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4년 문화체육부에 문화산업
국을 신설했고, 그 대신 생활문화국과 어문출판국을 폐지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기조와 문화행정조
직체계의 변화는 상업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생활문화 혹은 사회문화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염찬희,
2009).
한편, 다문화이슈의 등장은 국가 문화정책의 큰 틀을 변화시켰다. 단일민족 국가라는 자부심은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차별적 의미를 내포한 용어가 되었다. 이로 인해 다문화정책을 위한 각종 법규가 마
련되면서 지방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어촌은 다문화가정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문화
와 복지에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문화복지 차원에서 자원투입의 요구가 활발했다. 이
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는 등 공식적 제도도 마
련되었다.

2. 조직에 대한 역할기대의 형성
1) 조직에 대한 지지의 변화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방문화원은 과거에 비해 그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완전히 바뀌었다. 즉,
지방문화원에 대한 요구는 과거 정치적 수요에 의해 조직이 설립되거나 운영되었던 반면,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지역 우선의 요구와 참여, 다양성과 효율성 등 사회적 요구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문
화원의 기대되는 역할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행위자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집합
적으로 정부의 역할기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집행했었다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개
별 조직의 전략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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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와 참여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지방문화의 진흥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지
방문화원진흥법의 제정은 기초자치단체에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모두 이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문화원의 설립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1994
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문화원 설립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갈등관계이든 협력관계이든 상관없이,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해서는 대부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주민
에 대한 홍보의 노하우가 필요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제나 지역축제를 대행할 지역의 전문기관을
필요로 했다. 또한 지역축제의 특성상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
회의 다양한 부문의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방문화원에 지역축제 대행의 역
할을 맡기게 되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역축제18)는 각 지역의 전문기관이, 거리축제19), 시장축
제 등 지역 내에서도 소지역 행사는 상가 주민회나 상가번영회 등이, 지역특산품 관련 축제20)는 생산
자 협회나 조합 등이 각각 주최·주관하는데 비해, 지방문화원이 주관하는 대부분 축제는 문화제의 성격
을 띠었다. 기타 대부분의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유지, 관련 종사자, 관
계기관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축제를 주관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지방문화원장은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는 지방문화원이 시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는 주민
의 참여를 전제로 쌍방향적 서비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행사, 문화
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참여, 문화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생산에 대한 참여 등이 필요해
진 것이다. 2011년 현재 전국 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축제 162개중 16개를 각 지
역의 지방문화원이 직접 주최·주관·운영했는데(지자체별 국정감사제출자료, 2011), 실질적으로는 각
지방의 축제에서 지방문화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하였다. 지방문화원에 의한 배타적 행사주관이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원장 등 지방문화원 인사의 행사주최위원회 참여, 행정업무의 지원 등을

18) 서울문화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는 서울 스프링실내악축제, 경상남도 통영음악당이 주관하는 통영국제음악제, 대관령 국제음악
제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관령 국제음악제 등은 국내외의 유명 연주가들을 섭외하고 전문적인 음악회를 조직 및 홍보하는 전문성
이 필요한 축제이다.
19)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상가연합회가 주관 및 주최하는 신포문화의거리축제, 황학동 중앙시장상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서울 중
구 황학동 주방기구가구거리축제 등은 지역 상인회나 주민회가 주관하는 축제이다.
20) 예를

들면, 전라북도 군산시 수산물센터번영회가 주관 및 주최하는 군산수산물축제, 경상북도 풍기인삼축제나 충청남도 금산 인
삼축제 등이 대표적인 생산자협회 또는 조합이 주최 및 주관하는 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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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방축제를 사실상 주관하거나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문화원의 활동이 오히려 과거에 비해 퇴보한 곳도 있
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결과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조관계가 갈등관계로 바뀌기
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해 지원하면서 이들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직접 통제하
기도 하였다.21)

3) 사회적 요구: 문화다양성과 복지의 요구
2000년대 들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시기이다. 다문화가정의 증가, 사회
적 차별과 혐오의 사회문제화, 문화다양성과 인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22) 등이 이슈로 등장
함에 따라, 각 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문화다양성 이슈가 대두되면서 일부 지방문화원들은
다문화가족 초대 행사의 개최, 외국과의 교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문화
다양성 보호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23)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 요구가 더욱 커진 2010년대에는 한국문화
원연합회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활동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24)
한편, 2000년대에는 문화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찾
아가는 문화서비스 사업, 문화바우처 제공 사업 등을 실시하는 지방문화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1) 예를

들면, 원장선거에 개입하기도 하고 사무국장직을 정년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의 자리로 활용하기도 했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서울시내 25개 지방문화원 중 23개 지방문화원의 사무국장이 교체된 경우도 있었다.
22) 2010년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협약을 채택하였고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첫째, 협약 당사국은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규제, 재정지원, 공공기관 설립 및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당사국은 자국 내 문화적 표현의 소멸 위기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특수 상황을 판단하여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당사국은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를 4년마다 유네스코
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한다. 넷째, 당사국은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후 다른 조약 체결 시 협약
의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287회 제3차 회의록).
23) 현재 지방문화원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인문해교육,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강릉문화원은 다문화교육지원사업을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강원3거점 외국인사회통합센터와
다문화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4)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역할기대에 따라 정부는 지방문화원들에게 관련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넷째,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다문화교육을 넘어선 상호문화융합 사업을 실시한다.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목표하에 다문화가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이종문화 활동가를 양성하고 상호문화교육 추진, 주민워크숍 개최, 편견 없는 마을 선
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방문화원 간 교류, 외국 주민단체와의 교류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229개 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교류, 문화통신사의 파견과 지역문화의 해외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5월 3일 보도자료,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활성화계획 발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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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성에 대한 요구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서도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전국의 지방문화원들은 과거에는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정부시책 홍보나 전시효과를 노린 지역문화진흥사업만을 실
시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수익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지방문화원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한 활동의
형태는 강의나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반공활동이나 새마을운동의 홍보와 연계된 문화활동 또는 문화
관련 서클활동을 조직화하는 정도에 그쳤다. 1990년대 들어 지방문화원들이 시행한 수익사업은 취미
관련 문화예술강좌 등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서예, 공예, 음악, 회화, 문예창작, 동화구연, 무용,
시낭송 등을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 저렴한 수강료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은 문
화예술강좌에 그치지 않고 외국어, 컴퓨터는 물론 스포츠댄스, 요가 등의 강좌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집회와 강연을 위한 강당만을 갖추고 있던 지방문화원들은 다수의 강의실을 갖춘
단독원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3. 조직과 행위자의 전략
1) 개별 조직의 대응: 자원의 획득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조직생존공간의 확장은 조직군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 자치단체
에서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던 조직을 자체조례 제정을 통해 접수하기 시
작했다. 즉, 이전까지 조직의 생존전략이 조직군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는
개별 조직이 자치단체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조직의 존속 필요성을 이끌어내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에 각 지방문화원들은 중앙정부와의 의존관계를 단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을 높여
나갔다.
이와 같은 지방문화원에 대한 각 자치단체들의 접근은 전략적이었다. 지방문화원의 재원이 실질적으
로는 현재까지도 중앙정부에 상당부분 의존하거나 자체적인 수익프로그램으로 충당됨에도 불구하고,
1994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는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운영주체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으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지방문화원 설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였고, 전략적 선택은 지역정가의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의 명망가를 지방문화원장으로 초빙하는 것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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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었다.25)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설립주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영향
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들이 자기들 소유라고 생각해요. 사실 서울에 있는 대부분 지방문화원들
을 자치단체가 만들기도 했고 운영에 일부 지원도 하니까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문화원 운영
에 구청이 주는 돈은 얼마 안되거든요. 기금모아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고 정부에서 광역시 통해
서 내려주는 돈도 있고... 근데 관리감독권한이 있어서 구청장 바뀔때마다 자기네들거라고 생각하니까
원장도 입맛대로 바꾸고, 사무국장도 바꾸고… 오죽하면 아마 최근 5년안에 서울시내 문화원 사무국장
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 D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터뷰 중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문화원 설립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지방문화원 설
립을 위한 물적 자원의 확보에 주로 치중했던 전략과는 달리,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
게 되었다. 즉, 이전까지는 잠재적 설립자가 개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던 반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잠재적인 설립자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감으로써 이들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조직의 설립 행태에 있어 두 시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문화원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최근에는 모든 지방문화원이 홈
페이지를 구축하여 프로그램별 회원을 모집하는 등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역
시 내의 초기 지방문화원의 설립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일
시적으로 늘어나면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정 이후 초기의 조직확산은 지역 간에 경쟁적이었다. 그러나 이미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일부 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문화원 설립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지방자

25)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용산문화원은 용산구가 설립을 주도하여 육군중장,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 한국전력 사장을 역임한
김일환씨를, 성동문화원은 성동구가 설립을 주도하여 규제개혁위원장과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조창현씨를, 중랑문화원은 중랑
구가 설립을 주도하여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명 탤런트 이순재씨를, 성북문화원은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거주 기업인들에게 성금을
모금하여 LG그룹 고문 구두회씨를, 구로문화원은 구로구가 설립을 주도하여 지역기업의 총수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장영신씨를,
동작문화원은 동작구가 설립을 주도하여 지역기업의 총수인 연만희씨를, 강남문화원은 강남구가 설립하여 시인인 권용태씨를,
송파문화원은 송파구가 설립하여 문인 김충식씨를, 강동문화원은 강동구가 설립하여 학자이자 후에 성균관장을 역임한 어윤경
씨를 각각 원장에 선임하였다. 서울에 소재한 지방문화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명망가였던 반면, 지방 광역시 지방문화원의 초대
원장은 지역출신으로 지역봉사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일명 지역유지들이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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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1991년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설립 움직임을 보
였던 것이다.

허명길의원 <전략> 또한 현재 구민회관이 협소해서 다른 구와 같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원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연차계획으로 구민회관 뒤편에 위치한 산 173번지 일대
에 예비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준비와 재원확보를 본 예산에 반영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 구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의원 <전략> 관악구 인구가 약 60만이라는 광대한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기록 보존해야 하는 문화원이 없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느꼈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관악에
서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구민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고 자
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 관악의 뿌리를 심어주는 정신적 지주인 선배 어른들의 뜻과 모든 전통을 살리
는 문화원을 건립하여 관악의 역사를 계승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화원
건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자 함과 동시에 92년도 본예산에 문화원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 1991년 9월 14일 관악구의회 제1대, 제5회, 제2차 본회의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전에는 조직군 차원에서 대응 상대가 중앙정부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등을 대리
인으로 하여 중앙정부를 상대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방문화원들은 주로 개별 조직이나 행위
자 차원의 전략을 채택하여 각 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개별적으로 상대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회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점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전현직
지역 정치인들이 지방문화원을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개별 조직차원의 전략
구축이 활발했다.

2) 집합적 대응: 상호학습과 자원의 교류
조직을 설립하는 데 있어 조직군 내에서 잠재적 설립자 간 학습은 중요한 전략이었다. 특히, 지방문
화원이 설치되지 않았던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이 이미 설치된 지역과 비교하면서, 지방문화
원의 신규 설치를 시도하였다. 학습은 곧 모방 또는 동형화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방법은 주로 타 지
방문화원을 직접 벤치마킹하는 방법, 연합회를 통해 정보를 얻어 설립하는 방법, 타 지방문화원의 인사
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었다.
자치도 내 시군 지방문화원은 지역출신 인사들이 설립하고 그들로 구성되었던 반면, 광역시 내에서

20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1호

는 1994년 이전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조직설립이 늘어나면서 이미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후발 지방문화원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졌다. 예를 들면, 초기 동작문화원의 원장으로 선
임됐던 연만희씨는 동작문화원장 선임 이전에 성북문화원의 초대 감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원장 재직
시에는 재계 인사간 교류를 구로문화원으로 전파시켰다.26) 또한 도봉문화원의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원
장을 역임했던 김현풍씨는 도봉구가 분구되어 강북구가 설치되자 강북문화원 운동도 주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방문화원이 설치되지 않았던 광역시 자치구는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방문화원에 대
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다른 지방문화원의 벤치마킹은 설립과 초기 운영 시에 설립
자와 운영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이었다. 조직설립 과정에서는 기 설립
자와 잠재적 설립자 상호간에 적극적인 요청과 대응이 있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이 발간한 운영매뉴얼이나 연합회가 운영하
는 각종 교육과정을 통해 이미 규범화되어 학습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협회
차원에서 설립 초기부터 지방문화원 직원과 구성원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및 세미나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27) 결국 연합회의 존재와 활동은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학습의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 간 인적교류보다도 정치권에서의 교류가 지방문화원의 확산에 더 큰 기여를 했다
고 볼 수 있다.28) 지방자치단체나 의회는 설립 작업 중 또는 설립 이후 지역과 관련이 깊은 명망가를 영
입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명망가가 설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교환된 정보
에 의해 지방문화원의 활용도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후발 지방문화원의 설립은 자원의 교류에 따른 모방적 동형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광역시 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 중 후발 지방문화원은 앞서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전략과 구조

26)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인적교류에 의한 동형화의 근거는 동작문화원의 설립에 참여한 연만희씨의 경우이다.
“A지방문화원 설립자: 지방문화원 설립하면서 서울은 인적교류가 활발했어요. 동작문화원 초대원장인 연만희(유한양행 전 회
장)씨 같은 분은 주거지가 성북구여서 원래는 성북문화원 초대 감사였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동작구에서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동작구에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여기서 문화원장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하셔서 맡으셨
다가 또 그분이 애경 장영신회장(구로문화원 초대 원장)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파됐었어요.”
- A지방문화원 설립자 인터뷰 중
27) 지역문화경영과정,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운영 사업컨설팅 워크숍, 전국지방문화원장세미나, 문화원의날, 문화원 인력워크숍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운영매뉴얼, 각종연수자료집 등을 배포하고 있다.
28) 실제로 지역에서의 자생적 조직설립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간 정보의 교류에 의한 조직의 설립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A지방문화원 설립자: “지방문화원들이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설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울에서도 몇군데를 제외하고
는 다들 구청에서 만들었어요.”
D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실제로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이거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지역정가에서 주도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을 영입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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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교적 늦게 지방문화원을 설립한 인천광역시 동구, 옹진군 또한 모방적
동형화의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은 지방문화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자신의 고장이 문화
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오해받게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29)
지방문화원 조직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했다. 지역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비교적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직 또는 기업가 등이었다.30) 대체적
으로 이들은 시기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지방문화원의 설립에 필요한 초기의 물적 자원을 가장 많이 공
급한 행위자들이었다. 반면, 조직군 차원에서는 각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훈련의 제공
등이 전략의 전부였다.

4. 조직의 확산
1) 조직확산의 형태
1994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각 광역시 자치구에서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표 1>
을 보면, 1994년에는 전국적으로 13개의 문화원이 설립되었고 1995년에는 4개, 1996년에는 8개, 1997
년에는 7개, 1998년에는 10개, 2000년에는 5개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신규조직의
설립수가 급감하였다. 이러한 90년대와 2000년대의 확산분포의 차이는 조직군의 포화도와 관련이 있

29) 인터뷰

및 각종 기록 자료에서 동형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까지 광역시 지지방문화원이 설치되지 않았던
충청남도 계롱, 인천광역시 동구, 옹진군 지역에서는 지방문화원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적 낙후성이 증명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질문: “D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늦었는데 그 이유는?”
답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죠.”
질문: “그럼 늦게라도 만든 이유는요?”
답변: “남들 다 있는데 우리만 없으면 안되니까요. 우리도 문화적으로 자랑할만한 것들이 있는데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문화원조
차 없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 “그런 생각을 누가 했나요? 초기 설립자들이요?”
답변: “아뇨. 구청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구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 D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터뷰 중
“국내 최초로 강화문화원이 1947년에 세워진 다음 전국적으로 문화원 설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 봐도 당시 인천의 문화수준
이 높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지만 현재 전국 228개 지방문화원이 운영 중인데 미설치 지역 5곳의 명단에 인천이 2곳
(동구·옹진군)이나 포함돼 있어 안타깝습니다.”
- 기호일보 2016년 5월 27일 “‘천연염색~합창단’지방문화원 특색 살려야죠” 최춘자 인천시 문화원연합회장 인터뷰 중
30) 지방문화원의 설립에 문화예술인보다는 기업가 등이 주로 참여한 현상에 대해 한 설립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A문화원 설립자 K씨 :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설립하려면 주도하는 사람은 최소한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내는데 그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화예술인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설립하게 되면
자기 전문분야만 열심히 해요. 화가는 전시회만 하고, 연극인은 공연만 하고, 음악가는 연주회만 하고...”
- E지방문화원 설립자 K씨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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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군이 거의 포화되어 신규 설립가능한 지역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표 1> 1994-2011년까지의 신설조직 수
연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설립
조직수

13

4

8

7

10

7

5

4

2

6

1

3

0

1

1

3

1

1

2) 조직확산의 맥락과 특징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방문화원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순수 민간단체의 역할을 함으
로써 각 조직별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 전에 외부행위자인 중앙정
부의 정책에 따라 조직군 전체가 반응했던 것에서 변화하여,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각 지방의 정치
적 환경과 맞물려 지방문화원 설립을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함으로써 또 다른 외부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개별 조직마다 대응전략이 달라졌다.

5. 소결: 조직확산의 특징 및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의 조직확산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2> 참조). 우선,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조직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문화원 조직이 개체 수준과 조직군
수준에서 어떻게 전략과 역할을 수정하면서 반응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1994년 이후 문화정책의 가
장 중요한 특징은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진흥에 있어
서도 효율적 운영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으며, 지방문화원들의 사업은 지역의 관광산업 및 문화산업
과 연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들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문화원들이 각각 약간의 개성을 지
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문화원들 간에는 여전히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독자적 역할을 수행
하는 기관들도 생겨났으며, 이들에 대한 역할기대는 대개 지방자치단체 문화 관련 업무의 아웃소싱기
관, 개별 조직별 독자적 역할의 개발, 독자적 향토사 연구 및 수익사업 등이었다.
다음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에 대한 역할기대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방문화원 조직을 둘러싼 거
시적 환경변화로 인해 조직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역할이 변화하였다. 1994년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시
라는 중요한 환경변화 요인이 존재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문화원의 주요 외부행위자를 중앙정
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새로이 역
할기대가 되었다. 각 지방문화원에 대한 외부행위자가 달라짐에 따라 역할기대 또한 다양해졌는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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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수요에 대한 대응, 자치와 참여에 대한 기여, 다양성과 복지에 기여, 효율적
운영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 조직은 환경에 따라 적합한 대응전략을 구축하며 생존 및 확산되어 왔다.
1994년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외부 환경와 조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행위자를 크게 변화
시켰다. 과거에는 외부의 강력한 행위자의 결정에 따라 조직의 운명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면, 지방
자치제의 실시 이후에는 지방문화원이 최초로 설립된 당시의 본연의 역할에 보다 근접할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조직군 차원에서의 역할보다는 개별 조직의 전략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조직군 차원에서
는 정보교류 정도의 소극적 전략만을 구사했다면, 개별 조직별로는 자치단체와의 협력, 지역주민과의
소통, 개별적 수익사업을 통한 생존전략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하였다. 조직의 확산에서는
신규조직의 설립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를 모
방하는 지방문화원 설립전략이 두드러졌다.

<표 2> 분석결과의 요약
요인

분석내용

조직환경의
변화

역할
기대

지방자치제 실시
자치와
문화정책에서 공보 참여에 기여
기능 분리
다문화 이슈의 등장

다양성과
복지에 기여

효율성 요구 증대

효율적 운영

조직과 행위자의 전략
조직의 주요 활동

주요 외부
행위자

전략의 변화
(조직군 차원) 상호학습과
자원의 교류

각 지역별/
조직별 상이한
활동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 활동가

조직확산의 특징
대도시권까지
조직확산

(개별조직 차원) 조직별로 모방적 동형화에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수 의한 대도시 자치
익사업 등을 통한
구의 신규조직
자원 획득
설립 활발

Ⅴ. 결 론
공공조직 또는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조직의 공식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 규명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생존해온 조직의 법적 정당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부여
되고 공식적 근거는 법적 정당성에 수반된다. 반면, 공식적 근거나 법적 정당성과는 다르게 사회적 정
당성, 즉 조직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부여하는 정당성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
진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 더 나아가 거시적 환경변화는 개별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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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문화원 조직군이라는 연구대상을
환경 측면과 행위자의 전략 측면으로 동시에 접근하여, 조직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사회적
역할기대와 정치적 역할기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체 수준과 조직군 수준
에서의 역할기대를 조직은 어떻게 해석함으로써 전략과 역할을 수정하면서 반응해왔고 확산되어 왔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래 199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문화원으로 하여금 역할을 기대한 주요
외부행위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와 역할기대로 인해 각 조직마다
독립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으며, 위로부터 아래로의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주민들의 역할기대에
맞는 전략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수익사업 실시 등 지방문화원별로 독자적 역할을 담당했
다. 이로 인해 1994년 이후 지방문화원 조직군의 운영과 신규 설립에서 개별적 전략이 나타났다. 이러
한 특징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이라는 환경변화에서 기인하였다. 조직군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광역
시의 자치구로 확대된 만큼 대도시 위주의 확산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지역의 정치적 조건과 결합하여
조직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미설립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확장세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동형화
현상이 포착되었다.
그간 많은 이론들이 조직이 설립되는 이유를 설명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확산의 요인을 환경
측면과 전략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하여 설명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조직설립
에 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자원의존적 관점에서 행위자들은 조직의 운용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으로부터 얻는다는 가설은 이미 여러 연구들(Aldrich & Pfeffer, 1976: Pfeffer &
Salancik, 1978; Boyd, 1990; Campling & Michelson, 1998; Hillman et al., 2000)을 통해 입증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이 제공하는 자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직 자체에 부여된 정당성과
환경으로부터 도출된 조직에 대한 역할기대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후발 조
직들의 확산에 학습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모방과 동형화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이미 존재하는 조
직은 구조, 전략, 규범이 닮아간다. 조직 내의 개인 또는 잠재적 설립자들은 학습을 통해 조직확산에
기여한다. 셋째, 기존의 조직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던 조직에 대한 정치적 역할기대와 사회적 역할
기대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조직의 단순한 대응전략 또는 환경의 압도
적 영향에 대한 조직의 운명이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역할기대는 조직외부의 환경과 조
직내부의 전략의 접점으로서, 조직이 정의하는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이다. 조직이 환경을 어떻게 정의
하는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정치적 역할기대와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역
할기대를 분석하는 것은 환경과 조직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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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조응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원을 공급받는 민간조
직일지라도, 공급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정치적 압박 등 환경의 영향이
강력하더라도 조직은 오히려 환경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방문화원 조직의 학습을
통한 전략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고 있다.
둘째, 민간조직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한 조직의 설립은 장기적으로 정부에게 자원을 의존하게
된다. 이는 민간조직의 설립 시 정부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단 설립된 공공
조직은 그 존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소멸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공
공조직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물론 기업조직이라면 조직 생태계의 절대적인 영
향에 의해 소멸하거나 도태되곤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조직의 경직성은 한번 만들어진 조직의 소멸을
어렵게 한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역할이나 구조를 변화시키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조직은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방문화원도 권위주의 시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처
분에 의해 소멸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일부 개별 조직이 존재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폐쇄가 불가능하거나 설령 폐쇄되더라도 수많은 갈등을 야기한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민간조직의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적 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조직의 설
립은 다양한 민주적 절차를 필요로 하며, 조직의 설립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유인을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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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인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및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 봉 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며, 이러한 영향 관계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9개 고등학교 학생 1,919명이며, 자료는 2020년 8월~9월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변수 간 구조 관계와 매
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기능에 부적 영향, 청소년 우울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기능은 청소년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청소년 우울의 관계는 경제적 수준(높음, 보통, 낮음)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시키
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_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가족기능, 청소년 우울, 경제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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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leve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and
adolescents depression.

Bong Su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on adolescent depress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it is to check
whether these relationships differ according to the economic level of the fami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19 students from 9 high schools in Gyeonggi-do,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internet survey from August to September 2020. To this end,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mediating effects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had a negative effect on family function an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And family fun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 between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and
adolescent depression was significant. Third,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family
function,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were partially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income
leve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measures to alleviate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amid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were discussed.

Key words _ Covid 19, economic difficulties, family function, depression in adolescents, economic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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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경제적 결핍 상태에 있는 부모일수록 신체적인 건강상태가 나쁘고 정신적으로는 무력
감,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태정·강현아, 2012; Prime et al.,
2020). 또한 경제적 결핍은 가족 스트레스를 높이고 가족기능을 저하시켜 자녀들의 정신건강에까지 영
향을 미친다(김광혁, 2015; Dumka et al., 1997; Goosby, 2003).
코로나19는 개인의 삶에 치명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
고 있는데(이동훈 외 2020; Barzilay et al., 2020),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신체적 질병을 넘어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산층 감소와 빈곤 확산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Kalil et
al., 202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국 기혼자 가구 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
월과 4월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불과했으나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
답한 비율은 36.7%, 부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8.2%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
려움이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21; 진미정 외, 2020).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소득감소에 의한 것이지만 식료품을 비롯
한 기본 소비재의 공급 감소와 가격 인상, 교육 및 건강 관련 사회서비스의 축소 등 다양한 원인이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소득감소를 대체할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에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Western Balkans Regular Economic Report,
2020). 특히, 코로나19 이후 제기되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쟁점이 돌봄의 재 가족화 및 돌봄 공백과 관
련된 것이고 보면 가정 내 돌봄 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어려움과 결합하여 다양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이 크다(최아라, 2020). 그 중에서도 온라인 수업 확대와 디지털 활용 격차, 교육 양극화 문제 등은 교
육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 있는 빈곤가정에는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빈곤할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직업(직종)이나 자녀 수 등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상당히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Kalil et. al., 2020).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모두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식사, 빨래, 청소 등 가사부담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과 돌봄 시간이 증가
한다는 점 등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족체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장보기
를 인터넷 쇼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는 다르고(진미정
외, 2020), 부모의 직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손서희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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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기존의 빈곤 양상과는 다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청소년 자녀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어려
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며, 이러한 어려움이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가족의 빈곤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다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빈곤을 비롯한 가족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인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이며(Robertson & Simons, 1990), 빈곤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의 우울이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면(하태정·강현아, 2012)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부모를 비롯한 가족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국내에서 이로 인한 변화를 파악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일상생활 자체의 변화와 그 경험을 기술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다룬 연구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이현주 외, 2020; 손병돈·문혜진, 2021; 손서희 외, 202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들
과 같은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기능의 매
개효과를 분석하면서 이들 변수간 관계를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구분하
여 그 세부적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
제적 어려움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것은 현 시점 사회복지영역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코로나19 이
후의 사회적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
에 기반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인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및 우울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인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인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및 우울의 관계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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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가 가계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초기에는 필수 생활용품
을 비축하려는 의도 등에 따라 가계지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사람
들이 집에 머물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는 식당, 소매, 항공, 여행 및 대중교통 분야의 소비지출이 급
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식당에서의 지출은 약 1/3 가까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aker, et
al., 2020).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음식숙박업, 도소매
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 분야의 매출감소와 고용충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손병돈, 문혜
진, 2021).
그런데 이러한 특정 분야의 소비(매출)감소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소득수준이 아
니라 가족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현주 외(2020)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100~300만원 미만인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를 경험한 경우가 36.5%로 나
타났으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는 23.3%만이 가구소득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
준이 더 낮은 집단에서 소득감소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소득하위
계층에서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소득 중 공적 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
득감소 자체는 보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가구소득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손병돈과 문혜진의 연구(2021)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는 전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발
생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주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저소득 가구 및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는데, 2020년에 실시된 영국의 봉쇄조치에 따라 10가
구 중 4가구는 평소보다 더 적은 가계 지출을 보였지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1/3이 평소보
다 더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여가 활동,
외식비, 휴가비 및 통근 비용 지출이 감소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식비, 난방비 등이 추가로 지출될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놀이 비용, 원격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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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입 등 다양한 측면의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Brewer & Patrick, 2021).
일반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인종, 건강, 이전에 경험한 트라우마 등 가족구조의 취약성은 가
족의 건강성과 가족체계 전반에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rime et al., 2020). 따라서 코로
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기존 소득수준이나 가족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로
인한 가족의 건강성 역시 차별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파
악할 것이며, 변수들 간의 관계 역시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각 가정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을 중심
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의 우울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며 슬픈 감정이나 외로움, 상실감, 무기력감 등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특징이면서 전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하다. 그러나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부모로부터
의 독립, 개인의 정체성 확립, 심리적 발달 등 청소년기 발달과업의 특성으로 인해 이 시기에 우울이 동
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울을 비롯한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의 우울이 성인
기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청소년기 우울은 초기에 학습의욕 저하와 성적하락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극심한 무기
력 상태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비롯한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또한 우울이 슬픔과 분노의
형태로 표출될 경우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또 다시 우울감을 증가
시키는 상호 순환효과를 갖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상 이들은 불안과 우울에 모
두 취약하여 불안과 우울이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우울 공존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김준범·한광현, 2020).
문제는 청소년들의 경우 객관적으로 빈곤한 경우는 물론이고 주관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느
낄수록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21; Cui, Li & Zheng, 2020).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발표한 아동행복지수 설문 결과(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아동·
청소년의 우울감이 증가하였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도 2018년 조사대비 3배로 증가
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복감이 가구의 경제적 여력과 비례하여 빈곤 가구 아동의 행복감은 6.73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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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 빈곤 가구 아동의 행복감은 7.47점으로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 외에도 Duan 등(2020)은 코
로나19 발병기간 동안 측정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임상 우울증 유병률이 22.8%였다고 보고하면서 기존
의 연구에서 보여준 2%∼6%(Phillips, Liu, & Zhang, 1999) 및 13.2%(Stewart & Sun, 2007)보다 훨
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와 우울의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좌절감, 만연한 분노, 비인간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공포, 무력감과 외로움 등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반응에 의해 공황행동이나 집단히스테리, 자
살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이러한 심리적 반응들을 정신적 통제
감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 불충분한 물질적 공급과 보건 관련 정보임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으로서 외상성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
고 있다(Bridgland et al., 2021). 그러나 재난 자체가 트라우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똑같은 재
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Magson et al., 2020).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완충요인이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부모 애착 등 가족 관련 요인이다(김보라 외, 2018).
가족은 부부간 애정과 자녀 생산, 애정 어린 보살핌과 양육, 경제의 공유, 가족원 간 인정과 사랑, 돌
봄, 문화 계승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인간은 가족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
키고, 가족 상호간의 역할 수행을 통해 가족 전체의 안녕을 도모한다. 따라서 기능적 가족일수록 가족
원 간 경계가 명확하며, 가족의 규칙과 역할이 가족 발달단계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내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일치성이 높다(장성란·김성회, 20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높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며 기능적인 가족내에서 높아진 심리적 유대감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청소년기 문제해
결의 원동력이 되지만, 역기능적 가족은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적 의사소통과 정서적
단절로 인해 외부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성격 및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김정운·김
영희, 2017). 다시 말해 코로나19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은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
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역기능적 가족기능과 결합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성격 및 가치관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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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Prime et al.(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과 아동의 안녕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5단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재정
적 불안정,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조치 등의 ①‘사회적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
스, 양육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등 ②‘양육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다음 단계에서 부부관계, 부
모-자녀 관계 등 ③‘가족 하위체계의 변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하위체계의 변화는 자
동적으로 ④‘가족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내 최 약자인 ⑤‘아동의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인종, 건강, 특수욕구, 가족의 기능성, 트라우마 경험 등은 코로
나19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족내 취약성’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그 자체로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면서 동시에 가족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4. 가족기능과 우울
가족기능과 우울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지은, 김희정, 2012). Krug 등
(2016)의 연구에서 부모의 우울은 가족기능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주며,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부모
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가족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정서적 반응 및 관여, 역할 행동 등에서 더 역
기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은희(2017)는 가족 갈등과 가구주 우울이 시간의 변화에도 비교적 안
정성을 가지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김광혁(2015)은 빈곤으로 인해 증가된 스
트레스가 가족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아동의 우울과 불안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집단과 감소된 집단의 스트레스와 행복, 가족탄력성 수준
의 변화를 파악한 손서희 외(2021)의 연구에서도 가계경제가 악화된 집단의 경우 행복과 가족탄력성은
낮아지고 스트레스는 증가되는 방식으로 가족의 생활 및 심리적 복지에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울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학대·폭력·재난·사고·상실 등 부정적 사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처에는 차이가
있다. 가족 스트레스 모형(Family Process Model)에 따르면 낮은 가족 소득이나 급격한 소득의 변화가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반응과 인지이며, 그에 따
라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이시연, 2011).
실제로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신건강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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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로 인한 우울에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생활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갈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gson et. al., 2020). 즉, 청소년의 1
차적 환경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부모와
의 관계나 의사소통 등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스트
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도 환경의 요구가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수
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정서와 인지적 평가를 주관적 안녕감
이라고 정의했을 때 두 변수 간 관계에서 가족 유연성과 응집력은 매우 중요한 매개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신예림 외, 2021).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의 대처 능력을 초과할 경우 이것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우울로 연결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 선행연구를 고려하면 이들 두
변수 사이에서 가족기능 혹은 가족 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 변수간 관계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족기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우울

경제적 수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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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대처 방법을 다룬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에 참여한 경기도
소재 56개 고등학교의 학생 35,491명 중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9개 고등학교 1,944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자료는 인터넷 조사를 통해 2020년 8월 7일~9월 10일까지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25개를 제
외한 1,91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본 연구의 외생변수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부식비를 포함한 식비’, ‘병원 진료 등 의료
비’, ‘학교 및 학원 등 교육비’,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과금’ 등 4개 항목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를 0-10점(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큼)으로 측정하였다. 4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937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재난피해자의 삶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국립재난안전연
구원(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적 어려움 변수’를 수정한 것으로, 원척도에서는 식비, 의료비, 학
비, 실업(해고, 권고사직), 공과금 등 5개 항목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있다, 없다)를 조
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연구임을 고려하여 실업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연속변수 수준으
로 측정하였다.

2)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청소년용 가족기능 척도(김정운·김영희, 2017)’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기능을 정서지지 8문항, 가족화합 6문항, 의사소통 4문항, 가족갈등 3문항, 성장지원
5문항 등 26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9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965로 나타났다.
분석에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888.807, df=289, CFI=.939, TLI=.932, RMSEA=.068)를

토대로 5개 요인별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가족갈등 3문항은 역채점하여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
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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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청소년의 우울은 우울감에 대한 예측 및 우울감으로 부터 발생하는 질환의 선별을 목적으로 개발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ES-D는
총 20개의 문항에 대해 ‘0점(전혀 없다)’부터 ‘3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응답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된다. CES-D의 요인구조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 및 연령에 따라 단일 요
인이라는 연구부터 원척도와 동일한 4개 요인이라는 결과까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우울정서 10문항, 정서둔마 6문항, 긍정정서 4문항 등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긍정정서
4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922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1771.919, df=165, CFI=.921,

TLI=.909, RMSEA=.071)을 통해 3개의 요인구조를 확정하였으며, 분석에는 각 요인별 평균값을 활
용하였다.

4) 경제적 수준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활용된 경제적 수준은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
을 5점 척도(하, 중하, 중, 중상, 상)로 응답한 결과이다. 다만,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
중집단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다시 ‘낮음, 보통, 높음’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첫째, 자료
의 특성과 오류를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
료의 이상값과 등분산성을 검토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가족기능의 매
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설정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CFI, TLI, RMSEA 적
합도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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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1,919명의 응답자 중 남학생 59.4%, 여학생 40.6%로 남학
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50.1%로 가장 많았고, 1학년 47.6%, 3학년 2.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53.3%, ‘높음’이 35.8%로
나타났으며,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10.9%로 가장 적었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성별

학년

경제적 수준

구분

(n=1,919명)

빈도

비율

여자

780

40.6

남자

1139

59.4

1학년

914

47.6

2학년

961

50.1

3학년

44

2.3

낮음

210

10.9

보통

1022

53.3

높음

687

35.8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자료의 정규성 검토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511~1.180, 첨도는
-.806~2.110로 나타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기능과 부적 상관(r=-.190~.122), 우울과는 정적 상관(r=.102~.171)을 보였고, 가족기능은 우울과 부적 상관 관계(r=-.256~.42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부적 상관 관계(r=.-.229~.257)로 나타났다.
빈도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중 ‘교육비’ 부족을 가장 크게 인식하
였다.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정서지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긍정정서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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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구분

①

① 식비부족

1

②

③

경제적 ② 의료비부족
어려움 ③ 교육비부족

.748**
.811**

.712**

1

④ 공과금부족

.869**

.783**

.823**

가족
기능

우울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⑬

1

-.154** -.142** -.128** -.148**

⑥ 가족화합

-.159** -.122** -.133** -.144** .834**

1

⑦ 의사소통

-.137** -.103** -.127** -.134** .778**

.776**

1
1

⑧ 가족갈등*

-.164** -.191** -.154** -.162** .466**

.415**

.319**

1

⑨ 성장지원

-.190** -.177** -.168** -.179** .813**

.750**

.725**

.351**

⑩ 우울정서

.150**

.166**

.171**

.158** -.328** -.300** -.296** -.308** -.278**

⑪ 정서둔마

.139**

.102**

.171**

.135** -.330** -.337** -.343** -.256** -.287** .736**

.151**

.146**

.166**

.156** -.426** -.419** -.394** -.278** -.424**

⑫ 긍정정서*

⑫

1

⑤ 정서지지

⑬경제적 수준

⑪

-.257** -.235** -.229** -.244** .273**
4.079

1
1
.411**

1
.408**

1

.295**

.227**

.170**

.338** -.147** -.138** -.229**

3.928

3.623

3.660

3.953

.533

.901

1.534

1

평균

2.689

1.828

2.740

2.522

2.249

표준편차

2.881

2.419

2.954

2.781

.750

.778

.879

.971

.760

.587

.643

.730

.637

왜도

.651

1.180

.720

.735

-.780

-.511

-.379

-.607

-.499

1.462

.699

-.129

-.268

첨도

-.806

.477

-.653

-.620

.713

.175

-.046

-.014

.009

2.110

.119

-.490

-.676

**p<.005, ***p<.001

3.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분석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구조방정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지만 표본 크기에 대한 민감성 문

제로 본 연구에서는 CFI(.90이상 양호), TLI(.90이상 양호), RMSEA(0.08이하 양호)등을 활용하였다
(우종필,2017). 초기 측정모형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1013.465 (p=.000), df=51, CFI=.949,

TLI=.934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RMSEA=.099로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s)와 논리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가족기능 관측변수인 ‘가족화합’과 ‘가족갈등’의
측정오차간 상관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어 최종 측정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표3>에서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모든 측정변수에서 .50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각 요인의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50이상, 개념신뢰
도(Construct Reliability)값도 .70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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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 검증 :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변수 → 측정변수

경제적
어려움

가족기능

우울

요인부하량

S.E

C.R

P

→

식비부족

1.000

→

의료비부족

0.749

0.821

0.015

51.633

***

→

교육비부족

0.974

0.874

0.016

59.866

***

→

공과금부족

0.991

0.945

0.014

73.380

***

→

가족정서

1.000

0.934

→

가족화합

0.993

0.894

0.016

63.917

***

→

가족소통

1.062

0.846

0.019

55.821

***

→

가족갈등

1.041

0.751

0.024

43.136

***

→

가족성장

0.931

0.858

0.016

57.651

***

→

긍정정서

1.000

0.850

→

우울정서

1.104

0.856

0.036

30.894

***

→

정서둔마

0.739

0.505

0.035

21.23

***

AVE

개념
신뢰도

.794

.939

.737

.933

.570

.791

0.920

=440.100 (p=.000), df=50, CFI=.979, TLI=.973, RMSEA=.064
**p<.005, ***p<.001

2) 구조모형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각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통계학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구조모형을 통해 변수
간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가족기능은 낮아
지며 ( =-.182, p<.001), 우울은 높아지는 ( =.123, p<.001)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이 높을수
록 우울은 감소하는( =-.423, p<.001)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 검증
경로

요인계수

S.E

C.R

P

-0.182

0.006

-7.634

***

0.123

0.004

5.195

***

-0.423

0.018

-16.958

***

비표준화

표준화

경제적어려움→가족기능

-0.048

경제적어려움→우울

0.023

가족기능→우울

-0.301

=440.100 (p=.000), df=50, CFI=.979, TLI=.973, RMSEA=.06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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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분석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파악
하기 위하여 각 경로 간 총효과 및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확인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동일하였고(-.182, p<.000), 가족
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 역시 동일하였다(.423, p<.000).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총 효과는 .200(p<.000)이었고 이 중 직접효과는 .123(p<.000), 간접효과는
.077(p<.000)였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값 사이(.054~.104)에 0이 포함되
지 않았으며 p<.003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 사이에서 가
족기능이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경제적어려움→가족기능

-0.182***

-0.182***

가족기능→우울

-0.423***

-0.423***

경제적어려움→가족기능→우울

0.200***

0.123***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0.077**

.05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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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는 제3의 변수가 두 변수간 관계에서 변화를 줄 때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두 변수의 관
계가 조절변수에 의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경우 혹은 영향 관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
변수가 명목척도나 서열척도와 같은 카테고리형 변수일 경우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중집단분석 결과에서는 집단의 차이에 따라 각 경로계수가 달라지는 것 뿐 아니라 경로계수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음, 보통, 낮음’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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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파악할 경우 연구모형 비교에 앞서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검증이 필요하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기본적으로 비교 집단간(경제적 수준 높음, 보통, 낮
음) 제약이 없는 비제약모형과 요인부하량( ), 구조공분산(
간

), 측정잔차

등을 제약한 모형

값의 차이를 통해 확인한다.

여기서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간

값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을 경우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우종필,2017). 그러나

값의 경우 표본 크기가 300개

이상인 경우 차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MSEA와 TLI 지표를 활용하기로 한
다. 홍세희·황매향·이은설(2005)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비제약모형에 비해 각 집단의 요인부하량( )을
제약한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는다면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6>에서 <제약 1> 모형은 비제약모형에 비해 RMSEA는 감소하고 TLI는 증가하여 경제 수준에
따른 세 집단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 측정동일성 검증
구분

df

비제약모형
제약1 : 요인부하량(
제약2 : 구조공분산(
제약3 : 측정잔차

)
)

TLI

RMSEA

△TLI

△RMSEA

536.921

150

0.971

0.037

570.256

168

0.973

0.035

0.002

-0.002

611.540

180

0.973

0.035

0.000

0.000

864.295

206

0.965

0.041

-0.008

0.006

2)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집단간 측정동일성이 확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7>과 같이 비제약모형에 비해 경로계수를 제약한 모형(Structural weights)의 적합도 지수가 개선
되어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7> 다중집단분석 구조모형 적합도
구분

df

TLI

RMSEA

비제약모형

536.921

150

0.971

0.037

제약1 : 구조가중치

579.610

174

0.974

0.035

△TLI

△RMSEA

0.0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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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다중집단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 ‘높음’ 집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
향, 가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수준 ‘낮음’ 집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간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가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세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족기능이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을 일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별 경로계수
경제적 수준 ‘높음’
(n=687)

경로

경제적 수준 ‘보통’
(n=1,022)

C.R.

P

Label

경제적 수준 ‘낮음’
(n=210)

C.R.

P

Label

C.R.

P

Label

경제적어려움→
가족기능

-0.119

-2.936

0.003

b1_1

-0.126

-3.835

***

b1_2

-0.007

-0.098

0.922

b1_3

경제적어려움→
우울

0.045

1.131

0.258

b2_1

0.168

5.167

***

b2_2

0.067

0.908

0.364

b2_3

가족기능→
우울

-0.417

-9.754

***

b3_1

-0.399

-11.655

***

b3_2

-0.361

-4.89

***

b3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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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표 8>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경로의 차이가 실제 차이를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집단간 유
의미한 경로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표 9>는 각 경로를 동일하게 고정했을 때의 경로 간 차이와 경
로가 서로 고정되었을 때의 C.R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값이 ±1.96이상이면 95%, ±2.58이상이면 99% 신뢰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비교
b1_1

b2_1

b3_1

b1_1

0

b2_1

3.093

b3_1

-8.353

-9.987

0

b1_2

-0.279

-3.693

8.359

b1_2

0
0

b2_2

b3_2

b1_3

b2_3

b3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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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1

b2_1

b3_1

b1_2

b2_2

b2_2

5.264

2.673

10.604

6.231

0

b3_2

-9.845

-11.555

-0.139

-9.839

-12.827

b3_2

b1_3

b2_3

b3_3

0

b1_3

0.967

-0.388

7.401

1.118

-1.34

8.228

0

b2_3

2.224

0.436

8.887

2.481

-0.891

10.138

0.602

0

b3_3

-4.25

-4.996

0.742

-4.2

-5.485

0.867

-4.328

-4.921

0

<표 9>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가족기능’ 및 ‘가족기능→우울’ 경로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우울’ 경로
에서는 ‘높음’ 집단의 모수(b2_1)와 경제적 수준 ‘보통’ 집단의 모수(b2_2)의 교차값이 2.673로 나타나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는 ‘보통’ 집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수준이 ‘보통’인 집단이 ‘높음’ 집단
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결과인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가중되는 가족의
어려움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
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으며, 가족의 경
제적 수준에 따른 이들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은 낮아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청
소년의 우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빈곤으로 인해 높아진 경제적 스트레스
가 가족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김광혁(2015)의 연구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악화가 가족의 탄력성
을 저하시킨다는 손서희 외(2021)의 연구 등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
소년 중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22.7%, 가정의 경제 상태가 나빠진 경우는
31.1%에 달했다는 한종민(2021)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일정 기준에 따라 빈곤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빈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빈곤 기준이 아닌 코로나19 이후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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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정서
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복
지적 개입방향을 탐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가족기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능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2020)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자녀
간 갈등에 대한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했으며(쿠키뉴스,2020), 청소년종합상담시스템 ‘다 들어
줄 개’ 역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을 기점으로, 전후 100일 간 접수된 상담 중 ‘대인관계’ 고
민은 40% 감소한 반면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상담 건수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여(파이낸
셜뉴스, 2020),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혹은 가족기능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삶은 이전
에 비해 ‘학교생활’(부정적 48.4%, 긍정적 11.4%)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부정적 43.7%, 긍정적 8.3%)
부분에서 더 나빠졌으나 ‘가족관계’(긍정적 22.1%, 부정적 9.6%)는 더 좋아진 것으로 상반된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갈등은 증가하였는가? 아니면 감소하였는가?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연구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미
정 외 (2020), 손서희 외, (2021), Kalil et. al.,(2020)의 연구를 토대로 조심스럽지만 청소년 상담센터
를 이용하는 청소년 집단이 가진 가족관계의 특수성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다
시 말해 많은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일수가 줄어들고 대인관계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학교
생활의 부정적 영향을 낮게 인식하고 가족관계의 행복감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
된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의 부정적 영향의 감소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기능 중심의 사회복지적 개입이 중요할 뿐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른 빈곤가정
에 대한 개입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한 가정에 대한 위기개입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 그리고 가족기능의 매개효과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음’인 경우 가족기능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을 매개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체보다는 ‘가족기능’ 중
심의 개입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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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가족기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경제적 어
려움과 우울을 일부 매개하므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모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음’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
았다. 다만, 매개변수인 가족기능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만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소득감소의 정도는 덜 하지만 그 치명도는 더 높다는 연구와 일치된 방향성을 갖는다는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이러
한 영향력의 관계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안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건강의 문제가 아닌 빈곤의 문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가 있
는 저소득 가정 및 비공식부문 노동자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청
소년들은 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기
능 척도가 기존에 사용되던 외국 척도들과는 달리 ‘성장지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의 청소년들은 가족체계로 부터 충분한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에 공백이 생기고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
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제도 외에 빈곤가정 학령기 자녀들
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으므로 가족기능 강화와 회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에는 Prime et al., (2020)의 단계적 모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족의 기존 구조적 취약
성이 가족의 기능이나 심리적 영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가족기능 관련 이론들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가족 내
역할의 재정비에 초점을 둔 개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내 자녀 부양 부담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주 소득원이 변화되는 등 가족내 역할변화도 상
당하다. 따라서 식사, 청소, 장보기, 돌봄 등 가족 내 직무가 유연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
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연결하여 가족 간 감사표현하기 및 정서화합과 관련된 내
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가 시행될 때 마다 누구에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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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외에 소득수준에 따라 가족기능 회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해 보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 ‘높음’ 집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
움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 내 역할분담 및 의사
소통 지원 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나 경제적 수준 ‘낮음’ 집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
움 외에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기능, 우울 등의 변수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직접 비교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족기능은 가족의 구조와 분리하여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 수, 한부모 가
족 여부 등 가족구조와 관련된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과 관련한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분포가 경기
도 지역에 한정되었으며,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 대상 연구임에도 후기 아동기인 초등학
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의 자료가 포함되지 못하였고 고등학생이라는 특정 연령대만이 표본에 포함되어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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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7년 선정된 전국 15곳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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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회수된 30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유형(Factor)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 제1유형은 ‘코로나19 극복형’, 제2유형은 ‘코로나19 적응형’, 제3유형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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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이라 명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에서 각 유형의 공통점은 ‘주민화합 공간으로 앵커 시설 건립’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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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ubjective perceptions and types of responses
to delays in the ac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by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argeting 15 general neighborhoo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nationwide selected in 2017. In order to overcome the COVID-19
situatio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a customized support plan for the urban
regeneration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30 questionnaires finally
recovered in this study, first, the hardware business wa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factors).
An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type 1 was named ‘COVID-19 overcoming type’, type 2 was
‘corona 19 adaptive type’, and type 3 was named ‘corona 19 avoidance type’. Second, three factors
were derived from the software business. An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type 1 was named
‘post-corona 19-sustainable response type’, type 2 was ‘with Corona 19-economic development
type’, and type 3 was named ‘corona 19 response-capacity strengthening type’.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common features of each type of hardware business were considering ‘building
anchor facilities as a space for residents’ harmony’ and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o
maintain the health of residents. In the software business, it was found that a resident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rogram is being considered in order to ‘invigorate the local
economy while observing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so that ‘with Corona 19’ can be realized
amid the prolonged COVID-19.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government to prepare a system
such as government guidelines to operate a resident-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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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31개의 도시재생사업(연도별 2014년∼2021년 12월 기준) 중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84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율(약 35%)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 2017년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전국의 15곳은 마중물 사업이 2021년
12월 말일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 말경에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여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일상생활이 제한
되면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은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으로는 세계의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 및 경
제,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며, ‘코로나19’ 발생 이전 사회로의 복귀가 어렵다고 전망
하고 있다(이삼수, 2020; 이삼수 외, 2021).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작금의 한국 현실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고 있으
며, 이러한 지연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인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염병을 극복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맞서고 피해를 최소한으
로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축적해왔다(제니퍼 라이트, 2021; 이규원, 2021역).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느 정도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연을 초래할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재앙에 우
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시재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선정된 전국 15곳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연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대응 유형을 파악
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
재생 중간지원조직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연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대응 유
형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Q 방법론(Q-Methodology)을 적용하였다. 이 Q 방법론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주관성 인식 분석에 필요한 관련 담론을 100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담론 중 중복된 담론을
제거하여 하드웨어 사업 31개, 소프트웨어 사업 31개로 각각 정리된 설문 문항(진술문)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2017년 선정된 전국 15곳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근무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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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45명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회수된 30부의 설문지를 Q-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유형(Factor)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도 3개의 유형(Factor)을 도
출하였다.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 유형별 명명화 작업 후 맞춤형 지원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표 1>과 같이 2017년 선정된 전국 15곳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상
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연에 대응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주관적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531개 지역의 도시
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에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이 184개 지역(약 35% 수준)으로 가장 많은 사
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사업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 2017년에 선정된 일반근
린형 뉴딜사업이 가장 앞서서 마중물 사업이 2021년 말에 종료되는 시점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기초 연구 자료를 제
공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전국 15곳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로 선정된 전국 15곳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표 1> 2017년 선정 전국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15곳 대상지)
연번

시도

대상지

사업명

선정

1

부산

동구

래추고(來追古)! 플러싱

광역

2

대구

동구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

3

인천

동구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

4

광주

남구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살고 싶은 양림

〃

5

대전

중구

대전의 중심 중촌(中村),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짓

〃

6

울산

중구

군계일학(群鷄一鶴), 학성

〃

7

경기

고양시

화전지역 상생 활주로 “활활활”

〃

8

강원

춘천시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

9

충북

청주시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

10

충남

천안시

남산지구의 오래된 미래 역사와 지역이 함께하는 고령친화마을

〃

11

전북

전주시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서학동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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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남

순천시

비타(vita)민(民), 갈마골

〃

13

경북

영양군

일·삶·꿈의 중심 “영양 만점 행복한 마을”

공공

14

경북

상주시

경상도의 근원을 찾아가는 뿌리샘 상주

광역

15

경남

밀양시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보도자료(2017.12.14.), 2017년 선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15곳) 참조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제2장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과 2017년 선정된 15개 일
반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알아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장애 요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첫째, Q 방법론을 적용한 국내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주관성 선행 연
구를 분석한다. 둘째, Q 방법론을 적용한 국외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연에 대한 인
식 유형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 대상의 분석 모형 선정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Q-모집단으로 중간지원조직의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연에 대한 주관적 인식(진술문)을 도출하고, 중간지원조직에서 근무 또는 유경험자의 진
술문 타당성 및 신뢰도 검토를 거쳐 Q-표본을 선정한다. 그리고 Q 방법론은 측정변수로 사람을 이용
하므로, P-표본으로 15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에 근무하는 직원 45명(15곳
센터 x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을 선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Q-표본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여 유
형별 분류를 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로 유형별 특성 및 공통점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 연구의 요약 및 연구의 성과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1) 전국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황
2017년부터 정부가 본격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
시재생 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하였다(국토교통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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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과 신규 제도(2019년&2021년)와의 관계
구분

2017
제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주차장,
공동이용시설등
기초생활인프라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이용시설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권장면적

5만㎡ 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20∼25만㎡ 내외

국비지원

5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150억 원

250억 원

지원기간

3년

4년

4년

5년

6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2019
제도

활성화
지역

내

그대로 유지
도시재생 혁신지구(50만㎡ 미만, 6년, 지구단위)

외
2021
제도

활성화
지역

도시재생 인정사업(10만㎡ 미만, 3년)
주거재생 혁신지구(2만㎡ 미만, 6년, 지구단위)
주거재생 특화형(도시재생지역 내/외, 재개발 연계, 지역 外)인 경우 인정사업 추진)

자료 : 국토교통부(2019) 보도자료 및 국토교통부(2021c)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수정인용)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부족과 더딘 예산 집행, 구체적인 성과
미비 등의 한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유주현, 2021).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시행력을 강
화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2019년 도시재생법을 개정하여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총괄 사업
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등 3가지 도시재생 시행 수단(2019년 11월 28일 시행)을 도입하였다
(국토교통부, 2019). 또한, 2021년 ‘2·4 주택공급대책’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특화형 사업
도 도입하였다(국토교통부, 2021c).
정부에서는 2014년도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2017년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전국의 도시 쇠퇴
지역에서 매년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표 3>과 같이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531곳을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 20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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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국 도시재생(선도, 일반, 뉴딜) 연도별 선정 현황
구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2017

2018
2019

2021

2014
제도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

-

17

17

18

10

7

69

-

-

16

28

19

9

10

82

일반근린형

11

19

15

34

40

38

27

184

중심시가지형

-

9

19

17

21

13

6

85

경제기반형

2

5

1

3

2

1

1

15

-

-

-

1

-

-

-

1

특별재생(포항흥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

-

-

-

(2)

(24)

(12)

(38)

도시재생 혁신지구

-

-

-

-

4

2

2

8
46

인정사업

-

-

-

-

12

44

30

주거재생 혁신지구

-

-

-

-

-

-

1

1

주거재생특화형**

-

-

-

-

-

-

{2}

{2}

13

33

68

100

116

117

84

531

총 사업대상지 수

주*: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38곳 중 2019년∼2021년은 선정유형과 중복선정으로 괄호“()”로 표기
주**: 주거재생특화형은 대구달서(1), 경기성남(1) 선정, 전체 뉴딜사업 유형 수에 미포함으로 괄호“{}”로 표기
자료 : 국토교통부(2020abcd) 보도자료 및 국토교통부(2021abc)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수정인용)

2) 2017년 선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황
정부는 2017년 12월 14일에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는 타지역으로 확산
하고자 하였다(국토교통부, 2017). 또한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국토교통부, 2017). 그리고 정부는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
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국토교통부, 2017).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선정된 68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15개 지역의 일반근린형 뉴딜 사
업을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이 2021년에 마중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반적인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중간지원조직(30명)은 2021년까지 마중물 사업의 예상
완료율을 70% 이상(6명, 20%), 80% 이상(8명, 27%), 90% 이상(4명, 13%), 100%(2명, 7%)로 응답하
였다. 즉, 마중물 사업은 80% 이상 100% 완료율은 약 절반 이하(14명, 47%)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마중물 사업의 지연 사유로 앵커 시설 토지 미확보(10명, 33%), 도시재생 전문인력 부족(8
명, 27%), 주민과 협의 부족(6명, 20%), 활성화 계획 부적합(4명, 13%), 코로나19 장기화(2명, 7%) 순
으로 사업 지연 사유를 확인할 수가 있다(진연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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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7년 선정 일반근린형 마중물 사업 예상 완료율(2021.12월 기준)

자료 : 진연화(2022), ‘AHP 방법을 이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발표자료 참조

2. Q 방법론의 이해
1) 주관성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은 오랫동안 객관성(Objectivity)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실증주의
적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주관적 의식에 관한 연구는 인본주의적 해석학이나 현상학의 영역으로
제한되어 왔다(진상현, 2009). 하지만 사회는 실제로 주관성과 객관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
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관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현대의 사회현상은 더 주어진
목적에 대한 최적의 수단을 찾아가는 목적에 부합하는 과정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
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되었다(진상현, 2009). 따라서 국가정책이나 도시재생계획을 분석하는 데 있어
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세밀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진상
현, 2009).

2) 주관성에 대한 연구방법론
주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1935년 통계학자인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제안한
Q 방법론(Q Methodology)을 통해 가능해졌다(김순은, 2016).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
이 수많은 논문과 주장을 통해서 내린 하나의 결론은 사회과학 연구는 인간의 주관적 영역으로 확장되
어야 하며, 이른바 인간의 객관적 영역만이 타당한 과학적 범주에 속한다는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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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김흥규, 2007). 또한, 스티븐슨은 Q 방법론을 통해 바로 가설생성의 과정으로 참가설을 생성해
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흥규, 2007).
Q 방법론은 <표 4>에서 인간의 주관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정해진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논
리가 아닌 가설 자체로 향하는 논리, 즉 가설 발견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김헌수·원유미, 2000; 김흥
규, 2008; 박종식, 2019).

<표 4> R 방법론과 Q 방법론의 비교
구분

R 방법론

Q 방법론

연구대상(View)

객관성(Objectivity): 관찰, 계량화 등

주관성(Subjectivity): 느낌, 신념 등

측정방법(Approach)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자결적 정의(operant definition)

과학논리(Thesis)

귀납적, 연역적(Inductive, Deductive)

가설 생성(Hypothesis Discovery)

변수/변인(Variable)

설문 문항(Survey Question)

개인, 사람(P Sample)

집단(Subject)

응답자(Respondent)

진술문(Q Sample)

모집단(Population)

모든 가능한 응답자(Respondent)

모든 가능한 진술문 집합(Concourse)

자료 : 김흥규(2008) p.85 <표 3>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R 방법론은 <그림 2>에서 조작적 정의와 타당도가 필수적이지만, Q 방법론에서는 조작적 정의보다
는 자결적 반응과 내적 타당도는 중요하나, 외적 타당도의 개념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김흥규, 2007).
따라서 Q 방법론은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 방법이며,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가 연구 참여자 스스로 관점과 의미를 만들어 가는 자결적 정의의 개념을 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김흥규, 2007; 사이먼 와츠·폴 스태너(백평구 역), 2014).

<그림 2> 객관성 연구(R 방법론)와 주관성 연구(Q 방법론)

(a) 객관성 연구 개념도(R 방법론)

(b) 주관성 연구 개념도(Q 방법론)

자료 : 진상현(2009), Q 방법론-주관적 의식에 관한 연구로의 초대(pp.431∼433)를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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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법론에서 주관성 분석에 필요한 관련 담론을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담론 중 중복된 담론을
제거하여 20∼40개 정도로 정리된 설문 문항(진술문)을 Q Sample(Q 표본)이라 하고, 설문 대상자를
P Sample이라 한다. 이 Q Sample을 설문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가장 동의하는 것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을 정규분포 형태로 분류시킨 후, 그 결과를 요인분석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한다(조정호,
2021).
Q 방법론은 비교적 적은 숫자의 요인을 통해서 많은 변수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고
안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스티븐슨은 기존의 객관성 연구 방법인 요인
분석을 R 방법론이라 하고, 철학적 기반이나 함의가 다른 주관성 연구 방법을 Q 방법론이라고 구분하
였다(진상현, 2009). 객관성 연구에서는 <그림 2(a)>와 같이 연구 대상인 모집단은 사람이지만, 주관성
연구에서는 <그림 2(b)>와 같이 모집단이 사람이 아닌 주관성 혹은 주관적 인식들이 된다. Q 방법론에
서 요인의 개수는 보통 고윳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들을 선택하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3개
내지 4개의 요인을 선정하여 각각의 요인을 대표하는 분포 특성을 보고 명명화 작업을 진행한다(진상
현, 2009).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 등 부동산 개발 분야의 연구 사례를 국
내·외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Q 방법론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는 경향을 찾아 서술하
고 연구 대상 및 연구 내용은 <표 5>에 구체적으로 요약하였다.
최충익·진상현(2007)의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 인식 유형을 연구에서 지방 중소
도시 중심시가지에 대한 전문가(공무원 23명)의 3가지 인식 유형으로 분류하고 합의 도출 및 정책적 지
원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동익(2015)은 구도심 쇠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동 예술촌 조성에 대한 방문객들(43명) 시선에서
4가지 인식 유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 인식을 통해 재생사업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예림(2017)은 전통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이용객의 인식 유형 연구에서 서울 전통시장의 관광지
로 변모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및 이해관계(31명)의 차이로 인한 갈등 3가지 인식 유형에서 전통시장
조성 후에도 지원이 필요함을 분석하였다.
박한솔·성종상(2019)은 일본식 건물군의 근대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가치 인식 유형을 연구에서 근대
문화유산 가치를 바탕으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일본식 건물 밀집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자(21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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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인식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갈등 해결을 위하여 문화유산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혜영·임완주·김호철(2019)은 서울형 도시재생 활동가를 대상으로 역할 인식 유형 연구에서 공공에
의해 요구받는 수동적 활동가의 역할이 아닌, 능동적 활동가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6가지로 유형
화하여 능동적 활동가의 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류하였다.
주익현·구본미·채철균(2020)은 주민협의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화 연구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주민들(10명)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지역주
민의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감소 및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3가지 인식 유형에서 주민 인식
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김선경·박정민(2020)은 대전광역시 꿈꿀통 입주자의 공동체 주택 인식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대전지
역 공동체 주택 꿈꿀통 거주자(32명)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꿈꿀통에 대한 거주자 인
식을 유형화하고 3가지 인식 유형에서 공통의견 및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분석하였다.

<표 5> Q 방법론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순)

연구제목
(연구대상)

연구내용

최충익·
진상현
(2007)

대산읍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
인식유형(충남대산)

-지
 방 중소도시 중심시가지에 대한 전문가(공무원 23명)의 인식유형을 통해 합의
도출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
- 분석결과: 3가지 인식 유형으로 분류하고 활성화 방안 제시

차동익
(2015)

구도심 재생 도시 브랜드에
대한 사용자 의식 연구
(창동예술촌)

-구
 도심 쇠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동 예술촌 조성에 대한 방문객들(43명) 시선에서
재생사업 방안을 모색
- 분석결과: 4가지 인식 유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인식

김예림
(2017)

전통시장의 관광지화 및
지원정책 인식 연구
(서울 통영시장)

-서
 울 전통시장의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정부지원 사업 및 이해관계(31명)의 차이로
인한 갈등유형에 대한 대응 인식을 분석
- 분석결과: 3가지 인식 유형에서 전통시장 조성 후에도 지원

박한솔·
성종상
(2019)

일본식 건물군의 근대
문화유산 가치 인식
(서울시 후암동)

-근
 대문화유산 가치를 바탕으로 서울시 후암동 일본식 건물 밀집 지역에 대한 이해
관계자(21명)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
- 분석결과: 3가지 인식 유형에서 갈등해결 및 문화유산 활용

정혜영 외
(2019)

도시재생활동가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
 공에 의해 요구받는 수동적 활동가의 역할이 아닌, 능동적 활동가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
- 분석결과: 6가지 인식 유형에서 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 분류

주익현 외
(202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
인식 유형 연구 (대전 충청권)

-도
 시재생사업에 참여 마을주민들(10명)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로 인한 갈등 감소 및 사업추진방안 모색
- 분석결과: 3가지 인식 유형에서 주민 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

김선경·
박정민
(2020)

‘꿈꿀통’ 공동체 주택 인식
유형에 대한 연구 (대전광역시)

-대
 전지역 공동체 주택 꿈꿀통 거주자(32명)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꿈꿀통에 대한 거주자 인식을 유형화
- 분석결과: 3가지 인식 유형으로 공통의견 및 정책개발 필요

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1), www.riss.kr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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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Q 방법론을 적용한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표 6>과 같이 영국 산림의 공공재 공급에 관한 산림
소유자 인식 유형(Julie, 2007), 포르투갈 해안 지역의 자연 보전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유형
(Maria, 2010), 중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유형(Kim, 2016), 말레이시
아의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유형(Kamarul et al., 2016), 세계 보존 연구의 관
점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 유형(Aiora et al, 2018), 홍콩에서 도시재개발에 직면한 노인 공동체 거주자
를 대상으로 인식 및 태도 유형 연구(Diniel, 2018)가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유형화 연구(Neslihan, 2020)와 영국 유스턴역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견해에 대
한 유형 연구(Robin et al., 2020)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표 6> Q방법론을 적용한 국외 선행연구
연구자(연도순)

연구제목(연구대상)

연구내용

Julie, U.
(2006)

산림의 공공재 공급에 대한
소유자 인식 유형
(영국 산림지)

-사
 유산림에 대한 공공 접근 제공과 관련 보조금의 가용성으로 삼림 소유주로부터
공공재 의지 또는 능력에 대한 인식 분석
- 분석결과: 4가지 인식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센티브 방안 제시

Maria, H.G.
(2010)

해안 지역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인식유형
(포르투갈 해안지역)

-포
 르투갈 해안지역 석호 시스템 적용에 따른 일부 주택의 철거 작업으로 미래
발전에 대한 4가지 인식 유형을 분석
- 분석결과: 4가지 인식 유형으로 소통과 정보화 전략 방안 제시

Kim, J.S.
(2016)

스마트도시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인식
(중국 쑤저우)

-스
 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태도와
주관적인 의견을 분석
- 분석결과: 참가자의 특정 입장을 기반으로 갈등을 미리 매핑

Kamarul
et al.
(2018)

도시공원에 여가시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말레이시아)

-도
 시공원 계획 및 관리 전략을 위해 도시공원 설정과 연계된 세 가지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 유형을 연구
- 분석결과: 4가지 인식 유형으로 도시공원 설정과 연계를 제시

Aiora
et al.
(2018)

생물다양성 보존연구의
관점 이해 시기와 방법
(멕시코 등)

-생
 물 다양성 보존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52건의 문헌연구에서 비판적 성찰의
4가지 보존 유형의 보전 목표에 적용
- 분석결과: Q방법론으로 숨겨진 견해를 찾고 의견을 깊이 이해

Daniel, D.M.
(2018)

홍콩의 도시재개발에 직면한
노인커뮤니티 인식
(홍콩 대도시)

-홍
 콩 대도시의 재개발에 따른 노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과 태도 패턴을
이해하고 유형화
- 분석결과: 노인 거주자에 대한 실존적 이해와 후속 연구 제공

Neslihan, D.
(2020)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평가
(터키 두 대도시)

-터
 키의 두 대도시의 도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의
분류 결과 두 가지 요인을 도출함
- 분석결과: 주요 환경문제는 대기 오염과 냄새 오염 요인 도출

Robin
et al.
(2020)

영국 재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유형 연구
(영국 유스턴)

-영
 국의 유스턴역 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지역직원, 정치인, 공무원 등 이해관계
자의 다양한 견해를 이해할 필요
- 분석결과: 3가지 인식 유형에서 다양한 담론을 이해할 필요

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1), www.riss.kr을 참조하여 재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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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Q 방법론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 등에 관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으로는 2017년 도시재생 뉴
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15개의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간지원조직(기초·현장지원센터)
에 근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연에 인식 및 대응 방식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연에 따른 인식 및 대응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비대면 방식의 사업추진 활동 사례 10곳의 자료
(이용규, 2020) 등을 참고하여 62개의 Q-표본을 선정하고 2017년 선정된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간지원조직(기초·현장지원센터)에 근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관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Ⅲ. 연구설계
1. Q 방법론의 분석 모형

<그림 3> Q 방법론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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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대상지는 <표 1>과 같이 마중물 사업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4년)되는 전
국 15곳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연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림 3>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2)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설문조사 대상자는 <표 1>의 연구 대상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에서 중간지
원조직으로 근무하는 도시재생 전문가 45명(3인×15개 센터)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설문조사 기간 및 방법
설문조사 기간은 연구대상지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1년 10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안내문, 설문지, 회송 봉투를 포함하여 설문지 45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본 연구대상지들은 2021년까지 마중물 사업을 완료하는 단계로써 초기에 설문지 회수율
이 낮았지만, 본 설문지 등기 발송 후 전화를 이용하여 설문 목적과 설문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설문
지 45부 중 30부(67%)를 회수하였다.

2. 연구 문제 설정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중간지원조직의 도시재생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가?
<연구 문제 2>	중간지원조직의 이러한 인식을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과 의식을 나타내며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하는지 유형별 특성을 어떻게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연구 문제 3>	중간지원조직의 도시재생전문가들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인 사업 지역별 변수와
인식 유형 간 교차 분석에 따라 어떻게 가설을 발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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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방법론의 분석 과정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표 7>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7> Q 방법론의 연구 절차
단계

절차

1

Q
모집단 구성

세부절차

비고

①문
 헌 연구 및 기사 분석(인터넷)
(박혜성·김주연(2021) 및 진연화·황재훈(2021) 참조)
②선
 행연구 설문 자료 분석
③비
 대면 방식 활동 사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0곳)
(2021년 09년 01일 ∼ 2021년 09년 30일)

총 100개 진술문 확보
(설문 자료 + 사례 분석)

총 62개 설문 문항 확정
- 하드웨어 사업: 31문항
- 소프트웨어 사업: 31문항

2

Q
표본선정

① Q-표본 선정 과정: 중복제거, 타당성 검토(7명)
(도시재생학 석·박사과정 중 중간지원조직 근무/경험자)
(2021년 10년 01일 ∼ 2021년 10년 05일)
② Q-표본 신뢰도 검증: 사전 Test(전문가 6명)
(2021년 10년 06일 ∼ 2021년 10년 10일)

3

P
표본선정

① 2017년 선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
(15개 선정지역 중간지원조직 각 3명 : 약 45명)
(2021년 10년 11일 ∼ 2021년 10년 13일)

설문 대상자 45명 선정

4

Q
분류 및
설문수집

① P-표본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안내 및 동의서 발송
일반적으로 Q-카드를 사용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설문지 구조화 분류방식) 시행
(2021년 10년 14일 ∼ 2021년 12년 20일)

설문 응답자 30명 확정

5

Q
자료처리 및
분석

① Q-분류 자료 처리 및 분석은 R-프로그램을 활용
(2021년 12년 21일 ∼ 2021년 12년 31일)

주성분 분석
(Varimax 회전)

자료 : 조정호(2021)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첫째, 1단계 Q 모집단은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로서, 하드웨어 사엄과 소프트웨어 사업
은 박혜성·김주연(2021) 및 진연화·황재훈(2021)의 문헌 연구를 참조하여 각 사업의 대분류와 소분류
를 구성하였다. 또한, Q-모집단(진술문) 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 및 기사 분석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
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Q-모집단(진술문) 총
100개를 확보하였다.
둘째, 2단계 Q-표본(진술문) 선정을 위하여 2021년 10월 01일부터 10월 05일까지 기초도시재생지
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또는 유경험자 등 7인으로부터 Q-모집단(진술문) 총 100개 중에서 중
복 진술문을 제거하고 2021년 10월 0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도시재생학 석·박사 전공 전문가 6명으로
부터 자결적 반응과 내적 타당도를 검증하고 총 62개 문항(하드웨어 사업 31개, 소프트웨어 사업 31개)
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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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3단계 P-표본 선정을 위하여 2017년 선정된 전국 15곳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
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 약 45명(3명/센터당)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설문조사
안내 및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넷째, 4단계 Q-표본분류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1년 10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P-표본 45
명을 대상으로 각 현장지원센터에 등기 발송한 설문지 작성 안내에 따라 강제 분포 분류 방법으로 Q표본 분류(Q-Sort)를 진행한 후 설문지를 회송받았다.
다섯째, 5단계 Q-방법론에 의한 자료 처리 및 분석을 위하여 설문자료에 대한 주성분 분석은 R-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1)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연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의 인식 및 대응 유형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4. 하드웨어 사업의 Q 표본의 선정(2단계)
본 연구에서 하드웨어 사업의 Q 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
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에서 Q 모집단의 담론을 문헌 연구 및 기사 분석 그리고 사업지구별
비대면식 활동사례 자료 등에서 추출하였다. <표 8>과 같이 Q 모집단의 하드웨어(Hardware) 사업 진
술문 30개에 대하여 내적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결여된 2개의 진술문을 수정하고 진술문 1개를
추가·보완하여 31개 Q 표본을 선정하여 인식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표 8> Q 표본 선정(하드웨어 사업)
대분류

소분류
앵커시설 등
거점공간
건립

주민
편의
공간
조성

공원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녹지공간
조성 등 녹화
사업

Q표본
1. 코로나19 확산에도 국·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화합 활동 공간으로 앵커시설을 건립할 것이다.
2. 코로나19 확산과 사유지 소유자와의 미협의로 주민화합 공간인 앵커시설 건립이 지연될 것이다.
3.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지침부족 및 예산 경직성으로 거점공간 건립이 지연될 것이
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대면 활동으로 공원 등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5.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원 등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할 것이다.
6.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공원을 신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공간을 지원할 것이다.
7.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로 골목길 내 비워진 공간에 텃밭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8.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이다.
9.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주민 간 비접촉 활동으로 텃밭 및 녹지공간 조성을 연기할 것이다.

1) Q method 분석 사이트(https://jee-hyoung-kim-33.shinyapps.io/Q_method/)를 참조(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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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내
주차장
조성
주민
편의
공간
조성

노후된
집수리
등 주거복지
빈 점포
임대 등
유휴공간
조성
도로
정비사업
(특화가로)

가로
공간
환경
개선

경관개선
(마을입구
상징물 등)

10.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구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공간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11.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한 주차장 공간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12.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생겨난 비대면·비활동으로 마중물 사업기간 내 공간 마련을 연기할 것이다.
13.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노후된 주거 공간 개선 등 집수리 통한 주거복지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14.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주거 공간 개선 등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15.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노후된 주거공간 개선 등 집수리 사업을 연기할 것이다.
16.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빈 상가 점포가 증가하여 유휴공간 활용이 어려울 것이다.
17.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빈 상가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공간으로 지원할 것이다.
18.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빈 상가 점포를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을 연기할 것이다.
19.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특화가로 조성이 어려울 것이다.
20.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특화가로 공간을 개선할 것이다.
21.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어 비대면·비활동으로 특화가로 조성을 연기할 것이다.
22.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지역주민의 주거공간과 정주여건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23.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노후한 주거공간과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24. 코로나19의 확산은 지금껏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로 주거공간 개선사업을 연기할 것이다.
25.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므로 보행길 개선 및 보안·CCTV 설치를 지원할 것이다.

가
로
시
설
물

보안·
CCTV

26.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CCTV 설치를 지원할 것이다.
27.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행길 개선 및 보안·CCTV 사업추진에 어려움으로 사업을 연기할 것이다.
28.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무인 택배함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기타
시설물
설치

29.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벤치와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에 거리두기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다.
30.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칙적으로 대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민편의 시설 설치를 연기할 것이다.
31.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거취약지역 내 사람 중심 가로환경 개선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자료 : 박혜성·김주연(2021) 및 진연화·황재훈(2021) 자료를 참조하여 하드웨어 사업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재구성

5. 소프트웨어 사업의 Q 표본의 선정(2단계)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에서 Q 모집단의 담론을 문헌 연구 및 기사 분석
그리고 사업지구별 비대면 방식 활동사례 등에서 진술문 70개를 확보하여 도시재생 전문가의 내적 타
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표 9>와 같이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 Q 표본 31개를 선정하였다.

<표 9> Q 표본 선정(소프트웨어 사업)
대분류
지역
활성화
프로
그램

소분류

Q 표본
32.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화활성화
프로그램

33.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식 지역자산 탐방 프로그램보다 비대면식 온라인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34.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역 자산을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할 것이다.
35. 코
 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빈 점포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참여 주체를 발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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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활성화
프로
그램

경제활성화
프로그램

37.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38.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는 ‘현장’이 중요하므로 적절한 온·오프 혼용이 필요할 것이다.
39.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주민대상 마을소식지 배포·SNS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 병행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축제

40.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대면활동 자제권고 등으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마을축제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41.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주민을 위한 축제는 통행량이 적은 공터에서 진행할 것이다.

주민
역량
강화

도시재생
관련교육
(도시재생
대학)

42.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대학 기초·심화 전과정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 혼용이 필요할 것이다.
43. 코로나19 속에서도 혁신사례지를 방문하면서 사회혁신을 배우고 로컬푸드 등 벤치마킹을 실천할 것이다.
44.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유튜브 등 이 활용될 것이다.
45.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교육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계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기타
주민교육

46.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영상 교육 장비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47. 코로나19 앞에서는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교육보다는 소수의 맞춤형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모
사업 등)

48.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주민주도 사업기획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49.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의 활동을 추진하고 이러한 활동을 연계할 것이다.
50.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주민주도의 사업에도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51.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을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교육 진행에 많은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거버
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육성

52.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마을기업 운영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연기할 것이다.
53.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 기업 등 지역주민의 지원과 현장의 테스트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다.
54. 코로아19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 위주로 다양화할 것이다.
55. 코로나19 확산 감소가 단기간 내 불가하므로 행정조직과 주민협의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조직의 운영
(민·관·중간
조직 등)

56.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57. 코로나19 이전보다 정책사업의 특성상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에도 행정조직과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58. 코
 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고령화된 주민들로 인해 비대면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59.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업무를 지원할 것이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60. 코
 로나19 확산이 감소상태에 진입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61. 코
 로나19 상황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활성화 계획의 ‘지침 및 가이드’가 필요할 것
이다.
62.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 : 박혜성·김주연(2021) 및 진연화·황재훈(2021) 자료를 참조하여 하드웨어 사업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재구성

6. P 표본의 선정(3단계)
Q 방법론의 또 하나의 특징은 P 표본의 수가 매우 적게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R 방법
에서는 분석 결과가 통계적 의미가 있으려면 일정 수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나 Q 방법론에서는 몇 명을
선정하여 활용할 것인지와 어떤 행위자들이 적합할 것인가를 연구자가 적절성과 편의성을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한다(진상현, 2009). 즉 P 표본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심지어 1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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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25∼30명 정도의 수가 적당하다(Brown, 1980; 김순은, 2016, p.148).
본 연구에서 P 표본 구성을 위하여 15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의 중간지원조직 중 기
초·현장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P 표본의 구
성은 <표 10>과 같이 중간지원조직(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이 8명, 중간지원조직(현장지원센터) 22명
으로 구성하였다.

<표 10> P 표본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분석
성별

표본수

연령
20대
30대

남

13

40대
50대

여

17

학력
3
4
2
2

박사
석사
학사
전문

직업(소속)
0
3
8
2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센터장)
현장지원센터(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사무국장, 실무자)

사업(지역)
경남

3

충남

2

2

강원

4

2

광주

1

충북

4

4

60대

2

고졸

0

현장지원센터(활동가)

1

20대

6

박사

3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4

30대

4

석사

1

현장지원센터(센터장)

2

40대

5

학사

9

현장지원센터(코디네이터)

8

50대

2

전문

3

현장지원센터(사무국장, 실무자)

2

60대

0

고졸

1

현장지원센터(활동가)

1

도시재생 분야 경력
1년 미만

4

1년∼3년 미만

6

2

3년∼5년 미만

2

울산

1

5년∼10년 미만

1

경북

2

전북

1

10년 이상

0

충남

1

강원

2

1년 미만

6

광주

2

충북

1

1년∼3년 미만

7

대전

3

대구

1

3년∼5년 미만

3

5년∼10년 미만

0

10년 이상

1

울산

1

경북

3

경기

1

전북

2

7. Q 분류(4단계)
본 연구에서 Q 분류(Q sorting)는 <표 11>의 진술문의 정규분포도에 P 표본으로 선정된 30명의 대상
자가 자신의 마음속 태도를 스스로 모형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표 8>와 <표 9>에서 ‘코로나19 확
산’에 따른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연에 대한 담론으로 구성된 진
술문을 읽은 뒤 그 진술문을 강제 분포(Forced-Distribution)시키는 과정이다(차동익, 2015).
Q 분류 과정의 강제 분포는 특정 항목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Q 표본들이 한
사람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차동익,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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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Q 분류(강제배분방식)-진술문의 정규분포도
구분
점수(-3∼+3)
선택수(31개)

매우 비동의
-3
2
①
②

Q-분류
(역 정규분포)
(강제배분방식)

약간비동의
-2
4
①
②
③
④

비동의
-1
6
①
②
③
④
⑤
⑥

중립
0
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의
+1
6
①
②
③
④
⑤
⑥

약간동의
+2
4
①
②
③
④

매우동의
+3
2
①
②

자료 : 진상현(2009), Q방법론-주관적 의식에 관한 연구로의 초대(p.430)를 참조하여 재구성

본 연구에서 Q 분류의 방법은 <표 11>과 같이 첫째, Q 표본(진술문)의 각 문항을 3등분(비동의, 중
립, 동의)으로 분류하여 각각 진술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결정한다. 둘째, Q 표본(진술문)의 각 문항
에 대하여 3등분(비동의, 중립, 동의) 분류가 완료되면, 3등분에 대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부터
–3은 2칸, -2는 4칸, -1은 6칸으로 세부 분류한 후, 가장 동의하는 문항부터 +3은 2칸, +2는 4칸, +1
은 6칸으로 세부 분류를 하고, 중립인 0은 7칸으로 세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8. Q 분류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5단계)
본 연구에서 P 표본의 선정된 30명에 대한 Q 분류가 완성된 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한 후 R 프로그래
밍을 통해 주요인 분석(PCA)을 실시하였다(차동익, 2015). Q 방법론에서는 유형 분석을 위하여 회전
방법(Rotation Method)은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상호 상관관계 분석 방법은 피어
슨(Pearson) 방식으로 유형을 분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Q 방법론 분석 결과
<연구 문제 1>	중간지원조직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연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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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인 분석(PCA)의 고윳값과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의 Q 표본 31개 진술문에 대하여 P 표본으로 선정된 30명의 설문 결과
를 R 프로그램으로 <표 12>와 같이 주요인 분석에 따라 스크리 도표(Scree Diagram)의 엘보우 포인트
(Elbow Point) 지점에서 3개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요인 고윳값과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모두 고윳값(Eigen Value)이 3 이상인 3개
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두 개의 사업에서 하드웨어 사업의 신뢰도는 각각 0.96∼0.98점대로 높게
산출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모두 0.97점대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게 산출되었다.

<표 12> 주요인 분석(PCA)의 고윳값과 신뢰도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요인(fctor)

고윳값(eigen value)

신뢰도(reliability)

요인(fctor)

고윳값(eigen value)

신뢰도(reliability)

요인1

5.48

0.98

요인1

4,545

0.97

요인2

4.91

0.97

요인2

3.746

0.97

요인3

3.53

0.96

요인3

3.411

0.97

자료 : Aiora(2014) 및 Qmethod(https://jee-hyoung-kim-33.shinyapps.io/Q_method) 참조하여 자료 분석

2) 각 유형 Z-Scores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표 13>과 같이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별로 분석하
였다.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제1유형부터 제3유형까지 상관관계가 0.51∼0.30점대로 낮다고 볼 수 있
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제1유형과 제2유형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3유형은 다른 유
형들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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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각 유형들 Z-Scores간의 상관관계
하드웨어 사업
요인(fctor)

제1유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2유형

제3유형

요인(fctor)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1유형

1.00

0.51

0.30

제1유형

1.00

0.16

-0.19

제2유형

0.51

1.00

0.41

제2유형

0.16

1.00

-0.12

제3유형

0.30

0.41

1.00

제3유형

-0.19

-0.12

1.00

자료 : Aiora(2014) 및 Qmethod(https://jee-hyoung-kim-33.shinyapps.io/Q_method) 참조하여 자료 분석

Q 방법론에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각 요인 간의 완전한 독립성(Orthogonality)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추출 방법은 별다른 논란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진상현, 2000)

3) P 표본(응답자)의 요인 적재 값
본 연구에서는 30명의 P 표본(응답자)은 <표 14>와 같이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별로 Q 분
류에 의한 요인 적재 값을 통하여 각 3개의 가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P 표본(응답자)의 요인 적재값
하드웨어 사업
P표본(응답자)

제1유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2유형

제3유형

P표본(응답자)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1.현장센터1

0.03

0.31

-0.56

1.현장센터1

0.15

0.33

0.28

2.현장센터2

0.14

0.43

0.34

2.현장센터2

0.09

0.62

0.01

3.기초센터1

-0.03

0.60

-0.35

3.기초센터1

-0.15

-0.27

-0.05

4.현장센터3

0.41

0.60

0.16

4.현장센터3

0.75

0.13

0.05

5.현장센터4

0.31

0.16

0.44

5.현장센터4

0.42

0.09

0.28

6.기초센터2

0.30

-0.43

0.18

6.기초센터2

-0.03

0.21

0.44

7.현장센터5

0.41

-0.04

0.24

7.현장센터5

-0.12

0.47

0.26

8.현장센터6

0.50

0.11

0.20

8.현장센터6

-0.03

0.72

0.07

9.현장센터7

0.64

0.16

0.13

9.현장센터7

-0.10

0.21

0.73

10.현장센터8

0.24

0.72

0.54

10.현장센터8

0.93

0.01

-0.22

11.현장센터9

0.21

0.72

0.46

11.현장센터9

0.93

0.04

-0.21

12.현장센터10

0.24

0.72

0.54

12.현장센터10

0.93

0.01

-0.22

13.현장센터11

0.69

0.22

-0.05

13.현장센터11

0.45

0.03

0.20

14.현장센터12

0.77

0.31

0.17

14.현장센터12

0.12

-0.12

0.49

15.현장센터13

0.69

-0.22

0.01

15.현장센터13

0.02

-0.29

0.55

16.현장센터14

0.40

0.12

-0.28

16.현장센터14

0.45

0.1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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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현장센터15

0.65

0.20

0.01

17.현장센터15

0.40

0.26

0.29

18.현장센터16

0.09

-0.31

0.06

18.현장센터16

-0.32

0.02

0.34

19.기초센터3

0.50

0.44

0.02

19.기초센터3

-0.12

-0.41

-0.01

20.현장센터17

-0.17

0.01

-0.45

20.현장센터17

-0.12

0.56

-0.13

21.기초센터4

0.15

0.11

-0.22

21.기초센터4

-0.20

0.29

-0.20

22.기초센터5

0.42

0.66

0.09

22.기초센터5

0.22

0.64

-0.27

23.기초센터6

0.48

0.45

-0.11

23.기초센터6

0.29

0.40

-0.64

24.기초센터7

0.02

0.15

0.53

24.기초센터7

-0.18

0.18

0.19

25.기초센터8

-0.05

0.21

0.79

25.기초센터8

0.19

0.17

-0.44

26.기초센터9

0.30

0.54

0.14

26.기초센터9

0.17

0.66

-0.23

27.현장센터18

0.51

0.08

0.69

27.현장센터18

0.22

-0.01

0.48

28.현장센터19

0.55

0.42

0.15

28.현장센터19

0.31

0.17

0.59

29.현장센터20

0.77

-0.03

0.12

29.현장센터20

0.03

-0.21

-0.11

30.현장센터21

0.18

0.62

-0.03

30.현장센터21

0.13

0.67

-0.01

자료 : Aiora(2014) 및 Qmethod(https://jee-hyoung-kim-33.shinyapps.io/Q_method) 참조하여 자료 분석

먼저, 하드웨어 사업에서 제1유형은 현장지원센터 10명,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2명 등 총 12명이 선
정되었다. 제2유형은 현장지원센터 6명,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4명 등 총 10명이 선정되었다. 제3유형
은 현장지원센터 4명,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2명 등 총 6명이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드웨어 사
업은 유형별로 12명, 10명, 6명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P 표본(응답자)도 다양하게 분포함을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제1유형은 현장지원센터 8명이 선정되었다. 제2유형은 현장지원
센터 5명,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3명 등 총 8명이 선정되었다. 제3유형은 현장지원센터 5명, 기초도시
재생지원센터 3명 등 총 8명이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유형별로 동일하게 8명씩 분포
하지만, P 표본(응답자)의 분포는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P 표본의 요인 분석 결과, 확인된 요인은 유사한 견해를 갖는 응답자의 집단을 의미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된 응답자의 견해는 각 3가지로 대별
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2. Q 방법론 유형 분석
<연구 문제 2>	중간지원조직의 이러한 인식을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과 의식을 나타내며 어떻게 인지
하고 대응하는지 유형별 특성을 어떻게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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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유형 하드웨어 사업 분석
일반적으로 Q 방법론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P 표본에서 추출된 각각 요인이 가진 유형의 특성을 찾
은 후 유형별 요인들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각 요인에
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진술들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진술들을 중심으로 요인의 특성을 해석
하였다.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유형(Factor)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특성에 따라 제1유
형은 ‘코로나19 극복형’, 제2유형은 ‘코로나19 적응형’, 제3유형은 ‘코로나19 회피형’이라 명명하였다.

① 제1유형: (코로나19 극복형) 주민화합 공간-앵커 시설 건립 우선 고려형
본 연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이 가장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1번, 7번)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국·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화합 활동 공간으로 앵커 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한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로 인한 골목길 내 비워진 공간에 텃밭을 조성하기 어
려운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분석 결과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민화합 공
간인 앵커 시설 건립과 골목길 빈 곳에 텃밭을 조성하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14번, 19번)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노후 주거 공
간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특화
가로 조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집수리 사업과 특화 가로 조성을 우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 제1유형 찬성(+)과 반대(-) 진술문(Z-Scores ±1.00 이상)
문항

Q 표본(진술문)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1

코로나19 확산에도 국·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화합 활동 공간으로 앵커시설을 건립할 것이다.

2.09

0.36

1.57

14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주거 공간 개선 등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1.45

0.99

-0.30

8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이다.

1.32

0.30

0.85

5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원 등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할 것이다.

1.22

1.90

1.70

11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한 주차장 공간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1.16

1.73

1.29

26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CCTV 설치를 지원할 것이다.

1.01

0.83

-0.57

10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구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공간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1.05

-1.17

-1.36

9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주민 간 비접촉 활동으로 텃밭 및 녹지공간 조성을 연기할 것이다.

-1.06

-1.25

0.37

15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노후된 주거공간 개선 등 집수리 사업을 연기할 것이다.

-1.15

-0.69

0.10

13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노후된 주거 공간 개선 등 집수리 통한 주거복지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1.21

-1.14

0.84

19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으로 특화가로 조성이 어려울 것이다.

-1.81

1.23

-0.50

7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로 골목길 내 비워진 공간에 텃밭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

-0.63

-1.09

자료 : Aiora(2014) 및 Qmethod(https://jee-hyoung-kim-33.shinyapps.io/Q_method) 참조하여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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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유형: (코로나19 적응형) 주민건강 유지-공원 등 환경개선 우선 고려형
제2유형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문항별로 가장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5번, 31번)은 코로나19
가 지속해서 확대되었지만,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강하게 동의하
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 중심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
하고 있다. 이 분석 결과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건강 유지를 위한 공원 조
성과 주거취약지역의 사람 중심 가로환경개선사업에 강하게 동의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11번, 22번)은 지역주민의 협소한 주차장 공간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에 강하게 동의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지역주민의 주거공간과 정주 여건 개선이 어
려울 것이라 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유형이다. 이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주차장 공간과
주거공간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우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6> 제2유형 찬성(+)과 반대(-) 진술문(Z-Scores ±1.00 이상)
문항

Q 표본(진술문)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5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원 등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할 것이다.

1.22

1.90

1.70

11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한 주차장 공간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1.16

1.73

1.29

6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공원을 신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공간을 지원할 것이다.

0.15

1.66

1.51

29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벤치와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에 거리 두기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다.

0.33

1.38

0.19

19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특화가로 조성이 어려울 것이다.

-1.81

1.23

-0.50

3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족 및 예산 경직성으로 거점공간 건립이 지연될 것이다.

-0.08

-1.00

-1.93

13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노후된 주거 공간 개선 등 집수리 통한 주거복지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1.21

-1.14

0.84

10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구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공간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1.05

-1.17

-1.36

9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주민 간 비접촉 활동으로 텃밭 및 녹지공간 조성을 연기할 것이다.

-1.06

-1.25

0.37

27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행길 개선 및 보안·CCTV 사업추진에 어려움으로 사업을 연기할 것이다.

-0.62

-1.27

0.39

22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지역주민의 주거공간과 정주여건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0.17

-1.31

-1.11

31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거취약지역 내 사람 중심 가로환경 개선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0.20

-1.40

-0.89

자료 : Aiora(2014) 및 Qmethod(https://jee-hyoung-kim-33.shinyapps.io/Q_method) 참조하여 자료 분석

③ 제3유형: (코로나19 회피형) 주민건강 유지-빈 상가 창업공간 축소 고려형
제3유형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문항별로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5번, 3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원 조성 등 주민건강 유지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명확
한 지침 부족과 거점 공간 건립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분석 결과에서는 코
로나19 위기에서도 주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 조성 필요와 정부의 명확한 지침과 예산을 반영
하여 거점 공간 건립을 강하게 동의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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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1번, 17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주민화합 활동 공간인
앵커 시설 건립에 강하게 동의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빈 상가 점포를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주민화합을 위한 앵커 시설
건립에 찬성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빈 상가 점포를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에는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 제3유형 찬성(+)과 반대(-) 진술문(Z-Scores ±1.00 이상)
문항

Q 표본(진술문)

5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원 등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할 것이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1.22

1.90

1.70

1

코로나19 확산에도 국·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화합 활동 공간으로 앵커시설을 건립할 것이다.

2.09

0.36

1.57

6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공원을 신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공간을 지원할 것이다.

0.15

1.66

1.51

16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빈 상가 점포가 증가하여 유휴 공간 활용이 어려울 것이다.

-0.89

-0.28

1.49

11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한 주차장 공간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1.16

1.73

1.29

7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로 골목길 내 비워진 공간에 텃밭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

-0.63

-1.09

22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지역주민의 주거공간과 정주여건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0.17

-1.31

-1.11

10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구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공간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1.05

-1.17

-1.36

17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빈상가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공간으로 지원할 것이다.

-0.17

0.46

-1.78

3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족 및 예산 경직성으로 거점공간 건립이 지연될 것이다.

-0.08

-1.00

-1.93

자료 : Aiora(2014) 및 Qmethod(https://jee-hyoung-kim-33.shinyapps.io/Q_method) 참조하여 자료 분석

2) Q 유형 소프트웨어 사업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유형별 각 요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진술들과 가장 적
극적으로 반대한 진술들을 중심으로 요인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유형(Factor)이 발견되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제1유형은 ‘포스트 코로나19-지속 가능 대응
형’, 제2유형은 ‘위드 코로나19-경제 육성형’, 3유형은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형’이라 명명하였다.

① 제1유형: (포스트 코로나19-지속 가능 지원형) 행정지원-마을 축제 우선 고려형
본 연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제1유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문항별로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
항들(25번, 9번)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주민 마을 축제 추진이 어려울 것
이라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분석 결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행정조직의 지
원과 지역주민 마을 축제 추진에 강하게 동의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26번, 1번)에서는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에도 행정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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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며, 비대면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에 강하게 반대하
고 있는 유형이다. 이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행정조직의 지원과 비대면 프로그램 공간 확보를 우
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8> 제1유형 찬성과 반대 진술문(Z-Scores ±1.00 이상)
문항

Q 표본(진술문)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25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1.96

-0.38

0.64

26

코로나19 이전보다 정책사업의 특성상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에도 행정조직과 협업이 필요할 것
이다.

1.89

-0.51

-1.13

5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1.33

1.81

0.44

11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대학 기초·심화 전과정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 혼용이
필요할 것이다.

1.14

0.68

-0.16

31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1.06

0.06

0.75

19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주민주도의 사업에도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03

1.08

1.11

20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을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교육 진행에 많은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1.10

-1.28

0.23

27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고령화된 주민들로 인해 비대면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1.15

0.14

1.26

4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빈 점포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참여 주체를
발굴할 것이다.

-1.29

0.90

-0.87

1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1.75

0.13

1.06

9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대면 활동 자제권고 등으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마을 축제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1.78

1.05

1.32

자료 : Aiora(2014) 및 Qmethod(https://jee-hyoung-kim-33.shinyapps.io/Q_method) 참조하여 자료 분석

② 제2유형: (위드 코로나19-경제 육성형) 현장 중심 경제 활성화 우선 고려형
제2유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문항별로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5번, 23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산 활용 및 차별화된 브랜딩 상품 개발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나, 코로
나19와 함께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소규모 사업 위주의 다양화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분석 결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역 자산 활용 및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필요하나, 소규모
사업 위주의 다양화보다는 차별화된 핵심사업 위주 추진에 강하게 동의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7번, 16번)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
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온·오프 혼용 교육에 강하게 동의하나, 집합 교육보다는 소수 맞춤형 역량 강
화 교육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도 현장 중심의 집합 교육
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인 교육 효과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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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제2유형 찬성과 반대 진술문(Z-Scores ±1.00 이상)
문항

Q 표본(진술문)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5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필
요할 것이다.

1.33

1.81

0.44

7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는 ‘현장’이 중요하므로 적절한 온·오프 혼용이 필요
할 것이다.

0.94

1.44

-1.84

8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상 마을소식지 배포·SNS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 병행이 필
요할 것이다.

0.82

1.19

0.17

12

코로나19 속에서도 혁신사례지를 방문하면서 사회혁신을 배우고 로컬푸드 등 벤치마킹을 실천할
것이다.

0.10

1.08

-0.90

19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주민주도의 사업에도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03

1.08

1.11

9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대면 활동 자제권고 등으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마을 축제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1.78

1.05

1.32

22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 기업 등 지역주민의 지원과 현장의 테스트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할 것
이다.

-0.03

-1.08

-1.01

30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활성화 계획의 ‘지침 및 가이드’
가 필요할 것이다.

0.59

-1.22

-0.01

20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을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교육진행에 많은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1.10

-1.28

0.23

21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마을기업 운영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연기할 것이다.

-0.93

-1.29

0.26

6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
울 것이다.

-0.60

-1.36

0.85

28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업무를 지원할 것이다.

0.04

-1.41

0.35

16

코로나19 앞에서는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교육보다는 소수의 맞춤형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
이다.

-0.09

-1.43

-0.87

23

코로나19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 위주로 다양화할 것이다.

-0.50

-1.71

0.96

자료 : Aiora(2014) 및 Qmethod(https://jee-hyoung-kim-33.shinyapps.io/Q_method) 참조하여 자료 분석

③ 제3유형: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형) 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우선 고려형
제3유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문항별로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14번, 7번)은 코로나19 방
역기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단계별 맞춤형 집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한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교육을 온·오프 혼용 방식의 필요성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분석
결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로 비대면보다는 대면 집합 교육으로 맞춤형 주민역량 강화와
경제화활성화 교육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강한 찬·반 응답을 보인 문항들(9번, 2번)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을 축제 추진의
어려움에 강하게 동의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온·오프 혼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며 대면식 지역 자산
탐방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대면 방식으로 전환을 우선하여 추
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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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제3유형 찬성과 반대 진술문(Z-Scores ±1.00 이상)
문항

Q 표본(진술문)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14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교육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계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0.51

0.54

1.38

9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대면 활동 자제권고 등으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마을 축제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3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역 자산을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할 것이다.

-1.78

1.05

1.32

0.69

0.50

1.27

27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고령화된 주민들로 인해 비대면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1.15

0.14

1.26

19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주민주도의 사업에도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03

1.08

1.11

1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1.75

0.13

1.06

22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 기업 등 지역주민의 지원과 현장의 테스트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다.

-0.03

-1.08

-1.01

26

코로나19 이전보다 정책사업의 특성상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에도 행정조직과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1.89

-0.51

-1.13

15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영상 교육 장비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0.89

0.76

-1.27

1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주민을 위한 축제는 통행량이 적은 공터에서 진행할
것이다.

-0.84

-0.35

-1.34

13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유튜브 등 이 활용될 것이다.

0.003

0.68

-1.37

2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식 지역 자산 탐방 프로그램보다 비대면식 온라인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0.77

0.55

-1.46

7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는 ‘현장’이 중요하므로 적절한 온·오프 혼용이 필요할 것이다.

0.94

1.44

-1.84

자료 : Aiora(2014) 및 Qmethod(https://jee-hyoung-kim-33.shinyapps.io/Q_method) 참조하여 자료 분석

3. 가설 발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3>에서 제시한 사업 지역별 변수와 인식 유형 간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발견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3> 중간지원조직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인 사업 지역별 변수와 인식
유형 간 교차 분석에 따라 어떻게 가설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귀무가설) H0 : χ2 = 0, “각 사업 지역별 변수와 유형별 변수는 인식 대응에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H1 : χ2 ≠ 0, “각 사업 지역별 변수와 유형별 변수는 인식 대응에 차이가 있다.”
첫째, 하드웨어 사업의 교차분석에 따른 검정 결과, <표 21>에서 자유도(d.f.)가 30이며,
p=0.018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유의수준 0.05에서 자유도(d.f.)가 30인 경우, 기각 역

≥48.42,
≥43.77 이

상이면( 분포표 참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유의수준이 0.05보다 작으므로 대립가설( )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하드웨어 사업은 응답자의 사업지역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식 및 대응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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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드웨어 사업은 가설 발견을 위하여 표본 수는 적지만 교차 분석에 따
른 가설검정 결과,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수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
른 인식 및 대처 방안을 지역별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 사업의 교차분석에 따른 검정 결과, <표 21>에서 자유도가 30이며
p=0.199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유의수준 0.05에서 자유도 30인 경우, 기각 역
분포표 참조),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또한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

≥36.27,

≥43.77 이하이면(
)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응답자의 사업지역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식 및 대응에 차이가 없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면 방식의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등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식 및 대처 방
안을 지역별로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21> 사업 지역별 변수와 유형별 교차분석(단위: 명, %)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구분

사업(지역)

유형1

유형2

유형3

계

유형1

유형2

유형3

계

1

경상남도

-

-

3(33)

3(11)

-

1(9)

-

1(4)

2

충청남도

-

1(10)

2(22)

3(11)

2(29)

-

1(17)

3(13)

3

강원도

-

3(30)

-

3(11)

-

2(18)

1(17)

3(13)

4

광주광역시

-

3(30)

-

3(11)

3(43)

-

-

3(13)

5

충청북도

3(33)

-

-

3(11)

1(14)

2(18)

-

3(13)

6

대전광역시

2(23)

-

-

2(7)

-

2(18)

-

2(8)

7

대구광역시

1(11)

-

-

1(4)

-

1(9)

-

1(4)

8

울산광역시

-

-

1(11)

1(4)

-

1(9)

-

1(4)

9

경상북도

1(11)

2(20)

2(22)

5(18)

-

2(18)

2(33)

4(17)

10

경기도

-

-

1(11)

1(4)

-

-

1(17)

1(4)

11

전라북도

2(22)

1(10)

-

3(11)

1(14)

-

1(17)

2(8)

사업 지역별 계

9(100)

10(100)

9(100)

28(100)

7(100)

11(100)

6(100)

24(100)

X2=48.42,

d.f.=30,

p=0.018

X2=36.27,

d.f.=30,

p=0.199

주* : 하드웨어사업 P 표본 30명 중 기초센터 1명, 현장센터 1명은 요인 적재값이 0.4 이하의 낮은 수치로 제외됨
주** : 소프트웨어사업 P 표본 30명 중 기초센터 3명, 현장센터 3명은 요인 적재값이 0.4 이하의 낮은 수치로 제외됨

<가설 1> 하
 드웨어 사업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 지역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 인
식에 차이가 있다.
<가설 2>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 지역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
인식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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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하드웨어 사업의 맞춤형 지원 사항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설정에 대하여 하드웨어 사업 유형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첫째, 제1유형 ‘(코로나19 극복형)주민화합 공간-앵커 시설 건립 우선 고려
형’, 둘째, 제2유형 ‘(코로나19 적응형)주민건강 유지-공원 등 환경개선 우선 고려형’, 셋째, 제3유형
‘(코로나19 회피형)주민건강 유지-빈 상가 창업공간 축소 우선 고려형’이라 명명할 수 있다. 하드웨어
사업에서 각 유형의 공통점은 ‘주민화합 공간으로 앵커 시설 건립’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와 같이 하드웨어 사업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항으로 제1유형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
하고 앵커 시설, 집수리 등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정부지침 및 예산을 적기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제2
유형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주민건강유지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람 중심
의 사업 추진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유형은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할 때까지 주민건강과 주민화
합 공간 사업을 추진하며, 빈 상가 창업공간을 축소하여 폐업을 예방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표 22> 하드웨어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항
구분
코로나19
인식유형
P 표본 특성*
(설문응답자)
긍정
코로나 측면
19
대응
방식 부정
측면

맞춤형 지원
사항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코로나19 극복형
- 주민화합 고려형

코로나19 적응형
- 주민건강 고려형

코로나19 회피형
- 창업공간 축소 고려형

- 기초센터 2명
- 현장센터 8명

- 기초센터 3명
- 현장센터 5명

- 기초센터 2명
- 현장센터 8명

- 주민화합공간 조성
- 앵커시설 건립
- 집수리 주거공간개선

- 주민건강유지 공원조성
- 부족한 주차장 공간조성
- 운동시설등 편의시설 설치

- 주민건강유지 공원조성
- 주민화합공간 앵커시설
- 지역주민 건강공간 지원

- 골목길텃밭 조성지연
- 특화가로 조성지연
- 집수리 주거복지지연

- 가로환경 개선사업 지연
- 주거공간 정주여건 지연
- 보행길/보안사업 지연

- 예산부족 거점공간 지연
- 빈 상가 창업공간 지원
- 주차장 공간마련 지연

-코
 로나19 확산화에도 불구하고
앵커시설, 집수리 등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정부지침 및 예산을 적기에
지원

-코
 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주민건강유지 및 주거환경개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람
중심의 사업 추진을 우선 지원

-코
 로나19 확산이 감소될때까지
주민건강/주민화합 공간 사업 추진
하며, 빈상가 창업공간을 축소하여
폐업을 예방하도록 지원

주* : P 표본 30명 중 기초센터 1명, 현장센터 1명은 요인 적재 값이 0.4 이하의 낮은 수치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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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사업의 맞춤형 지원 사항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설정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첫째, 제1유형 ‘(포스트 코로나19-지속 가능 지원형) 행정조직 지원-마을
축제 우선 고려형’, 둘째, 제2유형 ‘(위드 코로나19-경제 육성형) 현장 중심 경제 활성화 우선 고려형’,
셋째, 제3유형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형) 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우선 고려형’이라 명명할 수 있
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위드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19’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 프
로그램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과 같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항으로 제1유형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 제2유형은 코로나19 함께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차별화된 상품화 및 현장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3유형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 자산 탐방 등 교육 활성화
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표 23> 소프트웨어 사업 각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항
구분
코로나19
인식 유형
P 표본 특성*
(설문응답자)
긍정
코로나 측면
19
대응
방식 부정
측면

맞춤형 지원
사항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포스트 코로나19
- 행정 지속가능 지원형

위드 코로나19
- 경제 활성화 고려형

코로나19 대응
- 맞춤형 역량 강화 고려형

- 기초센터 0명
- 현장센터 8명

- 기초센터 3명
- 현장센터 5명

- 기초센터 3명
- 현장센터 5명

- 지속가능한 행정지원
- 사업종료후 행정협업
- 지역자산 차별상품화

- 지역자산 차별 상품화
- 현장중심 경제활성화
- 마을소식지 온·오프배포

- 방역기준준수 맞춤형 교육
- 주민 마을축제 추진 보류
- 지역자산 현장이야기 기록

- 지역 마을 축제 지연
- 주민참여 공간 부족
- 비점포 문화공간 제공

- 소규모 사업위주 다양화
- 소수 맞춤형 역량강화
- 전략계획수립 업무지원

- 현장중심 경제 활성화
- 비대면식 온라인 문화교육
- 비대면식 도시재생대학운영

-코
 로나19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
조직 지원과 협업이 필요

-코
 로나19 함께 일상으로 복귀
하면서 차별화된 상품화 및
현장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코
 로나19에 대응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자산 탐방 등 교육 활성화
지원

주* : P 표본 30명 중 기초센터 3명, 현장센터 3명은 요인 적재 값이 0.4 이하의 낮은 수치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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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 근무자 또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확산’으
로 도시재생 활성화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중간지원조직에 근무자 또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
하였다.
Q 모집단(진술문)은 선행연구 및 사례집 등 다양한 수집경로 통하여 100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 근무하면서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도시재생 전문가 7인에게 Q 표
본을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시재생 전문가 6명에게 62개의 Q 표본에 대한 자결적 반응과 내
적 타당도를 검증하여 총 62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P 표본은 2017년 선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중간지원조직이 대상이며,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 P 표본의 구성은 중간지원조직(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이 8명, 중간지원조직(현장지원
센터) 22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Q 표본의 분류와 코딩 과정을 거쳐 사업별 유형화를 구분한 결과 하드웨어 사업과 소
프트웨어 사업에서 각 3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먼저,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3개의 유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유형 ‘코로나19 극복형-주민화합 고려형’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화합 공간으
로 앵커시설 건립과 집수리 주거공간 개선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2유형 ‘코로나19 적응형-주민건강 고려형’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주민건강을 위한 공
간으로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장 공간 확보 등 환경개선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제3유형 ‘코로나19 회피형-창업공간 축소 고려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등이 필요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빈 상가 창업공간 지원은 축소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3개의 유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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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1유형 ‘포스트 코로나19-행정 지속 가능 지원형’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과정에서 마중물 사업
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지원과 협업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2유형 ‘위드 코로나19-경제 활성화 고려형’은 전 국민이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여 집단면역과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3유형 ‘코로나19 대응-맞춤형 역량 강화 고려형’은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 자산 탐방 등 교육 활성화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도
시재생 활성화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유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
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에서 각 유형의 공통점은 주민화합 공간으로 앵커 시설
의 건립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
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서 앵커 시설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토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항으로 공용주차
장 확보를 위하여 입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
한 사업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으로
는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2유형에서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위드
코로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등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침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1)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연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근
무자와 도시재생 전문가의 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P 표본의 수가 적고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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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식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일한 Q 표본을 제시
하더라도, 뉴딜사업 유형에 따라 인식분석 및 가설 발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동네 살
리기, 주거지 지원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사업유형별로 중간지원조직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
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유형화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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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들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어머니
31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 Model 4와 7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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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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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COVID-19 stress and parental role
stress on depression, and to verif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at regulate
these relationshi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4 moth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CESS macro Model 4 and 7.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COVID-19 stress directly affected depression, that is, the higher the
COVID-19 stress, the higher the depression. Second, the mother’s parental role str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depression. Third,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others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parental role stres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lower the parental role stress.
Finally,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role str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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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less the effect of COVID-19 stress on depression through parental
role stress. Th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further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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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64만 건 이상의 확진사례 및 5,700
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돌파 감염의 사례가 전 세계에
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예측 불가능함과 지속기간의 연장은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사
람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Shigemura and Kurosawa, 2020). Salari
등(2020)이 코로나19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0명 중 3명은 스트레스
(29.6%), 불안(31.9%), 우울증(33.7%)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은 기
혼자가 미혼자보다 높았으며(Islam et al., 2020), 부양과 돌봄의 책임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의 경우 재난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Russell et al., 2020). 특히 코로나19는
감염의 직접적 경험이 없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자발적 격리(self-isolation)
를 통해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간접적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Van Bavel
et al., 2020). 더구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으로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는 물리적·
환경적 고립은 물론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
에 직면할 뿐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밝혀져 있다(Prime et al.,
2020).
코로나19는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을 부모에게 강제적으로 이양시키게 됨으로
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와 돌봄 부담을 증가시켜 심리적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Spinelli et al., 2020). Coyne 등(2020)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다수의 아동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여 부모의 가사 노동시간의 증가와 양육 책임의 증가, 일과 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코
로나 이전에 경계가 명확했던 부모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충돌되면서 부모역할스트레스와 부담을 증가
시켰다고 보았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김
성현(2021)은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전보다 부모역할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Chung 등(2020)도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자원·심리적 영역에서 느낀
부정적 영향력이 부모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부모역할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
켜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을 낮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의 거의 모
든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부모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그 결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Abidin(1990)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책임과 사용 가능한 자원 사이의 지각된 불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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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부모의 부정적 경험으로 설명된다. 그중에서도 부모역할스트레스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이며 양
육부담감, 부모됨의 이상과 실제의 차이, 부모 역할회피를 나타낸다(권정미·박영준, 2014).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부모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됨으로써 부모역할스트레스가 이전보다 더 높
아지고, 이로 인해 자녀를 주로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
다. Gove와 Hughes(1979)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심리
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이나 불안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장병옥과 이정우(1986)는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잘 눈에 띄지 않고 반
복적이며 일상적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수행에 따른 보상과 만족을 적게 느껴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이러한 것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역할 스트레스
는 어머니의 우울을 높이고(박민지, 2019; 박석종, 2021; 박수연, 2019), 통제적 양육행동을 증가시
키며(전현진·김영희, 2013), 자녀의 애착발달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은, 2016). 이처럼 부모
역할스트레스는 어머니 개인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
조된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역할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건
강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
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완충가설에 따르면 사회
적 지지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
다(Cassel, 1976). 특히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재평
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Cohen and McKay, 2020). 사회적 지지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로부터 물리적, 정신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받는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민미희 외, 2005; 양진희, 2016). 미국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2020)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 스트레스에 대처하
는 건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면서,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심리적으로는
연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역경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 안녕
감을 증가시키고(Greve and Strobl, 2004; Lu et al., 2018), 스트레스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은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권다영·강승희, 2021; 양진희, 2016). 또한 어머니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선행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곽승주·강
유선, 2017; 김선미·김정민, 2020; 박성덕·서연실, 2016).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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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성이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 스트
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코
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존의 연구에서는 관련된 변인들의 관련성을 주로 살펴보고 있어 코로나 19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부모역할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효과는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해주는 반면, 조절효과는 일관성이 부족
하여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아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의해 부모역
할스트레스를 낮추는 기제가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 부모역할스트레스 및 우울을 낮출 수 있는 방안 탐색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나 가족상담 및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와 연
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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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 19는 많은 이들의 스트레스를 촉발시켰으며, 그들의 건강, 안전, 그리
고 경제적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Brown et al., 2020).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불
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Park et al., 2020; Shanahan et al., 2020).
또한 코로나 19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돌봄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Park et
al., 2020), 일상생활의 제약, 통제 및 실직가능성(Göksu and Kumcazz, 2020), 치료제 부족 및 감염

에 대한 두려움(Gallagher et al., 2020), 경제적 어려움, 실업, 건강보험 및 의료 서비스 접근 문제 등
(Brown et al., 2020; Pierce et al., 2020)이 불안, 우울증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
특히 코로나 19는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코로나 19 스트레스는 우울을 촉발하는 요인으
로 입증되고 있다. Russell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
트레스, 재정·자원 관련 스트레스, 자녀 양육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Ettman 등(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우울이 증가함을 밝혀내었으며, Crasta 등(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가족스트레스와 부모의 우울 및 가족기능의 관계를 살펴본 박이
슬(2021)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가족스트레스가 부
모의 우울을 증가시켰으며, 증가한 우울은 가족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경주와 김석
범(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중 친교 및 사교모임과 관련된 관계활동 영역이 코로나
블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에 지각하는 관계활동의 점수가 낮을수록 코
로나 블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코로나19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김은하 등(2021)의 연구에서도 일반 성인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스트레스, 부모역할스트레스, 우울의 관계
코로나19의 예측불가능함은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심리적 어려움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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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수 있으며(Shigemura et al., 2020), 그중에서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이러한 코로나19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Russell et al., 2020). Chung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자원, 심리적 영역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영향력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높여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낮춘다고 하
였다. Daks 등(2020)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족기능을 감소시키고, 부모의 부정
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김성현(2021)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Kerr 등(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들이 걱정, 분노와 좌절 등 부모 역할에 대해 부정
적인 감정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감정들이 부모로서의 능력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 본 이정윤과 장미경(2008)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
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송유미와 이선자(2011)의 연구에
서도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과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우울이 높아졌다. 양진희와 김영철(2016)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지각한 이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
가 이후 시점의 우울을 예측하였으며,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우울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선행하는 변인임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을 예측
하는 요인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의 복합적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거나 약화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곽승주·강유선, 2017; 김선미·김정민, 2020; 박성덕·서연실, 2016; 이숙정,
2011). 먼저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우
울의 유병률이 3.4%인 반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면 36.4%의 높은 우울 유병률이 나타나 사회
적 지지와 우울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박은옥, 2011). 생활사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

104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1호

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안녕을 보호해주는 완충역할을 하며
(권석만, 2003),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주어 심리적 긴장감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
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은비, 2016).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낮은 수준에서보
다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경험하여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숙정, 2012), 사회적 지지
는 재난과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우울증,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
에 대한 심리적 안녕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 덕분에 우울증의 증상이 줄어들 수 있다
(Shi et al., 2016).
사회적 지지에 따른 조절효과는 부모관련 변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 박
성덕과 서연실(2016)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곽승주와 강유선(201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친가 및 외가의 가
족 내 지지가 자녀가치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지지가 높을수록 양
육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 김선미와 김정민(2020)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로 살펴보았으며, 배우
자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희(2016)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전
시점의 사회적 지지는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영향력이 확인되었다.
Lu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가 확인되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Zysberg와 Zisberg(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을 연구한 결과 심리·사회적 지지가 코로나19로 인한 걱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다영
과 강승희(2021)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부적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완충효과와 직·간접적
영향력이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역할스트레스도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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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제약, 일상에서의 변화 및 자
녀 양육에 관한 어려움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
였다. 자료는 구글설문조사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인터넷을 통해 서울, 경기, 대
전, 충남, 세종, 충북지역에서 수집되었다(구글 설문 https://forms.gle/XEQLi9TnbxearCbx8). 수집
된 자료 중 대상 연령이 연구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6부를 제외한 314부(84.9%)가 최종분
석에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3세 이상 미취
학아동(35.4%), 만 3세 미만 유아(30.6%), 초등 저학년 아동(20.1%), 초등 고학년 아동(14.0%) 순으
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별은 여아(50.6%)와 남아(49.4%)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자녀의 수는 2
명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7세(SD=6.2),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1.0세
(SD=6.7)로 나타났다. 학력은 어머니 4년제 졸업(43.0%), 아버지 4년제 졸업(49.4%)이 가장 많은 비
율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고용형태는 정규직(37.3%)이 가장 많고 미취업(34.7%)이 뒤를 이었으며, 아
버지의 고용형태는 정규직(72.0%)이 가장 많았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본인과 가족 주변에 코로나19 확진 경험의 여부는 없다(71.3%)의 응답이
있다(28.7%)보다 더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경험에서도 없다(76.8%)가 있다(23.2%)보다
더 많았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2차 접종완료라고 응답한 비율이 87.9%
로 가장 높았으며, 미접종(7.6%), 1차 접종완료(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충북(55.2%), 대
전·충남(17.1%), 세종(16.7%), 서울·경기(10.1%) 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자녀
연령

구분

빈도(%)

만 3세 미만 유아

96(30.6)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111(35.4)

초등 저학년

63(20.1)

초등 고학년

44(14.0)

변인
성별

자녀 수

(N=314)
구분

빈도(%)

남아

155(49.4)

여아

159(50.6)

1명

92(29.3)

2명

183(58.3)

3명 이상

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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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어머니
고용형태

평균(SD)

38.7(6.2)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교졸

135(43.0)

평균(SD)

41.0(6.7)

59(18.8)

고졸 이하

58(18.5)

82(26.1)

전문대졸

57(18.2)

대학교졸

155(49.4)

아버지
학력

대학원졸

38(12.1)

대학원졸

44(14.0)

정규직

117(37.3)

정규직

226(72.0)

계약직·자영업

59(18.8)

계약직·자영업

71(19.5)

미취업

109(34.7)

미취업

2(0.6)

코로나19
확진 경험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여부

아버지 연령

아버지
고용형태

기타

29(9.3)

기타

15(4.8)

있음

90(28.7)

있음

73(23.2)

없음

224(71.3)

없음

241(76.8)

미접종

24(7.6)

충북

149(55.2)

세종

45(16.7)

대전·충남

46(17.1)

서울·경기

28(10.1)

기타

6(2.2)

1차 접종

14(4.5)

2차 접종

276(87.9)

계

314(100.0)

코로나19
자가격리 경험

거주지역

계

314(100.0)

2. 측정도구
1) 우울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수정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7문항) 및 대
인관계(2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감정은 역채점하여 네 개의 하위 척도를 총합하여
우울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
점 Likert 척도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는 .936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스트레스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은하, 박소영, 이예지, 박현(2021)이 한국인을 대상
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코로나19(COVID-19)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 3
개 하위요인(‘감염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분노’)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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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다고 밝혀진 감염에 대한 두려움 9문항과 사회
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6문항의 총 15문항만을 택하여 측정하였다(Brown et al., 2020).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스트레스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31로 나
타났다.

3) 부모역할스트레스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오지
수(2007)가 수정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부모의 디스트레스(11문항), 부모-자녀
의 역기능적 상호작용(11문항) 및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8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머니의 디스트레스 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역할 디스트레스는 ‘나는 내 자녀를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
‘자녀가 생기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에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
으며, 11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10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713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를 김순기(2016)
가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존경, 애정, 관심, 신뢰의 ‘정서적 지지’, 개인이 문제
에 대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질적 지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
를 전달하는 ‘평가적지지’의 4개의 하위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스트
레스와 관련성이 적은 평가적 지지를 제외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총 19문항을 사
용하였다(Respler et al, 2012).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7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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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
는 사회적지지(r =-.163, p <.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부모역할스트레스(r =.342, p <.001) 및 우
울(r =.455, p <.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역할스트레스(r =-.462,
p<.001) 및 우울(r =-.426, p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우울
(r =.738, p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1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코로나19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N=314)

부모역할
스트레스

우울

코로나19 스트레스

1

사회적 지지

-.163**

1

부모역할스트레스

.342***

-.462***

1

우울

.455***

-.426***

.738***

1

M

2.590

3.160

2.264

2.041

SD

.599

.535

.378

.507

왜도

-.622

-.452

.162

.326

첨도

.585

.915

.7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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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
가 제시한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매개변
수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고, 매개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
소해야만 한다(MacKinn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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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 =.217, p <.001), 부모역할스트레스도 우
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884, p <.001). 또한, 우울에 대한 코로나19 스트레
스의 총효과는 β =.386(p <.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부모역할스트레스가 투입되면서 우울에 대한 코
로나19 스트레스의 직접효과는 β= .195(p <.001)로 감소하여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이, 부트스
트랩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
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3>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변수

β

se

t

상수

1.703

.089

19.061***

코로나19 스트레스

.217

.034

6.438***

F

R2

41.448***

.117

224.860***

.591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부모역할스트레스)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우울)
상수

-.464

.120

-3.862**

코로나19 스트레스

.195

.033

5.948***

부모역할스트레스

.884

.052

17.088***

*** p<.001.

<표 4>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β

se

LLCI*

ULCI**

총효과

.386

.043

.302

.470

직접효과

.195

.033

.130

.259

간접효과

.191

.032

.208

.437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3.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
절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이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5,000회
를 지정 및 신뢰구간 95%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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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스트
레스는 부모역할스트레스(β =.493, p <.01)에,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우울(β =.884, p <.001)에 정적 영향
을 미쳤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스트레스
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부모역할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β =-.099, p <.05)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87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코로나19 스트
레스는 부모역할스트레스를 높여 우울을 증가시키지만,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β

경로

se

t

F

R2

44.215***

.300

224.860***

.591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부모역할스트레스)
1.941

.371

5.226***

코로나19 스트레스

상수
→

부모역할스트레스

.493

.139

3.550**

사회적 지지

→

부모역할스트레스

-.047

.111

-.428

코로나19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

부모역할스트레스

-.099

.042

-2.357*

-.464

.120

-3.862***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우울)
상수
코로나19 스트레스

→

우울

.195

.033

5.948***

부모역할스트레스

→

우울

.884

.052

17.088***

조절된 매개지수

se

LLCI*

ULCI**

-.087

.038

-.160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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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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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6> 및
<그림 3>과 같다. 사회적 지지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M–1SD, M, M+1SD 수준에서 모두 95%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저집단, 중집단 및 고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평균의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역할스트레스
가 높아지는데, 이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
다. 즉,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은 부모역할스트레스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표 6>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조건부간접효과

코로나19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β

se

LLCI*

ULCI**

M-1SD

.206

.031

.142

.263

M

.160

.026

.107

.209

M+1SD

.113

.035

.042

.180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그림 3>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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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사
회적 지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모역
할스트레스가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연구(김은하 외, 2021; 박이슬, 2021; Ettman et al., 2020;
Russell et al., 2020)의 결과와 일관되며,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김성현, 2021; 배은정, 2021; Kerr et al., 2021)를 뒷받침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부모들
로 하여금 역할을 가중시키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하였으며,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고 자
녀와 함께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부모들은 스트레스(Brown et al., 2020)와 심리적 건
강(Russell et al., 2020)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와 일
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양과 돌봄의 책임이 있는 부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취약하다고 보고한 Russell 등(202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
다. 이는 자녀와 가족의 안전과 안녕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가 어머니의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정 정서를 유발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우울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방식의 선호는 사회적 고립감과 외
로움을 증가시키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은 양육스트레스와 더불어 우울의 강도를 높이고 만성화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
을 감소시키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임을 입증해준다.
둘째,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
미하게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면 부모역
할스트레스가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
과를 검증한 연구(박성덕·서연실, 2016; 양진희, 2016; Lu et al., 2018)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
적 지지 및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활력과 에너지를 부여하고,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강민주 외, 2020; 김종두·오가영, 2018)와 사회적 지지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권다영·강승희, 2021; Zysberg and Zis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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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들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Ren 등(202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사회적 지지가 코로나19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
게 가중되는 부모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재요인이 됨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위기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제도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부
각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사회
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를 통해 우울에 미치
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이 확인되었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 때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
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산부가 지각
하는 사회적 지지가 반복되는 부정적 사고, 외로움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Harrison
등(2021)의 연구와 흐름이 같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
적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증의 위험이 63% 낮음을 보고하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 증상의 중요
한 예측 변수임을 밝혀낸 Grey 등(202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의 효과를 중재
하는 주요 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라는 재난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우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 완화를 돕고 심리적 안
녕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
기 위해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경
우 가정 내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호소하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
역사회에서는 어머니 대상의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확충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개입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들의 경우 우울
로 인해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지역사
회 복지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녀의 돌봄기관 및 학교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가정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실시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들의 심리방역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이완 프로그램,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인지·정서 프로그램 및 전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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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확충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사회적 거
리두기의 기간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역지침을 지역 단위 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생활 사건에서 발생하는 스
트레스와 위기상황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물질적 도움이나 정보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개인의 안녕을 보호해주는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 돌봄지원서비
스나 돌봄수당 등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
은 특히,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저소득가정 등에게 더욱 취약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포괄하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단위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및 양육코칭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료
수집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편의 표집으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기반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잠재
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추이 변화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탐
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시키는 요인에 관한 추가
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과중된 부모역할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 높아져서 나타난 결과
인지, 아니면 부모역할스트레스 자체를 우울로 인지하는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해석에 제한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코로나 19하에서의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의 관련성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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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 이동과 임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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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청년 패널조사 1-13차(2007~2019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동하는 과정과 이동을 통한 임금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수도권 지역 청년층 임금근
로자의 21.9%는 이직 경험이 없이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78.1%는 최소 1회 이상 일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이직경험자는 비 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7.5% 임금손실이 발생하였고, 산업간 이직자는 산업 내 이직
자에 비해 2.7%, 직종간 이직자는 직종 내 이직자에 비해 4.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Light and McGarry(1998)를 포함한 국내·외 연구의 대부분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대체로 부합
한다. 즉, 청년층들은 자신의 적성과 선호(희망 직업)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이직(직업탐색이론)하기보다는, 개인 고
유의 특성에 의해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이직을 피하는 행위를 취하고, 낮은 생산성의 근로자는 지속
적으로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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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한 국가의 미래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
은 나라들에서 주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시장에 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동안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이
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들이 제시된 바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
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 중에 청년층 고용 및 실업에 관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는 소식을 접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그만큼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사태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형태의 다
변화 및 다각화, 유가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등 노동시장과 경기변동 요소,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국내외 정치 환경의 급변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
회의 각 부문별 위험요인에 대한 위기감 및 경각심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지만 ‘청년고용’과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없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화두로 나타나고 있다(김유빈 외, 2017; 이영
민 외, 2010).
특히 청년층은 학교에서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루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
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스펙을 준비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거친다
(황광훈, 2018).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진입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많은 청년들은 현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고임금 및 정년이 보장된 일자
리나 자신의 역량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잦은 이직을 경험하게 된다(황광훈, 2018). 일자리
를 첫 경험하는 청년층의 직장 이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합리적인 탐색 과정일 수 있
다(문영만 외, 2017).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은 생애직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
험하고 탐색하면서 생애직업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할 뿐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기
간을 거친다(김미란 외, 2011; 김정숙, 2009). 하지만 짧은 기간에 빈번한 직장이동 및 조기 퇴사는 숙
련형성을 어렵게 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영만 외, 2017; 안준기,
2015; 이병희, 2002; Light and MsGarry, 1998; Neumark, 2002).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낮은 이
직률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높은 이직률은 기업 특유의 인적자본 손실을 초래
해 생산성 하락 등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문영만 외, 2017).
일반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직장 이동과 임금의 변화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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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실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초기에 직장 이동이 많으며 이 시기
의 직장 이동은 임금 상승을 동반한다는 것이다(김혜원 외, 2008). 하지만 직장 이동과 임금 변화의 방
향이 반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여 직업이동
에 따른 임금격차를 강조하는 Stayer-Mover 모형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은 이직을 피하고자 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이직을 단행하기 때문에 직업이동과 임금은 반비례의 관계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Blumen, Kogan and McCarthy, 1955).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및 실업문제가 사회적,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이직
과 관련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단기 기간 내 이직의 임금효
과 등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school to work) 중 일부 단편적인 시점 및 기간에서의 분석
과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대부분 횡단면 자료이거나 짧
은 종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초기 및 단기 변화에만 치중되어 분석하
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시도)이나 권역(수도권/비수도권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동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자료
(2007~2019년)이면서 지난 13년 동안 장기적으로 축적된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과정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일자리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은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동하는 과정과 이동을 통한 임금의 변화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수도권 지역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첫 일자리를 시작으로 마
지막에 안착하는 일자리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첫 일자리를 현
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집단과 일자리 이동과정을 거친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ㆍ분석하고, 이동
횟수에 따른 임금 등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이직이 노동시장의 성과인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적으
로 분석한다. 특히, 이직에 의한 임금 효과와 더불어 산업간 이직, 직업 간 이직 등 이직의 유형에 따라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관찰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엄밀하고 동태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
후의 이동과정과 임금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 노동시장에서의 첫 일자
리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직에 따른 임금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
리나라 청년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Ⅰ장 이후, 제Ⅱ장에서는 직업이동(이직)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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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등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실증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
는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 이동 분포 및 특징을 분석하고, 제Ⅴ장에서는 이직에 의한 임금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
약한 후,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제언 등을 맺음말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Ⅱ. 선행연구 검토
노동이동(labor mobility)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은 대
체로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노동이동이란 “노동력의 산업·지역 간 등의 이동, 신규노동력의 유입, 기존
노동력의 사망, 은퇴 등 노동시장에 있어 노동력의 움직임”이라 하였으며(김유배, 2006), 헌터와 레이
드(L.C. Hunter and G.L. Reid, 1970)에 의하면 노동이동이란 “기업 내의 직무·기업 간 내지는 산업·
지역 간에 있어 노동자의 취업상 지위 또는 노동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관련된 노동자의 움직임”
이라 하였다.
한편, 기업의 관점에서 본 노동이동(labor mobility)은 노동자가 기업으로 들어오는 입직(accession)
과 기업을 떠나는 이직(separation)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신규채용(new hires), 재채용 또는 소환
(recalls), 사직(quits), 일시 해고(layoffs), 은퇴(retirements) 등이 포함된다. 입직은 신규 채용과 일
시 해고 중에 있는 근로자의 소환으로 이루어지며 이직은 보통 사직, 일시 해고, 해고, 기타 이직 등 4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1)
이상의 견해를 통해 우리는 노동이동을 노동력 상태의 변경, 노동시장에의 유입 및 퇴출, 노동시장
안에서의 움직임, 여러 노동시장 간의 이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노동자의 이동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시장에서든지 일자리는 자발적인 교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사회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존하여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의 최대 만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노동을 배분한다. 즉,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로부터 높은

1) 사직은 자진사퇴 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도 하며 정년퇴직이나 군입대, 동일기업의 타 사업장으로의 배치 전환 등의 이유가 아닌
경우로 근로자가 자신이 희망하여 또는 스스로의 주도하에서 이직하는 경우이다. 일시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업의 가
동률 저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해고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고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회사의 규칙을 위
반하는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면직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기타 이직은 군복무, 정년퇴직, 신체적 장애, 사망 등으로 그
만두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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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로의 근로자들의 이동은 균형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도록 유인한다.
그런데, 이동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노동자들은 다른 곳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많은 경우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탐색행위는 자신들이 현재의 일
자리를 먼저 사직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노동이동이 왜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는 신고전학파적 이론인 임금격차설과 그것을 수정한
취업기회설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노동이동의 원인을 임금 격차에서 구하고 노동력의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푸쉬(push) 가설이며, 후자는 그것을 취업 기회의 차이로서 설명하는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풀(pull) 가설이다.
임금격차설은 저임금의 산업 및 지역에서 고임금의 산업 및 지역으로 노동자가 이동한다는 이른바
노동력의 공급 측면을 강조한 반면, 취업기회설은 타 산업,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취업 기회의 증감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으로 노동력의 수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이동의 원인에 관한 두 가지 설명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비교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다.
왜냐하면 전자의 이론은 정태적·균형적인 파악인데 비하여 후자는 동태적인 파악이기 때문이다. 또
한 임금 격차가 존재해도 취업 기회가 있지 않으면 이동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취업 기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익보다 낮게 된다면 이동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동에 있어 임금 격차와 취업
기회는 상호 배타적인 이론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취업자의 직장 이동 및 임금 효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층이 노동시장
정착 과정에서 초기의 빈번한 직장 이동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직업 탐색(job shopping)
과정이므로 생산적인 투자활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연구(Topel and Ward, 1992; Neal, 1999; 김
동규ㆍ어수봉, 2010)와 청년 취업자의 잦은 직장 이동은 인적자본 투자를 저해하여 임금과 근로조
건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문영만, 2017; 이병희, 2002; Light and MsGarry, 1998;
Neumark, 2002)가 있다.
해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위의 내용과 같이 상반된 분석 결과를 보인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
후의 직장변동을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Topel and Ward(1992)와 Light and McGarry(1998)가
분석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사업체-근로자 연계추적자료(LEED, 1957∼1972)를 사용하여 청년 남자
의 15년간에 걸친 직장 이동과 임금 변화를 분석한 Topel and Ward(199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
시장 진입 초기 10년 동안 미국의 남성 근로자는 평균 7회의 직장을 경험하여, 40여 년간의 근로생애
에 걸친 직장 이동의 3분의 2에 이른다(황광훈, 2019). 또한 근로생애 초기 10년 동안 임금 증가의 3분
의 1은 직장 이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시기의 빈번한 직장 이동은 안정적인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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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경력개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병희, 2002).
반면 Light and McGarry(1998)의 분석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2) 표본자료 중에서 1957~1964년생 12,684명을 추출
한 후 1979~1994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백인 남성 3,790명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초기에서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 비해서 직장 이동 경험이 없는 근로자의 임금이 높다는 유의
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직업이동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임금수준이 낮으며, 저임금을 동반한 이동과 이행과정을 경험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직업이동이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고 관측 불가능한 요인들
에 의존하는 경험재적인 특성을 갖는데서 기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Keith and McWilliams(1995)는 NLSY 1979∼1988을 사용하여 단일 직장 이동이 아닌 누적적인 직
장 이동 경험(cumulative job mobility)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직장 이동 횟수가 임금
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직사유별로 구분한 누적적인 직장 이동 경험은 임금에 상반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 2002). 즉, 경제적 이유나 가족적 이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 횟수
는 많을수록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정리해고나 징계해고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직 횟수는
많을수록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직장 이동만이 아니라 과거의 누적된 이직들
도 이후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병희, 2002).
Neal(1999)은 청년층의 노동이동 과정을 산업 및 직업으로 본 경력형성의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노동
이동을 직장을 옮기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 내 이동과 직장뿐만 아니라 수행하
는 업무도 완전히 바뀌는 경력 간 이동으로 구분하였다. 근로 경험 생애 초기에서는 경력 간 이동과정
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탐색하다가, 경력 일치(career match)가 이루어진 후에는 직장 이동과정을 통
해 적합한 직장을 선택하는 노동이동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NLSY 자료(1979∼1992)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청년 남자는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4.2회의 직장 이동을 경험하며, 이
중 산업 및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경력 간 이동률은 55%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
장 경력이 증가 및 장기화가 될수록 경력 간 이동은 감소하게 되어, 경력 일치에 다다르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2) NLSY는 미국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이 주관하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NLSY79와 NLSY97 두 개의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다. NLSY79는 1979년 당시 14-22세(1957-1964
년 생) 12,686명을 대상으로 1차도 조사를 시작했으며, Cross-Sectional Sample(6,111명), Supplemental Sample(5,295명)
△Military Sample(1,280명)로 구성되어 있다. NLSY97은 1997년 당시 12-17세(1980-1984년 생) 8,984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를 시작했으며 Cross-Sectional Sample(6,748명), Supplemental Sample(2,2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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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Parrado, Caner, Wolff(2007)는 PSID(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이
용하여 산업 및 직업에서의 이동성을 연구하였다. 특히, 기존자료 함께 새로운 산업과 직업코드를 이용
하여 미국에서 1969~1980년과 1981~1993년 기간 동안의 개인의 산업 및 직업에서의 이동성을 면밀
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후기기간(1981~1993년)에서 근로자들의 산업과 직업의 변화가 더 자주 일
어났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남성의 산업 및 직업변화가 소득감소와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의 남성들일수록 산업이나 직업을 전환할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
다. Gius(2014)는 직업이동의 3가지 유형(직업변화, 산업변화, 직업 및 산업변화)에 따라 소득에 어떠
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연구를 하였다.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를 로그선형임금회귀 (self-selection에 대한 수정
반영)로 추정한 결과, 동일 산업 또는 동일 직업 안에서의 직업이동은 모두 임금을 상승시키고 있으나,
산업과 직업이 변화하는 것은 모두 임금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황광훈, 2019).
다음으로 이직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대체적으로 해외 연구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먼
저 이병희(2002)의 연구 결과,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정착 과정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험은 지속
적으로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혜원 외(2008)의 연구 결과도 직장 이동은
임금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직장 내에서의
임금 상승은 6%, 실직 기간 없이 직장간 이동을 경험한 경우는 7%, 실직을 경유한 직장 이동은 –10%
로 나타났다. 또한 이우정 외(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직에 의한 임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직장간
이동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서만 순임금 변화 값이 양(+)의 변화를 보였으나 사직 이동의 경우는 남녀
모두 순임금 변화율이 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만 외(2017) 연구에서는 이직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의 경우 이직한 청년 취업자가 3.1% 낮았으며, 이러한 임금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확대되
었다. 반면, 김안국(2005)의 연구에서는 직장 이동 경험이 많은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직장 이동과정을 통해 임금수준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일자리 지속성(유지 기간) 관련 연구를 몇 가지 정리해보면, 먼저 김경휘(2009)의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 중 대략 36%와 50%는 취업 이후 2년과 5년이 경과 한 시점에서 정규직 상태에
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근로자도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이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이동 및 안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가 필요하며, 패널자료가 상당 기간 이상 축적되어
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분석과 관련된 주제에 사용할 수 있는 패널자료가 일부만 존재하고 있으며, 만
들어져서 축적된 시기도 비교적 짧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동(이직)과 관련된 연구는 과거에 비해 점차 늘
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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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 업무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
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강순희(2016)의 연구에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첫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3년간
동일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은 각각 38.4%와 47.2%로 나타나, 정규/비정규 등 고용 형태와는
상관없이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상당히 큰 일자리 변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황광훈(2020)의 연구에서는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을 추정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의 첫 일자리 이
탈 가능성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전공과 업무 일치도가 높은 집단은 전공과
업무 불일치 집단보다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탈할 가능성
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 분석자료 및 모형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 및 임금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현재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는 1-13차(2007~2019
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고, 추가로 분석과정에서 포함을 시키거나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에 대해서는
1~13차 전체자료도 연결을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는 1차(2007년)부터 13
차(2019년)까지 각 조사 년도(차수)별 첫 일자리, 현재 일자리, 경험 일자리 등 모든 일자리 경험 정보
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일자리 변동
에 대해 종합적 및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패널자료이면서 13년간 데이터가 축적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뿐만 아니라 이동, 안착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
는 자료이다.
직장 이동(이직)이 대표적인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pooled OLS(합
동 OLS) 모형과 패널고정효과모형(panel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한다. 우선 pooled OLS 모형을
이용하여 이직에 의한 임금 효과를 추정한 후, 패널 자료의 특성을 이용한 패널고정효과모형의 추정 결
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다.
pooled OLS 모형(식 1)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 함수를 이용할 것이며, 종속변수
(wage)는 로그실질월평균임금이고, 설명변수는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금 함수 추정모형에서 일반적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벡터(성별더미, 학력 더미, 연령, 연령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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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일자리 근속기간, 사업체규모 더미, 산업 더미, 직업 더미, 종사상 지위 더미, 학력/기술/전공 미스
매치 더미 등)와 이동여부(move) 더미이다.
(1)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이직자 집단과 비 이직자 집단의 값이 각 패널개체 그룹별로 동일(이직
=1, 비이직=0)하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여기서는 패널그룹별로 시계열에 의한 변동이 있는
이직자 그룹만 추출하고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이직유형(산업 간 이동, 직업 간 이동)에 의한 임금
효과를 추정하도록 하겠다(식 2, 식 3).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이유는 패널개체에서 관찰
되는 특성 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는, 즉 미관찰된 특성까지도 정확히 통제하여 각각의 이직유형이 종
속변수인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다.

(2)
(3)
여기에서 종속변수인

는 실질 월평균 임금을 로그화 시킨 값이고,

는 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임금 함수 추정모형에서 일반적으로 통제변수
로 이용되는 벡터값(성별 더미, 학력 더미, 연령, 연령의 제곱, 현 일자리 근속기간, 기업체 규모 더미,
산업 및 직업 더미, 종사상 지위 및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더미 등)이다.

는각

각 산업간 이직(기준집단:산업 내 이직), 직종 간 이직(기준집단:직종 내 이직) 여부 더미이고,

,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인의 미관찰 이질성을 나타내는 오차항(E(

)=0,

E(

)=0)이며,

,

,는 순수 오차항이다.

Ⅳ.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이동 분포 및 특징
수도권 지역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주요 인구학적인 특성과 분포(<표 1>,
<표 2>)를 살펴보면, 분석에 사용한 전체 표본 1,827명 중 21.9%는 이직 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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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으며, 78.1%는 최소한 1회 이상 일자리를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비 이직자(첫 일자리 유지자) 비율이 23.8%로 여성(20.4%)보다 3.4%p 높게 나타난 반면, 이동 경험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남성:76.2%, 여성:79.6%). 학력별 분포에서는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비
이직자(첫 일자리 유지자) 비율이 13.7%, 전문대졸 20.1%, 대졸 이상 29.4%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첫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청년층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
입하여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첫 직장에서 고학력자들의 경우 대부분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
하고 있으며, 저학력 청년층의 경우 상당수가 첫 직장에서의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추정된
다. 전체적으로 평균 이동 횟수는 1.98회이며 최대 이동 횟수는 12회까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으나,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층의 평균적인 이동 횟수가 2.37회로 대졸 이상
(1.62회) 및 전문대졸(2.07회) 고학력층에 비해 더 많은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성별 일자리 이동 횟수 분포
전체

이동횟수

(단위: 명, %, 회)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00

21.9

190

23.8

210

20.4

0회
1회

497

27.2

225

28.2

272

26.5

2회

366

20.0

155

19.4

211

20.5

3회

251

13.7

93

11.6

158

15.4

4회

131

7.2

50

6.3

81

7.9

5회 이상

182

10.0

86

10.8

96

9.3

전체

1,827

100.0

799

100.0

1,028

100.0

평균 이동횟수

1.98

1.93

2.01

표준편차

1.85

1.92

1.80

최대 이동횟수

12

12

11

<표 2> 학력별 일자리 이동 횟수 분포

이동횟수

고졸이하

(단위: 명, %, 회)

전문대졸

대졸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회

80

13.7

98

20.1

222

29.4

1회

149

25.5

139

28.5

209

27.7

2회

135

23.1

88

18.1

143

18.9

3회

94

16.1

72

14.8

85

11.3

4회

51

8.7

34

7.0

4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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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

76

13.0

56

11.5

50

6.6

전체

585

100.0

487

100.0

755

100.0

평균 이동횟수

2.37

2.07

1.62

표준편차

1.99

1.91

1.63

최대 이동횟수

12

11

9

주 : 학력은 첫 일자리 시점 기준임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와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이동 분포를 분석해보면(<표 3>), 첫 일자리가
상용직 또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취업자의 경우 상당수는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상
용직:28.1%, 대기업:34.4%).
반면,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이었던 청년취업자 457명 중 3.3% 만이 이직행위 없
이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29.3%는 1번, 24.5%는 2번의 일자리 이동을 보였으며, 14.9%는 최
대 5회 이상 이동한 경험을 보인다.
또한, 기업체 규모가 50인 미만인 소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층 취업자 829명 중 13.2%는
이직 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유지하였으나, 86.8%는 1회 이상 직장을 이동하였다. 첫 일자리 진입단계
부터 임시/일용직, 소기업 등 불안정하고 취약한 고용상태에 직면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이직을 경험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노동시장 생애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첫 일자리 진입 시점부터 일자리의 질(임금, 고용 안정
성, 근로조건 등)이 양극화되면서 그 격차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격차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표 3> 종사상 지위 및 기업규모별 일자리 이동 횟수 분포

이동횟수

상용직

임시/일용직

소기업

(단위: 명, %, 회)

중기업

대기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회

385

28.1

15

3.3

109

13.2

64

18.9

227

34.4

1회

363

26.5

134

29.3

223

26.9

100

29.6

174

26.4

2회

254

18.5

112

24.5

184

22.2

63

18.6

119

18.0

3회

170

12.4

81

17.7

134

16.2

49

14.5

68

10.3

4회

84

6.1

47

10.3

72

8.7

25

7.4

34

5.2

5회 이상

114

8.3

68

14.9

107

12.9

37

11.0

38

5.8

전체

1,370

100.0

457

100.0

829

100.0

338

100.0

660

100.0

평균 이동횟수

1.76

2.64

2.33

2.06

1.49

표준편차

1.80

1.85

1.91

1.87

1.66

최대 이동횟수

12

11

12

10

11

주 : 기업체규모 분류 기준은 소기업 50인 미만,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임(이하 표에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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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4>는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라서 각 일자리별 평균적인 지속 기간을 분석하여 정리한 내
용이다. 이동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청년층의 평균 일자리 지속 기간이 8.86
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1회 이직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는 평균 2.9년의 첫 일자리 지속 기간을 보였
으나, 2번째 일자리에서는 4.97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중 상당수의 청년층은 현재 기준으로 2번
째 일자리에서 노동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지속 기간의 차이가 큰 폭으로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이동 경험이 2회를 넘는 경우도 마지막 시점에서 안착한 일자리의 평균 지속 기간은 이
전단계에서의 평균적인 일자리 지속 기간에 비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동 경험 횟수가 증가할
수록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는 최근에 관측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지속 기간이 다소 짧게 나
타나고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평균적인 지속 기간을 보면(<표
5>), 남녀가 모두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의 평균적인 일자리 지속 기간은 이전 단계 일자리의 지속 기
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첫 일자리를 유지중인 경우 남성은 9.96년, 여
성은 7.85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지속 기간이 긴 것으로 확인되며,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지속 기간도 남성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노동시장
근로경험 기간(일자리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력
단절 등 일자리 단절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 기간
이동 횟수

일자리 고유번호
1번째 일자리
2번째 일자리
3번째 일자리
4번째 일자리
5번째 일자리
6번째 일자리
7번째 일자리

(단위: 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평균

8.86

2.90

2.20

1.97

1.99

1.45

1.28

표준편차

(4.33)

(1.34)

(2.84)

(2.16)

(1.91)

(2.06)

(1.29)

평균

4.97

2.53

2.09

1.52

1.26

1.14

표준편차

(4.12)

(2.38)

(1.98)

(1.47)

(1.04)

(1.05)

평균

3.90

2.37

1.74

1.36

1.22

표준편차

(3.33)

(1.98)

(1.79)

(1.42)

(1.21)

평균

3.34

1.77

1.44

1.34

표준편차

(2.79)

(1.42)

(1.19)

(1.08)

평균

3.34

1.83

1.41

표준편차

(3.15)

(1.56)

(1.00)

평균

2.81

1.75

표준편차

(2.22)

(1.29)

평균

1.71

표준편차

(1.77)

주 : 일자리 이동 횟수 7회 이상은 생략(이하 표에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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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 기간(성별)

일자리 고유번호
1번째 일자리

이동 횟수
0회
9.96

2번째 일자리

1회

2회

3회

2.83

2.25

6.00

2.86
4.17

3번째 일자리
남성

(단위: 년)

4번째 일자리

4회

5회

2.02

1.79

1.25

1.01

2.10

1.49

1.57

1.29

2.68

1.94

1.75

1.30

3.70

1.71

1.69

1.41

3.50

2.03

1.39

2.59

1.57

5번째 일자리
6번째 일자리
7번째 일자리
1번째 일자리

1.61
7.85

2번째 일자리
3번째 일자리
여성

6회

2.96

2.16

1.94

2.11

1.59

1.78

4.13

2.29

2.09

1.53

1.04

0.86

3.70

2.19

1.61

1.10

1.07

3.12

1.81

1.27

1.21

4번째 일자리
5번째 일자리

3.25

6번째 일자리
7번째 일자리

1.69

1.45

2.96

2.08
1.91

주 : 일자리 이동횟수 7회 이상과 표준편차는 생략

학력별로 살펴보더라도 모든 학력층에서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의 지속 기간은 이전 단계 일자리
지속 기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하지만 이동 경험 없이 현재시점까지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고졸 이하 학력층은 평균
7.88년, 전문대졸 9.04년, 대졸 이상 9.13년으로 고졸 이하 저학력층보다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지속 기간이 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동 횟수별 각 일자리 지속 기간도 저학력 청년층에 비해 고학력 청
년층의 일자리 지속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저학력층의 일자리 이동과정에서는 고학
력층 보다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기간이 다소 길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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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 기간(학력별)

일자리 고유번호
1번째 일자리

이동 횟수
0회
7.88

2번째 일자리

1회

2회

2.48
4.30

3번째 일자리
고졸이하

(단위: 년)

3회

4회

2.03

1.61

2.45

1.80

3.49

4번째 일자리

5회

6회

2.16

1.35

1.29

1.61

1.06

1.11

2.16

1.77

1.02

1.35

3.27

1.66

1.11

1.15

3.25

2.07

1.48

3.15

1.89

5번째 일자리
6번째 일자리
7번째 일자리
1번째 일자리

1.74
9.04

2번째 일자리

2.61

2.15

2.32

2.01

1.71

1.55

5.34

2.44

2.29

1.55

1.69

0.92

2.49

1.43

1.81

1.08

3.44

1.96

1.61

1.62

3번째 일자리
전문대졸

3.79

4번째 일자리
5번째 일자리

3.27

6번째 일자리

1.70

1.22

2.47

1.75

1.35

0.74

7번째 일자리
1번째 일자리

1.69
9.13

2번째 일자리
3번째 일자리
대졸이상

4번째 일자리
5번째 일자리
6번째 일자리
7번째 일자리

3.40
5.20

2.39

2.04

1.78

2.67

2.24

1.39

1.14

1.64

4.35

2.50

1.92

1.37

1.20

1.74

1.65

1.21

3.50

1.67

1.65

2.72

1.46

3.32

1.70

주 : 표준편차는 생략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이동 경험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임금을 보면(<표 7>), 이직 경험이 없는 첫 일자리 유
지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308.7만 원으로 1회 이상 이동 경험이 있는 이직자 집단(마지막 시점 기준
242~277만 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의 각 일자리 단계에서의 임금수준은 직전에 경험한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비
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직 경험이 1회인 집단을 보면 첫 일자리의 임금은
185.0만 원이었는데 2번째 일자리에서 277.3만 원으로 큰 폭으로 임금 상승이 발생한다. 이직 경험이
없는 집단(0회)에 비해 이직 경험이 있는 집단(1회 이상)의 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직경험자
집단 안에서는 최종적으로 안착한 일자리의 임금은 이전 일자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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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월평균 임금
이동 횟수

일자리 고유번호
1번째 일자리
2번째 일자리
3번째 일자리
4번째 일자리
5번째 일자리
6번째 일자리
7번째 일자리

(단위: 만원)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평균

308.7

185.0

164.6

156.1

151.2

145.9

138.2

표준편차

(141.0)

(83.9)

(70.4)

(69.5)

(75.4)

(49.2)

(62.6)

평균

277.3

197.1

181.5

169.0

162.4

156.3

표준편차

(150.1)

(89.1)

(87.0)

(70.5)

(58.5)

(57.7)

평균

271.2

207.7

184.5

175.0

141.6

표준편차

(182.7)

(101.3)

(108.0)

(78.0)

(55.6)

평균

282.2

192.8

184.5

191.6

표준편차

(227.3)

(85.5)

(62.6)

(66.9)

평균

249.1

213.3

212.8

표준편차

(109.0)

(77.2)

(65.2)

평균

242.1

224.9

표준편차

(101.2)

(82.7)

평균

268.7

표준편차

(95.8)

주 : 월평균 임금은 각 일자리에서 마지막 시점 기준이며, 통계청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소득으로 다시 산출하여
계산한 값임(이하 표에서는 생략)

이직을 경험한 집단을 기준으로 이동 횟수별로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
면(<표 8>), 이직을 경험한 횟수가 적을수록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1회 이
직경험자의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277.3만 원으로 6회의 이직 경험자의 268.7만 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 횟수가 증가될수록 첫 일자리로부터 마지막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임금 증가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회:49.9% → 4회:64.7% → 6회:94.4%). 이는 이직
경험이 많아질수록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표 8> 이직경험자의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단위: 만원,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첫 일자리

185.0

164.6

156.1

151.2

145.9

138.2

마지막 일자리

277.3

271.2

282.2

249.1

242.1

268.7

격차

92.3

106.5

126.1

97.9

96.3

130.4

증가율

49.9

64.7

80.8

64.7

66.0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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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횟수별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성별로 살펴보면(<그림 1>), 이직 경험없이 첫 일자리를 유
지하는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373.0만원, 여성 250.6만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22.4만원 많고,
여성은 남성 임금의 6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첫 일자리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발
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직하면서 경험하는 일자리에서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직 경험 집단내에서 성별로 이동 횟수에 따른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수준으로 비교해 보
면(<표 9>), 남녀 모두 이직 경험 횟수가 적을수록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마지막 시점 월평균 임금(성별)

(단위: 만원)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표 9> 성별 이직경험자의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단위: 만원, %)

남성

여성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첫일자리

202.5

183.5

172.4

159.1

150.2

147.1

마지막일자리

337.0

316.0

364.5

312.7

289.4

298.9

격차

134.4

132.5

192.1

153.7

139.2

151.8

증가율

66.4

72.2

111.5

96.6

92.7

103.2

첫일자리

170.5

150.8

146.5

146.4

143.0

121.8

마지막일자리

227.4

236.7

233.0

211.2

208.4

210.6

격차

57.0

85.9

86.5

64.8

65.4

88.9

증가율

33.4

57.0

59.1

44.3

45.7

73.0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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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학력별로 보면(<그림 2>), 이직 경험이 없는
첫 일자리 유지 그룹의 월평균 임금은 고졸 이하 239.9만 원, 전문대졸 261.2만 원, 대졸 이상 354.8만
원으로 대졸 이상 학력층은 고졸 이하 학력층보다 115.9만 원 많고, 고졸 이하는 대졸 이상 학력층 임
금의 6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첫 일자리 시점에서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후 이직하면서 경험하는
일자리에서는 점차적으로 학력 간 임금 격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직 경험 집단을 기
준으로 학력별로 이동 횟수에 따라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으로 비교해 보면(<표
10>), 대체로 고학력층에서는 이직 경험 횟수가 적을수록 마지막 안착한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높게 나
타났다(5회:235.6만 원 → 1회:288.8만 원).
하지만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 비해 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층에서는 이동 횟수에 따른 마지막 일자리
의 임금 격차는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 뚜렷한 경향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2>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마지막 시점 월평균 임금(학력별)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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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력별 이직경험자의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단위: 만원, %)
1회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2회

3회

4회

5회

6회

첫일자리

143.5

138.3

123.1

133.6

121.2

130.4

마지막일자리

226.2

252.7

273.5

240.1

198.8

244.3

격차

82.7

114.4

150.4

106.5

77.6

113.9

증가율

57.6

82.7

122.1

79.7

64.0

87.3

첫일자리

170.6

154.5

157.7

165.4

154.0

131.9

마지막일자리

250.6

217.1

251.4

221.9

243.6

260.1

격차

79.9

62.6

93.7

56.5

89.6

128.2

증가율

46.8

40.5

59.4

34.1

58.2

97.2

첫일자리

224.1

195.8

191.2

160.2

165.1

166.9

마지막일자리

330.3

319.4

316.9

281.7

285.8

345.2

격차

106.3

123.6

125.7

121.5

120.7

178.4

증가율

47.4

63.1

65.7

75.8

73.1

106.9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다음으로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종사상 지위 상태를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로 구분하여 비교
해 보면(<표 11>), 첫 일자리보다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상용직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 들어 이직경험이 1회인 경우, 첫 일자리에서의 상용직 비율은 73.0%에서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상용
직 비율은 86.1%로 13.1%p 증가하였고, 6회 경험자의 경우 37.5%p까지 증가한다. 이직 경험자의 경우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상용직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첫 일자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상용직 비율이 96.3%로 매우 안정적인 일자리인
것으로 보이며, 첫 일자리에서 이미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첫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종사상 지위 상태 비교(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첫일자리
마지막일자리

0회

1회

2회

3회

4회

(단위: %)

5회

6회

상용직

96.3

73.0

69.4

67.7

64.1

66.7

52.5

임시/일용직

3.8

27.0

30.6

32.3

35.9

33.3

47.5

상용직

-

86.1

83.3

82.5

85.5

87.4

90.0

임시/일용직

-

13.9

16.7

17.5

14.5

12.6

10.0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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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전공 미스매치4) 상태를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로 구분하
여 비교해 보면(<표 12>), 첫 일자리보다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전공 일치도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회 이직경험자의 경우, 첫 일자리에서의 전공 일치 비율은 74.2%에서 마지막 일
자리에서의 전공 일치 비율은 85.2%로 11.0%p 증가하였고, 6회 경험자의 경우 16.7%p까지 증가했다.
일자리 이동 경험자의 경우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반면, 첫 일자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전공일치의 비율이 84.8%로 본인의 전공과 업무
가 비교적 일치하는 일자리로 진입하여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전공 일치도 비교(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첫 일자리
마지막 일자리

(단위: %)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전공 일치

84.8

74.2

66.4

72.5

66.4

63.0

6회
61.1

전공 불일치

15.3

25.8

33.6

27.5

33.6

37.0

38.9

전공 일치

-

85.2

82.6

84.9

78.0

74.1

77.8

전공 불일치

-

14.8

17.4

15.1

22.1

25.9

22.2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Ⅴ. 실증분석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연령은 27.71세이고, 남성의 비율은
49%, 여성은 51%이며,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23%, 전문대졸 24%, 대졸 이상 52%로 나타났으며, 혼
인상태에서는 기혼자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 속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79%, 임시/일용직 16%로 나타났고,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 45%, 중기업 18%, 대기업 38%로 구성되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
간, 현 직장 근속기간은 평균 2.68년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업에서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만

4) 전공 미스매치와 관련하여 청년패널조사에서는 5개 범주로 그 정도를 응답받고 있는데, “업무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
떻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전혀 맞지 않다, ② 맞지 않다” 라고 응답한 경우 전공불일치 상태로, “③ 그런대로 맞다, ④ 맞는다,
⑤ 아주 잘 맞다” 는 전공일치 상태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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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항목에서는 ‘업무 내용’이 3.61점으로 만족도 항목 중에서 가장 높고, ‘장래성’이 3.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셋쩨,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학력 미스매치(부족+과잉)가 23%, 기술 미스매치(부족+과잉)는 22%,
전공 미스매치는 1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 이직 횟수는 0.61회로 확인되었다.

<표 13> 노동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N=33,946)
변수

평균, 비율

표준편차

연령

27.71

4.35

남성

0.49

0.50

고졸 이하

0.23

0.42

전문대졸

0.24

0.43

대졸 이상

0.52

0.50

0.19

0.39

상용직

0.79

0.40

임시/일용직

0.16

0.37

비임금근로자

0.05

0.21

소기업

0.45

0.50

중기업

0.18

0.38

대기업

0.37

0.48

주당 평균 근로시간

44.59

9.65

현 직장 근속기간

2.68

3.04

제조업

0.18

0.38

건설업

0.03

0.17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0.17

0.37

도소매/숙박/음식업

0.19

0.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42

0.49

경영/사무/금융/보험직

0.34

0.47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0.13

0.34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군인

0.19

0.39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06

0.2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

0.20

0.40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

0.08

0.27

학력

기혼

종사상 지위

기업
규모

산업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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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업무 내용

3.61

0.73

만족도-사회적 공헌

3.37

0.73

만족도-자기 발전

3.45

0.77

만족도-고용안정

3.58

0.79

만족도-자율성

3.58

0.74

만족도-통근 거리

3.39

0.94

만족도-장래성

3.34

0.79

적정 학력

0.77

0.42

학력 부족

0.11

0.31

학력 과잉

0.12

0.32

적정 기술

0.78

0.42

기술 부족

0.11

0.31

기술 과잉

0.11

0.32

전공 불일치

0.18

0.38

이직 횟수

0.61

0.49

로그 실질 월평균 임금

5.33

0.45

만족도

학력
미스
매치
기술

지금부터는 노동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이
직 경험이 없는 비 이직자 집단에 비해 임금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직의 유형
이 산업과 직업에 따라 동일 산업 및 직종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와는 반대로 동일 산업 또는 직종을
벗어나 타 산업이나 타 직종으로 이동한 것인지에 따라 임금 변화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
는지 추정하도록 한다.
이직 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인 Mincer의 임금 방정식을 활용한다. 임금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 및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직업) 속성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통제한 후, 이직 여부(비 이직, 이직), 이직 유형 등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을 추가시켜 그 계수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직자는 비 이직자
에 비해 평균적으로 7.5%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직을 통한 임금의 변화는 일정한
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비교해서는 그 효
과가 낮음을 의미한다.
즉,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직장 내 승진, 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통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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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직을 경험하는 경우는 저임금이 동반된 이동이거나 임금 수준
의 상승폭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직경험자 중에서 상당수가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등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안착할 가능성이 낮다.
둘째, 산업 및 직업 간 이동 유형에 따라서는 산업에서는 산업간 이직이, 직업에서도 직업 간 이직이
임금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 이직자 그룹 기준으로 산업간 이직
자는 8.2%, 직업 간 이직자는 10.1%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기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연령
은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현 직장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학력, 기술, 전공 미스매치의 효과는 적정집단에 비해 학력과잉,
기술과잉, 전공불일치 등 모두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이직 여부 및 이직 유형에 의한 임금효과 효과 추정(pooled OLS)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3.582***

0.082

3.575***

0.082

3.558***

0.082

연령

0.033***

0.006

0.034***

0.006

0.035***

0.006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성별(기준:여성)
전문대졸

학력
(기준:고졸 이하)

대졸 이상

혼인 여부(기준:미혼)
상용직

종사상 지위
(기준:임시/일용직)

0.097***

0.005

0.097***

0.005

0.097***

0.005

0.030***

0.007

0.030***

0.007

0.029***

0.007

0.124***

0.007

0.124***

0.007

0.122***

0.007

0.047***

0.007

0.047***

0.007

0.047***

0.007

0.234***

0.007

0.234***

0.007

0.234***

0.007

비임금근로자

0.306***

0.013

0.307***

0.013

0.307***

0.013

중기업

0.068***

0.007

0.068***

0.007

0.067***

0.007

사업체규모
(기준:소기업)

0.160***

0.006

0.160***

0.006

0.160***

0.006

주당 평균 근로시간

대기업

0.009***

0.000

0.009***

0.000

0.009***

0.000

현 직장 근속기간

0.015***

0.001

0.015***

0.001

0.014***

0.001

산업

통제(결과 생략)

직업

통제(결과 생략)

만족도

통제(결과 생략)

학력 미스매치
(기준:적정 학력)

학력 부족

0.028***

0.009

0.028***

0.009

0.028***

0.009

학력 과잉

-0.063***

0.010

-0.063***

0.010

-0.063***

0.010

기술 미스매치
(기준:적정 기술)

기술 부족

0.048***

0.009

0.048***

0.009

0.048***

0.009

기술 과잉

-0.042***

0.010

-0.042***

0.010

-0.041***

0.010

-0.045***

0.007

-0.045***

0.007

-0.044***

0.007

전공 불일치(기준:전공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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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경험(기준:비 이직)

-0.075***

0.006

산업
(기준:비 이직)

산업 내 이직

-0.073***

0.006

산업 간 이직

-0.082***

0.008

직종
(기준:비 이직)

직종 내 이직

-0.070***

0.006

직종 간 이직

-0.101***

0.008

표본수

18,152

18,152

18,152

Adj R-Sq

0.522

0.523

0.523

주 : 1. *는 통계적으로 10%에서, **는 5%에서, ***는 1%에서 유의함
2. 종속변수는 로그 실질 월평균 임금임
3. 모형Ⅳ의 경우 이직사유 변수에서 결측 및 응답거절, 기타 등으로 인해 관측치 수 규모가 작아짐

pooled OLS 모형을 이용한 추정 방법은 개인의 미관찰 특성을 정확히 통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관찰 특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데이터의 경우, 이직경험자 집단은 모두 “1”의 값을, 비 이직자 집단은 모두 “0”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모형을 적용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 이직자 집단을 제외하고 이직자
집단만을 추출하여 이직자 집단 내에서 이직유형에 대한 임금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직자 집단의 경우, 이직 유형(산업 및 직업 간 이직)이 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직단계에서는 동일산업으로 이직했으나, 두 번째 이직단계에서는 다른 산
업으로 이직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변동은 직업간 이직 여부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작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자료는 앞서 pooled OLS 분석에서 사용된 18,152개의 관측치에서 1회만 관측된
패널표본은 제외하고, 2회 이상 관찰된 패널표본만으로 재구성한 후, 비 이직자 그룹은 제외하여 이직
자 집단만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여 총 10,071개의 관측치와 총 5,480개의 사례(group) 수로 이루어진
불균형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15>에 나타난 F검정 결과는 개체특성의 이질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귀무가설 (
에 대해

: 모든

=0)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pooled OLS 모형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하우스만 검증 결과5)에서는 개인의 미관찰 이질성과 설명변수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귀무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임의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5) 하우스만 검증 결과(Hausman Test for Random Effects)
모형Ⅰ
모형Ⅱ

DF
33
33

m Value
492.38
491.97

Pr > m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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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직자 집단 안에서 산업 간 이직 여부에 의해서는 다른 조건이 일
정한 상태에서 산업간 이직자는 산업 내 이직자 집단에 비해 평균 2.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둘째, 직업 간 이직 유형에 따라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직업 간 이직자는 직종내 이직자
집단에 비해 평균 4.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pooled OLS의 분석 결과는 비 이직
자 집단을 기준으로 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므로 이직경험자 집단 내에서의 산업 및 직업 간 이직
등 이직유형에 따른 임금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직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는 산업간 이직자, 직종 간 이직자 집단이 각각의 기준집단들에 대한
임금손실 추정치를 정확히 추정하였다.
셋째, 기타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
를 보였다. 학력, 기술, 전공 미스매치의 경우 적정집단에 비해 기술 과잉, 전공 불일치에서 임금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이직유형에 의한 임금효과 효과 추정(fixed effect model)
모형Ⅰ
추정계수

모형Ⅱ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연령

0.120***

0.009

0.122***

0.009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12

0.026

0.013

0.026

대졸이상

0.039

0.028

0.039

0.028

-0.032**

0.013

-0.033**

0.013

0.163***

0.010

0.164***

0.010

혼인여부(기준:미혼)
상용직

종사상지위
(기준:임시/일용직)
사업체규모
(기준:30인 미만)

비임금근로자

0.214***

0.020

0.215***

0.020

30~100인 미만

0.039***

0.011

0.038***

0.011

100~300인 미만

0.064***

0.011

0.063***

0.011

주당평균근로시간

0.010***

0.000

0.010***

0.000

현직장 근속기간

0.005**

0.002

0.004*

0.002

산업

통제(결과 생략)

직업

통제(결과 생략)

만족도

통제(결과 생략)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부족

-0.007

0.013

-0.007

0.013

학력과잉

-0.023*

0.013

-0.023*

0.013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0.023*

0.013

0.022*

0.013

기술과잉

-0.047***

0.014

-0.04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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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불일치(기준:전공일치)

-0.040***

0.010

산업간 이직(기준:산업내 이직)

-0.027***

0.009

2.188***

0.137

직종간 이직(기준:직종내 이직)
상수항
관측치 수

-0.040***

0.010

-0.044***

0.009

2.158***

0.135

10,071

10,071

사례(group) 수

3,371

3,371

within R-Sq

0.343

0.344

ρ

0.631

0.631

F

3.55

3.56

주 : 1. *는 통계적으로 10%에서, **는 5%에서, ***는 1%에서 유의함
2. ρ 는 전체 오차항의 분산에서 ui 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3. 종속변수는 는 로그 실질 월평균 임금임

Ⅵ.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은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후 이동하는 과정과 이동을 통한 임금의 변화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현재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 1-13
차(2007~2019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고, 추가로 분석과정에서 포함시키거나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
에 대해서는 1~13차 전체자료를 연결을 해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지역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21.9%는
이직 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78.1%은 최소 1회 이상 일자리를 이동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 이직자(첫일자리 유지)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이동 경험 비
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학력에 따른 분포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
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청년층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첫 직장에서 고
학력자들의 경우 대부분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고 있으며, 저학력 청년층의 경우 상당수가
첫 직장에서의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이동횟수는 1.98회이며 최대 이동횟
수는 12회까지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저학력 청년층의 평균적인 이동횟수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에 비해 더 많은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라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 기간을 분석해보면, 첫 일자리를 현재까지 유
지하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이동 경험 0회), 평균 지속 기간이 8.86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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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회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일자리에서는 평균 2.9년의 지속 기간을 보였으나, 2번째 일자
리에서는 평균 4.97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중 상당수의 근로자는 현재 기준으로 2번째 일자리에
서 노동시장에 안착한 상태로 추정해볼 수 있으므로 지속 기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 경험이 2회가 넘는 경우도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의 평균 지속 기간이 이전단계에서의 평균 일
자리 지속 기간에 비해 비교적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동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는 최근에 관찰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일자리의 지속기간이 짧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자리 이동 경험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임금을 보면, 이직 경험이 없는 첫 일자리 유
지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308.7만 원으로 1회 이상 이동 경험이 있는 이직자 집단(마지막 시점 기준
242~277만 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직경험자들의 각 일자리별 임금수준은 마지막
안착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직전에 경험한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pooled OLS모형을 이용하여 이직 여부 및 이직유형에 의한 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다른 조
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직자는 비 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7.5%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산업간 이직자는 8.2%, 직업 간 이직자는 10.1%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직을 통한
임금의 변화는 일정한 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들과 비교해서는 그 효과가 낮음을 의미한다.
즉,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직장 내 승진, 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통해 꾸준히
임금 상승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직을 경험하는 경우는 저임금이 동반된 이동이거나 임금수준
의 상승폭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직경험자 중에서 상당수가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등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안착할 가능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이직유형에 의한 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
서 이직 경험자 집단 안에서는 산업 간 이직자는 산업 내 이직자에 비해 2.7%, 직종 간 이직자는 직종
내 이직자에 비해 4.4%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Light and McGarry(1998)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결
과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년층들은 자신의 적성과 선호(희망 직업)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이직(직업탐색이론)하기보다는, 개인 고유의 특성에 의해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
자는 이직을 피하는 행위를 취하고 낮은 생산성의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다(mover-stayer model). 또한 직업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으며, 지속적으로 저
임금을 동반한 이동 경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experience good model). 하지만, 이직 경험이 오로
지 이전 직장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정체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직 경험과정을 통해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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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금 상승 효과가 달성될 수 있으며, 이직유형이 산업과 직업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산업 및 직
업 간 이직에 비해서는 임금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 경험 집단은 첫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 이직자 집단과 비교
해보면 저임금을 동반한 이직이거나 임금수준의 상승효과가 매우 작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직경험
자 중 상당수가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등 고임금 및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인의 노동시장 생애 전체로 확대 시켜 보았을 때, 첫 일자리 시점부터 비 이직자 집단과 이직
자 집단 간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첫 일자리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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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인구감소 시점을 2032년으로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는 인구감소 시점을 3년 당긴 2029년으로 발표
했다. 하지만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국제 순유입 감소와 혼인 급감에 따른 출산율 감소세 확대로 인
해 인구정점이 다시 2028년에서 2020년으로 8년 당겨졌다. 인구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급격히 빨라지
고 있다.1) 인구감소가 만들어내는 피해의 강도는 지역별로 다르다.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취약한 계층
인 빈곤층이 가장 타격이 큰 것처럼 인구감소가 가져올 피해 역시 일자리와 청년이 많은 수도권보다는
일자리와 청년이 적은 지방이 더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지방 중에서도 지방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도
시와 농어촌 지역들이 더 피해가 크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감소가 아직 체감되기 전인 지금도 지방 중
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속도가 가팔라지
기 시작하면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광역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단위에서 인구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은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총인구 감소가 일어나기 직전인 2019년 12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
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으며,2) 대한민국 전체 토지자산에서 수도권의 토지자산이 차지
하는 비율도 56.6%(2017) → 56.9%(2018) → 57.2%(201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3) 2020~21년 수
도권 주택가격 상승 추세까지 감안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자산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와 부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쏠리는 양극화 심화는 대한민국 전체 발전의 동력을 훼손할 가능성
이 높다.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다. 그간 국토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일시적 효과를 보이다 다시 인구
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인구분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인구분산을 위해 인구과밀지역에서 인구가 적
은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소득과 부를 이전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배균(2018)은 소득주
도성장을 공간에 적용하여 교육과 복지와 문화 등 지방에 복지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여 지방의 삶의 질
을 먼저 높이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4) 현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

1)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
2) 한겨레,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0% 돌파”, 2020. 1. 6.
3) 한국은행(2021).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
4) 시사인, “‘지방 소멸’ 막을 공간의 재계약”,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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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교부세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규모가 크지 않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지방·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
을 지방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과밀 부담금 등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
도적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5) 토지보유세는 효과
적인 균형발전의 재원이 될 수 있다. 토지보유세에는 토지는 인간이 만든 재화가 아니며 개인의 노력이
아닌 공공투자 및 인구집중,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인해 토지가치가 상승하기에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
한 권리와 지분이 동등하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교통·행정 등 공공투자가 활발한, 모두가 선망하는 입
지가 좋은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높은 지대를 내고,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낮은 지대를
냄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지분을 함께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대를 100% 환수한다는
것은 어렵기에 입지가 좋은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누리는 잔여 지대 이익이 있다. 토지보유세의 일부
를 균형발전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입지가 좋은 서울 및 대도시의 토지소유자들이 누리는 지대 이익을
공공투자가 약하고 입지가 좋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역 간 부의 이전 방식으로 토지보유세-토지배당 모델을 검토해본다. 토지보
유세는 인프라 조성이 활발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토지가치가 높은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걷히
고 기반시설 투자가 약하고 인구가 적은 지방도시와 농어촌에서 적게 걷힌다. 반면 토지보유세로 거둔
세금을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고루 배분한다면 토지가치가 높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부를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으로 부를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으로 효과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해 토지보유세 일부를 지역에 차등적으로 배
분하는 지역 토지배당 제도를 적용한다. 그리고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지 검토한다.
2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의 이론적 배경과 토지보유세-기본소득, 기본소득
의 재분배 효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한국은행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 민간토지자산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토지보유세 규모와 토지배당의 지역별 배분을 추산하여 서울에서 지방으
로, 대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부가 이전하는지 확인하고, 토지보유세 일부를 지역에 차등적으로 배
분하는 지역 토지배당 제도를 적용하여 지역 간 부 이전 규모를 추산한다. 4장에서는 2020년도 13차년
도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보유세가 지역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확
인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가 지닌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그리고 추가 연구 주제를
검토한다.

5)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②, “지방·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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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균형발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신고전주의 도시경제학에서는 지역 간 불평등
은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증거는 강하지 않다. 오히려
부의 불균등 축적과 도시집적의 영향으로 지역간 수렴보다 불균등이 유지 또는 심화한다는 증거가 더
강력하다(Remington, 2015). 미국에서 지역간 경제적 웰빙은 1980년 즈음까지 장기간 수렴해왔으나,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Kemeny and Storper, 2020). 지역 간 경쟁에 기반한 성장 촉진이 만들
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의 성장과 지역간 불평등 수준은 무관하다
(Carrascal-Incera et al., 2020). 하지만 한국의 지역 간 불균형발전과 그로 인한 지역격차는 자본주
의 체제 본연의 경쟁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국가의 강력한 시장개입과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
구했던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 전략으로 인한 결과에 가깝다. 최병두(2007)는 ‘정부의 투자가 집중되었
던 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두 축이 되었으며, 국토 공간의 재편이 이루어지면
서 지역불균등발전이 점차 심화되었다’고 말한다.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국가의 자원을 투입하며 압
축적 산업화를 달성했지만 동시에 자원 투입 여부에 따라 지역 격차와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발전주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인한 지역불평등은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과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으
면서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적 과제는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되었다.
변창흠(2007)은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한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지역균형 불가론(균형발전은 환상에 불과하다)과 지역균형 무용론(달성이 가능하다 해도
가치가 없다)이 대립하며, 균형발전 방법론에서는 사후 지역균형론(지역경제성장과 분권을 추구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동시추진론(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우선론(다소간 성장의 지체나 경쟁력 훼손을 감내하더라도 지
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이 대립한다. 현재 한국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2.6%인 수
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에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크게 수도권 억제 정책과 지방 활성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 활
성화 정책은 공공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건설하는 정책과 재정을 이전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
다. 전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지역 공항 건설 등을 꼽을 수 있고, 후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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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등을 꼽을 수 있다.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을 선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
하여 지역 인구와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던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
책이다.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공항 건설과 같은 공공인프라의 이전과 건설에 대한 평가
는 분분하다. 윤영모(2018)는 혁신도시가 해당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켰지만, 원도심과 주변 지자체 인
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우영·김만규(2021)는 공공기관
이전이 진주 혁신도시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생산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는 미
흡했다고 평가한다.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일시적으로 지방인구 증가 효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지방도
시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이들은 여전히 적고, 민간 대기업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
되고 있기에 공공인프라 이전과 건설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인프라 이전과 건설 논의가 더욱 정교화되고 있다.
지방 도시가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도권 규모의 광역지자체 연합인 ‘메가시티’ 전
략이 부상하고 있다.
재정을 수도권과 광역대도시보다 낙후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균특회계와 부동산교부
세가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균특회계는 목적 자체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있으며 재정수요 30%(인구, 면적), 낙후도 70%(재정력지수, 노
령인구비율, 지방소득세)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다.6)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2008~21년
균특회계 보조금 지역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5.4조 원이었던 균특회계 예산은 2021년 9.2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자체 예산 대비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은 2008년 5.5%에서 21년 2.5%로 축소되
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전남, 경북, 경남, 전북 등 수도권 및 광역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비중이 높지
만, 최근에는 수도권 배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기초자치단
체와 제주·세종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 역시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에 지원하는 교부금이다. 배
분 방식은 특별자치시와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부동산 보유세 규
모(5%)에 따라 배분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원의 1.8%를 고정적으로 교부한다.7) 종합부동산세 세수
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반면, 약 75%가 비수도권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
지하고 있다.8)

6) 기획재정부(20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7) 행정안전부(2020). 『2019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8)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부동산교부세,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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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한가지 전략으로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을 제안하기에 먼저 토지
보유세와 토지배당에 관한 기원과 흐름을 살펴본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대(地代)에 대해 과세하자는
토지보유세는 그 연원이 18세기 프랑스 중농주의학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론적으로 지대는 최열등
지(最劣等地)와 해당 토지의 생산량의 차이만큼 발생하기에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다. 개인의 노
력과 무관하므로 지대를 세금으로 징수해도 생산량을 감소시키거나 개인의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90)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지
대는 과세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유형의 재원(revenue)”9)이라고 말한 바 있다. 19세기 경제학자인 헨
리 조지(Henry George, 1839~97) 역시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상승하는
토지가치(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지대조세제를 주장하며 경제학계에 논쟁을 일으켰다. 토지보유세
는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은 최대한 보장하되, 천부적 자원으로 인한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노력
으로 만들어낸 가치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철학적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정부
의 규제와 세금을 싫어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들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기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 역시 헨리 조지가 제안한 지대조세제를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하며 정부
재원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10)
토지의 특수성을 말하고 지대에 과세하자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는 신고
전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 진영 모두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에서의 토지보유세 반론은
주로 토지보유세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토지보유세가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일어날 문제점들을 지목한
다. 김경환·손재영(2020)은 100% 지대환수의 불가능성, 공한지의 미래비축기능 훼손, 토지보유세의
조세대체 시 소득분배 개선효과 한계, 지대평가의 어려움 등을 토지보유세의 현실적 한계로 꼽고 있다.
토지보유세 활용방안은 다양하다.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사용 대가인 지대
분을 토지보유세로 환수하고 생산적인 노력에 부과되는 여타 세금은 다 없애자는 토지단일세를 제안
한 바 있다. 현대에는 토지보유세 강화·소득세 및 부가세 감면,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토지세 강화·
건물세 감면 등 다양한 패키지형 세제개혁 방안과 토지보유세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생존권보험 등
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확한 의미의 토지보유세는 토지사용의 대가인 토지임대료를 계산해서 환수해야
하지만 지대 추정을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자료 확보가 가능한 지가를 기

9) Smith(1776), Book V, Chapter Ⅱ, Part Ⅱ, Article Ⅰ.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p.32 재인용
10)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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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토지보유세를 추정한다. 토지보유세에 대한 또 다른 활용방안으로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재화가 아니며 개인의 노력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사
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지분이 동등하다는 철학이 토지보유세에 담겨있기에 환수한 토지보유세를 모
든 국민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보유세만을 재원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표현보다는 토지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토지보유세를 모든 사람에게 고루 배분
하는 토지배당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국 독립운동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상가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이 그의 저서 『토지정의(Agrarian Justice)』에서 제안한 바 있다.
현대의 기본소득 논의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토지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의 노력이 담긴 공유부(common wealth)를 주목하고 있다.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남기업 외(2017)가 있다. 기존 토지보유세의 한 유형인 종합부동산세는 지역, 가액,
주택수 등에 따라 세율 차이가 심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는 등의 한계가 있기에 종합부동산세의 한
계를 보완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거둔 국토보유세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95%가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성 외(2020)에서는 국토보유세
를 비례세 구조로 만들었을 때 전체 가구의 85.9%, 누진세 구조로 짰을 때는 전체 가구의 95.7%가 내
는 국토보유세 대비 받는 토지배당이 높은 순수혜 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유세를 재원으로 삼는 방식을 넘어 기본소득 전반의 재분배 효과 연구는 다양하다. 2015년 근
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추가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때의 재분배 효과를 검토한 강남훈(2019)에서는 천분위 자료에 나온 근
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739, 현재의 소득세 제도에서 0.4534로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고 추가 세수를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면 0.3979로
대폭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Tony Atkinson(2015)은 그의 저서 『Inequality – What can be done?』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참여소
득(participation income)안과 사회보험 강화 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현재 0.321인 지니
계수는 참여소득 도입 시 0.266으로 떨어지며 사회보험 강화 시는 0.294로 떨어짐을 보여준다. 토지보
유세-토지배당과 가장 유사한 실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 주다. 알래스카 주는 1975년 주 헌법을 개정
하여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 APF)을 설립한 후 석유와 천연자원 판매 수익의 최
소 25%를 영구기금에 적립한다. 영구기금 운용수익은 배당을 받기 원하는 알래스카 모든 주민에게 매년
1회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현재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주에 속하며, Matthew
Berman(2018)은 APF 배당금이 가난한 알래스카 선주민의 빈곤율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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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방안으로서 토지보유세-토지배당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 효과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기존 토지
보유세 및 기본소득 재분배효과 연구 역시 전국 단위의 재분배 효과와 불평등도 완화 정도를 분석했을
뿐이다. 아울러 1/n 방식의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은 오히려 낙후지역의 부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기
에 토지배당의 일부를 지역 토지배당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표 1> 미국 주별 소득분배 상황*
주

20062018 평균 지니계수

Alaska

0.4160

Utah

0.4206

Wyoming

0.4277

New Hampshire

0.4315

Hawaii

0.4340

Iowa

0.4348

Idaho

0.4369

Wisconsin

0.4375

Nebraska

0.4386

Vermont

0.4398

출처 : SSTI analysis of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1-year estimates

Ⅲ. 지역 간 부 이전 규모와 소득 격차 완화 효과 분석
1. 연구의 흐름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얼마나 해소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지역별 토지보
유세와 기존 토지분 재산세를 추산하여 토지배당액을 추산한다. 토지배당액을 모두 전국민에게 1/n씩
배당하는 방법과 전국배당과 지역배당으로 나누고 전국배당은 전국민에게 직접 1/n, 지역배당은 지역
을 거쳐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방법의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 효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지역 간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토지보유세 총액과 재산세 토지분 총액은 한국은행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 민간토지자산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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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실효세율11) 시나리오별로 추산한다. 토지보유세 총액에서 재산세 토지분 총액을 공제하고,12)
인구 수로 나누어 1인당 토지배당액을 산출할 수 있다. 1인당 토지배당액에 광역지자체별 인구 수를 곱
해 지역별 토지배당액을 산출하고, 지역별 토지배당액에서 지역별 순토지보유세(=지역별 토지보유세
총액 – 지역별 재산세 토지분)를 차감하면 지역별 순수혜액을 산출할 수 있다. 지역별 순수혜액이 (+)
면 해당 지역은 토지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 토지배당은 토지배당액을 전
부 1/n 배당하는 방식과 토지배당액을 전국배당과 지역배당으로 나누고 지역배당을 지역별로 차등 지
원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지역 간 부 이전 규모를 추산한다.

2. 지역별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추산
토지보유세 총액은 누진세율 또는 비례세율로 할지에 따라, 가액 기준을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
으로 할지 등에 따라 세금 수입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 간 부 이전
효과 및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 효과를 원론적으로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
에 있는 지역별 토지자본 순스톡을 활용하여 실효세율 기준으로 토지보유세를 추산한다. 지역별 토지
보유세는 지역별 민간소유 지가총액에 보유세율을 곱해 추산한다.13)
• 지역별 토지보유세 = 지역별 민간소유 토지자산 총액14) × 보유세율

11) 남기업 외(2017)의 연구에서는 누진율을 적용한 세율을 0.1%에서 2.5%(공시지가 기준)까지 적용했고, 유영성 외(2020)의 연
구에서는 비례세율 0.5%-4.0%까지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는 0.5%, 1.0%, 1.5%, 2.0%의 실효세율
을 사용했다.
12) 현
 행 토지보유세의 유형으로는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보유세에
서 공제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이중과세의 위험을 방지한다.
13) 엄
 밀히 말하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지역 내 토지가액 규모로 지역별 토
지보유세 총액을 구하는 방식의 한계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토지가액 규모를 해당 지역의 부로 가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아 지역별 토지보유세 총액은 지역별 민간소유 지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산했다.
14) 지
 역별 민간소유 토지자산총액은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 내 2019년 시도별 토지자산 순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에 국
토교통부 2019년 토지소유현황 내 민유지 비율을 곱하여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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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인구 및 토지보유세액(2019년 말 기준)

(단위 : 십억)

지역

인구(명)

민간 소유
토지자산 총액

토지보유세
(세율 0.5%)

재산세 토지분*

토지배당액
(세율 0.5%)

서울

9,733,509

1,870,731

9,354

3,194

4,894

부산

3,411,819

331,873

1,659

531

1,716

대구

2,436,488

297,142

1,486

330

1,225

인천

2,956,119

323,110

1,616

521

1,486

광주

1,456,688

91,957

460

139

732

대전

1,474,152

126,048

630

163

741

울산

1,147,037

157,229

786

186

577

세종

342,328

70,969

355

65

172

경기

13,250,368

1,784,026

8,920

2,487

6,663

강원

1,540,540

173,117

866

173

775

충북

1,599,391

172,387

862

159

804

충남

2,122,455

298,935

1,495

284

1,067

전북

1,817,302

186,382

932

150

914

전남

1,864,712

212,192

1,061

165

938

경북

2,662,508

408,891

2,044

296

1,339

경남

3,361,344

418,375

2,092

429

1,690

제주

670,749

171,683

858

134

337

전국

51,847,509

7,095,044

35,475

9,404

26,071

* 재산세 토지분은 토지 재산세와 주택 부속토지 재산세를 합산한 금액. 주택 부속토지 재산세는 별도 발표를 하지 않아 2019년 말 한
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내 주거용건물 건설자산(1,725조 7,882억)과 주거용건물 부속토지(3,333조 4,034억)의 비율 34.1: 65.9를 적
용해 추산.

1인당 토지배당금액은 전국에서 거둔 토지보유세 총액을 전국 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하지만 현재 재
산세는 토지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토지보유세 총액에서 재산세 토지분을
제하고 전국 인구로 나누어 1인당 토지배당금을 구한다. 재산세 토지분은 현행 토지 재산세와 주택 부
속 토지 재산세를 더하여 구한다.

• 1인당 토지배당 = (토지보유세 – 재산세 토지분)/전국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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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인당 토지배당액

(단위 : 만)

세율 0.5%

세율 1.0%

세율 1.5%

세율 2.0%

50.3

118.7

187.1

255.6

지역별 토지배당 총액은 1인당 토지배당액에 지역별 인구를 곱하여 구한다.

• 지역별 토지배당 총액 = 1인당 토지배당 × 지역별 인구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 간 부 이전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지역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지역별
토지배당 총액 및 재산세 토지분 환급액과 지역에서 지출되는 지역별 토지보유세 규모를 비교해본다.
만약 한 지역의 토지보유세 규모보다 해당 지역의 지역별 토지배당 총액과 재산세 토지분 환급액이 더
크다면 해당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부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역별 순수혜액 규모 = 지역별 토지배당 - 지역별 순토지보유세
• 지역별 순토지보유세 = 지역별 토지보유세 - 지역별 재산세 토지분

<표 4>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지역별 순수혜액 규모
세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위 : 십억)

0.5%

1.0%

1.5%

2.0%

-1,266
587
70
392
412
274
-23
-117
229
82
102
-144
131
41
-410
27
-388

-3,959
1,262
251
799
949
653
-25
-238
375
270
334
-186
443
256
-633
235
-787

-6,653
1,937
433
1,206
1,486
1,031
-26
-359
521
459
566
-229
755
471
-855
443
-1,186

-9,347
2,612
614
1,613
2,023
1,410
-27
-479
667
647
799
-271
1,066
686
-1,078
651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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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별 순수혜액 규모를 정리한 표다. 서울, 울산, 세종, 충남, 경
북, 제주는 해당 지역에서 거둔 순토지보유세보다 해당 지역 인구가 받는 토지배당 총액이 적어 해당
지역의 순토지보유세 수입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세종, 울산, 제주 등은 인구
대비 지가가 높은 지역이기에 (-)를 기록했을 것이다. 반면에 충남과 경북은 지가 대비 인구가 부족하
여 토지배당 총액이 현저히 부족하여 (-)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을 시행할 때 지가 대비 인구가 부족한 충남과 경북의 부가 유출된다는 점
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1/n 토지보유세-토지배당 방식보다는 인구가 부족하고 낙후지역이 많은
광역지자체를 고려하는 토지배당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토지배당 배분 방식에 따른 지역 간 부의 이전 규모의 변화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1/n 토지배당 방식보다는 토지보
유세 총액 중 일부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요인이 교통·산업·행정 등 공공 기반시설의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반시설 투자가 부
족하거나 공공 기반시설에서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지가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지방교부세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이유도 수도권의 공공인프라
집중 투자의 대가를 환수하여 공공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
다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역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의 노
력이 반영된 토지가치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기에 1/n 방식으로 낙후지역의 부가
유출되는 방식보다는 상승한 토지가치가 고루 배분되도록 교정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1/n 방식의 토지배당이 가지는 한계인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
토지보유세 총액의 일부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지역별 순수
혜액 규모를 비교한다. 토지보유세 총액을 ‘전국 토지배당’과 ‘지역 토지배당’으로 나누고, ‘지역 토지배
당’을 각 지역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형식으로 배분하면, 각 지역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1/n 방식으로
다시 배당한다고 가정한다. ‘지역 토지배당’ 비율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
는 선인 토지보유세 총액의 10%, 20%, 30%로 가정한다.

1) 지역 토지배당 가중치 기준
토지보유세 총액의 일부를 지역 토지배당으로 나누어준다면 지역별 배당비율을 달리해야 지역균형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토지배당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현행 부동산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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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지역별 교부 비율과 균특회계 지역별 배분 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재정
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부동산 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와
재정수요 30%(인구, 면적), 낙후도 70%(재정력지수, 노령인구비율, 지방소득세)에 따라 배분하는 균특
회계는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낙후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부동산교부
세와 균특회계 보조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다.15)

<표 5> 2019년 시·도별 부동산교부세, 균특회계 배분 내역
지역

시·도별 부동산교부세*

시·도별 균특회계**

금액(억 원)

비율(%)

금액(억 원)

비율(%)

서울

2,914

부산

2,107

9.90

1,211

0.96

7.16

3,230

2.57

대구

1,112

3.78

2,986

2.37

인천

1,324

4.50

3,358

2.67

광주

706

2.40

1,775

1.41

대전

720

2.45

1,739

1.38

울산

550

1.87

1,545

1.23

세종

58

0.20

797

0.63

경기

3,201

10.88

11,168

8.88

강원

2,426

8.25

11,035

8.77

충북

1,424

4.84

7,735

6.15

충남

1,868

6.35

11,008

8.75

전북

2,033

6.91

13,891

11.05

전남

3,079

10.47

19,206

15.27

경북

3,079

10.47

16,870

13.42

경남

2,290

7.78

14,582

11.60

제주

530

1.80

3,619

2.88

전국

29,421

100.00

125,754

100.00

* 행정안전부(2020), 『2019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 나라살림연구소(2021)

<표 5>는 2019년도 부동산교부세 시·도별 교부내역과 비중, 균특회계 지역별 배분 내역과 비중이다.
기초 지자체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특회계가 수도권 및 광역시 배분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율에 비해 균특회계 배분비율을 비교하면 서울과 부산에

15) 기획재정부(20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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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균특회계 배분비율이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율보다 매우 낮다. 대구 등은 다소 부동산교부세 배분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충북 등은 반대로 균특회계 배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 1인당 토지배당 총액
토지보유세 총액을 전국 토지배당과 지역 토지배당으로 배분하는 경우, 1인당 토지배당은 지역에 따
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재산세 토지분과 지역 토지배당을 위해 지방에 교부한 총액을 제외한 1인당
전국 토지배당금액은 다음과 같다. 1인당 전국 토지배당은 전국적으로 개인마다 동일하다.

• 1인당 전국 토지배당 = (토지배당총액 – 지역 토지배당총액)/전국 인구수

<표 6> 1인당 전국 토지배당액
보유세율

(단위 : 만)

0.5%

1.0%

1.5%

2.0%

10%

43.4

105.0

166.6

228.2

20%

36.6

91.3

146.1

200.8

30%

29.8

77.7

125.5

173.4

지역토지배당 비율

지역별로 교부되는 지역 토지배당금액은 개인에게 배당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 복지재원으로 사용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가 해당 지역민들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토지배당 총액을 지
역 인구수로 나눈 금액을 지역 토지배당이라고 가정한다.

• 1인당 지역 토지배당 = 지역별 지역 토지배당 총액/지역별 인구

1인당 지역 토지배당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율 기준으로 서
울과 전남의 경우 지역별 교부 비율은 10%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인구가 5배 이상 차이가 나기에 1인
당 지역 토지배당(지역 토지배당 비율 10%, 보유세율 1.0% 기준)은 서울은 7.2만 원, 39.8만 원으로
역시 5배 이상 전남이 많은 모습을 보인다. 지역별 균특회계는 부동산교부세보다 농·어·산촌과 지방중
소도시 중심의 광역지자체에 더 높은 비율로 보조금을 배분하기에 1인당 지역 토지배당은 서울 7천원,
전남 약 58만 원으로 파격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이처럼 지역 토지배당은 인구급감 지역의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 1인당 토지배당 총액은 1인당 전국 토지배당과 1인당 지역 토지배당
을 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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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토지배당 = 1인당 전국 토지배당 + 1인당 지역 토지배당

3)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지역별 순수혜액 규모
지역 토지배당으로 각 지역별로 교부된 금액을 추가하여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 간 부 이전 효
과를 확인해보았다.

•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지역별 순수혜액 규모 = (지역별 ‘전국 토지배당’ 총액 + 지역별 ‘지역 토지
배당’ 총액 + 지역별 재산세 토지분 환급액) - 지역별 토지보유세

<표 7>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지역별 순수혜액 규모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보유세율
지역토지배당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단위 : 십억)
균특회계 배분 기준

0.5%

1.0%

1.5%

2.0%

0.5%

1.0%

1.5%

2.0%

10%

-1,612

-4,653

-7,694

-10,734

-1,930

-5,287

-8,645

-12,003

20%

-1,927

-5,282

-8,638

-11,993

-2,561

-6,551

-10,541

-14,530

30%

-2,242

-5,912

-9,581

-13,251

-3,193

-7,815

-12,436

-17,058

10%

603

1,295

1,986

2,677

440

969

1,497

2,026

20%

624

1,336

2,048

2,760

298

684

1,070

1,456

30%

644

1,377

2,110

2,842

156

399

643

887

10%

38

187

336

485

-12

87

187

286

20%

5

122

238

355

-95

-78

-61

-44

30%

-28

56

140

224

-177

-243

-308

-374

10%

339

694

1,049

1,403

275

564

854

1,143

20%

297

609

921

1,233

167

349

531

713

30%

254

524

793

1,062

59

134

209

283

10%

398

922

1,445

1,968

363

852

1,340

1,828

20%

384

893

1,401

1,910

314

752

1,191

1,630

30%

369

863

1,358

1,852

264

653

1,042

1,431

10%

260

624

988

1,352

222

548

874

1,201

20%

246

596

945

1,295

170

445

719

993

30%

232

568

903

1,239

119

341

564

786

10%

-33

-45

-56

-67

-56

-90

-124

-158

20%

-45

-69

-92

-116

-91

-160

-229

-298

30%

-58

-93

-129

-165

-126

-230

-334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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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

-131

-265

-399

-534

-116

-234

-353

-472

20%

-147

-298

-449

-599

-116

-236

-356

-476

30%

-164

-331

-498

-665

-117

-238

-359

-479

10%

-271

-625

-978

-1,332

-342

-766

-1,191

-1,616

20%

-791

-1,666

-2,540

-3,415

-933

-1,949

-2,966

-3,982

30%

-1,312

-2,707

-4,102

-5,497

-1,525

-3,133

-4,740

-6,348

10%

269

645

1,021

1,397

288

683

1,077

1,472

20%

456

1,019

1,582

2,145

494

1,094

1,695

2,296

30%

644

1,394

2,144

2,894

700

1,506

2,313

3,119

10%

166

464

761

1,058

213

557

900

1,244

20%

229

588

948

1,307

322

774

1,227

1,679

30%

291

713

1,134

1,556

431

992

1,553

2,114

10%

-59

-18

24

66

26

153

280

407

20%

21

142

264

386

191

484

776

1,069

30%

101

302

504

706

356

814

1,272

1,730

10%

251

683

1,114

1,546

398

976

1,554

2,132

20%

372

924

1,477

2,029

666

1,511

2,357

3,202

30%

493

1,166

1,839

2,512

933

2,046

3,159

4,272

10%

288

750

1,212

1,673

459

1,091

1,723

2,355

20%

532

1,237

1,943

2,648

873

1,919

2,966

4,012

30%

775

1,724

2,674

3,623

1,287

2,748

4,208

5,669

10%

-220

-253

-286

-319

-116

-44

28

100

20%

-31

125

281

437

178

544

909

1,274

30%

158

503

848

1,194

472

1,131

1,790

2,449

10%

83

348

612

877

219

618

1,018

1,418

20%

129

440

751

1,061

400

981

1,562

2,143

30%

176

532

889

1,246

581

1,344

2,106

2,869

10%

-370

-752

-1,134

-1,516

-332

-676

-1,019

-1,363

20%

-352

-716

-1,080

-1,444

-276

-563

-851

-1,139

30%

-334

-680

-1,026

-1,372

-219

-451

-682

-914

<표 7>은 토지보유세 총액에서 지역 토지배당 비율을 10%, 20%, 30%로 했을 때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과 균특회계 배분 기준으로 한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의 지역 간 부 이전 효과를 나타낸 지역
별 순수혜액 규모를 보여준다.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 토지배당 비율 20%에
서부터 충남, 경북 등 지가 대비 인구가 부족한 지역의 부가 유출이 아닌 유입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
자치도는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 방식에서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를 고정적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유입보다 유출이 크게 나타났다. 균특회계 배분 비율 기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의 지역 간 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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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규모를 보면,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순수혜액이 수도권과 광역·특별시에서 (-)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균특회계가 부동산교부세보다 농·어·산촌과 중소도시가 있는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
이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총액의 일정 비
율을 지역 토지배당 형식으로 지역별로 차등 교부하는 방식이 보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지역 소득 격차 완화 효과
1) 자료와 분석방법
여기서는 13차년도(2020년) 재정패널조사 가구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
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토한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별 가구의
소득, 가구원 수, 재산세 및 종부세 납부 금액, 주택과 상가, 토지 등 가구의 부동산 소유 현황과 시가
등의 문항이 세분되어 있어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차년도(2020년) 재정
패널조사에서는 총 8,792가구가 응답했다. 이들 중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79가구와
응답에 과도하게 큰 금액을 기입한 15가구를 제외하고 8,698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
구들의 연간소득 및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 시행 후 연간소득을 활용하여 지역 간 소득격차를 확인
해본다. 그룹 간, 그룹 내 불평등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허쉬만-허핀달 지수, 브누이언 지수, 타일지
수, 지니계수 분해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Dagum(1997)의 지니계수 분해법을 사용한다. 집단 간
평균에만 영향을 받는 다른 지수와 달리 Dagum의 지니계수 분해법은 분해과정에서 집단 간 및 집단
내 각각의 평균에 영향을 받아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이창근, 2019). 지니
계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1)
위 식에서

는 가구소득,

다. 전체 지니계수를

은 총가구수, ,

은 개별가구,

는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을 의미한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눈다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k개의 하위집단은 17개 광역지자체를 의미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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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은 j지역 내 지니계수를 나타내며, 식(4)는 j지역과

지역 사이의 지니계수를 나타낸다.

(3)

(4)
식(2)와 식(3)을 토대로 j의 하위 집단의 상대적 비중(
(
(

)과 측정지표의 점유비중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전체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는 집단 내 지니계수(

)와 집단 간 지니계수(

)의 합으로 표현된다(성현곤 외, 2006).

(5)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 간 소득불평등도와 지역 내 소득불
평등도를 계산했다. 재정패널의 가구 연간소득, 재산세·종부세 납부 후 연간소득, 토지보유세-토지배
당 시행 후 연간소득(세율 0.5%, 1.0%, 1.5%)을 기준으로 지역 토지배당 비율(0%, 10%, 20%, 30%)을
도입했을 때 지역 간,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를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확인했다. 가구소득에는 가구균등
화지수16)를 적용하여 가구원 수 차이로 인한 소득불평등도를 보정했다. 토지보유세는 해당 가구의 건물
총자산 내 토지가격17)과 주택 외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에 토지보유세율을 곱해 추산했다.

• 토지보유세 = 토지건물총자산(거주주택가격+거주외주택가격+주택외건물가격)*0.66+주택외토
지가격)*토지보유세율

16) 가
 구원수에 따라 가구원들이 느끼는 경제적 후생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안아림, 2015)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했다. 균등화
처리 방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곱근지수 방법을 사용했다.
17) 토지와 건축물이 합쳐져서 평가되고 있는 주택 및 비주거용 건물의 토지보유세를 추산하기 위해 주택 및 비주거용 건물의 토지
분 가액 비율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2019년 말 기준) 내 가계 및 비영리단체 건설자산(주거용 건
물+비주거용 건물) 총액 1,871조 7,836억 대비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자산 총액 3,628조 6,897억 비율인 34:66를
적용해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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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소득별 수식 정리
현재 가구소득(X)

X/

토지분 종부세·재산세* 납부 후 가구소득

(X – (토지분 재산세 + 토지분 종부세)) /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시행 후 소득

가구원수
가구원수

(X - 해당 가구 토지보유세 + ((전국토지배당소득+지역배당소득)*가구원수))/
가구원수

* 재정패널 내 재산세와 종부세 자료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아 토지분 종부세와 재산세는 건설자산 총액 대비 부속토지자산 총
액 비율인 34:66을 적용하여 추산.
토지분 재산세 + 토지분 종부세 = (거주주택재산세 + 거주외주택재산세 + 건물재산세 + 종부세1 + 종부세2) * 0.66 + 토지재산세1
+ 토지재산세2

2) 분석결과
<표 9>는 지역별 현재 가구 평균소득과 토지분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 후 가구 평균소득, 부동산교부
세 배분 비율 기준과 균특회계 배분 비율로 토지배당 시행 후 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하였다.

<표 9>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
현재 연간 토지분 종부세·
소득
재산세 납부 후*

부산

대구

인천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토지
배당 비율

부동산교부세 기준

균특회계 기준

0.5%

1%

1.5%

0.5%

1%

1.5%

3823

3844

3862

3823

3844

3862

3820

3836

3846

3815

3828

3838

3815

3828

3838

3807

3810

3812

30%

3810

3818

3825

3800

3789

3786

0%

2868

2923

2995

2868

2923

2995

2869

2925

2998

2866

2919

2976

2870

2927

3001

2859

2910

2965

30%

2871

2929

3004

2861

2897

2950

0%

3085

3134

3189

3085

3134

3189

10%

3083

3129

3182

3079

3123

3173

3080

3125

3176

3074

3112

3157

30%

3078

3121

3170

3069

3108

3140

0%

2936

3007

3079

2936

3007

3079

2941

3002

3073

2937

2996

3062

2938

2998

3066

2932

2991

3046

2936

2994

3059

2926

2987

3036

0%
서울

(단위 : 만)

10%
20%

10%
20%

20%

10%
20%
30%

3765

2811

3046

2852

3838

2844

3055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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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전

울산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토지
배당비율

0%

2846

2911

2976

2846

2911

2976

10%

2845

2908

2972

2849

2901

2961
2945

20%

2809

2873

2852

2905

2967

2853

2891

30%

2851

2902

2963

2848

2889

2929

0%

3482

3558

3633

3482

3558

3633

10%

3481

3555

3628

3477

3547

3616

3480

3552

3624

3472

3535

3599

30%

3478

3549

3619

3466

3524

3582

0%

3165

3231

3297

3165

3231

3297

3163

3228

3292

3160

3221

3283

3161

3224

3287

3155

3211

3268

3160

3221

3282

3150

3202

3253

0%

3412

3442

3472

3412

3442

3472

10%

3404

3427

3450

3411

3441

3471

20%

10%
20%

3436

3128

3460

3145

30%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토지
배당 비율

20%

3375

3394

3397

3412

3428

3411

3440

3470

30%

3389

3397

3405

3410

3440

3469

0%

3451

3491

3537

3451

3491

3537

3453

3480

3518

3452

3479

3515

3447

3470

3501

3447

3468

3496

10%
20%

3389

3461

30%

3444

3468

3486

3444

3463

3483

0%

2994

3046

3087

2994

3046

3087

3002

3073

3144

3004

3077

3149

3021

3111

3200

3025

3118

3212

30%

3040

3149

3235

3046

3139

3252

0%

3375

3449

3511

3375

3449

3511

10%

3381

3450

3530

3385

3459

3544

10%
20%

20%

2941

3307

3062

3344

3387

3462

3549

3385

3481

3577

30%

3382

3475

3568

3396

3491

3598

0%

3116

3179

3251

3116

3179

3251

10%
20%

3055

3125

지역 토지
배당 비율

3191

3269

3119

3203

3287

3202

3286

3131

3227

3323

30%

3125

3214

3303

3143

3251

3358

0%

2581

2650

2720

2581

2650

2720

10%

2591

2671

2750

2603

2695

2787

2601

2691

2781

2626

2740

2855

2611

2711

2811

2648

2785

2922

0%

2662

2728

2793

2662

2728

2793

10%

2682

2767

2852

2695

2794

2892

20%

2539

2622

30%

전남

3113
3119

20%
30%

2623

2651

2701

2805

2910

2728

2859

2991

2720

2844

2968

2761

2925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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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남

제주

지역 토지
배당 비율

0%

2682

2741

2794

2682

2741

2794

10%

2693

2757

2821

2699

2768

2838

20%

2652

2704

2704

2778

2853

2710

2802

2889

30%

2709

2780

2885

2727

2836

2939

0%

2983

3050

3129

2983

3050

3129

2985

3054

3135

2991

3067

3154

2987

3059

3142

3000

3084

3174

30%

2990

3063

3148

3009

3102

3194

0%

2740

2776

2813

2740

2776

2813

10%

지역 토지
배당 비율

20%

10%

지역 토지
배당 비율

20%

2945

2731

2968

2721

30%

2744

2785

2826

2752

2802

2852

2748

2793

2838

2765

2828

2891

2752

2801

2850

2778

2854

2929

* 현재 연간 가구 평균소득 대비 보유세 납부 후 연간 평균소득이 많은 이유는 보유세 납부 후 연간소득이 (-)가 되는 가구는 계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고자산·저소득층에게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은 현재 가구소득과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시행 후 가구소득의 전체불평등도와 지역 간, 지
역 내 불평등도를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율 기준과 균특회계 배분 비율 기준으로 비교한 표다.

<표 10> 지역 간,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

현재
연간
소득
(A)

Categories

지역
토지
GINI
Inequality
배당
Coeff.
비율

Between
GINI
Region Coeff.
Inequality

지역
토지
배당
비율

지역
WithinGINI 토지
Region
Coeff. 배당
Inequality
비율

토지분
종부세·
재산세
납부 후
(B)

0%

부동산교부세 기준(C)

균특회계 기준(D)

토지보유세 토지보유세 토지보유세 토지보유세 토지보유세 토지보유세
0.5%
1%
1.5%
0.5%
1%
1.5%
-토지배당 -토지배당 -토지배당 -토지배당 -토지배당 -토지배당
(C1)
(C2)
(C3)
(D1)
(D2)
(D3)
0.36555

0.35847

0.36502

0.35809

0.35121

0.36476

0.35765

0.35072

0.36471

0.35752

0.35032

0.36433

0.35669

0.34964

30%

0.36447

0.35672

0.34973

0.36363

0.35584

0.34872

0%

0.32716

0.32088

0.31493

0.32716

0.32088

0.31493

10%
20%

10%

0.37626

0.36286

0.35177

0.36555

0.35847

0.35177

0.32673

0.32056

0.31440

0.32648

0.32016

0.31397

0.32643

0.32005

0.31362

0.32610

0.31929

0.31300

30%

0.32624

0.31937

0.31311

0.32548

0.31855

0.31223

0%

0.03839

0.03759

0.03684

0.03839

0.03759

0.03684

20%

10%
20%
30%

0.33619

0.04007

0.32445

0.03841

0.03829

0.03753

0.03681

0.03828

0.03749

0.03675

0.03828

0.03747

0.03670

0.03823

0.0374

0.03664

0.03823

0.03735

0.03662

0.03815

0.03729

0.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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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의 지역 간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토지보유세율이 높아질수록 지역 간 지니계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종부세-재산세 납부 후(B)와 토지보유세0.5%-토지배당(C1 또는 D1)을
비교하면 토지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토지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니계수가 높다. 실효세율이 낮은
경우에 토지배당을 하면 현행보다 지역 간 소득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역설적 상황을 맞는다. 현행
토지분 종부세·재산세 납부 후 소득의 지니계수가 토지보유세 0.5% 소득의 지니계수보다 낮은 이유는
현행 종부세·재산세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본 연구의 토지보유세는 비례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지역 간 토지가치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는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 측면에서는 비례세로 설
계한 실효세율이 높아야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교부세 배분 비율 기준과 균특회계 배분 비율 기준을 비교해보면 균특회계 배분 비율 기준이 전체 지
니계수와 지역 간 지니계수를 조금 더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는 균특회계 보조금이 부동산교부세보다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지보유세율이 높을수록 지역 간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을 통
해 토지가치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등 광역지자체에서 토지가치가 낮은 광역지자체로 부가 이
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
책임을 함의하고 있다. 지역 토지배당 비율을 높일수록 전체 지니계수와 지역 간 지니계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총액에
서 지역 토지배당 비율을 일부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 토지보
유세 규모와 토지배당의 지역별 배분을 확인하여 서울에서 지방으로, 대도시에서 지방중소도시로 부가
이전하는지 확인해보았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별 순수혜액 분석 결과, 1/n 방식은 서울 등 토
지가치가 높은 광역지자체의 부뿐만 아니라, 충남·경북 등 토지가액 대비 인구가 부족한 광역지자체의
부도 유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1/n 토지보유세-토지배당 방식보다는 낙
후 지역 및 지가 대비 인구가 부족한 광역지자체를 고려하는 토지배당 방식이 필요하기에 토지보유세
의 일부를 지역 토지배당 형식으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율 기준에서는 지역 토지배당 비율 20%에서부터 충남, 경북 등 인구부족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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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혜액이 (+)로 나타났으며 균특회계 배분 비율 기준에서는 인구부족 지역은 거의 순수혜액이 (+)로
나타나고 서울, 경기, 울산, 대구, 세종, 제주 등 광역시·특별시에서 (-)가 발생했다. 토지보유세-토지
배당 정책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 토지배당 형
식으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이 보완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
이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지역 내 지니계
수를 분해했다. 분석 결과 토지보유세율이 높을수록, 지역 토지배당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불평등도와
지역 간 불평등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1/n 방식보다는 낙후되어 지가 대비 인구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건물과 토지에 함께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균형발전의 재원으로 사
용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지역, 가액, 주택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 차이가 심하고 회피 수단
이 많아 토지보유세가 가지는 특장들이 훼손된 상황에서 토지에만 부과되고 비교적 단순한 토지보유세
형태로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균형발전 재원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토지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 기준 민간토지자산 총액과 비례세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현실 정책과는 괴리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세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 및 누진 과표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했지만 이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면 더욱 정밀하게 지역불평등 완화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및 소득이 과소추정되어
지역별 대표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재정패널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현재 소득 불평등도와 토지보
유세-토지배당 정책의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다. 고자
산·저소득층에게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미치는 효과까지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간 격차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상대적 삶의 질이 처분가
능소득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정준호, 2021)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은 근본적인 지역간 격
차 해소 방안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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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조직,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s), 사기업의 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경
계가 모호해져왔다. 먼저,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쟁적, 시장적 요소를 반영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대두되었을 때는 민간 분야 또한 공공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
로, 사회적 규범에 대한 기업의 준수가 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및 환경적 책
임의 이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확산되었다(Becker 1971; Merton 1987). 결과적으로 환경성과를 달성
한 기업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기 시작하였으며(Porter and Van, 1995), 이는 기업
이 본격적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부여받은 계기로 볼 수 있다. 이후 민간 공공분야 관계없이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가 제시되었고(Thompson and Perry, 2006),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 발전과
같은 개념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가치를 이행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포괄하는 범주는 더욱 넓어지게 되
었다(Campbell, 2007; 장용석·조희진, 2013).
결과적으로 기업, NGO,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공공가치의 이행을 위한 역할을 부여하
고 있다. 이에 더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나열하는 ‘ESG기
반 경영’이 슬로건으로 제시되고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거버넌스에 포함된 기업의 도덕성을 및
지속가능성을 촉구하는 압력 또한 강해지기 시작했다(Cheng et al., 2014; Clementino and Perkins,
2020). 기업이 ESG에 기반한 경영을 이행하고 관련 지침에 따를수록 여러 다양한 경제적 이득, 자본
규제의 완화(Cheng et al., 2014), 투입비용 감소(Dhaliwal et al., 2011; Heal, 2005), 주가의 상승
(Grewal et al., 2017)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선행연구들
을 통해 입증되고있는 상황이다.
이때, 기업의 공공가치 이행지표로서의 환경정보는 투자, 대출, 소비 등등의 의사결정에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Deegan and Rankin, 1999), 외부에서 이를 알기 어려워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투자자는 향후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문제 혹은 정부나 환경단체가 오염물질
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곳에 압력을 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활동
을 하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에서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알
아주지 않는 경우 기업은 환경성과 향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는 위와 같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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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양한 조직들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는데(Pinke and Kolk,
2009), 이중 Carbon Disclosure Project(이하 CDP)라는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
트가 가장 대표적이다.1) CDP는 세계 각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게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및 노력 등
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 이때, 이러한 정보공개요청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정보공개를 위
한 보고서 작성에는 기업의 노력이 듦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약 10,000개의 기업이
CDP에 참여하고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왜 CDP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CDP 참여의 영향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다양한 논의를 포괄적으
로 종합하면 정당성(legitimacy) 확보, 보편적 규범(universal norm)의 확대, 주변 조직에 대한 모방 등
과 같은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시각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도주의 조직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CDP의 참여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CDP의 조사대상 중 국내기업이다. 분석 기간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분석방법으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활용하였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이 특정한 사건(event)을 경험하게 될 확률을 반영하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에 중점을 두는 사건사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기업의 환경정보공개가 갖는 의미와 CDP에 대한 개념
설명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제도주의 조직론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연구가설을 도출하였
다. 4장에서 변수측정과 분석방법 등 연구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뒤, 이어지는 5장에서는 분석결
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짚었다.

1) 단체의 영문 이름과 이 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영문 이름은 둘 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로 동일함
2) GreenBiz, “CDP reporting record: Almost 10,000 companies disclose environmental data in 2020”,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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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의 환경정보공개와 CDP
1.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기업이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혹은 환경성과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투
자자, 규제 당국, 소비자 등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Deegan and Rankin, 1999). 그러나 일반적
으로 기업의 환경정보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보비대칭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Akerlof, 1978; Stiglitz, 1983). 반대로 기업의 환경보호 노력을 외부에서 인지
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환경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유인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이는 결국 환경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
최근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정보공개가 주목받고 있다(Bae,
2012). 환경정보공개는 법률 제정 등에 의해 강제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과 기업 등 민간단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문명재, 2010). 전자는 규제로서의 정보공개(information
as regulation)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법으로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후자인 자발적
정보공개(voluntary disclosure)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되지는 않아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
에도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거나, 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리고
자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정보공개의 주체는 개별 기업인 경우도 있으며, 제3의 기관의 기관
일 수도 있다. 이때, 기업이 제3의 비영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사례로는 본 연
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2.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기업 및 조직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Pinke and Kolk, 2009). 이러한 노력을 탄소정보공개(Carbon Disclosure)이
라고 부르며(Gonzalez-Gonzalez and Zamora Ramírez, 2016), CDP가 주관하는 탄소정보공개 프로
젝트는 탄소정보공개의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Luo et al., 2012; Lee et al., 2012).

CDP는 기관투자자의 주도로 2000년 12월에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이름이자 세계 각국 상
장회사들의 온실가스 배출정보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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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왼쪽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탄소정보를 공개한다.3) 우선 CDP는 매년 각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규제대상 여부,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향후 계획 등의
탄소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기업은 공개 여부와 세부적인 공개항목을 자체적으로 선택
하여 CDP에 탄소 정보를 제공한다. CDP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
CDP 홈페이지 및 보고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한다. 또한, 기업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
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연기금, 기관투자자, 은행, 보험회사 등에 제공한다. 투자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평가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한다. CDP 프
로젝트가 시작된 2003년에는 단지 35개의 투자기관이 CDP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것에 불과했지
만 2017년 기준으로 골드만삭스, 국민연금 등 전 세계 60개국 803개의 기관투자자가 CDP로부터 기업
의 탄소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들의 자산규모를 합하면 약 100조 달러에 이른다.4) 해당 현황은 아
래 <그림 1>의 오른쪽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1> CDP의 메커니즘 및 탄소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투자자 현황

출처 : CDP홈페이지(https://www.cdp.net)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의 주체는 정부와 무관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CDP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항목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
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의 탄소배출량이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해 투자기관이 부정적으로 평가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의 탄소정보공개의 추동요인을 제도주의 조직론을 적용하여 그 추
동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홈페이지(http://www.kosif.org) 참조
4) CDP 홈페이지(https://www.cdp.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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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개와 관련된 선행연구
2010년을 전후로 많은 수의 연구자들이 기업이 왜 친환경적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해왔다. 기업
의 환경성과를 탄소배출수준으로 측정한 최근 연구에서는 탄소배출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기업가치
가 높았다. 기업은 탄소배출수준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수요를 높여 기업의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leimeier and Viehs,
2018). 이는 갈등감소로 인한 위험의 감소, 규제기관과의 갈등 개선, 브랜드 창출, 자본비용의 감소 등
을 통해 장기 재무성과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Heal, 2005). 또한, 탄소배출규모가 커질수록 정보의
공시여부가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경향은 더욱 강해짐을 확인하였다(Matsumura et al., 2014; Saka
and Oshika, 2014).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위험을 사업전략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의 시장가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되며(Epstein, 2008), 일반적으로 기업의 우수한 환경경영성과는 미래에 발생하는 환
경사고에 대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dfrey et al, 2009).
반면, 기업의 친환경적 행위가 무조건적인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들 또
한 존재한다. 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활동에 투자하는 대신 CSR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기회비용
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며, CSR 투자는 경영자의 개인적 명성을 위해 기업의 자
원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Barnea and Rubin, 2010). 또한, 투자자가 비공시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를 얻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는 곧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Johnston, 2005). 또한, 탄소배출에 대한 기업의 정보공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희생자로부
터의 소송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Matsumura et al, 2014).
이때, 제도주의 논의에서는 기업의 친환경 행위를 환경적 정당성(environmental legitimacy) 확보하
려는 행동 혹은 환경책무(environmental liability)를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의 결과로 본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논의와 제도주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이 탄소정보를 공개하는 영향요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제도주의 조직론(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제도주의 조직론에 따르면, 조직은 사회적으로 당연시 여겨지는(taken for granted)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여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 생존을 위한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하고자 한다(DiMaggi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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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여기서 정당성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치, 규범, 신념, 정
의로부터 바람직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Suchman, 1995). 이때, Bansal
and Celland(2004: 93-95)의 논의에 따르면, 기업의 정당성은 그들이 직면하는 비체계적인 위험
(unsystematic risk)과도 관련이 있다. 여기서 비체계적인 위험은 파업이나 기름유출처럼 특정 기업에
만 영향을 주는 사건을 뜻하는데, 금리나 환율변동처럼 모든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 위험
(systematic risk)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에게만 위험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Bansal and
Clelland, 2004). 미국 환경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Toxic Release Inventory; TRI)시행
의 결과로 오염물질을 특히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밝혀져 이들의 평균 주가가 하락한 사례를 그 예시
로 들 수 있다(Hamilton, 1995). 즉, 투자자들은 비체계적인 위험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고(Aaker and
Jacobson, 1987), ‘오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업’은 비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하여 정당성에 훼
손이 생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는 투자자가 인식하는 환경위험과 미래
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평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Campbell et al., 2003; Kim and Lyon, 2011; 김
지현, 2017),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 관점
사회 구성원과 일반 대중은 대상 조직이 맺고있는 조직 간 관계, 즉 제도적 연결고리(Institutional
Linkages)를 통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한다(Baum and Oliver, 1991; Selin and VanDeever, 2003). 따
라서 조직이 연계를 맺고있는 기관들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에 대한 규범적 기대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고, 그 결과가 조직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um and Oliver, 1991). 따라서 조직의 이해관계자와의 연결성은 조직이 정당
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의 이행여부를 결정하므로 해당 CDP와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연계는 사회 구
성원들이 기업들에 대해 부여하는 정당성의 규모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구체
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주의 이론에 이해관계자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제도주의 조직론과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의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이론의 논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의하다(Gonzalez-Gonzalez and Zamora Ramírez, 2016).

이해관계자 관점(Stakeholder Perspective) 혹은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은 복잡

한 환경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실용적 및 효율적이며 윤리적인 방법을 장려하
는 조직관리 이론이다(Freeman, 1984; Harrison et al., 2015). 이에 따르면,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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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여 생존하기 위함이고(Cotter and
Najah, 2012; 박병일· Cave, 2013), 이해관계자는 ‘기업 행위에 압력 혹은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일련의
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다(Evan and Freeman, 1988; 97). 해당 이론은 기업의 CSR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기에 적합하다고 논의되어왔다(Reverte, 2009; Roberts, 1992).
따라서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Gonzalez-

Gonzalez and Zamora Ramírez, 2016),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수록 그들의 기대에 부응
하려 더 노력한다(Cotter and Najah, 2012: 173). 이는 앞서 논의한 제도적 연결고리에 따라 기업이

정당성을 획득하듯이,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 CDP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정당성의 수준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CDP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투자자가 증가
할수록 기관이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정당성은 높아질 것이므로, 기업은 프로
젝트에 참여할 유인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이해관계자 관점을 기반으로 제시한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CDP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이 탄소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
이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정당성 확보에 따른 생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Palmer et al. (1995)는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며, 보다 좋은 투자기회를 없애기 때문에 주주의 부를 감
소시키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치는 기업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서 업계 자체의 경쟁 우위를 제한할 수 있
다(Hsu and Wang, 2012). 또한, Hamilton(1995)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
(Toxic Release Inventory; TRI)에 의해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 436개 기
업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다. 즉, 많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탄소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
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공유되고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CDP로부터 정보를 제공받
는 투자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감에 따라 CDP에 참여하는 기업 간 비교우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 감소역량 및 감소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오히려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이익
보다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종합하면, CDP참여 기관투자자 수와 기업의 탄소정
보공개 가능성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일 수 있다. 조직이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이 반드시 효율성
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Meyer and Rowan, 1977).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수립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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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다음과 같다.

가설 2: CDP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이 탄소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비선형의
형태일 것이다.

2. 역능적 행위자성의 증대
기업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제도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도 설명할 수 있다. 조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비난
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Drori et al., 2006). 이에 조직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추어 정당성을 획득하고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고자 한다(Dart, 2004; 김회성 외, 2015; 황정윤·조
희진, 2016). 즉, 기업이 인권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환
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의 확대와 함께 이루어진다(장용
석·조희진, 2013). 역능적 행위자성이란 특정 조직이 사회의 주체로서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Frank et al., 1995; Meyer, 2000; Meyer and Jepperson,
2000). 20세기 이후 민간 기업도 자율과 권한을 지닌 존재로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Meyer and Jepperson, 2000; Meyer and Bromley, 2012; 장용석·조희진, 2013).
즉, 경제적 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삼던 민간 기업도 이제는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
적 요구에 부응하여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다.
최근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하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강
조되는 것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용석·조희진, 2013). 1970년대부터 UN,
ILO,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원칙이 수립되면서 점차 보편적인 규
범이 되어가고 있다(Campbell, 2007; Lim and Tsutsui, 2012; 장용석·조희진, 2013:53). 이들 중 가
장 큰 규모는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이다. 글로벌 컴팩트는 지속가능성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포함시켜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
장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이다.5) 2019년 현재 기준
으로 전 세계 159개국의 9,913개의 기업이 UN 글로벌컴팩트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보고

5) UN Global Compact 홈페이지(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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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6)
그러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이정은 외, 2016). 보
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 정리,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이정은 외, 2016:42),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수
반된다(Sujis,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은 스스로
를 권한과 책임을 지닌 행위자(actor)로 인식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UN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기업은 CDP의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자신들의 환경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세 번째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3: U
 N에 사회적 책임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환경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3.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은 크게 2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 문제 자
체가 지니는 불확실성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통적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문제에 비해 비교적 새
로운 문제이다(이명석, 2017). 또한, 온실가스는 오염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s)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매우 복잡하다(나태준, 2007; 박호정, 2015). 이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의 특성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둘째로, 탄소정보공개 프
로젝트 참여의 불확실성이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시작된 해는 2003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며, 국
가가 아닌 비영리단체의 주도하에 환경문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형태도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기 어렵다.
이처럼 목표가 모호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조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커진다(Wilson,
1989; Villadsen, 2011).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불확실할 때 조직은 제도적 규범을 받아들
인 다른 조직을 모방하는 행태인 모방적 동형화를 보인다(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특히 조직은 자신이 속하는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을 닮아간다(Ashworth et
al., 2007). 이는 조직장 내의 다른 조직이 새로운 제도를 채택할수록 새로운 제도를 적절하다고 여기

6) UN Global Compact 한국 네트워크 홈페이지(http://unglobalcompact.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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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Arndt and Bigelow 2000). 따라서 조직장은 동일 산업군일 수 있으며(DiMaggio and
Powell, 1983), 혹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커뮤니티 일수도 있으며(Lounsbury, 2007, Marquis and
Battilana, 2009),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있다(Marquis and Tilsck, 2016). 본 연구에서는 동일 산업군,
즉 업종 내에서 발생하는 모방행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은 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되며, 에너지 사용의 구조적 차이는 업종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업종별로 기후변화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방적 동형화의 논의를 기반으로 설
립한 가설 4는 다음과 같다.

가설4: 기
 업이 속한 업종의 CDP참여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4.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앞서 제시된 모방적 동형화 외에도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압력으로 강압적 동형화
가 존재한다(DiMaggio and Powell,1983; 1991). 먼저 강압적 동형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조직이 자금, 권력 등을 의존하고 있는 상위조직 및 타 조직으로부터 부여받는 압력으로 인
하여, 두 번째는 조직이 속한 사회환경 속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s from society)에 의하여
발생한다(DiMaggio and Powell,1983). 이처럼 강압적 동형화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 연결된 개념으
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부여됨에 따라 조직은 기존의 관행(practices)을 변경하여 이러한 압력을 분
산시키거나 적응할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시된 법 혹은 행정체계를 따르는 것이다.
국내의 온실가스 규제정책을 파악해보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현재 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한다. 목표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량과 에너지 사용량은 환경부 산하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온실가스 최대 배
출한도를 지정받는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대상이 된 기업들은 정당성의 훼손을 우려하게 된다. 온실가
스 규제정책은 기업의 상위조직으로부터 부여받는 압력이며, 환경정보는 사회환경 속 문화적 기대에
관련된 요인이므로 강압적 동형화를 통한 기업의 탄소정보공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보
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설립한 가설 5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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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5: 기업이 온실가스 규제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IV. 연구설계
1.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분석 기간은 한국에서 CDP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분석대상은 CDP의 탄소정보공
개 프로젝트 대상 중 국내기업이다. CDP의 각국 지부는 매년 2월 1일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게 프로젝
트 참여 의사를 타진한다. 이때, 한국지부의 CDP 조사대상 기업 수의 변화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CDP 한국지부의 조사대상 기업 수의 변화

출처 : CDP홈페이지(https://www.cdp.net)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2. 변수설정 및 자료출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CDP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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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CDP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 여부이다. 다만 공개항목
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떤 기업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
은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탄소정보를 공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여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프로젝트 참여 변수는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참여가 발생한
연도를 1, 그 외의 연도를 0으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CDP 참여 기관투자자 수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해
관계자의 영향력 변화, 즉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가중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CDP로부터 기업의 탄소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투자자의 수를 연도별로 측정하였다. 또한, CDP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수와
기업의 CDP참여 가능성은 우상향 및 비선형적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가설을 통해 예상하였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해 CDP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수와 그 제곱항을 변수로 측정하였다.

(2) UN 글로벌 컴팩트 참여
분석대상 중 일부는 UN의 글로벌 컴팩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보
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역능적 행위자성을 나타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발적
으로 환경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UN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 네트워크 홈페
이지이다.

(3) 소속 업종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율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지니는 불확실성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은 모방적 행태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았다. 즉, 기업이 참여에 따른 비용과 편
익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하지 않고 주변 조직의 행태를 참고하여 결정을 내릴 가
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율을 변수
로 측정하였다.

(4) 온실가스 규제대상 지정
온실가스 규제대상이 된 기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이라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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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부여받게된다는 점에서 강압적 동형화 압력을 마주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탄소정보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환
경책무(environmental liabiltiy)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예상하였다. 이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혹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으며, 자
료의 출처는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기업 규모, 외국인 지분율, 기업 연령이 포함되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기능은
세분화되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이항영 외, 2007).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
록 가시성이 크다고 본다(Goodstein, 1994; Ingram and Simons, 1995). 가시성이 높다는 것은 이해관
계자로부터 주목을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권인수 외 2007), 가시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제도적 압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외부의 요구에 더 큰 반응을 보이게 된다(Oliver, 1991; Ingram and
Simons, 1995; Bansal, 2000; Dawkins and Fraas, 2011). 이에 기업 규모가 지니는 영향력을 통제하
기 위해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에서 각 기업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제하였다.7) 자료의 출처
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이며, CDP의 조사 시점과 일관성을 위해 매해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보다 기관투자자가 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안윤영 외, 2005). 또한, 외
국인 투자자는 기업과 외부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Jiang and Kim,
2002; 안윤영 외, 2005). 이와 같은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각 기업의 전체 주식 중에서 외국인이 소
유하고 있는 비중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시가총액 비중과 마
찬가지로 CDP 조사와의 일관성을 위해 매해 2월 1일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연령이 높을수록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기에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새로운 관행을 도입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Hannan and Freeman, 1989). 이와 달리 기업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이 누적되어 다양한 제도를 갖추려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이항영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회사설립연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존속 기간을 기업연령으로 측
정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정의 및 그 출처는 아래의 <표 1>에 제시하였다.

7) 기업의 시가총액 자체를 변수로 사용하였을 때도 분석결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에 ‘가시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각 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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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정의 및 자료 출처
변수명
종속변수

독립변수

정의

자료 출처

CDP 참여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 시점=1, 그 외=0

CDP 보고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규제대상 지정

온실가스 규제대상 지정=1, 그 외=0

CDP참여 기관투자자 수

연도별 CDP참여 기관투자자 수

각 업종의 CDP참여율

연도별 각 업종의 CDP참여율

UN 글로벌 컴팩트 참여

UN 글로벌 컴팩트 참여=1, 그 외=0

시가총액 비중

기업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국인지분율

기업의 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비중

기업연령

기업 설립 이후 존속 연수

통제변수

CDP 홈페이지
UN Global Compact
한국거래소
NICE신용평가 재무제표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프로젝트 참여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건사 분석은 분석의 대상이 특정한 사건(event)을 경험하게 될 확률을 반영하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에 중점을 두는 분석방법이다(한승혜·유정민, 2018:88). 이러한 방법은 특정한 제도가 확
산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이를 도입할 위험을 알아보는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Sherer and Lee,
2002; Chandler, 2014). 분석대상 중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빠져나가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가능성 변화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참여가 발생할 확률이 시간의 흐름보다는 주요 독립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다고 가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을 사용하였다(한승혜·유정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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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CDP 참여 기업 수의 변화
아래에 제시된 <그림 3>은 CDP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좌
측의 그래프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수의 변화로, 전체 기업의 수와 참여율은 대체로 증가하
고 있으나 연도별로 편차가 있는 편이다. 우측의 그래프는 프로젝트에 신규참여하는 기업 수를 그래프
로 나타낸 것으로, CDP 참여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백분율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체 기업의 수에서 해당 연도에 새롭게 참여한 기업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당연하게도 초
기에는 새롭게 참여하는 기업이 많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수의 변화 (좌:전체, 우:신규)

2)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아래의 <표 2>는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종속변수인 기업의 CDP 참여 사건 발생과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보면, 연령 이외의 변수들은 CDP 참
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CDP로부터 기업의 탄소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투자자의 수와 기업의 CDP 참여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 수의 증가가 기업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보다는 저해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사건사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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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대부분의 Pearson 상관계수 분석결과가 0.4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지정과 UN 글로벌컴팩트 참여도 0.5919로, 0.7을 넘
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
편차

CDP
참여

투자
기관수

규제
대상

글로벌
컴팩트

업종별
참여율

시총
비중

외국인
지분율

CDP참여사건

.1229

.3285

1

CDP참여
투지기관 수

655.1

150.77

-0.2224***

1

온실가스
규제대상

.1917

.3937

0.7279
***

0.1851
***

1

UN 글로벌
컴팩트 참여

.1106

.3136

0.2160
***

0.0954
***

0.5919
***

1

업종별
CDP 참여율

.3335

.2501

0.2927
***

0.1403
***

0.2853
***

0.1068
***

1

시가총액 비중

.6564

1.3170

0.2842
***

-0.0148

0.4616
***

0.4506
***

0.2222
***

1

외국인 지분율

20.825

14.984

0.1221
***

-0.0657**

0.2202
***

0.2184
***

0.1177
***

0.3171
***

1

조직연령

37.024

20.477

0.0034

-0.1356*** -0.0743*** -0.0441**

0.0919
***

-0.0231

0.0463

조직
연령

1

*p<0.05, **p<0.01, ***p<0.001

2.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의 영향요인
먼저, 한국에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빠짐없이 CDP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48개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모델적합도(model
fit)의 유의수준이 0.1642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모형이라고 하기 어려웠으며,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는 변수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CDP가 한국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8년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50위 내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탄소정보공개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
내내 조사대상이 포함된 기업의 수가 적어 적절한 통계분석이 어렵기때문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대상이 시가총액 상위 250위로 늘어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으로 분석 기간을 좁혔다. 다만 이 경우 2012년 이전에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
여한 기업(early adopters)의 행동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빠짐없이 CDP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 2012년 이전에 이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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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을 제외하면 156개의 기업이 분석대상이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고, 결
과는 아래의 <표4>와 같다. 각각의 모형은 통제변수만 포함한 모형(모형2), 이해관계자 변수만 포함한
모형(모형3~4), 제도주의 변수만 포함한 모형(모형5),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모형6)을 나타낸다. 각
모형의 적합도는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모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4~6은 p<0.001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의 영향요인
구분

모형2
(통제변수)

모형3
(이해관계자)

모형4
(이해관계자2)

모형5
(제도주의)

모형6
(전체모형)

CDP참여 기관투자자 수

-

-.0016
(.0024)

.4175***
(.0970)

-

.3201***
(.0966)

(CDP참여 기관투자자 수)2

-

-

-.0002***
(.0000)

-

-.0002***
(.0000)

온실가스 규제대상 지정

-

-

-

1.3335**
(.4211)

1.1707**
(.4376)

UN Global Compact 참여

-

-

-

.8355*
(.3988)

.7812*
(.3783)

동일 업종의 CDP참여율

-

-

-

.0999
(.7729)

.3736
(.8176)

국내 시가총액 차지 비중

.1117
(.0624)

.1137
(.0623)

.1067
(.0600)

-.0348
(.1610)

-.0045
(.1255)

외국인 지분율

-.0103
(.0133)

-.0099
(.0132)

-.0099
(.0133)

-.0206
(.0190)

-.0147
(.0178)

조직 연령

.0038
(.0082)

.0042
(.0082)

.0046
(.0081)

.0033
(.0084)

.0050
(.0082)

상수

-3.43***
(.4826)

-2.256
(1.844)

-155.77***
(35.503)

-3.9765***
(.6047)

-120.044***
(35.454)

Log likelihood

-108.46

-108.24

-98.317

-93.102

-85.6154

LR chi²

2.66

3.09

22.94

27.58

42.55

Prob>chi²

0.447

0.542

0.000

0.000

0.000

자유도

3

4

5

6

8

전체 개체 수

803

803

803

719

719

*p<0.05, **p<0.01, ***p<0.001, 주: ( )는 표준오차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첫 번째로, 모형2에서 CDP참여 기관투자자 수라는 단일 변수만을 포함
한 경우는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p=0.542), 제곱항을 추가하자 p<0.001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6에서도 일관되었다. 따라서

200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1호

CDP참여 기관투자자 수와 기업의 CDP참여 가능성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CDP로부
터 기업의 탄소정보를 제공받는 투자기관이 728곳인 수준까지는 투자기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이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투지기관의 수자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어진다. 즉, 일정 수준까지는 CDP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수의
증가가 기업에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하지만, 그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우 기업은 이를 위험으
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두 번째로, UN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UN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은 스
스로를 사회문제에 공헌할 책임과 권한을 지닌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할 것이므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환경정보를 공
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도 채택되었다.
세 번째로, 업종의 CDP 참여율과 각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모형
2~6의 경우 분석 기간을 2012년부터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3년으로부터 10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다. 따라서 2012년 이후의 시점은 기업들은 CDP를 새로운 제도로 인식하지 않으
며,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불확실성이 낮아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불확실성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
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방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네 번째로, 온실가스 규제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업의 경우 CDP에 참여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업체는 외부로부터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체라는 인식
을 얻게 되므로 비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업은 환경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한 인상관리전략으로서 CDP에 참여를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에서 각 기업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각 기업의 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비중, 설립일로부터 기
업의 존속 연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CDP에 참여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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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탄소정보공개의 이유를 제도주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기업이 직면하는 제
도적 압력이 CDP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이해관계자인 기관투자자의 역
할에 주목하여, 기업의 탄소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수와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기관투자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 역시 증
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기관투자자 수의 증가에 따른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줄어들
었다. 따라서 기업은 일정 수준까지는 기관투자자의 프로젝트 참여를 자원획득 기회로 간주하지만, 그
수가 특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를 위험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UN 글로벌 컴팩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탄소정보공개 프
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컴팩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스스로
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역능적 행위자성이
큰 기업은 환경정보 역시 자발적으로 공개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기업이 속한 업종의 프로젝
트 참여율과 그 기업의 참여 가능성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실
가스 규제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탄소정보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온실가스 규제대상이 되면 외부로부터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체라는 부정적 인식을 얻게 되는데, 이
때 기업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신들은 환경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이후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시점은 새로운 제도였던 프로젝트가 기업들에 친숙해지면서 참여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기리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화된 반응인 모방적 압력이 발
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를 이해관계자 관점을
포함한 제도주의 논의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친환경 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Gonzalez-Gonzalez and Zamora Ramírez, 2016),
이러한 접근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요인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참여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무엇이 이를 추동(drive)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왔다(Luo et al.,
2012; Luo and Tang, 2014; Gonzalez-Gonzalez and Zamora Ramírez, 2016). 그러나 어떤 요인

이 환경정보 공개를 꺼리도록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CDP로

202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1호

부터 정보를 받아가는 투자기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 및 보편화되는 경우 기업의 행태는 단순
히 정보공개에 참여하여 정당성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기업들의 탄소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요인들은 주로 조직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탄소정보공개를 추동하는 동형화 압력 중 동일 업
종조직에 대한 모방적 압력보다 상위조직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압력인 강압적 압력에 기업들은 더욱 예
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또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
의 연장선임을 시사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CDP와 같은 NGO가 기업들
이 공공가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상위조직의 영향력이 가장 결정적이며,
NGO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체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거버넌스 체계에서 NGO가 조직의 미션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NGO에 대한 정부와의 유동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혹은 NGO가 자체적
인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으
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대상에 빠짐없이 포함된 4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2012년부터 2017
년까지 시가총액 상위 250위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한 결과 15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2012년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참여요인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확산되는 초기에 기업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다(Arndt and Bigelow, 2000). 즉, 새로운 제도를 초
기부터 도입하는 조직은 후기에 도입하는 조직보다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도입하므로 누가 선도적으
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탄소정보공개 프
로젝트에 초기(2008~2012)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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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위한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
회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의 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1,125명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
며,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진로에 대한 준비, 정책적 지원, 지역규모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지
원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높이며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지원정책은 긍정
적인 조절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지역규모별 분석에서는 진로준비가 모든 지역에서 진로
결정성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지만 정책적 지원의 효과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정책 개발과 지역규모별로 차등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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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terest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ies
for them a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areer decision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m to decide their career in the right direction and to grow as a member of society.
This study, using data from the 8th year of the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establishes an ordinal logistic model for 1,125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were career preparation, policy support, and regional sca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support policies increase career decision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career support policies have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decisions. In the analysis by regional
differences, career preparation was confirmed as an influencing factor to increase career decisions
in all regions, but the effect of policy support was different. Based on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in a way that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tively participate and to design differentiated policies by regio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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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노동, 가정, 교육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이 국내로 이주하면서 이들을 이해·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전경숙, 2021), 이주민의 적응
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이태정, 2019). 특히 이러한 현상은 다문
화가정의 주변환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구성원
들이 형성한 다문화가정은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전체 출생아 수의 5%를 차지할 만큼 다문화가정에
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포용은 우리 사회의 중
요한 가치로 자리잡으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최정윤·유두
호, 2021).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학업에 있어 어
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업에 대한 부적응뿐만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
고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부족하고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이
낮은 편이다(남부현·최충옥, 2012). 따라서 정부는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들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진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요인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를 대하는 개인적인 태도부터 이들을 둘러싼 외부환경까지 다양한 차원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영향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개인적 측면과
그들의 진로결정을 물질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 주목한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각 지역
의 역량과 특성에 맞추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고 도시, 농촌 지역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부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별로 진로결정
성이 다를 수 있음을 논의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적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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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지원정책과 진로결정성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최정윤·유두호, 202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2010
년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8년 제3차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었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해마다 기본계획과 관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에 대한 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중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대부분
안정적인 정착과 언어교육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하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각기 상이하므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한 정책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서도 대부분 언어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정책들이 주를 이
루고 있다. 그러나 1차 기본계획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와 같
은 진로에 관한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의
시기가 지난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중 진로와 관련한 사항은 유아기, 학령기를 지나 사회진출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을 통해 다문화청소년
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220개 진로체험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초기 적응중심의 정책에서 장기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내용이 변화되
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청소년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영유아, 취약계층 자녀 중심의
정책이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과 중장기적 관점의 인재육성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다문화교육지원계획」 중 진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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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문화교육지원계획 중 진로관련 주요 내용

주요
내용

2006년 ~ 2011년

2012년 ~ 2017년

2018년 ~ 2022년

정착 및 언어 위주의 교육지원
취학률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식
개선 강화
다문화가정 자여 국제지도자 육성
(2009)
중도입국 자녀대상 직업·진로교육 지원
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지원(2010)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다문화역량제고
(2012)
글로벌 브릿지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
발굴·지원(2012)
다문화직업교육 대안학교 및 직업교육
과정 확대(2012)
대학진학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포함(2012)
롤모델과 함께하는 ‘멘토단’운영(2017)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확대(2018)
‘전문상담 역량강화 시범사업’ 확대
(2018)
진로교육을 위한 청소년용 워크북 개발
(2020)
다문화학부모의 자녀진로를 위한 ‘드림
레터’ 보급(2020)

자료 : 2006~2021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교육부. 저자 재구성

청소년기에 들어선 학생들은 미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한다. 청소년기의 진로결
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적성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위한 목표의 역할을 수행한
다(이형하, 2020). 즉, 진로결정성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관한 관심을 통해 사회진출을 위한
탐색 및 설계를 하는 과정으로, 미래의 직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Savickas & Prorfeli, 2011). 또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
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정도를 뜻한다(이기학·한종철, 1997).
앞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과 변화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
로와 관련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가족관계에 의한 영향에 주목한다(전혜숙 외, 2019; 김자경·오혜정, 2021; 정
나은·김원영, 2020; 이창훈, 2021; 이형하, 2020; 장혜림·이래혁, 2019).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신연
주·이경순, 2019), 문화적응(성윤희·장은영, 2020; 민예지·강현아, 2021)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 등 개인적 인지 및 태도가 중요하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 본인
의 진로탐색 및 준비 등과 같은 영향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외부요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한, 진로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삶의 만족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진
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동진·김송미, 2020).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
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내·외부적
인 요인들이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과 함께 진
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준비와 정부의 정책이 진로결정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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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결정성의 영향요인
1) 진로에 대한 준비
고등학교 학령기인 15~17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진로, 진학 및 직업(직업
선택, 보수 등)이 62.6%로 가장 높았다(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가정 청소년보
다 진로와 관련한 직업탐색, 진로계획 정도가 낮고(남부현·최충옥, 2012),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으로 인해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자신이 원하는 직업 또는 진로에 대한 목표 역시 모호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할 때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준비, 실행하는 진로에 대한 준
비가 필요하다(Conner, Sandberg & Norman, 2010).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나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의미하며(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선택을 하기 위
한 준비된 행동,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진로 준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Phillips et al., 1984).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직업·취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탐색, 수집, 체험 등
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진로에 대한 준비활동이 필요하다(이정자·전종국, 2016).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형하(202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준비성이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nt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효능감 등의 개인적 요인이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Gati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들
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개인적 요인 중 하나인 진로준비행동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스스로 본인의 흥미와 적성 파악
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진로에 대한 준비는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킨다.
2) 정책적 지원의 조절효과
2018년에 마련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의 ‘도입·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정부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역량개발 및 취업을 위한 기관 연계 등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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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적
성검사, 진로소양교육, 진로설계, 직업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미래설계 프로그램(진로코칭)과 다문화
교육을 연계한 진로체험을 추진하고, 다문화 멘토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
관협력(포스코)사업을 통해 진로준비와 사회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표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진로 지원 현황
소요예산(백만원)

구분

부처별

시도별

사업 수(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교육부

14,650

14,502

9

9

외교부

4,306

4,157

2

2
1

산업통상부

20

30

1

고용노동부

1,900

1,900

1

1

여성가족부

18,964

19,077

13

13

계

35,455

30,530.6

254

272

서울

1,644

1,549

11

13

부산

6,160

2,303.6

20

20

대구

831

1,201

12

12

인천

4,210

2,773

20

15

광주

351

257.8

10

6

대전

1,005

2,053

9

11

울산

733

1,350

7

7

세종

127

145

6

7

경기

6,294

6,059

38

36

강원

1,906

2,037

11

12

충북

231

166

19

17

충남

182

429.7

22

26

전북

2,035

3,669.5

15

13

전남

3,991

922

21

46

경북

2,268

2,257

7

7

경남

2,913

2,848

20

18

제주

574

510

6

6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저자 재구성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여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및 진로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진
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즉, 진로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는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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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효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진로집단상담을 받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결정효능감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최현주·김희수, 2017),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 목표선택, 미래계획, 진로결정효능감 증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민경,
2015). 또한,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도 존재한다(김재희, 2019).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과 진로결정성 간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한 가설 2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직업체험과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 즉,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
의 진로에 대한 준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결정성
간 관계에 있어 정책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3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킨다.
가설 3. 진로에 대한 준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정책적 지원에 따라 강화된다.
3) 지역규모별 차이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구체적인 분
포를 살펴보면 지역규모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표 3>을 보면 지역규모 및 학교급별로 다문화가
정 학생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도시보다 농
촌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율이 높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전체 학생 수 대비 다
문화 초·중·고등학생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조승연, 2020).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
규모별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처한 외부환경적인 특성
이 다르고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진로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정도는 지역규모별로 다를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로에 대한 준비와 정책적
지원이 있다. 진로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 스스로 진로에 대해 관심
을 갖고 계획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다소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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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남부현·최충옥, 2012). 이와 같은 주변 환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우 정보화와 산업화로 인해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며 실제 연구결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최경일, 2016).
따라서 지역규모별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영향은 각
기 다를 수 있다.

<표 3> 지역규모 및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20년)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전국

147,379

2.9

107,694

4.0

대도시

46,060

2.6

33,631

3.3

고등학교

각종학교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6,773

2

12,479

0.9

433

4.8

8,285

1.6

3,949

0.7

195

4.8

중소도시

54,257

3.4

39,521

3.3

9,752

1.7

4,820

0.8

164

7.8

읍/면

44,325

3.9

32,462

7.2

8,262

4

3,531

1.8

70

2.6

도서벽지

2,736

7.7

2,080

11.5

474

5.8

178

2.4

4

11.4

주 : 비율(%) =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수/학교급별 전체 학생수)×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2020) 저자 재구성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역시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며 역량에 따라 집
행되는 정책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다르다(유두호·유나리, 2020). 즉, 지역마다 추진되는
정책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지역의 역량,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된다. 이러한 점은 다문화가
정 진로와 관련한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교육 및 진로 관련 정책에 투입
되는 예산과 사업의 수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는 단기거주 외국인노동자가 다문화 사
회의 주된 원인이고 농촌은 결혼이민자가 주요 요인이듯이 모든 다문화가정 정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가 요구된다(임형백, 2009).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지역규모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
는 진로 관련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진로결정성은 지역규모별로 영향을 받는 요인과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규모별 차이에 따른 진로결정성의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 4를 도출하였다.

가설 4. 지역규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정도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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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체적인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 관련 지원정책의 경험을 주요 영향요인
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도 살펴본다.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8차년도 데이터이며 분석대상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다문화가
정 청소년 1,197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1,125명, 분석시기는 2018년 단년도이다.
분석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성이 4점 척도임을 고려하여 순서형 척도가 종속변수
일 때 사용되는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
와 진로지원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경우 두 변수 간 곱을 통해 활용된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다중 공
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진행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설명한 문장’에 대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끔 구성된 문항
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진로결정성 변수 측정 방법은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도 자주 활용된다(박동진·김송미, 2020; 이창훈, 2021). 측정에 활용된 세부문장은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았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두 가지이며 신뢰도 검증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은 0.8094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진로준비, 진로지원정책이다. 진로준비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얼마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마찬가지
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설명한 문장’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측정
에 활용된 세부문장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의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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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
다’,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가지이다. 신뢰도 검증 결
과 크론바흐 알파값은 0.7832로 확인되었다. 다른 독립변수인 진로지원정책은 진로와 관련하여 정책
적 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모의창업활동, 경제캠프활동, 진로탐색활
동, 직업현장체험활동 등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경
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구성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
한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실증분석의 정교함을 높였다. 통제변수로는 기본적인 응답자의 성별, 나이를
설정하였으며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가구소득인식과 어머니학력, 아버지학력은 모두 5점 척
도로 측정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4> 변수 및 측정문항
구분

변수

측정문항

종속변수

진로결정성
(=0.8094)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문항을 골라주세요.
①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았다
② 나중에 바뀔지 모르겟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진로준비
(=0.7832)

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②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③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④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독립변수

4점 척도
(각 항목의
평균값)

진로 관련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 모의창업활동, 경제캠프활동, 진로탐색활동, 직
업현장체험활동 등)
: 있음(1), 없음(0)

더미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성(1), 여성(0)

더미

나이

응답자의 나이

진로지원정책

가구소득인식
통제변수

비고

어머니학력
아버지학력
지역규모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지각
① 아주 어렵다, ②어려운 편이다, ③보통, ④잘사는 편이다, ⑤아주 잘 산다
부모의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2~3년제) 졸업, ④ 대학(4년제 이상)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응답자 거주지역의 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5점 척도
범주화

더미

주) *준거더미

가구소득인식을 묻는 문항은 응답자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5점 척도(1=아주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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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아주 잘 산다)로 응답하게끔 되어 있으며, 부모님의 학력을 묻는 문항은 중졸 이하, 고졸, 대학
(2~3년제) 졸업, 대학(4년제 이상)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규모는 응
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에 대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응답하는 문항이 활용되었고 준거
더미는 대도시이다.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이며, 중소도시는 도 지역의 시 지역, 읍/면은 도 지역
의 군 지역을 의미한다. <표 4>는 변수 및 측정문항을 정리한 것이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기술통계는 <표 5>와 같으며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총 1,125명으로 나타났
다.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성은 평균 2.806으로 진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았
으며 독립변수인 진로준비 역시 평균 2.978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다른 독립변수인 진로지원정
책에서는 진로 관련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353명(31.38%), 받지 않은 경우는 772명(68.62%)으로
진로 관련 정책적 지원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의 나이는 16세에서 20세였으며 평균 나이는 16.964세였다. 본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
식은 평균 2.391로 나타나 보통(3점) 이하의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50.93%)과 남성(49.07%)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대학(2~3년제)졸업, 대학(4년제 이상)졸업, 중졸이하, 대
학원 졸업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버지의 학력 역시 고졸이 가장 높았지만 중졸이하, 대학(4년제 이상)
졸업, 대학(2~3년제)졸업, 대학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중소도시가 44.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읍/면, 대도시 순이었다.

<표 5>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진로결정성

1,125

2.806

0.716

1

4

2.978

0.549

1

4

진로준비

1,125

진로지원정책

1,125

나이

1,125

16.964

0.347

16

20

가구소득인식

1,125

2.391

0.727

1

5

지원경험 있음 353명(31.38%), 지원경험 없음 772명(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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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1,125

여성 573명(50.93%), 남성 552명(49.07%)

어머니학력

1,125

중졸이하 127명(11.29%), 고졸 529명(47.02%), 대학(2~3년제)졸업 288명(25.6%),
대학(4년제 이상)졸업 176명(15.64%), 대학원 졸업 5명(0.44%)

아버지학력

1,125

중졸이하 357명(31.73%), 고졸 578명(51.38%), 대학(2~3년제)졸업 70명(6.22%),
대학(4년제 이상)졸업 111명(9.87%), 대학원 졸업 9명(0.8%)

지역규모

1,125

대도시 281명(24.98%), 중소도시 503명(44.71%), 읍/면 341명(30.31%)

주) *p<.05, **p<.01, ***p<.001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한 양측 검정 실시 결과,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성은 독립변수인 진로준비, 진로지원정책과 양적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독립변수
간에도 양적 선형관계가 나타났다. 그 외 변수들 간 상관관계에서는 높은 계수 값이 나타나진 않았고
특히 0.7 이상의 강한 선형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진로결정성

1

2. 진로준비

0.366*

1

3. 진로지원정책

0.129*

0.140*

1

4. 성별

0.045

-0.138*

-0.051

1

5. 나이

-0.021

-0.032

0.038

0.011

1

6. 가구소득인식

0.006

-0.020

0.021

0.015

0.032

1

7. 어머니학력

0.063

0.039

0.067

0.029

0.021

0.035

1

8. 아버지학력

0.034

0.038

0.089*

-0.003

0.018

0.141*

0.281*

1

9. 지역규모

0.040

0.049

0.052

-0.051

0.004

-0.101*

-0.053

-0.190*

9

1

주)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1임

2. 진로결정성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에 앞서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1.01에서
1.62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하
여 분석을 진행한 모형 1에서는 성별, 어머니학력, 지역규모 변수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
력이 확인되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
록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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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핵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력을 살펴본 기본모형이
다. 기본모형에서는 진로준비, 진로지원정책 두 독립변수에서 모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준비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아지며 진로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진로결정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
에서만 양(+)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진로결정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모형 3은 기본모형에서 진로준비 변수와 진로지원정책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
한 통합모형이다. 분석결과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 두 변수와 상호작용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먼저, 진로준비 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준비는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킨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
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준비가 중요
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진로에 대한 안
정적인 준비를 강조하며 진로결정에 있어 성취동기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박동진·김송미, 2020; 이창훈, 2021; 전혜숙 외, 2019). 이와 같은 경향이 분석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로지원정책 변수 역시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킨다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진로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의 경험 여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전로결정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기이해부족, 진로에 대한 미
성숙한 태도 등으로 인해 일반가정 청소년들보다 진로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전
문화된 진로프로그램과 교육, 상담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강조된다(이아라 외, 2018). 또한, 진로결정
에 있어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조봉환, 2011; 최현주·김희수, 2017)나 리더십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적 지원 경험이
진로 성숙도를 높인다는 실제 실험연구의 결과(권회연 외, 2016)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서 검증된 정책적 지원과 진로결정성의 긍정적 관계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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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분석결과
모형 2
(기본모형)

모형 3
(통합모형)

진로준비

1.506***
(0.115)

1.398***
(0.131)

진로지원정책

0.303***
(0.116)

0.285**
(0.117)

종속변수: 진로결정성

모형 1
(통제모형)

0.407*
(0.238)

진로준비×진로지원정책
성별

0.183*
(0.107)

0.405***
(0.109)

0.399***
(0.109)

나이

-0.083
(0.158)

-0.038
(0.155)

-0.037
(0.155)

가구소득인식

0.001
(0.074)

0.033
(0.075)

0.032
(0.075)

어머니학력

0.116*
(0.062)

0.093
(0.062)

0.090
(0.062)

아버지학력

0.034
(0.061)

-0.008
(0.062)

-0.008
(0.062)

중소도시

0.117
(0.133)

0.209
(0.134)

0.210
(0.134)

읍/면

0.289*
(0.148)

0.192
(0.148)

0.195
(0.148)

cut 1

-4.221
(2.693)

-3.598
(2.640)

-3.585
(2.645)

cut 2

-3.770
(2.691)

-3.124
(2.637)

-3.114
(2.643)

cut 3

-2.068
(2.688)

-1.314
(2.635)

-1.310
(2.640)

N

1,125

1,125

1,125

지역규모

Chi2(df)

11.02(7)

207.09(9)***

210.01(10)***

Pseudo R2

0.003

0.055

0.056

Log likelihood

-1861.889

-1763.853

-1762.391

주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2) 지역규모의 준거더미는 대도시임

마지막으로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 변수로 구성된 상호작용항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
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준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정
(+)적 영향은 정책적 지원에 따라 강화된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결정성의
긍정적 관계가 가설 1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둘 간의 관계 속에서 정책적 지원은 긍정적인 조절효
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에 있어 적극적이며 성취동기가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는 진로결
정성이 높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박동진·김송미, 2020). 즉, 진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자녀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감이 높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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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로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까지 받는
다면 진로결정성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다. 한·일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연구는 진로에 있어 진로인식이나 진로선택, 학교적응이 중요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우대 정책과 영재
교육은 진로발달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정책적 지원은 단
독적으로도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지만 진로준비와 진로결정성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성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지역규모별 분석결과
한편, 진로결정성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역규모는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중소도시(도 지역의 시
지역), 읍/면(도 지역의 군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모형 1은 대도시, 모형 2는 중소도시, 모형 3은 읍/
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진로준비 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는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진
로결정에서 착실한 진로준비와 같이 개인적인 변인과 스스로의 인지적 변인이 중요하다는 점(김지연·
이윤희, 2019)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진로준비는 주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이다.
진로준비 변수 외에 진로지원정책 변수와 상호작용항(진로준비×진로지원정책)에서는 지역규모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규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 그 정도는 달라진다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모형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를 기준으
로 분석을 진행한 모형 1에서는 진로준비 변수와 함께 상호작용항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
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앞서 통합모형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대도시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있어 진로에 대한 준비는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며 둘 간의 긍정적 관계는 진로 관련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수록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정책서비스의 접근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심익섭·남영희, 2015). 진로 관
련 정책에서도 대도시에서의 정책서비스 접근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이 대도시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로준비와 어우러질 때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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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모형 2에서는 진로준비 변수와 진로지원정책 두 변수에서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도 단위의 시 지역에 해당되는 중소도시에 거주하
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진로지원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 내 시에 해
당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
해 학업과 진로탐색, 진로계획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진로정보
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이 강조된다(남부현·최충옥, 2012). 이러한
경향이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모형 3에서는 진로준비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지원정책이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읍/면 지역의 진로지원정책 검토와 새로
운 정책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지역규모별 분석결과
종속변수: 진로결정성

모형 1
(대도시)

모형 2
(중소도시)

모형 3
(읍/면)

진로준비

1.284***
(0.281)

1.140***
(0.186)

1.906***
(0.250)

진로지원정책

0.279
(0.245)

0.374**
(0.174)

0.169
(0.212)

진로준비×진로지원정책

1.274**
(0.544)

0.147
(0.357)

0.160
(0.415)

성별

0.206
(0.220)

0.433***
(0.164)

0.476**
(0.199)

나이

-0.077
(0.267)

0.040
(0.258)

0.001
(0.303)

가구소득인식

0.060
(0.163)

-0.040
(0.114)

0.125
(0.131)

어머니학력

0.130
(0.119)

0.088
(0.094)

0.066
(0.119)

아버지학력

-0.091
(0.113)

0.056
(0.093)

-0.033
(0.126)

cut 1

-5.296
(4.602)

-2.235
(4.388)

-2.878
(5.126)

cut 2

-4.465
(4.587)

-1.825
(4.384)

-2.450
(5.125)

cut 3

-2.099
(4.572)

-0.196
(4.382)

-0.731
(5.124)

N

281

503

341

Chi2(df)

55.74(8)***

65.51(8)***

98.25(8)***

Pseudo R2

0.062

0.039

0.085

Log likelihood

-423.425

-800.007

-527.277

주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2) 지역규모의 준거더미는 대도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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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모형 2에서는 진로준비 변수와 진로지원정책 두 변수에서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도 지역의 시 지역에 해당되는 중소도시에 거주
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진로지원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의 도시에
속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업과
진로탐색, 진로계획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진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이 강조된다(남부현·최충옥, 2012). 이러한 경향이 분석
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모형 3에서
는 진로준비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진
로지원정책이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읍/면 지역의 진로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와 새로운 정책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진로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학생 스스로의 진로
에 대한 관심과 준비와 진로 관련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기존에 개인적인 요인에 주로 초
점이 맞추어졌던 선행연구의 흐름에서 정책적 환경 요인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 진로결정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함으로써 이론적인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분석결과,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지원정책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일으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진로준비는 모든 지역에서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영향요
인이었으며 대도시에서는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의 상호작용이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중소도시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
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지속적인 진로 관련 상담,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스
스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부모의 출신 국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한 학급 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 역시 증가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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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도 다양해진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진로 이전에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학업 상황을 점검하
고 진로에 대해서도 어떠한 실질적 고민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실제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취업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멘토링, 설명회와 같은 자리를 마
련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식 정책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인 방식의 진로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정책적 지원의 긍적적 효과와 함께 진로준비와 정책
적 지원의 긍정적 상호작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진로준비에 적극적인 다문화가정 학생이 정책적
지원까지 받는다면 진로결정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한 진로교육 방식보다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심분야가 동일한 일반가정 학생과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해주거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체 방문, 진로체험활동 등과 같은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규모별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문제 해결에 대한 차등화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지역
규모별 분석에서는 지역규모가 다른 경우 정책적 지원의 효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특
성에 맞게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대도시는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학생 수 자체가 많
으므로 학생들의 관심분야가 다양할 것이다. 또한,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확
인된 점을 고려한다면 관심분야가 맞는 학생끼리 그룹활동을 장려하여 지속적으로 진로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중소도시의 경우 정책적 지원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읍/면
지역은 정책적 지원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기존 진로지원정책에 대한 만족
도 조사를 통해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계속 집행하고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실제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단년도 자료를 통해 분
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동태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료의 보완과 함께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층인터뷰를 반영한다면 보
다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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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역할 가치가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 간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경
로 차이가 있는지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897명의 부모에 대한
자료를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에서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빈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간 경로와 집단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SPSS 21.0 version과 AMOS 18.0 version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에게서는 성역할 가치가 자녀양
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상호작용이 두 변수 간에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게서는
가족상호작용이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
머니의 자녀양육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성역할 가치와 가족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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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how the value of gender roles for parents with infants
affec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whether family interaction is mediated in these relationships.
A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aths between father and moth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To this purposes, data on 897 parents of Gyeonggido,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infants in Korea, was obtained and analyzed from the 7th year of the Korea
Children’s Panel. Descriptive, frequency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To these analysis, SPSS 21.0 version and AMOS 18.0 version were
used. Results as follow. The value of gender roles in fathers directly affec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family interaction has a partial mediative effect between the two variables. Family interaction
has been shown to affect child rearing attitudes in mothers.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child rearing attitudes of fathers and mothers with
infants in terms of values of gender role and family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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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유교문화 국가로서 가부장적 사고를 비롯하여 엄부자모(嚴父慈母)로 대표되는
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수 세대를 거치면서 사회가 국제화
되고 국민들이 개인권리와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과거의 사고와 자녀 양육방식에서 탈피하고 개
인,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성과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
의 변화이다. 즉 남성 또는 여성에게 적절한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 태도, 가치, 특성을 포함하는 행동
기준을 의미하는 성역할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Stickney & Konrad, 2007). 성역할은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서 개인의 인식과 가치를 기반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에는 성역할 가치가 선행
되거나 최소한 병렬적인 수준에서 함께 언급되는데, 이는 성별로 다르게 기대되는 성역할에 반응하는
경향으로서 성 고정관념이나 남성 또는 여성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한다(Corrigall &
Konrad, 2007).
부부를 예로 들자면 과거에는 남성은 가정을 대표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의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가정의 대소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여겼다. 반면에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된 역할로 수행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생활하였고 남편
에 대한 순종을 최대의 미덕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이를 대신하여 가족 간 평등에 기초한 신뢰와 친밀감 등과 같은 새로운 성역할 가치를 토
대로 한 부부 공동의 가사 분담과 자녀양육과 같은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부모의 성역할 가치는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나 방식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졌고 아버지는 방관자 혹은 소극적 참여자 수준에 머물
렀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양육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어머니도 ‘남성은 직장, 여성
은 가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Maume, 2006). 이
로 인해서 부부가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면
서 어느 한 쪽의 역할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다(김명원·강민주, 2011; 김소영·옥선화, 2000). 그리고 부
모가 자녀를 통제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와 특성을 살리려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Li et al., 2010; Lu & Chang, 2013).
그런데 부모의 성역할 가치는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자녀의 생활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 전체의 삶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녀 간에 고착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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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탈피하여 부부가 평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 가족 구성원이 신뢰와 배려를 토대로 지
지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응집력있는 관계를 갖게 되고, 구성원 간에 합리적이고 분명한 경
계를 갖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가족 규칙이나 문화에 융통성있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적인 가족상
호작용을 발휘하게 된다(Olson & Gorall, 2003).
이러한 가족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가족 구성원들의 역량이 가족 내외에서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
로 발휘되어서 가족이 당면한 과업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가족 구
성원들이 서로의 일에 대해서 회피나 소극적 관여의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는 분담과 공조에 가까워지
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성역할 가치에 영향을 받는 가족상호작용은 가족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인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양육태도의 긍정적인 변화까지 맞닿아
있는 것이다(연은모 외, 2016; 장성희 외, 2015).
이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1,554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옥경희, 2017)나 475명의 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현주·강민희, 2008)에서 제시한 가족상호작용 수준에 따라서 부모의 민
주적, 온정적 및 자율적인 양육태도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더불어 가족을 지
원하는 서비스들이 부부 간 신뢰를 회복하게 하고 가정 내외에서 수행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조
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긍정적
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설명에 대한 현실적인 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8).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부부의 성역할 가치관은 자녀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가족상
호작용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 관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연
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추론한 것이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부모의 성역할 가치관이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상호작용은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두 가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다양한 연령의 부부 중에서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영유아는 어떤 연령보다도 부모의 충분한 애정과 보호를 받아
야 하며, 이 시기에 형성한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동안 지속되면서 개인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Darling & Steinberg, 1993).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세, 여자
는 30세 정도인 상황에서 40세 미만 부부의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의 30% 내외를 유지하며 결혼한 지
10년 이내의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약 37%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 상당히 많다고 예상할 수 있다(통계청, 2020).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
의 행복한 결혼생활 혹은 건강한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 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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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역할 가치관과 가족상호작용을 동시에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성역할 가치관, 자녀양육태도 및 가족상호작용은 부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형성하
는 가족 기능이자 특성이므로 부부의 인식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
구들은 부부 중 한 명의 인식만을 파악(김새봄·최송식, 2018; 김지현 외, 2005; 신효미·유미숙, 2015;
유계숙, 2010; 한혜림·이지민, 2018; Moon-ju Seong, 2011)했거나 동시에 했더라도 부부 간의 상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김명원·강민주, 2011; 김태현·박주희, 2005; 목진휴 외, 2014; 옥경희, 2017) 한
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어떻
게 인식하는지 구조방정식의 다집단 분석을 활용해서 파악하면서 비교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부모의 성역할 가치가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은 남성 또는 여성에게 적절한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 태도, 가치, 특성을 포함하는 행동기준
을 의미한다. 그런데 행동은 개인의 가치와 인식에 의해서 표출되므로 성역할 역시 성역할에 대한 가
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성역할 가치는 성별로 다르게 기대되는 성역할에 반응하는 경향으로서 성 고정
관념이나 여성 또는 남성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한다. 성역할 태도, 성역할 정체감,
성 역할 채택,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지향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이뿐새 외, 2018; 지용근, 2005;
Cook, 1985; Ruble & Martin, 1998).
성역할 가치는 사회적 역할 구분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양극으로 분리시키는 입장을 취하는
전통적 태도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성별에 의해 고정시키지 않고 융통성을 두어 함께 수행하는 역동
성을 지향하는 평등적 태도로 구분된다(Corrigall & Konrad, 2007). 이를 부부 관계에서 이해하면 전
통적 성역할 가치를 지닌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로서의 역할을 고정화하여 이를 각자 분담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평등적 성역할 가치를 지닌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
게 상호 협력하면서 수행하는 입장을 지닌다(박하영 외, 2018).
그런데 성역할 가치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이어서 전통적인 것과 평등적인 것 사이에서
배타적이거나 고정적으로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연속적 관계에서 채택하는 수준이나 정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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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다. 즉 성역할 가치는 시대와 상황 혹은 개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대가족에서 소규모 핵가족화를 이루었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
성의 증가로 인해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구조나 체계의 변화에만 그치
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까지 야기하였다. 즉 과거에는 가정 내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어
머니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머니도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유지
영,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성역할 가치 수준이 낮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
여 여성에 대해서는 타인을 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나 자녀를 보조하는 역할을, 남성에 대해서
는 가장으로서 직업수행의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된다. 반면에 성역할 가치 수준이 높으면 양성을 평
등한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가사, 양육 혹은 사회적 역할을 융통성있게 분담하고 공유하는 경향이 높다.
선행연구들(이여봉, 2010; 전혜성·서미아, 2012; 한인영·홍선희, 2011; Wilkie et al., 1998)은 성역
할 가치 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자존감이나 효능감이 달라지고,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은 관계적인
특성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즉 남편이 전통적인 측면에 가까운 성역할 가치를 갖고 있으면
아내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서 효능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평등
하고 개방적인 측면에 가까운 성역할 가치를 가지면 부부 간 신뢰가 높아지면서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
이 지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 다문화 부부 및 신혼에서 노년에 이르는 부부
등 다양한 형태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선주, 1997; 김선영·김영희, 2005; 이신숙, 1997).
그런데 부모의 성역할 가치는 개인적이거나 관계적인 수준 이외에도 자녀양육에 임하는 태도나 방
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소영·옥선화, 2000; Li et al, 2010; Lu & Chang, 2013). 부모가 낮
은 수준으로 성역할 가치를 유지하면 자녀양육을 특정 배우자, 특히 어머니가 전적으로 감당하면서 책
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어머니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높은 수준의 성역할 가치를 지니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
면서 부모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양육
에 관한 결정을 숙의하여 공동으로 내리면서 실행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보다
온정적이고 친밀하게 되고, 일방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자녀의 자율적인 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역할 간극이 줄어들고 상호 보완적인 태도를 발
휘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며 2~4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의 성역할 가치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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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김명원·강민주, 2011)고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곽은희, 2011; 김지원·김낙흥, 2011; 박경선·문혁준, 2015; 이윤진, 2007; 이정순, 2003)
도 부모의 성역할 가치 수준은 자녀양육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
다. 즉 부모가 높은 수준의 성역할 가치를 가지면 자녀를 애정을 갖고 책임있는 태도로 양육하며 자녀
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2. 가족상호작용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가족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설명
하는 개념이다.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친밀하고 신뢰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 내ㆍ외
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역할을 얼마나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수행하는지를 의미한다
(Olson & Gorall, 2003). 이는 가족기능은 응집성과 적응성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발휘된다는 순환모
델(circumplex model)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가족상호작용 수준이 높으면 가족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
하고 가족 내ㆍ외부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적응이나 폭
력, 학대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가족상호작용은 가족과 구성원은 하나의 독립된 체계이기도 하지만 전체 중의 하나(one as a whole)
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가족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대
화기법을 교육한다거나 공동의 재정관리 방안이나 합리적인 가사분담을 하게 하는 것 혹은 부모와 자
녀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취미 여가활동,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8).
그런데 가족상호작용이 갖는 다른 중요한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연은모 외, 2016; 장성희 외, 2015).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람과 희열을 느끼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나 재정 등의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 신체적 혹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려
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이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으
로부터 얻는 지지나 신뢰 혹은 협조, 즉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상호작용이다.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가
이자 실천가인 Minuchin(1974)은 기능적인 가족, 즉 응집력이 높고 유연성이 높은 가족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해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족상호작용이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른 연구들(Baumrind, 1991; Olson& DeFrain, 2006)도 가족 구성원
간에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으면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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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갖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증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1,554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옥경희, 2017)와 475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이현주·강민희, 2008)를 비롯해서 1~3학년 자녀를 둔 151명의 미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Mupinga et al., 2002)와 800명의 10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McFarlane et al., 1995)
들은 모두 가족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양자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거나 가족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부모는 낮은 부모보다 자녀를 온정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자세
로 양육하는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3. 부모의 성역할 가치, 가족상호작용 및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
부모가 어떠한 성역할 가치를 견지하면서 이를 발현하는지는 가족상호작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족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 간에 심리정서적으로 질적인 관계를 형성했는지와 의사결정 등에
관한 권한이나 역할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가족상호작용은 가
족, 특히 부부가 성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김지경, 2010; 양
옥경, 2001). 따라서 부모의 성역할 가치는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관계와 역동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Olson & Gorall, 2003).
이에 관해서 선행연구들(김태현·박주희, 2005; Wilkie et al., 1998)은 성역할 가치를 표현하는 대표
적인 행동 양식인 역할분담을 부부 간에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평등하게 설정할수록 부부 관계는 물
론 가족 구성원 간에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면서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에 부모가 높은 수준의 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을 가지면 가족 내부의 일은 어머니의 몫이 되고, 외부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일은 아버지의 몫으로 여기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나 책임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다. 이것은 성역할을 전통적인 기준에 더욱 고착화시키고, 자신의 역할 수행의 결과
를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게 하여 가족 내에서 긴장과 견제 혹은 회피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이
는 부모의 성역할 가치가 가족 간 상호작용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방적이거나 폐쇄적인 의사소
통을 하며 불분명하거나 단절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평등한 성역할 가치관
을 지닌 부부일수록 새로운 상황에 더욱 융통성 있게 대응하며, 높은 자존감과 성취동기를 갖고 가족관
계를 기능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게 된다(Olson & Defrain, 2006).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상
호작용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면, 부모의 성역할 가치는 자녀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상호작용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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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살펴본 세 변수 간의 관계는 개별적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추론할 것이어서,
이러한 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
해서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는 어떤 연령보다도 부모의 충분한 애
정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 시기에 형성한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동안 지속되면서 개인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형성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Darling & Steinberg, 1993).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평균 초
혼 연령이 남자는 33.2세, 여자는 30.8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약 40세가 될 때까지는 영유아 자
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40세 미만 부부의 이혼 건수가 수년 간 전체 이혼의 30% 내외에서
유지되고, 결혼한 지 10년 이내의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약 37%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혼 사유가
성격, 원가족과의 관계, 가치관, 경제수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
녀양육에 관련된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통계청, 2020).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행복
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자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가치관과 가족상호작용을 동시에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내용인 성역할 가치관, 자녀양육태도 및 가족상호작용은 부부 간에 차이(옥경
희, 2017, 2018; McFarlane et al., 1995; Russell et al., 1998)가 있지만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
면서 형성하는 가족 기능이자 특성이므로 부부의 인식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
의 성역할 가치는 남성중심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
하는 사회적인 변화와 흐름을 같이(박하연 외, 2021)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부부 각자에게는 어떻
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부부 중 한 명의 인식만을 파악(김새봄·최
송식, 2018; 김지현 외, 2005; 신효미·유미숙, 2015; 유계숙, 2010; 한혜림·이지민, 2018; Moon-ju
Seong, 2011)했거나 동시에 했더라도 부부 간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지 않은(김명원·강민주, 2011; 김태
현·박주희, 2005; 목진휴 외, 2014; 옥경희, 2017)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구조방정식의 다집단 분석을 활용
해서 파악하면서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가 인식하는 성역할 가치는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인식하는 성역할가치와 자녀양육태도 간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셋째, 성역할
가치, 자녀양육태도 및 가족상호작용 간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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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가치가 자녀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와 이 때 가족상호작용
이 매개역할을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족상호작용

성역할 가치

자녀양육태도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에 거주하
는 영유아 자녀를 둔 897명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와 주변 환경에서 제공되는 경험을 조사하고 있는데, 7차년도 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최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모의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영유아는 약 290만명이며 그 중 가장 많은 약 85만명이 경기도에 거주하여
가장 적은 수의 광역시도에 비해서 약 23배가 높다(행정안전부, 2021). 영유아 거주 비율이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국을 단일한 단위로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어려
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여 보다 현실에 적합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역할 가치가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 경기도 거주 부모 간 차이 | 245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성역할 가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호 관계와 역할을 얼마만큼 평등하게 인
식하고 있는지를 의미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은설과 최혜선(2008)이 개발한 6개의 문항을 활용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ɑ는 아버지 .52과 어머니 .51로 나타
났다.

종속변수인 자녀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온정적인 태도로 양육하는지를 의미하며, 이를 측
정하기 위해서 조복희 등(1999)이 개발한 문항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6문항을 활용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인 자녀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ɑ는 아버지 .86과 어머니 .85로 나
타났다.

매개변수인 가족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응집성과 유연성을 갖고 서로를 대하는지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Olson(2008)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14문항을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상
호작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ɑ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92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했으
며, 연구의 목적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역할 가치가 가족상호작용을 매개하여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의 다집
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21.0 version과 AMOS 18.0 version을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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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30세부터 53세까지
였고, 평균 약 39세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28세부터 49세까지였고, 평균 약 36세였다. 가구의 월 소득
은 최저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분포였으며, 평균 약 473만원이었다. 가구원 수는 평균 약 4명이
었고,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

모
min./max./mean/s.d

연령

30/53/39.45/3.93

28/49/36.97/3.61

월평균 가구 소득

100/3,000/473.803/221.11

가구원 수

2/9/4.26/.879
n(%)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9(24.3)

127(28.2)

전문대 졸업

71(15.9)

107(23.7)

대학교 졸업

206(46.1)

195(43.2)

대학원 졸업 이상

61(13.6)

21(4.7)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서 연구모형에 투입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버
지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인 성역할가치, 매개변수인 가족상호작용, 종속변수인 자녀양육태도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게서는 성역할가치와 가족상호작용 간에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살펴본 다중공선성 검증에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
요인(VIF) 모두 적합하게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1. 성역할 가치

1

.029

.069

2. 가족상호작용

.303**

1

.363**

3. 자녀양육태도

.279**

.521**

1

하단: 아버지, 상단: 어머니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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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에 대한 측정모형 비교와 잠재평균분석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의 측정모형에 대한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아
버지: χ2=1190.027, p＜.001, TLI=.814, CFI=.779, RMSEA=.082 / 어머니: χ2=920.024, p＜.001,
TLI=.850, CFI=.873, RMSEA=.068). 다음으로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아래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이었고, 적재치를 아버지와 어머니
두 집단 모두에 동일하게 부여한 측정 동일성 모형도 적합하였다. 한편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χ2=58.83, p＜.001) χ2 값의 차이에 의한 측정 동일성은 기
각되었다. 그러나 χ2 값은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대안의 검증방법인 TLI, RMSEA 및 CFI 값
은 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므로(△TLI=.002, △CFI=-.003, △RMSEA=.000) 최종적으로 측정동
일성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절편동일성의 검증인데, 이는 측정동일성 모형과 각 측정변인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살피는 것이다. 모형 2와 모형 3 간의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므로(△χ2=227.817, p
＜.001) χ2 값의 차이에 의한 절편 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
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TLI, RMSEA 및 CFI 값의 변화를 추가로 살펴보았는데, 그 변화가 크
게 없으므로(△TLI=-.041, △CFI=-.044, △RMSEA=.006) 모형 3의 절편 동일성도 성립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에서 측정도구는 물론이고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
고 있으며, 관찰된 평균 차이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의 실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인분산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형 4와 모형 3을 비교하였는데, χ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χ2=5.511, p＜.001), 추가적인 검증과정 결과 TLI, RMSEA 및 CFI 값도 개선
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TLI=.001, △RMSEA=.000, △CFI=.000) 요인분산 동일성도 확보
되었다. 그러므로 잠재평균과 그에 따르는 효과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서 공통의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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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일성 검증 지수

모형1: 형태동일성

χ2

df

TLI

CFI

RMSEA

1960.948

592

.833

.859

.050

모형2: 측정동일성

2019.778

615

.835

.856

.050

모형3: 절편동일성

2470.469

641

.794

.812

.056

모형4: 요인분산동일성

2475.980

644

.795

.812

.056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잠재평균 차이와 그에 따르는 효과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단
의 잠재평균을 0으로 설정하여 어머니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어머니가 아버
지보다 성역할 가치(p＜.001)와 자녀양육태도(p＜.05)를 높은 수준에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통계적으로 그다지 큰 수준은 아니었다. 가족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인식 차이가 없었다.

<표 4> 부모 간 잠재평균 차이
잠재변인

부
잠재평균

모
평균

잠재평균

평균

효과크기
(d)

전체평균

성역할 가치

0

3.13

.073***

3.32

.007

3.23

자녀양육태도

0

3.54

.082*

3.63

.292

3.58

가족상호작용

0

3.84

-.025

3.80

-.081

3.81

d＜.2 효과크기 작음, d=.5 효과크기 보통, d＞.8 효과크기 큼

3.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에서의 가설모형 적합도 비교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경로모형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우선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였는데, χ2=2019.778, p＜.001, TLI=.835, CFI=.856,
RMSEA=.050으로 나타나서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결과, 아버지에게서는 성
역할 가치가 가족상호작용, 가족상호작용이 자녀양육태도, 성역할 가치가 자녀양육태도에 이르는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는 가족상
호작용이 자녀양육태도에 이르는 경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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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별 모수 추정치
아버지

어머니

성역할 가치→가족상호작용

2.808(.413)*

-.202(-.020)

가족상호작용→자녀양육태도

.455(.255)***

.320(.362)***

성역할 가치→자녀양육태도

1.768(.446)*

.4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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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 두 집단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χ2 값의 차이를 통한 모형 적합도는 기각되었으나(△χ2=25.678, p＜.001) 이는 사례수에 민감하
게 반응한 결과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TLI, RMSEA 및 CFI 값의 변화를 추가로 살펴보았는
데, 그 변화가 미미하므로(△TLI=-.003, △CFI=-.002, △RMSEA=.000) 최종적으로 모형 적합도에
는 문제가 없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성역할 가치가 가족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χ2=14.040, p＜.01)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서 성역할 가치가 가족상호작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표 6>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간 부모 간 차이
자유도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성역할 가치→가족상호작용

1

14.040**

.001

가족상호작용→자녀양육태도

1

3.688

.000

성역할 가치→자녀양육태도

1

3.662

.000

all constrained

3

25.678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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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변수 간 영향 경로도

가족상호작용
.413*/-.020
성역할 가치

.255***/.362***

.446*/.046

아버지/어머니의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자녀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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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사회문화를 전통적으로 유지하여 왔는데 지속적
인 국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면서 남녀 간의 성역할이 평등해지고 있다. 이는 부
부 간의 성역할에도 변화를 야기해서 자녀양육태도와 가족상호작용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성역할 가치, 자녀양육태도 및 가족상호작용 간의 관계가 영유아 자
녀를 둔 경기도에 거주하는 897명의 부부에게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관계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동시에 파악하고
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르는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는 자녀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 나
타난 결과는 부부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황과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성역
할 가치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며 긍정적인 관계와 기술에 기반하여 자녀
를 양육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명원·강민주, 2011; 김소영·옥선화, 2000; Li et al.,
2010; Lu & Chang, 2013)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어머니에 관한 결과는 상이하였다.
기혼 성인 남녀들은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적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허용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고 일과 가정생활에 갈등이 발생하면 결국 여성은 가정사에 귀
결해야 한다는 모순된 인식을 갖고 있다(한지숙·유계숙, 2007). 이에 근거하면 아버지는 당위적이고 이
상적인 차원에서 성역할과 자녀양육태도가 개선되었으며 양자가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는 평등한 성역할 가치와 온정적인 자녀양육태도를 아버지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성역할 가치가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
다. 즉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며 사회적인 요구를 받
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다른 결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여성의 삶을 직접 관찰하면서 직장,
가정 및 여가 사이에 균형있는 삶을 제안한 언론인이자 저술가인 Schulte(2014)는 여성이 가정활동과
사회활동을 겸하면서 생긴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불안, 양가감정으로 인해서 남성에 비해서 과도한
책임감 혹은 과잉모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보면 어머니는 온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
는 것은 부부 간 성역할이 평등해지는 것과 다른 차원인 모성애에 기반한 기본적 역할로 바라본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에게 적합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성역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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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녀양육태도의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는데, 그동안 상대적인 소수자였던 어머니가 인식하는 수준이
나 그 이상으로 유지해야 성역할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에서 탈피했다고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경기도 내 3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
기관들은 부성애를 자극하는 개념이나 이론 교육과 함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아버지 역할 훈련
이나 대화기술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서 그 효
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직장에서 의무적
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들을 병행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예비군 훈련에서 정훈교육 차원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
상에서 아버지와 남편 역할을 자주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는 성역할 가치와 자녀양육태도의 인식 수준이 아버지보다 높았지만 양자 간 영향 관계는
없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높은 성역할 가치가 자녀양육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
에게 자녀양육은 여전히 모성애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탈피하여 자녀양육에서 부성애가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가 모성애를 갖
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구시대적인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는 것은 오류이므로 높은 모성애를 유지하
는 동시에 부성애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역할 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 남성 육아휴직제도나 탄력근무제를 확산
하는 정책은 의미있는 시도이다. 다만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 후에 효과적인 양육을 돕기 위한 기술이나
지지망을 갖추도록 돕는 것과 육아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다가오는 고용 불안의 문제는 제도적
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대목이다. 더불어 직장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
를 위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 제도적으로 인증을 통해서 기업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인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얻는 세제나 급여 등에 관련한 혜택을 확대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한 각급 기관이 법정의무교육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때 당위적인 차원에서 성평등을 강조할 것이 아
니라 부부, 특히 어머니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자녀양육에 관한
과도한 부담을 부부가 나누는데 도움이 되는 가족복지 차원의 사례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는 가족상호작용을 매개하여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서 가족상호작용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는 가족상호작용과
자녀양육태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선행연구(연은모 외, 2016; 장성희 외, 2015)와
마찬가지로 가족상호작용 역시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는 성역
할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신뢰와 협동을 이루는 의사소통이나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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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 등을 교육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정서적인 응집성과 적응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통된 취미나 대화 주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반면 어머니에게서는 아버지의 결과와 달리 가족상호작용이 성역할 가치와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에
서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역할 가치는 가족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선행연구(박하연 외, 2021)는 그 이유를 어머니에게 영향
을 미치는 공동체 집단주의에서 찾고 있다. 사회 발달로 여성 권위가 향상되고 부부 간 성역할이 평등해
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만 어머니는 가족이나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족상호작용과 가족유연성은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 신뢰와 응집
력 등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는 가족을 부
부관계와 다른 차원의 공동체로 인식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혹
은 개인적으로 성역할 가치가 개선된 것에 관계없이 자녀를 온화하고 자애롭게 양육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는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부교육을 실시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
술을 전수하는 것과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지도하면 어머니의 기능과 역할이
훨씬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정과 사회활동에서 완벽함을 이루어야 한
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덜도록 가족을 포함해서 동년배나 지지집단 간에 지지와 격려를 나누는 것도 도
움이 될 것이다(Schulte, 2014).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성역할 가치, 가족상호작용 및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
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이루어졌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첫째,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
의 의미이자 한계이다. 차후에는 전국의 지역 간 비교를 하면 새로운 함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사도구의 특성이다. 성역할 가치는 부부 간 평등한 역할수행, 자녀양육태도는 온정적인 태도에 국한
하여 살펴봤기 때문에 개념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또한 성역할 가치와 자녀양육태도를 매
개하는 변수가 가족상호작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는데, 차후에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면 보다 풍부한 대안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척도의 신뢰도가 다소 낮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보다 엄격한 결과를
도출하느데 한계가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연구도 이에 맞게 종단적으로 수행하면 자녀의 발달 과정에 따르는 부부의 인식 변화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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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책문제의 발생과 질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한 특
정한 행정기관의 단독적인 대응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행정기관이 직면한 문제가 다양한 행정수요 및
이해관계 등을 포함하고 불확실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공간적 제
약과 역량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행정협업을 형성 및 시행하고 있
다. 하지만 행정협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협업의 성패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행정협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요인을 행정협업의 활성화 요인으로 보고, 이를 제도적, 관
리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 구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와 같은 협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또한, 협업주체간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설계와 도입, 협업을 위한 전략적인 관리 그리고 조직문화적 협업문화의 조성
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지방공무원일수록 직무만족 및 조직성과와 같은 협업효과성을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협업활성화 요인 중에서 협업관리의 경우, 중앙공무원일수록 협업관리가 직무만족 및 조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공무원간 협업활성화 및 협업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협업관리가 협업효과성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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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bound to be limitations in the occurrence of policy problems reflecting complexity,
uncertainty, and various interests, and the independent response of specific administrative
agencies to the surge in qualitatively diverse administrative demand. The reason is that problems
fac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e various administrative demands and interests, and are
widely affected by uncertain environments. Therefore, as part of efforts to solve problems such
as spatial constraints and lack of capabilities of public organizations, various public organizations
are forming and implementing administrative cooperation. However, administrative cooperation is
likely to fail, and various factors are suggested as the cause of success or failure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view of these points, this study viewed the factor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as activation factors, and analyzed the effect on collaboration
effectivenes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members.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between collaborators, differences in perceptions
arising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nstitutional design and introduction for collaboration, strategic
management for collaboration, and organizational and cultural collaboration culture were needed.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more positively aware of collaboration effect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mong the factors to revitalize collaboration,
in the case of collaboration management, it was recognized that collaboration man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central public official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gap in awareness of collaboration
activation and collaboration effectiveness between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and
improvement is needed so that collaboration management of central public organizations can have
a substantially positive effect on collaboration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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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의 행정수요, 정책문제 그리고 난제의 급증으로 인하여 특정한 행정기관의 문
제해결보다는 다양한 행정기관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중앙
의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다수의 조직과
행위자들이 유기적 소통, 협조, 협업을 통해 정책문제 및 난제 해결을 위해서, 최적화된 대안 창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김윤권, 2021).
특히,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기반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지
속적으로 팽창하는 경제인데,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즉,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활용 가능한 자원 역시 증가한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나, 지속적 경제성장과 인구팽창의 동력 상
실은 정부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하연섭 외, 2019). 이
에 더하여, 질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정
책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환경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신종전염병
의 창궐 등과 같은 새롭고 복잡한 정책문제의 증가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관리 및 공공관리 역량의 향상
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위와 같은 행정수요의 증가와 정책문제의 난해성 증가로 인하여 특정한 행정기관의 단독적인 문제
해결에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난제의 경우 문제의 특성, 파급력, 광범위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 조직 혹은 기관에 의해 해결되기가 어렵고, 행정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 역시 제한적
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Rhodes, 2000). 따라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관,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력과 협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협업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확대라
는 시대적 요구와 정책기조 그리고 민주성의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재용·엄영호, 2021).
행정기관간 형성되어 진행되는 행정협업은 특정기관이 단독적인 의사결정, 자원의 동원 등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행정기관의 기능
을 연계하거나 시설, 인력, 그리고 정보 등과 같은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 및 고품질의 행정서
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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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협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행정협업의 부작용으로 인하
여 오히려 행정협업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구주영·나태준, 2018; 박천오,
2020). 그 이유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다양성 때문인데, 상이한 조직문화, 협업에 대한 인
식의 차이,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 협업과정에서 동원되는 예산에 대
한 각 조직의 입장, 그리고 협업의 결과에 대한 조직간 인식 차이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협업의 형성과 이에 대한 관리
과정과 관련된 정부의 역량 역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로 인하여 파
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과 역량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협업에 대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협업의 효과성을 창출하기 위한
요인을 협업활성화로 설정하였다. 이때, 협업활성화 요인은 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 구
성하였고, 협업의 효과성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로 구성하였다. 협업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조직구성원
이기 때문에 협업으로 인한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이 협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협업의 참
여동기, 효과성, 그리고 성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협업의 주체가 다양하고 각 주
체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
다. 협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행위자의 관점과 특성 등에 따라 협업의 성패 정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행정안전부,
2012; 행정안전부, 2014), 협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및 법적 지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기능 그리고 권한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협업활성화 요인이 협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앙공무원 혹은 지방공무원의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협업과 협업행정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문제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협업은 정부조직 혹은 부
처간 활용되고 있으나, 행정뿐만 아니라 경영, 교육, 의료 그리고 위기관리 등의 영역에서 학술적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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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무적으로 활용 및 논의되고 있다(김윤권·이경호, 2017).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업의 활
용으로 인하여, 협업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으며, 협업을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할 수 있다(Bloomfield, 2006).
협업은 협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위자들이 상호
협력하고 목표 및 자원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Himmelman,
2002; Lai, 2011), 상호간 자원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상호간 위험성까지도 공유하는 개념으로 정의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O’Flynn, 2008). 이에 더하여 협업에 성과의 개념을 접목하는 경우, 협업은 공
동으로 임무를 기획 및 수행하고 그 과정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서 성과를 개선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활
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Page, 2003; Rainey, 2014). 또한 공공가치 측면에서, 협업은 다양한 기관의
공동활동을 통해서 공공가치의 창출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Bardach, 1998).
상술한 바와 같이, 상황과 목적 그리고 협업에 참여하는 주체 등에 따라 협의의 정의가 다양하게 논
의될 수밖에 없지만, 협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도출한다면, 결국 협업은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 및 노력 등을 투입하고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집합적 행위이다(김윤권,
2021). 또한, 협업과정에서 자율적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자원 및 수단을 공유하여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는 것으로 협업을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협
업의 양상, 수단, 행위자간 특성 그리고 협업공간의 성격 등이 협업의 특성에 반영된다(박정호, 2016).
지금까지 기술한 다양한 협업의 개념을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그 개념을 한정하는 경우, 협업을 협업
행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협업행정은 일반적으로 협업의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
재용·엄영호, 2021; O’leary & Vij, 2012), 다수의 행위자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위자간 상
호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되는 협업의 개념과 맥락은 협업행정과 동일하다(Bovaird &
Loeffler, 2015). 하지만 협업행정은 그 특성과 행위자가 공공분야의 부서 및 기관간 상호작용으로 인
하여, 그 범위가 한정된다는 특징이 존재하고 있다(이재용·엄영호, 2021). 협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행정분야에서 협업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협업행정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협업행정은 다양한 행정
기관이 관련된 복잡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서 기관간 협력을 통해 중요 정책 혹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
하는 업무처리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요자 측면에서 협업행정에 접근
한다면, 협업행정은 다양한 행정기관의 기능을 연계하고 시설, 인력, 그리고 정보 등의 인프라에 대한
기관간 공동 활용을 통해서 저비용 및 고품질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
무방식으로 정의된다(행정안전부, 2014).
이러한 협업행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최근 복잡해진 행정환경으로 인하여 부각되고 있다. 사회문제
가 복잡하면서 다양한 특성의 행정기관간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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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단하게 제기된 부처이기주의 혹은 칸막이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관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특정 기관의 행정역량으로
해결하기가 난해한 복잡한 사회 문제들의 출현과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양극
화, 환경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신종전염병의 창궐 등과 같은 문제는 기관별 권한과 경계를 넘어서는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1).

<표 1> 행정협업의 대상과 정의
구분

내용

대상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분야
•행정기관간 정책협력이 필요한 분야
•국가 단위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분야 등
•정보를 연계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 등을 포함.
→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협업행정의 대상에 포함

다양한 행위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포함

정의
공동목표

자원과 노력의 투입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
•기존 행정에서 각 기관이 상호독립적 목표를 추구했던 점과 구별
→ 공동목표는 정책 혹은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설정
•서로 다른 자원을 보유한 기관들이 비교적 대등하고 수평적인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노력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기관별 고유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

정의
공공가치의 창출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원 혹은 기능의 협력을 넘어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예산 절감 등과 같은 자원 효과적 활용이 포함

행정안전부(2021)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한편 행정안전부(2021)는 협업행정(행정협업)을 “둘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협업에 참
여하는 행위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와 민간의 협업인
민관간 협업으로 기존의 협업행정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동목표는 다양한 기관
이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
관이 상호독립적인 목표를 지향했다는 점과 달리 공동목표는 정책 혹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의 관점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협업은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에 적용되
는데,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기간관 정책협력이 필요한 분야, 그리고 국가 단위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부분 등이 협업행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원과 노력의 투입은 상이한 자원을 보유한 기간들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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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응하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공동 노력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 혹은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기관별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업행정의
참여 주체, 목표 그리고 자원과 노력의 투입은 결과적으로 난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공가
치를 창출해야 한다. 즉,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기능의 단순 합을 넘어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과 행
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그리고 예산 절감 등이 협업행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1).

2. 협업효과성
일반적으로 효과성은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한다(정정길 외, 2021). 이러한 효과성의 개념을 협업에
적용하는 경우, 협업효과성은 협업으로 인한 목표 달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정부기관의 협
업을 통한 목표 달성의 정도를 협업효과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서비스와 정책의 영역에서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특정한 행정서비스
를 제공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만족이 제고되는 경우를
협업효과성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공동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
서 예산 절감, 업무처리 신속성, 중복성의 최소화 등 행정효율성이 향상되는 경우를 협업의 효과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4).
다만 효과성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논의 역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즉, 효과성을 성과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김영주·문명재, 2015; 구주영, 2021), 효
과성을 성과의 의미로 특정하여 이와 관련된 개념을 논의하는 경우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을 성과로 볼
수 있다(황성원, 2012).
본 연구는 협업에 대한 효과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 및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협업에 직간
접으로 참여하는 대상이 행정기관의 조직구성원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협업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인식하는 직무의 만족이 협업효과성에 대한 특성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
구는 협력효과성을 협력성과로 정의하였다. 즉, 협업성과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
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개념(김성윤·이명진, 2020)과 재화 및 서비스
의 품질, 효율성, 생산성, 혁신성, 기술적 성과 그리고 예산 절감 등과 같은 요인을 협업성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윤권·이경호, 2017; Nembhard et al, 2009). 행정기관의 협업이 조직구성원의 직
무만족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 측면에서 그 성과를 측정 및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협업의
효과를 협업성과 즉 협업효과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직무만족을 살펴보면, 직무만족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논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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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 조직구성원이 본인의 직무 혹은 직무 경험에 대해서 인식하는 만족감 등과 같은 감정의 상태를 의
미한다(진종순 외, 2016; 오세덕 외, 2018; Locke, 1976; Spector, 1997). 이러한 직무만족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황성원, 2012; Naff & Crum, 1999). 또한,
정부조직에서 직무만족이 조직의 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최도림·권향원·박정민, 2016; 이환범·김경대, 2018). 이러한 이유로 행정기관간 형성되
고 시행되는 협업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인식이 협업의 성패 또는 협업의 효과성을 측
정하는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업과 관련된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의 협업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한 종류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업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직무만족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였다. 즉,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업무를 통해 습득하는 지
식과 기술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현재 조직구성원의 근무만족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협업성과는 성과의 다양한 정의와 함의성으로 인해 일관적이고 일반적 개념의 정의를 제
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의 및 개념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상황
에 조직의 특수한 일면을 반영하기 보다는 다른 조직의 성과기준을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대한 정의는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구주영, 2019). 그러나 다양한 성과의 정의가 존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일반적으로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정의되고 있다(이윤식, 2007; Newcomer, 2001; Poister, 2003). 이러한 성과의 개념이 협업에 적용
되는 경우 협업성과는 비용 및 제고 절감, 공정단축, 과정 간소화 등의 특성을 내재하게 된다(김윤권·
이경호, 2017; Min et al, 2005). 민간조직과 비교할 때 공공조직의 협업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그 성
과 역시 다양하다. 조직간 신뢰의 향상, 업무처리 과정의 합리화, 정책의 품질 개선, 행정서비스와 주
민 만족도의 향상 등은 질적 성과에 더하여 조직, 인력, 예산 등과 같은 행정적인 자원의 효율성, 효과
성 그리고 생산성 등을 협업성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기관간 협업성과를 측정하는 부
분은 질적·양적 측면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된다(김윤권·이경호, 2017).
한편 협업효과성을 기관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경우, 협업효과성을 특정 기능 영역 혹은 부
서의 개별적인 역량보다는 부서간 경계를 넘어서 소통 및 협력을 통해서 조직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실
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협업효과성은 성공적인 협력결과를 의미하고 조직에 부합하는 효율
적 협업 여부에 따라서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김성윤·이명진, 2020). 이러한 협업이 행
정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행정서비스의 중복 방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규제
의 적합성 확보 그리고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문제점의 최소화 그리고 기존 조직의 효과적 활용
등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다(행정안전부, 2014).
본 연구는 전술한 협업과 협업효과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업성과를 조직의 생산성 향상 정도,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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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 업무처리 과정의 개선, 그리고 조직 운영과정에서 절감한 비용에 대한 인식으
로 정의하였다,

3. 협업활성화 요인
협업과 협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협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형화한다면 협업제도, 협업과정 그리고 협업과 관련된 조직문화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협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동시에 협업을 위한 이
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도출할 필요가 있다(김윤권·
이경호, 2017). 또한 협업의 성공을 위해서 협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거버넌
스를 형성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의 부여 및 명시, 목
표의 설정, 의사소통 구조, 그리고 조직자율성과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Thomson & Perry, 2006).
이러한 협업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본 연구는 협업활성화 요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 이
유는 협업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제약할 수도 있는데, 이
와 같은 요인 중에서 제도적, 관리적, 문화적 요인이 주로 협업 형성과 관리에 대한 동인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협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해, 2016).
먼저, 협업제도를 살펴보면 협업을 촉진하고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관리적 측면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협업과 관련된 기타 제반 사항 등은 법령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에서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통해 협업의 법
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협업활성화 및 촉진과 관
련된 사항들을 밝히고 있다.
행정협업과 관련된 법령으로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효
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정부조직관리 지침이 존재하는데(김정해, 2016), 본 연구의 목적인
협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도적 요인의 배경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과 관련된 행정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행
정협업의 촉진에 관한 조문 즉, 행정협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반 사항은 제41조(행정협업의 촉진), 제
42조(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4조(행정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제46조(협업책임관), 제46조의2(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6조의3(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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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제46조의6(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7(행정협
업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8(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
은 협업활성화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을 종합한다면, 결국 협업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시설, 조직의 구
성 및 운영, 책임관, 조정 그리고 협업문화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행정기관간 협
성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협업제도는 협업의 대상, 목적, 과정 등을 규정하고 협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태와 역
할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업과 협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협업을 위한 법과 제도
의 구축 즉, 협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사후 관리하며 조정적인 메커니즘의 확보와 유인구조의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협업의 성공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박천오·주재현·진종순, 2012). 그 이유는 협업행정
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협업제도를 통해 확보되고, 협업제도가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협
업 추진 여부, 협업 거버넌스의 성공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윤권·이경호, 2017). 이에
더하여, 협업은 이에 참여하는 행정기관들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협업과정에 협조적이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 협
업의 특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업의 제도적 요인을 협업을 위한
법규, 규정, 절차 등, 협업 관련 정보공유 규정, 그리고 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구비 여부로 협업제도 요인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협업관리는 협업 자원, 시설 및 체계, 목표의 설정 등과 같이 협업과정에서 필요한 요인들
로 그 유형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양한 행정기관 즉,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업과정에 참여하기 때
문에 협업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정적 지원, 자원, IT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의 형성, 행위자간 구체적
인 협업목표의 설정,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협업관리적 요인들은 궁극적
으로 협업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협업성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
미한 요인으로 정의된다(김정해, 2016).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협업을 위한 목적이 설정되고
제시되어 협업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행정협업의 성공과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
영록, 2013; 석청호, 2013). 또한 다양한 조직간 협업의 시행과 성공은 협업 관련 예산의 배정 즉, 재정
적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김영록, 2013; 김정해, 2016; 김윤권·오시영, 2021), IT를 기반
으로 한 의사소통 체계 및 정보공유 체계의 형성 및 운영은 결과적으로 행정협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
리 그리고 협업의 질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이종현·한경석, 2012; 고경훈·김건위·이승
종, 2014; Lai, 2012), 협업관리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협업관
리 요인을 조직미션에 대한 협업목적의 포함 여부, 예산배정에 대한 만족, 그리고 협업과정에서 ICT 활
용 만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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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협업문화를 살펴보면,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으나 믿음, 규범, 가
치, 인식, 감정, 행위, 규칙 그리고 관행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진종순 외, 2016;
Alvesson, 2012).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 규범과 전통,
지식과 이념, 습관과 기술을 포괄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종합적 개념으로,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인 요소이다(오세덕 외, 2018). 이러한 조직문화 개념을 협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협업문화는 협업의 수행과정에서 상이한 업무영역 사이에 공유된 문제해결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 자원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이전하는 동시에 공유하는 상태로, 구조적이고 재량적인 행동을 종
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박민영·장영철, 2016). 이러한 협업의 과정에서 형성된 협업문화는 행위자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신뢰 및 존중이 존재하고 평등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에 근거한 권력, 리더십, 다양
한 관점의 가치, 적극적인 학습과 책임성 등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김윤권, 2014; Beyerlein et al.,
2003).
협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운영 그리고 관리는 협업목표와 가치에 대한 믿음 및 수용도와 같은 몰입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단독기관이 단일한 권한과 획일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기반으로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과 다르게 협업은 다른 기관과 공조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기
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협업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조세현, 2015). 즉, 협업과정에서 문화
적 차이로 말미암아 협업행위자간 괴리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김윤권·이경호, 2017; Yehuda,
2009). 또한, 상이한 조직문화로 인하여 조직간 칸막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O’leary & Vij, 2012)
헙업문화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협업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이 협업과정에
존재하는 경우 협업의 긍정적인 성과가 산출될 수 있다(박천오·주재현·진종순, 2012). 즉, 협업적 조직
분위기의 조성, 부서간 협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 중요성 인식 등이 협업문화적인 조직문화로 형성될 경
우 협업성과는 제고될 수 있다(박민영·장영철, 2017; 이환범·김경대, 2018). 이와 같이 협업적 조직문
화의 중요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협업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점과 행위
자간 역할이 자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협업문화를 참여자에 대한 권한의 부여, 역할과 책임의 설정
그리고 협업적 조직문화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업
협업에 대한 분류는 협업에 참여하는 주체, 협업의 내용 그리고 그 효과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4; 박천오, 2020). 하지만 본 연구에서 협업에 대한 분류는 협업 주체에 따
른 분류에 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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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주체를 기준으로 행정협업을 분류한다면 행정협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분
야 포함) 등 각 주체간 조합에 따라서 분류된다. 즉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
체간 그리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민간분야 포함)으로 행정협업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김윤권, 2014; 행정안전부, 2014).
행정협업의 제도, 과정 등과 협업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점이 존재하지만 행정기관간 혹은
민관의 협업과정에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시행됨
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산출되고 있다(김정해, 2016). 이러한 행정협업의 결과물들
은 다수의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행정협업 과정에서 행정협업 주체
의 조합에 따라서 그 특성과 전개가 상이할 수 있다. 즉 예산, 인력, 업무정보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전
달체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각 행정
협업 주체의 특성에 따라서 행정협업의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
중앙부처간 행정협업은 중앙부처와 중앙부처가 예산, 인력, 업무정보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인데, 중앙부처간 협업이 진행되는 경우 고유기
능 및 권한의 이관, 축소 그리고 통폐합에 대한 논의로 전개되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행정안전부,
2012; 행정안전부, 2014). 또한 중앙부처간 행정협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중앙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형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김윤권, 2014).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업을 시행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협업
업무를 중심으로 예산, 인력, 업무정보 그리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등이 공동으로 활용된다. 이때, 지
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주도적 역할 또는 중앙부처의 예산부담을 기대 및 의존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행정안전부, 2012; 행정안전부, 2014).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업은 협업과정에서 상호간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들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과정 등으로 정의된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
하는 일선 현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의미한 특
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업은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호 중복 서비스의 전달로 인해 비효
율성과 낭비가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김윤권, 201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
치단체간 협업이 제한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협업에 대한 관점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
체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보유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과 의사결정에 대한 제약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의 보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리적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상이성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문화적 거리를 야기할 수 있다(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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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홍재, 2010; Noble & Jones, 2006).
한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민간포함)의 행정협업은 다른 유형과 유사하게 예산,
인력, 업무정보 그리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민간)이 행정협업의 주체에 포함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은 수익의 발생을 전제 및 지향
하는 경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협업의 주체가 증가할수록 협의 조정이 어려우며 협업행정 추
진의 범위도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행정안전부, 2012; 행정안전부, 2014).

<표 2> 행정협업의 유형과 특성
협업주체

협업유형
(참여 주체)

중앙정부

중앙부처간

O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O

협업유형간
공통점

특성

공공기관
(민간포함)

•고유기능 및 권한의 이관, 축소 그리고 통폐합에 대한 논의로 전개되
는 점을 경계
•중앙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형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

지방
자치단체간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민간포함)

지방
자치단체

O

O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주도적 역할 또는 중앙부처의 예산부담을
기대 및 의존하는 경향이 존재

O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업은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
서 상호 중복 서비스의 전달로 인해 비효율성과 낭비 초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보유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과 의사결정에 대한 제약을 회피하는 경향이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리적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상이성은 지방자
치단체 상호간 문화적 거리 야기

O

O

•공공기관(민간)은 수익의 발생을 전제 및 지향하는 경우 참여할 가능
성이 높으며, 협업의 주체가 증가할수록 협의 조정이 어렵고 협업행
정 추진의 범위도 축소될 가능성 존재

•예산, 인력, 업무정보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특정한 업무를 시행

권자경·이홍재(2010), 행정안전부(2012, 2014), 김윤권(2014)의 내용을 재편집함.

5. 선행연구의 검토
협업에 관한 연구들은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공 혹은 민간부문 여부에 따라서 협
업에 참여하는 대상과 목적, 과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협업에 대
한 논의와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분야의 협업 관련 선행연구를 제외하고, 공공분야의
협업에 한정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협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류해보면, 협업의 성공과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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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 혹은 협업의 동인, 협업 사례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를 공공분야의
협업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협업행정의 성공, 동인 그리고 제약, 협업행정 사례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행정협업의 성공과 제약 그리고 그 동인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협업의 성공
혹은 성과 및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및 도출하고 있으며(권자경·이홍재, 2010; 박천오·주재
현·진종순, 2012; 진종순, 2013; 채경진·임학순, 2013; 박정호, 2016; 이향수·이성훈, 2016, 김윤권·이
경호, 2017; 이환범·김경대, 2018.) 협업에 장애 및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및 도출이 시
행되었다(이종현·한경석, 2012; 김정해, 2016; 김윤권·오시영, 2020.) 이에 더하여 협업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배경과 그 동인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오철호·고숙희, 2012; 김영록, 2013; 이재호, 2013; 김
윤권, 2014; 김윤권, 2021)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협업의 형성과 과정 그리고 이에 대
한 운영 측면에서 제도, 관리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협업의
성공적인 형성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협업제도의 도입과 관리, 협업과정에 대한 관
리적 접근 그리고 협업적 조직문화의 조성 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협업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는 위에서 정리한 협업의 성공, 장애, 동인, 그리고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협업의 성공과 제약 및 활성화 등의 연장선상에서 특정한 사례를 분석하
고 있다(석청호, 2013; 김영록, 2014; 신영진, 2014; 배응환, 2016; 박치성·백두산·정창호, 2018; 이재
용·김대욱·엄영호. 2020; 이재용·엄영호, 2021). 이와 같은 협업행정과 관련된 사례연구는 특정한 분
야의 협업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이에 관한 대안점들을 제도적, 관리적, 문화적 차원에
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협업사례가 분야별로 각자 특수한 일면을 내재하고 있으
나 행정협업이라는 정체성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협업과 관련된 제도적, 관리적 함의와 그 시
사점에 관한 맥락 등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협업행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조직문화적 요인들은 협업행정의
성공 요인, 성과 및 효과성을 제시하여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협업행정의 형성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협업행정의 장애 혹은 실패 요인을 도출하여 협업
행정의 형성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협업행정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활동이고, 상황에 따
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행정을 전개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해
다양한 법령 등을 통해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협업과정에 참여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의 인식을 수평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협업에 대한 관
점과 행태, 가치관 그리고 협업과 관련된 효과성, 제도, 관리 그리고 문화적 시각의 간격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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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시사점의 도출은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관철할 수밖에 없는 양 기관의 공무원과 협업행정 과
정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Ⅲ. 연구가설의 설정과 연구설계
1. 연구가설과 연구분석틀
본 연구는 협업활성화 요인이 협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협업활성화 요인과 협업효과
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협업활성화 요인을 협업제도, 협업관리 그리고 협업문
화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협업을 활성하고 협업이 성공적으로 전개 및 시행될 수 있는 조건과 요인
들을 종합해본다면, 협업과 연관된 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 협업의 활성화 요인으로 정의
되기 때문이다(박천오·주재현·진종순, 2012; 김윤권, 2014; 김정해, 2016). 또한 협업효과성의 경우 헙
업과 그 효과성에 대한 개념, 이론적 논의 그리고 연구자의 관점 등이 다양하지만, 협업과정에 실질적
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과 업무 등의 주체가 되는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조직의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업과정에서 인식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와 조직성과를 협업효과성으로 설정하였
다. 직무만족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고(황성원, 2012; Naff & Crum, 1999), 다
양한 행위자가 참여한 협업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협업성과의 일종으로 포함될 수 있는 조직성과는 협업
효과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윤권·이경호, 2017; 김성윤·이명진, 2020).
협업활성화 요인이 협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더하여, 이러한 영향이 기관유형 즉 중
앙 혹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여부에 따라서 발생한 차이를 분석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존재한다.
즉, 협업주체에 따라 협업과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며(행정안
전부, 2012; 행정안전부, 2014), 이로 인하여 협업의 결과에 변화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윤권,
2014; 김정해,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협업활성화 요인이 협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
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부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협업제도는 협업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대해서 협업
과 관련된 제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유는 협업의 형성과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이 조직구성원의 협업 관련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특
히 협업 관련 법규, 규정, 절차, 그리고 갈등 조정과 같은 제도적 기제는 협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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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조직구성원 역시 협업제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협
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고경훈·김건위, 2014; 김문중, 2015; 이경호, 2016; 이환범·김경대, 2018). 이
에 더하여, 협업제도는 결과적으로 협업에 참여하는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천
오·주재현·진종순, 2012; 김윤권, 2014). 협업과 관련된 제도가 협업이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
적 정당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구성원의 협업에 대한 인식과 협업의 성공 및 성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김윤권·이경호, 2017). 이러한 협력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직무만족
과 조직성과와 같은 협업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1. 행정협업제도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2. 행정협업제도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협업관리는 협업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협업과정에서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강
조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조직미션에 대한 협업 목적의 반영, 협업과정에서 재정적 지원 및 자원의
배분 그리고 IT를 활용한 협력체계의 형성 등과 같은 협업관리적 요인은 결과적으로 협업효과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윤권, 2014; 김정해, 2016).
특히, 협업목적이 조직의 미션에 혹은 적극적인 목표에 반영되는 경우 협업 참여자들의 동기와 공감
대가 형성되면서 협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협업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과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록, 2013, 석청호, 2013). 이에 더하여 협업과정에 대한 관
련 예산의 배정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은 협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영록, 2013; 김정해, 2016; 김윤권·오시영, 2021). 또한 협업과정에서 IT의 적극적인 활용
즉, IT 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의 형성과 도입 그리고 관리 등은 행정기관
간 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협업효과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김영록, 2013; 김정
해, 2016; 고경훈·김건위·이승종, 2014; Lai, 2012).

2-1. 행정협업관리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2. 행정협업관리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협업문화는 협업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협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정기관의 상이
한 조직문화는 조직간 칸막이를 야기할 수 있다(O’leary & Vij, 2012). 따라서 협업과정에서 협력적 조
직문화의 조성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데, 협업문화는 협업의 성과 혹은 협력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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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박천오·주재현·진종순, 2012). 즉, 협업적인 조직문화의 조성, 기관 혹은 부서간 협
업에 대한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공감 및 인식이 협업적인 조직문화로 조성될 경우,
협업성과는 향상될 수 있다(채경진·임학순, 2013; 김윤권·이경호, 2017; 박민영·장영철, 2017; 이환범·
김경대, 2018).

3-1. 행정협업문화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2. 행정협업문화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제도 및 법적 영향 등에 따라 중앙공무원과 지방공
무원간 성과와 이에 대한 인식은 상이할 수 있다(임상규·정철현, 2012; 구주영, 2019). 특히, 중앙과 지
방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또한 요구되는 각각의 특성으로 인하여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이선우, 2012; 조경훈·이선우, 2018). 이러한 차이를 행정협업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협업에 참
여하는 주체에 따라서 협업에 대한 관점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협업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협업에 대한 인식 차이는 협업에 대한 입장
의 차이 그리고 제도적 및 법적 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중앙부처의 주도적 역할 또는 중앙부처의 예산부담을 기대 및 의
존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 행정안전부, 2014). 또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
단체 내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의 시행에 제약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
들의 협업이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김윤권, 2014). 즉, 자율성과 독립
성을 본질적으로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외부 간섭 및 의사결정에 제약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중
앙에 비해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약할 수 있고, 협업 참여 과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리적 등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
질성을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자경·이홍재, 2010; Noble & Jones,
2006). 또한 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에 대한 관심
이 저조하고 협업과 관련된 활동이 미흡한 상황이며(배준구, 2013), 상·하위 조직, 동일수준의 조직 그
리고 조직구성원간 협업 능력에 대해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도 존재하고 있다(김철우·윤건, 2019).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협업에 대한 인식이
중앙 공무원에 비해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협업에 대한 참여 역시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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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공무원이 상대적으로 협업효과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긍
정적이라는 점을 가설로 제시할 수 있다.

4-1. 중앙공무원일수록 행정협업제도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2. 중앙공무원일수록 행정협업제도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3. 중앙공무원일수록 행정협업관리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4. 중앙공무원일수록 행정협업관리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5. 중앙공무원일수록 행정협업문화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6. 중앙공무원일수록 행정협업문화는 행정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연구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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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제변수는 조직의 역량, 조직간 인사교류, 협업에 대한 만족, 협업의 성과평가 인식 그리고 성
별과 직급으로 구성하였다. 협업과정에서 조직의 역량, 조직간 인사교류, 협업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
족, 그리고 성과평가제도의 연계성 등은 협업의 성과 즉 협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조직역량이 긍정적이고, 조직간 인사교류가 활발하며 협업의 과정 전반에 대해서 조직구성원이 만
족하는 경우, 협업의 효과성 인식은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협업과 관련된 성과가 성과평가에 반영되
는 경우, 협력효과성은 긍정적일 수 있다(박천오·주재현·진종순, 2012; 김윤권, 2014; 김정해, 2016;
김윤권·이경호, 2017).

2. 자료수집 방법과 변수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성한 “정부 조직관리의 협업행정에 관한 연구1)”(김윤권, 2014)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협업에 대한 동인, 협업
가능 분야, 협업에 대한 제약요인, 활성화 및 성공 요인 그리고 협업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협업의 제약 및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김윤권, 2014). 조사대상은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352명이며 조사지역은 전국으로, 조사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
터 2014년 10월 2일까지이다. 조사방법으로 우편, 방문, 이메일, 전화 설문조사를 활용하였고, 표본추
출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을 중앙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표본 특성의 경우, 남성은 191명(55.36%), 여성은 154명(44.64%)이며 응답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공무원 직급을 살펴보면, 4급 33명(6.38%), 5급 88명(25.51%), 6급 94명(27.25%),
7급 105명(30.43%), 8급 25명(7.25%), 9급 11명(3.19%)으로 조사대상 중에서 7급 공무원의 비율이 제
일 높은 반면, 9급 공무원의 비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유형 즉, 공무원의 소속을 분석
해보면 부, 처, 청, 실, 그리고 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중앙공무원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근
무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했는데, 부 91명(26.38%), 처 30명(8.70%), 청 44명(12.75%),
실 13명(3.77%), 위원회 44명(12.75%)으로 중앙공무원은 총 22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지방공무원
은 광역지방자치단체 66명(19.13%), 기초지방자치단체 57명(16.52%)으로 총 12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
다. 마지막으로 직종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연구지도직) 313명(90.43%), 특정직
28명(8.12%), 별정직 1명(0.21%) 그리고 기타가 4명(1.16%)으로 분석되었다.

1)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2014),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자료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활용 허가를 받았
습니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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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직급

빈도(명)

비율(%)

남

191

55.36

여

154

44.64

고위공무원

0

0

3급

0

0

4급

22

6.38

5급

88

25.51

6급

94

27.25

7급

105

30.43

8급

25

7.25

9급

중앙
기관유형
(소속)

지방

직종

11

3.19

부

91

26.38

처

30

8.70

청

44

12.75

실

13

3.77

위원회

44

12.75

광역지방자치단체

66

19.13

57

16.52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연구지도직)

기초지방자치단체

312

90.43

특정직

28

8.12

정무직

0

0

별정직

1

0.21

기타

4

1.16

한편, 종속변수인 협업효과성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로 구분하였고 독립변수도 협업제도, 협업관리,
협업문화로 구성하였는데, 각 변수들은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조절변수인 기관유형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설정했는데 지방공무원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통
제변수의 경우 조직역량, 인사교류, 협업에 대한 만족, 협업 성과평가와 성별 및 직급으로 구성했다.
조직역량, 인사교류, 협업만족, 협업 성과평가는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
로 설정하였고 직급은 고위공무원 1, 3급 2, 4급 3, 5급 4, 6급 5, 7급 6, 8급 7, 9급 8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를 활용한 변수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변수들의 아이
겐 값은 모두 2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각 설문 문항의 요인적재량과 크론바하 알파 값은 모두 0.7 이상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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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설문의 구성 및 변수측정
변수

설문 항목

직무만족

종속변수
조직성과

협업제도

독립변수
협업관리

협업문화

조절변수

기관유형

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8844

나는 업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 나간다.

.8237

나는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만족한다.

.8328

최근 우리 조직의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8677

우리 조직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8407

최근 우리 조직은 업무처리과정 등 일하는 방식에 개선을 이루었다.

.9165

최근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 등 조직 운영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이루었다.

.8747

귀하 조직은 다수 부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협업 관련 법규,
규정, 절차 등을 두고 있습니까?

.8021

귀하 조직은 다른 조직과의 협업 추진에서 정보공유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9088

귀하 조직은 협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제도
(관련 규정, 매뉴얼 등)를 가지고 있습니까?

.8989

귀하 조직은 조직 미션에 협업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까?

.8025

귀하 조직은 조직간 협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십니까?

.8896

귀하 조직은 조직간 협업을 위해 ICT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십니까?

.8877

귀하 조직은 협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십니까?

.8206

귀하 조직은 협업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8899

귀하 조직은 경쟁적 조직문화보다는 협업적 조직문화라고 보십니까?

.7576

① 중앙공무원(부, 처, 청, 실, 위원회)=1
② 지방공무원(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0
우리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성과의 품질은 높은 편이다.

조직역량

인사교류

통제변수

협업만족

협업성과
평가

요인
적재량

-

α

.7987

.8983

.8404

.8248

.7533

-

.8861

우리 조직은 성과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가 높은 편이다.

.9214

우리 조직은 대·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이다.

.8549

귀하 조직은 조직간 협업에 특화된 인력을 (재)배치하십니까?

.7723

귀하 조직은 협업추진을 위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8073

귀하 조직은 협업추진을 위해 유동정원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8886

귀하 조직은 협업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보십니까?

.8967

귀하는 추진했던(하고 있는) 협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8992

귀하는 협업을 통해 우리 조직의 목적과 절차를 보다 잘 이해하셨다고 보십니까?

.8337

귀하 조직은 협업을 인센티브나, 승진, 능력 개발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7893

귀하 조직은 협업추진 과정(노력)을 성과평가제도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9202

귀하 조직은 협업추진 결과(성과)를 성과평가제도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9134

성별

① 남=1, ② 여=0

직급

① 고위공무원=1, ② 3급=2, ③ 4급=3, ④ 5급=4, ⑤ 6급=5, ⑥ 7급=6, ⑦ 8급=7, ⑧ 9급=8

.8650

.7630

.8500

.8420

280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1호

Ⅳ. 분석결과
1.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집단간 인식 차이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협력성과와 독립변수인 협업제도, 협업관리 그리고 협업효과성에 대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집단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중앙공무원 222명, 지방공무원 123명에 대해 독
립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인 협업효과성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
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대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직무만
족을 구성하는 세 가지 문항 전반적인 직무만족 정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 정도 그리고 직
장 근무에 대한 만족 정도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간 인식 차이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각 문
항의 평균값이 3점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보통 이상의 직무만족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조직성과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간 유의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 중앙 및 지방공무원
은 조직 생산성, 고객만족도,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개선 정도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해서 모두 3점에서
4점 사이의 응답을 보였는데,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직성과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협업효과성(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대한 독립표본 t-test(중앙 222명, 지방 123명) 결과
변수

설문항목
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직무만족

나는 업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 나간다.
나는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만족한다.

협업
효과성

최근 우리 조직의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우리 조직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조직성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앙

3.60

.68

지방

3.69

.61

중앙

3.69

.63

지방

3.72

.61

중앙

3.58

.79

지방

3.63

.66

중앙

3.34

.84

지방

3.56

.71

중앙

3.24

.81

지방

3.65

.65

최근 우리 조직은 업무처리과정 등 일하는 방식에
개선을 이루었다.

중앙

3.21

.89

지방

3.51

.70

최근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 등 조직운영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이루었다.

중앙

3.15

.88

지방

3.33

.64

t

p

1.25

.21

.35

.71

.65

.51

2.59
**

.00

5.06
***

.00

3.38
***

.00

2.11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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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협업제도 설문 문항의 경우 중앙 및 지방공무원간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업제도는 협업관련 법규, 규정, 갈등해결을 위한 절차 등의 구비 정도, 정보공유 규정
구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업제도에 대해서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협업추진 과정에서 정보공유와
관련된 규정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표 6> 협업제도에 대한 독립표본 t-test(중앙 222명, 지방 123명) 결과
변수

협업제도

설문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귀하 조직은 다수 부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협업 관련 법규, 규정,
절차 등을 두고 있습니까?

중앙

3.40

.88

지방

3.08

.82

-3.24
**

.00

귀하 조직은 다른 조직과의 협업 추진에서 정보공유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

3.17

.92

지방

2.86

.81

-3.01
**

.00

귀하 조직은 협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제도(관련 규정, 매뉴얼 등)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

3.12

.94

지방

2.89

.79

-2.36
*

.01

협업관리는 조직미션에 대해서 협업 목적의 포함 정도, 협업예산 배정 만족도, 협업과정에서 ICT 활
용 정도로 구성되었는데, 협업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의 만족도가 중앙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부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협업 예산
의 배정 만족도, 협업에서 ICT의 활용은 지방공무원의 평균이 약 2점대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협업관리에 대한 독립표본 t-test(중앙 222명, 지방 123명) 결과
변수

설문항목
귀하 조직은 조직 미션에 협업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까?

협업
관리

귀하 조직은 조직간 협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십니까?
귀하 조직은 조직간 협업을 위해 ICT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중앙

3.52

.83

지방

3.23

.76

-3.81
***

.00

-4.42
***

.00

-5.43
***

.00

중앙

3.21

.94

지방

2.75

.86

중앙

3.35

1.02

지방

2.81

.80

마지막으로 협업문화는 권한의 부여, 역할과 책임의 설정 그리고 협업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는데, 협업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중앙 및 지방공무원 모두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 인식의 차이는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권한 부여 및 역할과 책임의 설정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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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중앙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협업문화에 대한 독립표본 t-test(중앙 222명, 지방 123명) 결과
변수

설문항목
귀하 조직은 협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십니까?

협업
문화

귀하 조직은 협업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귀하 조직은 경쟁적 조직문화보다는 협업적 조직문화라고 보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중앙

3.45

.78

지방

3.23

.72

-2.61
**

.00

중앙

3.36

.72

지방

3.17

.76

-2.27
**

.02

중앙

3.33

.90

지방

3.20

.87

-1.3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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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상
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관계수가 약 0.6(p<.01)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협업제도, 협업관리 그리고 협업문화는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대해서 통계적
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와 통제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무만족은 기관유형을 제외한 통제변수 즉, 조직역
량, 인사교류, 협업만족, 협업성과평가, 성별 그리고 직급이 유의한 상관관계(p<.01)를 형성하고 있었
는데, 직급만 (-)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조직성과의 경우, 직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부재했으며, 기관유형은 유의한 (-)의 상관관계(p<.01), 조직역량, 인사교류, 협업만족, 협업성과
평가는 (+)의 상관관계(p<.01)를 형성하고 있었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 상관관계의 경우, 협업제도, 협업관리, 협업문화 그리고 기관유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의 상관관계(p<.01)를 보였다. 특히,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즉, 협업제도, 협업관리. 협
업문화는 변수간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도 상관계수가 0.6과 0.7 사이로 도출되어 다소 높
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분산팽창계수(VIF)1)를 확인한 결과, 그 값이 10을 넘지 않으므로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각 변수의 분산팽창계수는 협업제도 2.86, 협업관리 3.53, 협업제도 2.86, 기관유형 1.34, 조직역량 1.24, 인사교류 3.74, 협업
만족 2.27, 협업성과평가 2.59, 성별 1.11, 직급 1.24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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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는 성별과 인사교류, 조직역량과 직급간 상관관계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반대로, 직급은 인사교류, 협업성과평가, 성별과 유의수준 0.05에서 (-)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협업만족과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더하여, 인사교류와 조직역
량, 성별과 협업만족 그리고 성별과 협업성과 평가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조직역량은 협업만족, 협업성과평가, 성별과 유의한 (+)의 상관관계(p<.01)를 보였으며, 인사교류
는 협업만족과 협업성과평가, 협업만족은 협업성과평가와 유의한 (+)의 상관관계(p<.01)를 보였다.

<표 9> 중앙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변수간 상관관계
변수

직무만족 조직성과 협업제도 협업관리 협업문화 기관유형 조직역량 인사교류 협업만족

협업성과
평가

성별

직무만족

1

조직성과

.6010
**

1

협업제도

.3701
**

.4053
**

1

협업관리

.2912
**

.3181
**

.6861
**

1

협업문화

.2281
**

.2721
**

.6099
**

.6926
**

1

기관유형

-.0474

-.1860
**

.1330
*

.2718
**

.1736
**

1

조직역량

.6182
**

.7129
**

.2953
**

.1727
**

.2418
**

-.0917

1

인사교류

.2565
**

.2250
**

.6073
**

.7897
**

.7507
**

.3265
**

.1268
*

1

협업만족

.3288
**

.4271
**

.6411
**

.6485
**

.5869
**

.1239
*

.3473
**

.5789
**

1

협업성과
평가

.2762
**

.2753
**

.6413
**

.6767
**

.6858
**

.2121
**

.1667
**

.6972
**

.6206
**

1

성별

.1598
**

.2528
**

.1609
**

.0946

.1405
**

-.0962

.2007
**

.0832

.1285
*

.1063
*

1

직급

-.1767
**

-.0157

-.2088
**

-.1928
**

-.2047
**

-.3524
**

-.0717

-.1961
**

-.1085
*

-.1583
**

-.1847
**

직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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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OLS 회귀분석 결과
협업 활성화 요인이 협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협업제도, 협업관리 그리고 협업
문화를 협업 활성화 요인으로 구성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협업효과성의 경
우,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에 대한 성과로 설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협업활성화 요인이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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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앙 및 지방공무원 소속 여부 즉, 기관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와 그 영향
력을 비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관유형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은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직접효과와 포함한 조절효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종속변수 직
무만족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은 상호작용항을 미포함한 Model1과 포함한 Model2로 구분하였고, 조
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작용항을 미포함한 Model3과 포함한 Model4로 구분하였다. Model1과
Model3은 협업활성화 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이며, Model2와
Model4는 기관유형이 상호작용항을 포함된 조절효과이다.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결과와 가설에 대한 지지 여부는 이하와 같다. 먼저, 협업제도는 직무만족
과 조직성과에 (-)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협업과 관련된 제도가 협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협업제도가
직무만족 및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설과 배치되는 결과인데, 협업이 시행
되는 과정에서 협업제도가 협업효과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협업과정에 활용되고 영향을 미치는 협업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협업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협업제도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1은 지지되지 못했으며, 협업제도가 조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2 역시 지지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협업관리는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조직성과에 대해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직의 협업관리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긍정적일
수록 조직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가설 2-1은 지지되지 못
했으나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협업문화의 경우, 협업제도와 마찬가지로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설 3-1과 3-2는 지지되지 못했다. 즉, 협업문화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
식이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구가설로 설정되지는 않았으나 기관유형 변수의 경우,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지방공무원일수록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소속 여부 즉, 기관유형을 상호작용항으로 포함한 조절효과의
결과를 살펴보면, 협업제도와 협업문화에 대한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는 부재했다. 또한, 직접효과에서
협력제도와 협업문화의 직무만족 및 조직성과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존재했으나 조절효과 분석결
과에서 부재했으며, 협업관리는 조직성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조절효과 분석결과에서 부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협업제도와 협업문화에 대한 기관유형의 조절효과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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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설들은 모두 지지되지 못했다. 다만, 협업관리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존재했는데, 중앙공무원일수록 협업관리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가설 4-3과 가설 4-4 역시 지지되었다.
한편, 통계적인 유의성이 존재한 협업관리와 협업효과성간 관계에서 기관유형 즉, 중앙 및 지방공무
원 여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과 <그림
2> 의 그래프로 표현하여 살펴보면, 먼저 직무만족의 경우 지방공무원은 중앙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직무만족이 높지만, 협업관리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중앙공무원은 협업관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을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방공무원보다 중앙공무원의 협업관
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만족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조직성과는 두 기관 유형 모두에서 협업관
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성과가 높아지며, 이러한 관계는 지방공무원보다 중앙공무원의 협업관리
수준이 조직성과를 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협업관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앙에서 지방보다 조직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직무만족에 대한 기관유형의 조절효과

<그림 3> 조직성과에 대한 기관유형의 조절효과

통제변수는 조직역량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인사교류와 협업성과평가는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에 협업에 대한 만족은 조직성과와 성별은 (+)의 유의한 영향력을 조직성과에 미치고 있
었고, 직급은 직무만족과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조직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사교류와 협업성와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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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은 긍정적이었다. 또한 협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성과를 조직구성원이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남성일수록 조직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성
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회귀분석 결과
협업효과성
직무만족
구분

Model 1

조직성과
Model 2

Model 3

Model 4

Coef.
(S.E.)

β

Coef.
(S.E.)

β

Coef.
(S.E.)

β

Coef.
(S.E.)

β

협업제도

-.176
(.049)
***

-.240

-.080
(.092)

-.109

-.121
(052)
**

-.132

-.015
(.099)

-.017

협업관리

.070
(.054)

.097

-.192
(.091)
**

-.266

.158
(.057)
***

.177

-.016
(.098)

-.018

협업문화

.098
(.054)
*

.113

.044
(.080)

.050

.113
(.057)
**

.105

.041
(.087)

.038

기관유형
(ref.=지방 공무원)

-.142
(.055)
***

-.119

-.958
(.261)
***

-.803

-.260
(.058)
***

-.175

-.830
(.282)
***

-.561

협업제도*
기관유형

-

-

-.118
(.099)

-.347

-

-

-.128
(.107)

-.304

협업관리*
기관유형

-

-

.333
(.102)
***

1.020

-

-

.218
(.110)
*

.539

협업문화*
기관유형

-

-

.047
(.103)

.142

-

-

.089
(.112)

.216

조직역량

.504
(.038)
***

.578

.497
(.038)
***

.570

.662
(.041)
***

.612

.657
(.041)
***

.607

인사교류

.135
(.060)
**

.173

.139
(.059)
**

.177

.019
(.064)

.019

.022
(.064)

.022

협업만족

-.030
(.051)

-.035

-.021
(.050)

-.024

.091
(.055)
*

.086

.095
(.054)
*

.089

협업성과평가

.082
(.047)
*

.111

.101
(.048)
**

.137

.039
(.050)

.042

.044
(.052)

.048

성별

-.010
(.048)

-.008

-.018
(.047)

-.016

.123
(.051)
**

.086

.118
(.051)
**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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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067
(.021)
***

-.137

-.066
(.021)

-.135

.018
(.023)

.031

.019
(.023)

.032

상수

1.692
(.218)
***

-

2.284
(.276)
***

-

-.009
(.232)

-

.047
(.298)

-

R2

.4654

.4922

.6066

.6151

Adj R2

.4494

.4722

.5948

.5999

F
(sig.)

29.08***

24.68***

51.49***

40.68***

N

345

*p<.1, **p<.05, ***p<.01

Ⅴ. 결론 및 행정협업에 대한 관리적 시사점
정책문제와 그 배경의 불확실성 및 복잡성의 증가 그리고 질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리 및 정책추진 방식이 협업행정이다. 즉,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그리고 정보적 자원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협업은 행정기관들
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와 정책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재
용·엄영호, 2021). 이와 같이 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정기관의 상이한 특성과 이로 인하여 형성된 기관간 칸막이의 문제는 복잡한 정책문제와 행
정수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김윤권·
이경호, 2017). 따라서 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협업과정에 참여한 각 행
정기관들의 특수성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성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즉, 협
업이 행정기관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내 부서들과 다르게 비협조인 기관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박천오, 2020),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협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적,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반영한 협업행정에 대한 관리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업과 유관한
제도 즉, 협업 관련 법규, 규정, 절차 등이 실질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협업제도가 협업에 참여하는 조
직과 조직구성원에 실질적 및 형식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행태를 제약하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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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기 때문에 협업에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도입과 관리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 특
히 협업제도가 협업을 형성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약요인이 아닌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도
록, 협업상황에 부합되고 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갈등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협업과정에서 전략적인 협업관리가 필요하다. 조직의 미션에 협업의 목적을 포함하고, 협
업을 위한 자원의 배분 그리고 ICT의 활용은 결과적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상이한 조직문화, 조직목표, 조직정체성 그리고 협업에 대한 참여자간 이질적인 관
점의 차이는 협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협업의 과정에서 협업 참여자의 이질성을 극
복하고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협업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업의 관리가 필요하다. 즉 협
업의 관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미션에 협업과 관련된 목적을 포함하고 협업예
산의 합리적 분배가 요구된다. 특히, 예산이 공유자원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참여자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적 기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직간 협업의 과
정에서 ICT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행정기관이 협업과정에서 ICT를 활용하고 있는데,
ICT가 근본적으로 내재한 통신장애, 공문서 작성을 위한 형식적 활용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를 공유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참여자들에 대한 분권적인 권한의 부여, 그리고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는 동시에 협업과
정에 필요한 상호간 협업적인 조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협업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자율성, 참
여자간 이질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협업적 조직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
으며, 협업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현장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재량권
과 모호한 역할보다는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협업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협업과 관련된 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 협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협업의 장애 및 제약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더하여, 협업의 참여자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협업에 대한 참여자간 제도적, 관
리적, 문화적 격차를 최소화해야 협업효과성이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협업에 참여한 중앙 및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고려한 협업의 제도 형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관리, 그리고 협력
적 조직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협업제도, 협업관리, 그리고 협업문화에 대해 상대
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소속일수록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를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중앙공무원일수록 협업관리는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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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중앙 및 지방공무원간 협업 활성화 요인과 협업효과
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협업활성화 요인이 협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협업활성화와 협업효과성에 대한 협업주체간 인식의 차이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행정협업 활
동을 시행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
히, 협업활성화 요인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중앙공무원일수록 협업관리
가 협업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공무원
의 협업제도 및 협업관리의 형성 및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업적 조직문
화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중앙공무원에 대한 협업관리 체계가 궁극적으로 직무만족과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직 미션에 대한 협업목적의 반영, 합리적 자원의 배분 그
리고 전략적인 ICT의 활용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행정협업에 관한 관리적 시사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한계점 역시 존재하고 있
다. 협업과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에 대한 인터뷰가 시행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협업의 활성화 요인이
실질적으로 협업의 효과성에 영향에 미치는지에 관한 측정과 분석을 설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질적인 연구에 더하여, 협업 관련 제도, 관리,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 행정기관의 협업효과성에
미치는 실증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성한 2014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했는데, 협업에 대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인식과 입장이 현시점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가 창궐 이후 각 정부기관의 협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 코로나 19 이후의 협업행정 형성과 전개 그리고 시행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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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민족 고유의 전통에서 흰옷을 숭상하였고, ‘단일민족’이라고 불려질 만큼 오랫동안 순수
민족의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단일문화에 대한 자긍심 역시 매우 드높았다. 그러나 오
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은 1990년 초반부터 국내에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시작
되었다(양정남·양순미·이은정, 2011; 최정하·김영화, 2013). 그 이후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
롯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현재 지구촌은 인종
과 민족,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세계화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단일국가의 개념이 급속히 변화하
고 있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14만 6,748명으로 전체 국민
중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116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2.4%
였으나 불과 10여 년 동안 이주인구가 급격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주민의 증
가는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을 가져왔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8년 기준 12만여 명으로 전체 학
생 중 2.2%를 차지한다. 이는 2008년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약 0.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
해 보면 매우 빠른 증가추세라고 볼 수 있다(교육부, 2018).
현재 우리나라는 유래에 없을 정도로 급격한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문제로 여러 가지 다문화 현상에 의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되었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략 20여 년
의 기간에 다문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다문화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
한 실정이다(강진구, 2008; 김영순, 2020; 송사리, 2015; 장인실·유영식, 2010). 이주민의 수요가 급
속히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직
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긴급히 충원하였으나, 외국인 주민 담당과 사회복지직 업무를 기피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인식 때문에 수요에 비해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권승, 2009).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다문화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기되지만, 외국인 주민
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공무원의 다
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중앙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행정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일선에서 외국인 주민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
화수용성이 요구되며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인식은 다문화 행정서비스의 방향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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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중앙정부의 다문화지원정책,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다문화 행
정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데 초점
을 두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현상과 다문화정책을 살펴보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외국
인 주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영향요인을 진단하고,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인
식과 요인을 파악하여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현장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도모해 나가는데 가장
커다란 배경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급속하게 진행되는 다문화사회의 행정서비스 전달자의 정책적·실
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다문화수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제 개념들을 살펴보고, 다문화수용성
에 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며 기존 문헌을 토대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
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과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적 정의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에 대한 연구자 간의 합의된 개념 정의는 없으며, 용
어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문화 간 적응성(cross-cultural adaptability)’ (Kelly & Meyers,
1995), ‘문화 간 유능성(cross-cultural competence)’ (Lynch, 1992), ‘문화 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Hammer et al., 2003), ‘다문화 유능성 혹은 역량(multicultrual competence)’ (Sercu,
2004)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용어는 상이하지만 개념적으로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존재하
지 않고(정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지식)와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행동)을
내용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문화 간 적응성’은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준비 정도 또는 다른 문화와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 구성요인에는 유연성·개방성, 정서적 탄력성, 지각적 예민함, 개인적 자율성
이 포함된다(Kelly & Meyer, 1995). ‘문화 간 유능성’은 문화 간 차이를 인지·비교·해석할 수 있는 기술
및 태도, 지식의 조합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또 이를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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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Bennett, 2004). ‘문화
간 감수성’은 문화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이 개념을 ‘간 문화 의사소
통능력’, ‘간 문화 능력’, ‘간 문화 유능성’과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한다(Hammer et al., 2003).
민무숙 외(2010)는 다문화수용성이란 개념을 보편성과 관계성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즉, 본인과는
다른 구성원 또는 문화에 대한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본인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
는 동시에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과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안상수 외
(2012)는 다문화수용성이란 개념에 대해 민무숙 외(2010)의 다양성과 관계성 차원을 뛰어넘어 보편성
차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정의한 바 있다. 즉, 다문화사회 시민으로서 살면서 자신과 다른 구
성원이나 타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편견 없이 자신의 문화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있는 그
대로 인정(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과의 조화로운 협력관계 설정(공존의 방향)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적 수준 또는 출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으며 국제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 이를 실천하는 총체적인 의미의 태도로 정의하였다. 황정미(2010)는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른 국
가 출신의 이주민 및 외국인을 수용하는 태도이기는 하나, 바람직한 시민자질에 대한 태도로 다문화수
용성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한발 더 나아가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보편화 된 권
리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해석하였다. 기존 문헌을 종합하면 다문
화수용성은 다차원(multidimensional)개념으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다.

2. 다문화수용성의 다차원적 속성
1) 다양성(Diversity)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성이란 다른 집단의 문화 또는 가치를 본인 문화와 동등한 입
장에서 인정하거나 그들 문화에 대하여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차별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성을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내집단의 민족주의적 문화의
우수성과 정체성 주장에서, 외집단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문화가치와 정체성 분포를 의미하는 차원을
의미한다. Berry(1997, 2004, 2005)는 문화적 요인이 어떤 형태로 개인행동 발달 및 표현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사회에서 인종의 정체성과 범주와 관련한 문화 적응 전략 및 신념
이 인종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다양성과 다문화조사(Diversity,
Multiculturalism, Inclusivity Student Survey)는 많은 미국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사 중 하나이
다. 이 조사에서는 차별 경험 정도, 다양성 정도, 대학의 정책 평가 같은 다양성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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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 2012).
한편,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문화수용성 연구와 관련된 외국 학자들의 주장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
했다. Sercu(2004)는 다문화수용성 대신 문화유능성(intercultural competence)이라는 표현을 통하
여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 및 고정관념이 없으며, 다른 문화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Becchetti et al.(2010) 과 Oyamot et al.(2012)에 따르면 다문화수용성이란 다
문화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지향성과 개방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타 문화
의 존재 및 가치는 물론이고 함께 공존하는 동반자로서 인정하는 내국인이 가지는 인식 및 태도로 정
의하고 있다. Martinovic et al.(2011)은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주의에 관한 태도(attitude toward
multiculturalism)’ 또는 ‘다문화적 태도(multicultural attitude)’로 정의하며 한 사회 내 공존하는 다
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의 핵심으로 인식한다.

2) 관계성(Relationship)
관계성 차원은 타 인종문화집단과 더불어 보다 큰 사회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결합하려는 것을 의
미한다(Berry et al., 2002). 따라서 관계성의 차원은 이민자 집단과 주류 집단 간의 관계 설정 그리고
거리감과 관련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이주민집단과 근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정도와 연계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통합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성 차원은 다른 인종문화집단과 함께 더 큰 사회에 참여하
고 결합하려는 데 대한 선호를 말한다(Berry et al., 2002). 민무숙 외(2012)는 기존 다문화 관련 연구
결과와 Berry 문화적응모형 등을 참고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을 반영하여 관계성의 축을
이민자 집단과 주류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리감에 관련된 축으로 판단하였다. 이주민 집단과 밀접
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정도와 연관되는 것으로, 적극적 통합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으
로 정의하고, 실제로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관계성 개념을 설정하였다. 한국인
가운데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고집으로 이주민에 대한 편파적 태도는 유지하며, 이주민과 가까
운 관계를 맺은 결과(예: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가족들)로 이주민을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
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판단할 때 이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관계성의 차원은 유용
하다(민무숙 외, 2012).
또한,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측면을 지향하느냐
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은 자신의 친구, 부모, 지역사회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
는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중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김경근·황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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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에 반하여 이웃과 빈번한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수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더
배타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erg, 2009).

3) 보편성(Universality)
민무숙 외(2012)는 보편성의 추가적인 구성요소로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요인을 가정하고 있다. 문
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여타문화를 접함에 따른 유연한 대처 능력, 여타문화에
대해 편견 없이 공감하는 방식을 다문화 역량 요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보편성 차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편성 차원이란 사람들이 가진 외부세계 등급화와 경계를 초월하여 문화적 차
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다양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르려는 경향성과 편견 없는 공감과 다른 문화
에 대한 유연한 대처 경향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민무숙 외, 2012).
또한, 보편주의 성향과 다문화수용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보편
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을수록 타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낮아지고 개방성은 증대되어 종국적
으로 다문화수용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미·정기선, 2006; 인태정, 2009; Fiske, 1998).
이와 관련, Fiske(1998)는 보편적 성향을 기반으로 다른 집단, 혹은 타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동기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견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태정(2009)도 사회정의나 평등을 중시
하는 보편적 가치의 지향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완화된다고 분석하였다.

3. 공무원 다문화수용성의 의의
앞서 설명한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을 토대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을 공무원 조직에서 다양한 인종·
종교·문화 등을 지닌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문화와 똑같이 인정하며, 모두가 공
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공무원이 다문화수용성을 가져
야 할 의의를 밝히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서비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가의
책무이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자로 귀착되기 때문이다(권승, 2009). 또한 다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
반적 태도와 함께 외국인 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중앙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행정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최일선에서 이주민과
외국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다문화 역량의 전문성과 더불어 다문화수용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업무와 행정업무를 일선에서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사회
속에서 본인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본인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다양성), 그
들과의 조화로운 관계(관계성)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출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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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면서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보편성)하
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경기회복과 국제적 위상 향상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현
재 국내에는 세계 200개 국가 출신 외국인이 각기 다른 생활방식과 사고를 갖고 다양한 목적으로 생활
하고 있다(법무부, 2011).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모두 본인의 전통적 생활방식만 고집하며 한국사회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
만, 우리의 경우만 보아도 같은 한국인이지만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생활습관, 음식, 억양, 인사법 등
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외국인이 비록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
고 있기는 하지만 고유한 나름의 생활방식과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문
화사회로의 전개에 대한 태도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수용성 등을 연구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정서 및 태도와 더불어 일선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을 담당하
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인식과 태도라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과 ‘외국인 정책’으로 구분된다. 다문화가족 정책은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토대로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여성가족
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에 협조하
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초창기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
한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단속하는 규제 성격의 정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정책이 혼합된
형태로 등장하였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정책계획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자녀로
정책 대상을 수정해 왔고, 규제보다는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설계되었다.
외국인 정책은 1963년 3월 제정된 「출입국관리법」과 2007년 7월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토대로 등장하였다.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정책 내용이 결정된다. 정책 대상
은 한국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예비이주민(외국인)과 그 자녀, 외국인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재외동포, 난민 등 ‘외국인’이며, 다문화가족 정책과 달리 국경관리 및 출입국 관
리, 국적 부여 등 이민업무를 총괄하는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법무부,
2018). 한편 불법체류자 등에 관한 공무원들의 단속 등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격모독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이면에는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원인제공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문병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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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책의 등장은 2006년 4월 26일 「여성 결혼이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이 발표되
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국무조정실에 빈부격차 차별시정기획단이 차별시정위원회로 변경
되면서 이 정책을 총괄하였다. 이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등장했다(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006). 초창기 다
문화가족 정책은 어느 한 부처 소관에 맡기기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대책 마련 회의의 경과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005년 8월 1차 대책으로 사회문화관계장
관회의, 같은 해 11월에는 2차 대책으로써 수석보좌관회의, 2006년 3월 3차 대책으로 12개 부처가 공
동으로 참여하는 종합지원 대책 보고 등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관련 제도 대부
분은 당시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정되었고, 다문화가족 정책은 정책위원회에서 총괄하되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구로써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한국어교재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였다. 한편, 2010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하여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로 개편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조정되어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을 시행하였다.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의 이견 조정 기능만 남겨두
고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인 시행계획과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진행되었다. 제1차 지원정책의 계
획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상위 비전으로 구축하고, 하위 정책목표로 첫째, 다
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계획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정책목표는 ‘교육적 지원을 강화’와 ‘글로벌 인재로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제2차 다문화가
족 정책 기본계획」은 1차 계획에서 부진하다고 평가된 다문화 사각지대와 미흡한 정책영역의 수준을 높
이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특히 1차 기본계획과는 달리 정책 환경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진출이 확대
되고 다문화 자녀의 성장과 다문화가족 해체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하여 보완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구
성되었다.
2008년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1차, 제2차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2018년도에 수립된 「제3차 다문
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10년간 시행되어 왔던 다문화정책 및 국제정세를 비롯한 다양한 환
경 변화를 고려, 2022년까지 추진할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제3차 다문화가
족 정책 기본계획」은 초기적응 중심의 과거 정책과 달리 장기적인 정착에 대한 새로운 정책 재편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개선되지 않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개선하는데 다양한 정책
이 활용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였고, 정책목표는 ‘모든 사람
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사회 및 경제적 참여의 확대’와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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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로 명시되었다. 2020년도 일반국민과 공무원 등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에
관한 정책은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210개 세부과제를 정착지원, 사회참여 확대, 자녀
성장 지원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다.

5. 우리나라 공무원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기존 문헌 검토
우리나라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원
숙연·박진경(2009)은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와 관련한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에 따라 사회적
다양성 및 다문화 상황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지
하는 성향이 높았고, 차별 및 배제 정책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권승(2009a)은 지방정부 공
무원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차이에 따라 다문화수용
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정부 공무원은 직무특성별 차이에 따라 다문화주의와 종속배제
주의 등과 같은 다문화정책 정향성이 상이함을 보여주었는데, 다양한 문화, 종교, 인종이 공존하는 것
이 더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인종 및 문화를 실제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한계
를 가지고 있는 정부 공무원이 4배 이상 많음을 밝혔다. 또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적
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무원이 훨씬 많은 반면, 불법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훨
씬 더 많은 공무원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승(2009b)은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태도가 일정한 지위 또는 계
층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구
현은 중앙정부의 절대적 역할과 의지가 있다고 해도 지방분권화에 따라 세부 정책수립과 집행은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다문화인과 관련한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이 지역사회
이고, 그 문제해결 또한 지역사회 책임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사회로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손흥기(2012)는 다문화수용성을 이민자 관련 이민자 사회통합, 체류관리, 출입국심사 등의 행정업무
를 다문화사회로의 도래에 따라 일선에서 처리하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및 고객지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박외병(2012)은 외사경찰 개인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직무특성 따라 다문화정책 정향성 및 다문화수용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사경찰의 다문화정책 정향성 및 다문화수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동
진·박진경(2012)은 다문화주의 태도와 정책성향 간의 관계를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다문화민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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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사회적 위협이 감소할수록, 전문가
일수록 다문화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제기했다.
그러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대
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한국사회가
급속히 다문화사회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효과적
인 다문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점점 다문화 관련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다문화가정의 복지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는 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연
구 범위 확장과 동시에 향후 수행될 많은 연구의 실증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의 분석틀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의 결정요인의 관계와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과 이주민 관련 업
무를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에 앞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 문헌을 토대로 개인적·조직적·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13개의 변수를 도출하였다.

2.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결정 요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고찰을 토대로 다문화수용성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공무
원의 다문화수용성의 결정요인은 하나의 측면이 아닌 개인적 특성, 조직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 다양
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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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무원의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1) 개인적 요인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개인요인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를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로 다문화접촉경험, 교육훈련, 공직가치, 공
공봉사동기, 종교를 설정하였다.
다문화접촉경험은 다문화를 가진 사람 또는 다문화가정을 자연스럽게 비형식적으로 접촉한 경험을 의
미하는데 해외여행, 미디어, 친구, 가족 등과의 일상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간접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이 타국인과의 접촉을 한 경우는 접촉이 없는 경우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문화권 사람에 대한 거부
감 또는 편견이 적고 수용적이라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노윤구 외, 2018; 박순희·김선예,
2012). Allport(1954)의 접촉가설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문화와의 경험 빈도는 다문화수용성에 긍
정적으로 미치는 요인이다. 접촉이론은 내집단 구성원이 외집단 구성원과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
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단 간 편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Wright, et. al., 1997). 많은
연구에서 외국 방문, 외국인과의 접촉, 국내외 외국인 또는 이주민 친구의 존재 등 타인종·타민족 혹은
그들의 문화와의 접촉 경험을 가진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소수집단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
를 가진다는 점을 밝혔다(심우엽, 2010; 양계민, 2010; 윤인진·송영호, 2009; 이정우, 2008; 안상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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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자원봉사 활동 역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황여정, 2012).
다문화교육은 관용과 수용의 시민적 가치를 고취시키고 민족과 인종의 차이를 인정하며, 다른 사회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사회적 접촉 기회를 확대하면서 외집단에 대한 적의나 부정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dlitz and Zahran, 2007). 국내에서도 다문화교육에 참여
한 경험이 많을수록 다인종 및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고(강선경·김헌진, 2011), 다양
성에 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는데(이정우, 2008),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일
수록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무숙 외, 2012; 박순희·김선예, 2012; 이지영, 2013;
Denson, 2009). 권승(2009)은 기초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정책 담당공무원 1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태도 조사를 거쳐 담당공무원 기본 소양의 중요성 강조했고, 교육훈련과 함께
업무분장 시 다문화 소양평가 등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공직가치(public value)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자마다 개념이 다양하게 제시
된다. 공공조직의 핵심기능(예: 예산, 인적자원관리, 전략적 기획등)을 논의할 때, 공직가치는 모호하
며 비정형적인 특징을 갖는다(Box, 2015). 한국행정연구원(2015)은 “공무원들의 의사결정 기준과 우선
순위를 정해주는 윤리적 지침”으로 공직가치를 정의했다. 이는 공무원의 윤리와 규범성에 관한 공직가
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이 될 수 있으며, 감수성과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공무원의 공직가치 수준과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
나, 박외자(2016)의 연구를 통하여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박외자(2016)는 중·고등학생 674명을 대상
으로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연구 대상자의 인권감수성과 다문화수용성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보호직 공무원 등이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다문
화감수성 및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하였고,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 수준이 높아짐을 보여주
었다.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는 원래 민간부문 종사자들의 동기와는 구별되는 공
무원들의 독특한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Perry & Wise, 1990). Perry & Wise(1990)
는 공공봉사동기를 “민간조직에 비하여 공공조직에서 우선적이거나 고유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성향이
나 동기”로 정의하였다. 공공봉사동기(PSM)는 동정심, 자기희생, 이타심 등의 성향이 포함된 개념으로
사람을 인식하는데 있어 타국인과 내국인이라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지 않고 한 사회 내 타국인
들을 국적에 관계없이 돕고 섬기려는 동기와 인식이 전제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공봉사동기는 다문
화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동정심을 발휘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다문화가족들에게는 순수성과
배려심으로 작동하면서 타국인을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공공봉사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타국인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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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교도 공무원 개인의 다문화수용성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상정하였다. 신광철
(2011)은 ‘다문화와 종교’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한국 다문화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 정책들 속에서 종교의 변수가 어떻
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어떤 종교이든지 그 대상을 인간은 믿
고,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그 대상과의 밀접한 접촉을 가지게 되고, 그 접촉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한
다. 이렇게 볼 때 종교란 한 마디로 말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보다 완전하고 능력이 많다고 여겨
지는 대상을 믿고 따름으로 그 대상과 연합을 이루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강돈구, 2005: 23). 사회
적 측면에서 종교는 조직 내에서 상관, 동료, 부하직원 등 모든 계층을 골고루 사귈 수 있게 맺어주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소외감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다(오준심,
2002; 강해순, 2005). 종교는 인간 내면의 성숙함과 안정·희망 등을 갖게 하는 심리적 기능과 사회통
제 및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백준흠, 2000: 12).
염지애(2014)는 종교는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막대
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특히,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소수자의 경우, 종교와 일상생활의 밀착 정도
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으므로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의 종교적 자유 보장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과 보존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수 종교가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 종교와 공
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과 자유보장이 요청되며, 서로 간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 종교만큼 효율적
이고 실질적인 통합의 매개체가 드물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상호 공존은 종교적
관용과 인정 및 종교 간의 평등이 전제된다. 즉, 다문화사회는 종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종교적 편
견과 적대감을 버리고 포용과 관용을 지향한다. 한편, 지금까지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중 종
교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다만, 김동진(2013)의 연구에서 종교의 유무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에서 종교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차이가 있다고 밝
혔다. 특히 거부 및 회피정서, 상호교류, 세계시민 행동의지는 종교가 있는 집단이 다문화수용성 수준
이 높게 나타났다.

가설 1: 다문화접촉 경험은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다문화교육훈련은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공직가치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공공봉사동기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종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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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 요인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지방자치단체 수준별)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의 리더십, 다문화정책, 다문화전달체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공공기관장의 리더십은 공공기관의 장이 다문화수용성의 중요성과 과제를 부하직원에게 인식시키
고,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여 상위 욕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부하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통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Bass(1985)에 의하면, 리더의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들
의 동기부여가 자극되기 때문에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이상적인 목표와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
다고 지적하였다. 추병완(2011)은 글로벌 리더는 다문화수용성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했으며, 문화적으
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글로벌 리더의 중요한 덕목으로 보면서 다문화사회 변화
물결은 리더십 패러다임에도 새로운 변화의 요청으로 보았다.
다문화정책이란 1970년대 서구 사회의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이 확장되면서 다문화시대에서 발생하
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원숙연·박진경, 2009).
즉, 세계 각지에서 유입된 이민족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사회화 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소수문화를 존중하고 인
정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성 완화를 통해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자 의
지를 다문화정책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임동진·박진경, 2012). 다문화정책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Castles & Miller(2003)의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로 하여금 출신
국가의 문화·언어·사회적 특성을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구성원과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 이는 소수문화를 주류적 문화에 흡수하고 동화하려는 것이다(설동훈, 1999). 이것은 소수 인
종,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집단이 이주한 지역의 주류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이
다(홍기원, 2007). 강휘원(2007)은 중앙·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을 파악하고, 다문화정책의 결정과 집
행에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고, 다문화정책을 정치적, 조직적, 입법적, 재정적 요
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방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지영
(2010)은 다문화정책의 불확실성 회피 경향은 동화정책과 차별정책의 선호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이는 다민족·다문화사회에서 새로운 것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가 다문화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를 전달하는 역할이므로 다문화사회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은 공무원이 다문화수용성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social service delivery)의 개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수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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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배열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조우홍, 20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변
화를 주도하는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점은 다
문화서비스 전달체계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행정
자치부는 2006년도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
단체가 법적으로 관할지역 거주 외국인을 주민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
인에 의해 지방정부 차원의 전달체계에서 다문화서비스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제정한
자치법규에 따라 다문화서비스 전달체계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관련한 조례에 따라 다문
화서비스 전달체계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집행은 결국 소속 공무원과 밀접
하게 연계된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의 합리적 체
계와 제공자 간 합리적 관계, 제공자와 수요자의 긴밀한 접근성을 기초로 할 때만 이상적인 구조를 갖
추게 된다. 이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를 받는 측 사이를 연결하는 체계로 파악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잘 갖춘 지자체일수록 다문화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다문
화가족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6: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공
 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다문화정책은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공
 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다문화서비스 전달체계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환경적 요인
환경요인으로 지역사회인식, 인구밀집도, 선주민과의 융합, 지역인프라, 법적기반 등 5개 변수를 선
정하였다.
지역사회는 공동소유, 공동참여, 공동자치제, 공동운명체라는 뜻을 같이하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공
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생활 또는 집단공동체이다(김영애, 2014). 하경애(2010)는
다문화인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인식은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의 태도 또는 행위의 옳고 그
름이 아닌 행위의 양과 질에 대한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즉, 태초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생겨있
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서서히 스며들어 형성이 되어져
가는 정신적·정서적 인식으로 보았다. 공무원의 거주지역에서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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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관계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한국인의 인식과 생활변화에 관한 연구(이선화,
2008)에서는 밀집지역 형성 초기에는 이주노동자 집단의 불안정한 지위와 경제적 열악함에 대한 부정
적 인식과 편견이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편견과 오해, 두려움이
조장되었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관계 맺음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지식이 증가
하면서 연구 당시는 두려움이 경감되고, 상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이웃으로 공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주체와의 만남과 교류, 관계 형성
과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거주하
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은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변수로서 지역 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역적 특성은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 할 수 있다. Mattessich et al.(1997)은 지역사회를 기능적인 요소와 공간적인 영역은 물론이
고 그와 관련된 정서적·심리적 요소까지도 포함한 종합적인 사회조직체로 보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와 어떤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접촉하는가는 전혀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Allport(1958)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접촉,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접촉, 가벼운 접촉, 동
일한 주거지역 내에서의 접촉 등 각 상황에 따라 타자에 대한 편견은 다르게 나타난다. 박이수(2017)는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서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한 상호의존과 상호 신뢰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조선족 이주민들은 서울 가리봉동과 대림동 일대 노래방, 식당, 식료품점 등을 경영하
고 있고, 동시에 이들은 이 지역의 가장 주된 소비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이주민 덕분
에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역 내 인구가 늘어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시선을 유지하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국적의 사람들의 인구밀집도가 높을 경우, 다문화가정
과 이웃과의 교류 역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 역시 다문화가족과의 빈번한 접촉이 발생하
는 관계로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선주민은 어떤 지역에 먼저 거주한 사람을 말하고, 융합은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서 하나의 통일된
감각을 일으키는 통합의 하위개념 혹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13).
선주민과의 통합(social cohesion)이란 사회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
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써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심규선, 2018). 선주민과의 통
합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자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여
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가치에 대한 합의이자 사회화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사회로의 통합이다(노정옥, 2012). 국가마다 이주민을 수용하는 배경 및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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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나, 공통적으로 이주민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을 다룬다. 다문화사회는 인종과 다양한 배경
의 사람들로 구성되며,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정책 또는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 필요에 의해
각 부처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다문화가족
의 국내 적응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국적의 사람
들이 지역사회의 선문화와 잘 융화되고 통합된 환경에서의 지역주민들은 다문화 국적의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자신들과 동일한 지역주민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문화와 융합 정도가 높은
환경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지역인프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게 하는 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프라는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가정 내에서 갈등 없이 한 가족으
로 자림매김 하고, 다문화가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해정(2015)은 다문화에 대한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 추진이 이
루어진다면 지역사회 다문화 사업도 하나의 정리된 시스템 내에서 정체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이는 다문화 인프라의 구축이 다문화의 정책을 확장시켜 지역주민 간 다문화에 대한 이질적
요소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따라서 다문화 지역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의 공무원일수록 다
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환경 요인으로 지역의 다문화 법적기반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
고 지적될 정도로 다문화사회 논의와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
된 주요 의제들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금
을 재원으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의 시범 실시 이후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
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의 수립으
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국가적인 시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법적기반은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삶
의 질 향상과 국내 정착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기반이고, 자치단체는 그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자
체의 다문화 진흥 전담부서 설치 등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한국어교육 등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통
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정 폭력 방지 업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다. 결국, 다문화에 대한 법적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지자체는 예산부문에서부터 다문화를 수용할 기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 다문화 지원에 필요한 세심한 법적기반 형성은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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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9: 공무원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공무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 인구밀집도가 높을수록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공무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주민과의 융합 정도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공무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 지역인프라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공무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 관련 법적기반은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IV. 조사설계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과, 다문화행복과 외 1,210개의 다문화수용
정책 세부과제 등의 다문화정책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다.
업무대상자 명부와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 메일을 보낸
후 동의를 얻은 공무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기초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된 폐
쇄형 설문문항을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
다. 총 1,275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회수한 설문지는 총 705부로서 설문지 회수율은 55%였다. 그 중
3부는 설문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702명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
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주요변수 측정
1)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에서 본인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등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협력하며, 출신 지역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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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 태
도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선행연구에 의해 개발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orea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활용하였다.
2012년에 개발한 다문화수용성 척도는 민문숙 외(2012)가 연구에서 검증한 척도로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편성을 추가하여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 이라는 3개 차원으로 설정하고 총 8
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였다.

<표 1> 종속변수 측정도구
요인

설문문항
문화개방성

다
양
성

국민정체성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어렵다.

고정관념 및 차별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
해서 피하게 된다.
일방적
동화기대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관
계
성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

보
편
성

이중적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2009), KMCI

2) 독립변수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탐색적 연구를 통해 총 1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세
부적인 하위요인은 다문화접촉경험, 교육훈련, 공직가치, 공공봉사동기, 종교, 리더십, 다문화정책, 전
달체계, 지역사회인식, 인구밀집도, 선주민과의 융합, 지역인프라, 법적기반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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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먼저 개인 요인의 변수인 ‘다문화접촉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다른 인종·국적·문화를
가진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친한 친구 중에 다른 인종·국적·문화를
가진 친구가 있다’, ‘외국을 여행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다’ 등 강정화(2019)에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교육훈련’은 ‘나는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에 대한 교육은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다양한 언어와 다문화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대민접촉이 용이할 것이다’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는 송석윤
(2016)과 김명대(2011) 연구에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공직가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나는
민원인이나 동료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한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무원 윤리 가치와 규범을 준수
한다’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2019)에서의 항목을 사용
하였다.
‘공공봉사동기’는 ‘의미있는 공공봉사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외 2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측정
도구는 Perry(1996)의 공공봉사동기 측정도구 항목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종교’는 정태운(2019), 강정화(2019), 박옥자 외(2016)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다양한 종교가 많이 들
어올수록 좋다’ 외 2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조직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리더십’은 윤진 연구(2005)에서 ‘단체장은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분
명히 말해 준다’, ‘단체장은 직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해 준다’ 등 3개의 항
목으로 측정되었다. ‘다문화정책’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 이주민 정책을 만들때 이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등 3개 항목을 전지영(2010)과 송후봉(2015)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다문화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프로그램 제공에 충분한 다문
화 전문인력 갖추고 있다’ 등 3개 항목(남영희, 2015)을 활용하였다.
환경 요인으로 ‘지역사회인식’은 김수영 연구(2016)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이 필
요로 할 때 자신의 물건을 빌려준다’ 등 3개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인구밀집도’는 조하영(2018) 연구에
서 ‘내가 사는 지역은 다문화가족이 많이 사는 편이다’ 등 3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선주민과의 융합’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다문화 외국인과 친목모임이나 클럽 활동을 한다’ 등 3개 항목으로 측정
하였다(이춘숙, 2017). ‘지역인프라’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문화 외국인에게 특화된 복지공간이 마
련되어 있다’ 등 3개 항목(박세정, 2009)으로, ‘법적기반’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외국인 지원을 위
한 조례가 존재한다’ 등 3개 항목(윤지은, 2017)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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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이 다문화수용성
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이 아닌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이유
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속성이 잠재변수적 성격이 강하여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항목(indicator)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종속변수가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고 각 요인은 잠재변수로서 각각의 측정항목들(indicators)로 측정되는 이중위계(second-order)
적 구조로 되어있어 분석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AMOS
24.0(Analysis of Moment Structure)을 사용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해 분석할 행렬은 합산점수의 공
변량행렬을 이용하고,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에는

값, 일반부합치(GFI), 조정

부합치(AGFI), 표준부합치(NFI), 원소 간 근접오차(RMSEA), 비교합치도(CFI)를 함께 사용하였다. 보
통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모형 평가의 오류
를 최소화할 수 있다(Bollen, 1989; 강병서·조철호, 2005).

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통계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자료 중 최종 702명의 응답이 연구에 이용되었고, 연구대상자별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52.8%로 남자 47.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41~50
세가 3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1~40세 29.5%, 30세 이하가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
무년수는 10년 이하가 3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21년 이상(33.2%), 11~20년
(30.5%) 순으로 파악되었다. 학력은 대졸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거주지는 서울이 14.4%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세종 10.8%, 경기도 10.7%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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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통계
구분
성별

연령

근무연수

학력

거주지

빈도(명)

백분율(%)

남자

331

47.2

여자

371

52.8

30세 이하

119

16.9

31~40세

207

29.5

41~50세

259

36.9

51~60세

117

16.7

10년 이하

255

36.3

11 ~ 20년

214

30.5

21년 이상

233

33.2

고졸 이하

30

4.3

전문대졸

57

8.1

대졸

556

79.2

대학원 졸

59

8.4

서울

101

14.4

부산

24

3.4

대구

55

7.8

인천

19

2.7

광주

31

4.4

대전

32

4.6

울산

68

9.7

세종

76

10.8

경기도

75

10.7

강원

17

2.4

충북

21

3.0

충남

21

3.0

전북

20

2.8

전남

27

3.8

경북

30

4.3

경남

72

10.3

제주

13

1.9

전체

702

100.0

2)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즉, 연
구를 위해 이용된 변수들의 기본적 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
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표 3>에 제시하였다.

320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1호

<표 3>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구분

M

SD

Cronbach’s α

2.70

0.74

0.67

교육훈련

3.97

0.68

0.64

공직가치

3.99

0.47

0.80

공공봉사동기

3.82

0.57

0.77

종교

2.34

0.98

0.93

다문화접촉경험

독립변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

리더십

3.48

0.75

0.90

다문화정책

3.48

0.55

0.92

전달체계

3.19

0.71

0.91

지역사회인식

3.30

0.59

0.90

인구밀집도

2.80

0.78

0.93

선주민과의 융합

2.71

0.64

0.90

지역 인프라

3.33

0.76

0.89

법적기반

3.44

0.71

0.91

다양성

3.02

.67

0.88

보편성

3.17

.61

0.78

관계성

3.14

.69

0.75

2. 구조방정식 모형
개인요인, 조직요인, 환경요인에 속하는 13개 독립 잠재변수들과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과의 관
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과 학력을 더미변수로, 연령, 근무경력을 연속변수로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수
의 독립변수와 다수의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분석방법 중 하나이다.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종속변수는 하나만 적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르지만,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다수의 독립변수와 다수
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가능할 뿐 아니라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역시 가능하기 때문
에 복잡한 모델의 변수 간 인과관계를 한 번의 분석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김계수, 2015).
더군다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종속변수가 잠재변수로서 다차원적 속성을 띠는 경우 모형에서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를 가능하게 하여 type-I 오류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는데 모형에 대한 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구조방
정식 모델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모형 적합도에 대한 평가 방법은 검증과
함께 RMSEA, CFI, NFI, TLI 등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위의<표 4>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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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합도 검증결과 중 검증결과에 따르면, 는 246.085 p=.000으로 모델 적합도 측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으나 이 검정은 표본 규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구조방정식모형의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
으로 부적합하다. 따라서 대체 적합도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GFI는 0.932로 검증되어 필요충
족 조건인 0.90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GFI는 0.906으로 나타나 적합
도 조건을 충족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MSEA는 0.060으로 검증되어 적합도 조건
에서 제시한 0.08이하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분적합지수를 분석한 결과
에서 NFI는 0.905, TLI는 0.932, CFI는 0.964로 모두 0.90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따
라서 지금까지 검증한 결과를 종합하면, 검증결과를 비롯하여 RMR, CFI 등의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
합지수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어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절대적합지수

구분

증분적합지수

RMR

GFI

AGFI

RMSEA

NFI

TLI

CFI

Model

246.085
p=.000

0.027

0.932

0.902

0.060

0.905

0.932

0.964

판정

부적합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접촉경험, 교육훈련, 공직가치, 공공봉사동
기, 종교, 리더십, 다문화정책, 전달체계, 지역사회인식, 인구밀집도, 선주민과의 융합, 지역인프라, 법
적기반 변수들과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가 <표 5> 및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개인요인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문화접촉경험(β=.327, p<0.001), 교육훈련
(β=.306, p<0.01), 공공봉사동기(β=.164, p<0.05)가 다문화수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
였으며 공직가치와 종교는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공무원들이 다문화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
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직 요인 내 세 변수 중 리더십과 다문화 전달체계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을 유의하게 진작시키
는 변인이 아니었으며, 오직 다문화정책만이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β=0.366, p<0.01).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수록 다문화에 대
한 수용성 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환경 요인 변수 중 지역사회인식(β=.171, p<0.01), 선주민과의 융합(β=.215, p<0.01), 지역인프라(β
=.212, p<0.01)가 다문화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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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르게 인구밀집도와 법적 기반은 공무원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공무원의 다문화수
용성 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문화가정과 선주민과의 융합
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지역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그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수
준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환경 요인으로서 지역인프라는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법적 기반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소 모순된 결과로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한 현
실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지역인프라는 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들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문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확신을 가
져다주어 외국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다문화 관련해서 9개의 법령이 존재한다(설동훈, 2010). 지방자치단체의 유일
한 법적 기반은 조례인데, 이 조례는 다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공무원의 다문
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5> 구조방정식 주요 변수 회귀계수
요인

개인

조직

환경

독립변수

종속변수

B

β

S.E.

P

가설채택

.245

.327

.151

.000***

채택

다문화접촉경험

→

다문화수용성

교육훈련

→

다문화수용성

.221

.306

.138

.003**

채택

공직가치

→

다문화수용성

-.016

-.088

.012

.183

기각

공공봉사동기

→

다문화수용성

.135

.164

.015

.018*

채택

종교

→

다문화수용성

-.016

-.088

.012

.183

기각

리더십

→

다문화수용성

.013

.060

.012

.283

기각

다문화정책

→

다문화수용성

.228

.366

.096

.001**

채택

전달체계

→

다문화수용성

.019

.062

.015

.202

기각

지역사회인식

→

다문화수용성

.142

.171

.255

.034*

채택

인구밀집도

→

다문화수용성

-.007

-.037

.047

.888

기각

선주민과의 융합

→

다문화수용성

.140

.215

.084

.004**

채택

지역인프라

→

다문화수용성

.285

.212

.115

.005**

채택

법적 기반

→

다문화수용성

.014

.014

.053

.790

기각

*p<0.05, **p<0.01, ***p<0.001;

종합적으로 볼 때, 다문화수용성 결정 요인 중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B”)를 기준으로 한 영향력 면
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지역 인프라’(B=0.285)이며, 다음으로 ‘다문화접촉경험’(B=0.245), ‘다문
화정책’(B=0.228), ‘교육훈련’(B=0.221), ‘지역사회 인식’(B=0.142), ‘선주민과의 융합’(B=0.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주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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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인프라라는 환경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다문화접촉경험,
조직 요인으로 다문화정책이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을 결정하는 영향력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변수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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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1세기에 들어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의 이주는 지식, 자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새로운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하게 한다. 다문화사회의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토착민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그들을 진정으
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와 인식의 정립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다문화수용성 태도의 형성
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개인적·조직적·환경적 요인을 구분하여 13개의 변인과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7개 변수가 다문화수용성의 결정 요인으로 밝혀졌다.
개인 요인으로 다문화접촉경험, 교육훈련, 공공봉사동기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조직 요
인으로는 다문화 정책이, 환경 요인으로 지역인프라, 지역사회인식, 선주민과의 융합이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의 다문화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근거 마련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다문화접촉경험을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를 접촉이론에 근거하여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경험적 변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나감에 있어 고려해야 할 방안으로 다문화접촉경험
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다문화프로그램의 로드맵 구성과 실천 방향을 제시한 자료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와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
는 정책적 큰 그림 속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 프로그램, 업무 매뉴얼 등
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다문화접촉을 실감하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행정시스템을 보충해 나가면서 정책
집행의 순환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로드맵이 지역실정에 맞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무원 교육훈련이 양질의 다문화행정서비스 수행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의의를 확인
하였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직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필수요건이면서도 급변하는 다문화사회 진
입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교육훈련이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그들
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하의
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이 많은 변화와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획
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
로그램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가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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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겠다.
셋째, 다문화가족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된 결혼생활 지
원과 중도입국자에 대한 정착지원 강화의 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주민 집단 거주지 위주 정보화 환경
구축 등의 수요자의 편의시설 확충,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DB 구축, 다문화가족의 취업능력 강화 및 취
업연계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빈곤과 방치,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수준을 높이면
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넘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여야 한다. 특정 지역의 경우, 외국인 주민은 결혼, 이주, 노동, 관광, 유학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계
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지역 정착에는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
인 주민의 인권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보에 대한 열악한 접근성
을 극복하도록 안내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행정 집행의 책임을 맡은 공무원들이 선주민과 외국인 주민을 결합시켜 나가는 네트워크
형성 사업, 공동 관심 사업 추진, 동호회 활동 등을 주도하여 인종·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극복시키는
이해도 제고에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융합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문화가족이면 무조
건 혜택을 주기보다는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객관적이고 동등
한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민간지원 단체에서 균형감 있게 지원시책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야
한다.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융합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문화예술 분야
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바람직한 공
무원상 정립의 공직가치와 공공봉사동기를 견인하는 동시에 외국인 주민을 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의 적절한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반
영한 다문화행정서비스의 로드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시대를 이끌어 갈 국민의 봉사자에
게는 공직관과 공직가치 함양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들에게는 국내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한국사회의
조직 적응을 위해 모국과의 연대감은 물론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현
실성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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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용 드론은 왜 하늘을 날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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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안용 CCTV의 대안으로서 드론 활용이 논의되고 있으나, 치안을 위한 드론 사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술 수용 모델을 토대로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수
용도와 수용도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K지역 주민들을 11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해당 지역 내 치안용 CCTV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았으나 치안용 드론에 대한 기대되는 효
용은 낮은 반면, 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치안 기술과 CCTV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드론
에 대한 예상 효용 수준에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과 거부감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향후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치안용 드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기술에 대한 인
식 수준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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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drone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CCTV, there is a lack of a cumulative
work on the perception of citizens towards surveillance drone. Based on the social acceptance
model, the current study aims to gauge citizens’ perception of using drones fo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For the research purpose, we conduct focus group interview with 1 residents living in
K district in Busan Metropolitan City. It turns out that the interviewees expected low benefi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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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기관1)의 CCTV2)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의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나, 약 50%의 CCTV가 범죄 예방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국내의 경우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보다는 범죄 예방이라는 효용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호응
을 받고 있다(정신교, 2018). 예컨대 일부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효과는 범죄 유형과 설치 기간,
지역별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용길·염
윤호, 2020; 염윤호, 2019). 이처럼 CCTV의 범죄 예방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호의적
인 인식으로 인해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CCTV는 157,197개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현재
약 8.5배 수준인 1,336,653개로 늘어났다(통계청, 2021).
최근에는 치안용 CCTV의 대안으로서 드론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최상기·우대식, 2019; 박한호·김성
환, 2017; 신현주, 2016). 고정형 CCTV는 운용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설치
기준 없이 공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운영
상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국민안전처, 2016). 이와 달리 치안용으로 특화 및 개발된 드론은 인력이 접
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입하여 관찰을 하거나, 실종자를 빨리 수색하여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최상기·우대식, 2019).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2021년 7월 서울에서는 경찰 드론으로 실종자
를 최초로 구조하는 등 드론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국민일보, 2021년 보도 자료).
그러나 아직까지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드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드론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대부분 드
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및 입법 방향(조정우, 2019; 정영훈, 2017), 공공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
(심승배 외, 2016; 이상춘 외, 2016) 등이 논의 되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드론은 범죄 예방 및 수사
를 위한 활용 및 실증 방안과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권양섭, 2019; 김형주 외,
2018; 진병동·전영태, 2018; 허준·정연균, 2017; 신현주, 2016). 이처럼 선행 연구는 드론 기술의 발전
으로 인해 드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나, 드론이 제공하는 수행 임무나 서비스를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람의 영상 등을 촬영
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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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이 공익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도와 수용도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K동의 동장, 통장 등 위주로 대표성을 지닌
주민들 11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부산광역시 K동은 도시재생 지역을 위한 치안용 리빙랩의
설계 대상지로 고려된 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치안용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1년 5
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치안용 드론에 대한 FGI를 수행한 결과, 치안용 드론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낮아 규제 샌드박스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과 거부감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향후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치안용 드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방범용 기기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드론의 법적 활용 가능성 및 치안용 드론을 비롯한
신규 치안 기술의 수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FGI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논의한다.

Ⅱ. 치안용 드론과 기술 비수용에 관한 선행 연구
1. 재난·치안용 드론의 특성과 이용 현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 제2조의 드론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조종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3)”을 충족하
는 기기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역시 2012년의 개정
법률에서 무인항공체(unmanned aircraft vehicles, UAV)를 “항공기기 안이나 항공기 상에서 직접적
인 사람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기기”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3)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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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UAV를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
밍된 무인 항공체 기술의 일부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드론은 다양한 이름과 정의를 가지고 있으나, 기
존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항공기 내부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드론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운용 주체에 따라서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나뉠 수 있다. 민수용
은 개인의 취미용과 농·임업, 운송 등의 상업 활동을 통해 활용되는 사업용 드론을 의미하는 반면, 군
수용의 군의 잔전 수행을 지원하는 드론으로서 정찰, 감시, 수송 및 공격용으로 활용되는 드론을 가리
킨다(안영수·정재호, 2020: 46).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활용 및 서비스 가능성으로 급성장
중인 사업용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 세계 제작 시장 전망
분야
취미용

민수

사업용

’16

’19

’22

’26

성장률

22.0

36.0

42.8

47.3

7.9

3.8

14.3

37.9

70.8

34.1

군수

29.9

72.1

93.9

103.1

13.2

합계

55.7

122.4

174.6

221.2

14.8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7).

정부는 2017년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에서 민간 부분의 드론 산업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국가 및 공공 기관의 드론 활용 분야에 5년 동안 약 3,700대의 수요를 발굴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드론의 다양한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17년∼2020년 동안 사업
비 총 490억 원이 투입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소방, 해경, 경찰청이 공동으로 재
난·치안용 드론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안영수·정재호, 2020). 해당 사업의 목적은 국민 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으로서, 조난자를 발견하고 무인기가 현장의 영상정보 전송과 구명
장비를 투하하는 방식의 시나리오에 성공한 바 있다(동아사이언스, 2019).
재난 및 치안 분야는 국내 무인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목표 시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김준호, 2020), 아직까지 재난·치안용 목적을 위한 드론의 활용은 주로 실종자 및 긴급 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에 한정되어 있다. 2019년 9월에 제정된 경찰청 훈령 제951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을 살펴보면,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는 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수색, 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에 의한 재
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 ④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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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의한 테러 발생시 구조·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 등에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실종자 수색 및 생활 안전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 등 공공 부문에서 재난
및 치안용 목적의 드론 활용이 제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
째, 드론이 촬영한 개인영상정보 등이 수집 및 분석되는 과정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할 경우에는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존재한다(신현주, 2016). 기존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 문
제와 달리 드론에 의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피침해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 등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게 되더라도 조종사와 드론 사이의 공간적 격
리로 인해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순석, 2017). 둘째, 드론의 이용과 보급이 확
산되고 있으나, 드론이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충돌하거나 비행 중 조종미숙 등으로 인해 추락할 경우
에 대한 책임과 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김순석, 2017). 드론은 조종사 과실, 타인과
실, 제조물 결함, 해킹, 전파·GPS 교란, 자연적 영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엔
진고장, 장치 및 부품 고장, 연료 유출 등의 기계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최창희, 2016).
특히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수준이 「항공안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구체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드론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원
인 또는 자동비행 중 드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
정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최창희, 2016).
셋째,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에서 관련 지침이나 훈련 등을 마련하였으나, 그 외의 많은 공공기
관에서는 아직까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매뉴얼과 충분한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강욱, 2020; 최상기·우대식, 2019).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나 주변의 장
애물 등을 파악한 후 수색해야 하는 공간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드
론 활용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최상기·우대식, 2019). 뿐만 아니라 치안용 드론을 운용하
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안용 드론의 보급과 활용이 확산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박한호·김성환, 2017).

2. 신기술 기반의 치안 기술에 대한 대중의 태도
1)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의 개념과 영향 요인
드론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선호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채택 또는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 동안 주로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로 설명되었다. TAM 모델은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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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ed action, TRA)에 기반하여 주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사용 의도와 실제 사용에 있
어서 외부적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즉, TAM 모델은 다양한
외부적 변수가 사용자가 인지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PU)과 사용 편리성(perceived ease of
use, PEOU)에 의해 사용 의도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Lee et al., 2003; Davis, 1989).
이와 달리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은 사회의 개별 시민들의 태도, 행동, 관용 등으로 나타나
는 수용의 수준을 의미한다(Wolsink, 2018). 단어의 의미상 수용은 특정한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
거나 지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기술에 대한 지지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반
면, 저항은 그 반대의 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적 수용은 구매자로서의 사
회적 수용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수용을 다룬다. 시민의 사회적 수용은 시민의 거주지 근처에 기
술적 객체를 사용 및 배치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의 행동 반응을 의미한다(Huijts et al., 2012:
526). 본 연구는 드론을 이용한 치안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TAM 보다는 시민들의 사회적 수용 이론에 토대로 논의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수용은 다양한 목표나 목적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동기화 된다(Huijts et
al., 2012). Lindenberg & Steg(2007)는 의사결정이 크게 이익추구(gain), 규범적(normative), 쾌락
적(hedonic) 목적이나 동기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용과 효용
을 고려하고 가장 낮은 비용대비 높은 효용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규범적 목적이 우선
인 경우, 사람들은 상황이나 맥락에 적합하고 도덕적인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쾌락적
동기가 우선일 경우 사람들은 특정한 기술에 대한 기분 예컨대, 좋거나, 만족하거나, 두럽거나, 무서운
경우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여러 모델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Siegrist(2000)의 사회적 수용모델을 다루도록 한
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의 수용 수준은 예측된 효용과 리스크(perceived benefit
and risk)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Siegrist(2000)의 연구는 스위스의 유전자 기술(gene
technology)에 대한 기술 수용에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일반적
인 국민들은 유전자 기술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복잡한 리스크나 위험 요소들을 줄여줄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많이 받
는다고 제시하였다. 즉, 유전자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기관, 학교, 기업에 대한 신뢰 뿐만 아니라, R&D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해당 기술에 대한 효용
과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340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1호

<그림 1> 사회적 기술 수용 모델

자료 : Siegrist(2000: 197).

기술 수용에 대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기술 수용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사회·기술 시스템
(socio-technical system, STS)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특정한 물적 구조나 기술적 시스템이 형성되면 쉽
게 대체되기 어렵다(Geels, 2004).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 구성 요소들은 복잡한 기술과 시
스템의 관성(inertia)을 형성하게 되고, 급진적인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Arthur, 1988).
사람들은 기형성된 사회·기술 시스템에서 파생된 제품과 서비스에 매우 의존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는 매몰 비용의 관점에서 해당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한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와 관련된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많아진다(Geels,
2004).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한 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행동과 게임의 규칙 즉, 제도를 공
유하게 되지만 고정적이지 않아 사회적 교환 작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Wüstenhagen et al.(2007)는 과정으로서의 기술 수용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부 구조에서 측면

에서 발생하며, 각 하부 구조는 서로 상호의존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사회정치적 수용(sociopolitical acceptance)으로서, 이는 정책과 기술이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사회정치적인 수용도는 영향력이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와 정책 관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

게 된다. 둘째, 시민사회 수용(community acceptance)은 주민들과 지역 정부 관계자들의 수용 수
준을 의미한다. 시민사회 수용 수준은 새로운 기술 도입의 거부와 지역 이기주의(NIMBY)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시민사회 수용 수준은 주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지역 사회 내
신뢰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수용성(market acceptance)은 소비자, 투자자,
전후방 관련 기업들의 수용도가 신기술 성장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이용
하려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확산과 보급이 그만
큼 빨라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수용은 해당 기술의 지지를 통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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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목적과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 수용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또한 특정
한 사회·기술 시스템은 게임의 규칙인 제도를 형성하게 되지만, 새로운 기술은 사회정치적, 시민사회,
시장 등과 같은 구성 요소의 제도를 서서히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2) 일반 시민의 치안 기술 수용에 관한 선행 연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치안용 목적의 드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수
용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만(유근환, 2009) 시민들의 수용도를 다루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
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개발된 과학기술 이용 주체로서의 경찰의 기술 수용도보다는
치안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토대로 신기술 기반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도록 한다.
먼저 박정훈·신정희(2010)의 연구는 계획된 행동 이론과 TAM 모형을 결합하여 주거 지역 내 CCTV 설
치 정책에 대한 정책 지지 및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하여 일반 주민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수행하였다. 인지된 정책 혜택(정책 효용)은 정책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정
책 우려는 정책 지지를 낮춤으로써 CCTV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직·간접적으로 인지된 정책 우려를 낮출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백영민 외(2018)의 연구는 다수준 분석과 경로 분석을 통하여 CCTV가 체감안전도
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비록 해당 연구는 기술 수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비디오
감시(video surveillance, 이하 VS)의 방법 중 하나로서 CCTV의 체감 안전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연구의 주안점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CCTV 건수와 실제 CCTV 건수 간에 차이가 존재
한다는 점이었으며, 실제로 두 변수 간의 상관 관계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경로 분석을 수행한 결
과, 실제 설치된 CCTV 건수보다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CCTV 건수가 CCTV 치안 효과를 인식하게 되고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실제 CCTV 설치 건수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지역에 설
치된 CCTV의 인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효용의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차남준 외(2019)의 연구는 일반 국민 343명을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공공 안전 서비
스에 대한 수용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외생 요인으로서 경제적 가치, 효용
성, 서비스 안전성이 시민들의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인지된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수용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
과 인지된 용이성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위험성이 수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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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행 연구들 역시 치안 기술의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국내 선행 연구
와 유사하게 인지된 효용은 치안 기술에 대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리스크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Krempel & Beyerer(2014)는 CCTV를 활
용한 비디오 감시(VS)에 대한 기술 수용 모델을 토대로 독일의 대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공항 내에 일반적인 CCTV와 인공지능 및 학습 된 카메라가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스마트
CCTV의 경우 인지된 유용성은 전반적인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예상되는 리스크가 낮을수록, 시스템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감정적 수용 수준이 높았고 이
러한 감정적 수용 수준인 전반적인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sa & Madensen(2016)의 연구 역시 미국의 라스베가스 지역 내에서도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
서 설치되었던 CCTV로 인해 주민, 지역 기업의 경영인, 경찰들 모두 범죄가 낮아졌다는 인식이 증가
함으로써 지역 내 CCTV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의 CCTV 녹화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는 주민이나 경영인의
응답 비율은 14.0∼23.9%로 나타나, 사생활보다는 범죄 예방에 대한 효용이 CCTV에 대한 수용 수준
을 높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설문 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드론 사용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와 반대의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 역시 공공부문의 드론 운영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Zwickle
et al.(2018)의 연구는 다양한 목적의 드론을 제시하고, 드론에 대한 규제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드론에 대한 규제를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론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규제의 필요성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 가운데 중요한 변수로 설명되었다.
West et al.(2019)은 드론 사용 인식의 영향 요인과 군사용, 법률 집행, 여가용, 민간 부문에서의 드
론 사용 선호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
릴수록, 군사 활동에 익숙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드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목적 가운데 법률 집행을 위한 드론 사용에 대한 사회적 지지 수준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구글에서 드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본 사용자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백인이 아닌 응답자일수록 선호 수준이 낮을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정치적 성향 역시 법률 집행을 위한 드론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원일수록 정부의 드론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Del-Real & Díaz-Fernandez(2021)의 연구는 스페인의 3,363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안용 드론은 왜 하늘을 날지 못했는가? - 사회적 수용 이론과 적용 | 343

해변에서 구조용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수용(public acceptance)수준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지된 효용이 구조용 드론의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리스크가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변 이용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영 실력에 대한 자
신감도 구조용 드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상 기술 기반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연구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시민들이 인식하는 효용은 치안 기술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리스크가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치안 기술과 관련하
여 시민들이 인식하는 효용은 대부분 범죄 감소 또는 예방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식하는 리
스크는 사생활 침해 등이 주된 거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운영 주체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을 비롯하여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 역시 치안 기술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2>는 치안 기술의 수용 또는 비수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요약한 표이다.

<표 2> 치안 기술 수용 및 비수용의 영향 요인
연구자

사례

기술 수용(정책지지)의 영향 요인
•인지된 정책 혜택이 높을수록 정책지지
•인지된 정책 우려가 낮을수록 정책지지
•여론에 형성된 CCTV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을수록 정책지지

박정훈·신정희
(2010)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백영민 외
(2018)

경기남부 지역
CCTV 체감 안전도

•주민들이 인식하는 CCTV 대수는 CCTV 치안 효과를 높여 체감 안전도를
높임

차남준 외(2019)

사물 인터넷 기반
공공 안전 서비스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안전 서비스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
•인지된 위험성이 안전 서비스 수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Krempel & Beyerer
(2014)

•스마트 기기인 경우 유용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침
CCTV 비디오 감시
•일반적인 CCTV 기기와 스마트 기기 모두 인지된 리스크가 낮을수록, 투명
(Video surveillance, VS)
성이 높을수록 감정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이루어 나타나며, 이는 VS 시스
템의 전반적인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Sousa & Madensen
(2016)

CCTV 수용

•범죄가 낮아졌다는 인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내 CCTV에 대한 사회적 수
용 수준이 높음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한 CCTV 녹화에 대한 거부 수준은 응답률의 14.0∼
23.9%

Zwickle et al. (2018)

드론 규제에 대한
지지도

•드론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규제의 필요성이 낮음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드론에 대한 규제 찬성

West et al. (2019)

드론의 목적별 수용
요인

•드론의 목적별 수용 요인에는 교육, 소득, 정부 신뢰, 인종 등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요소가 작용

Del-Real & Díaz-Fernandez(2021)

해변용 구조 드론 용성

•인지된 효용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낮을수록 해변에서 구조용 드론 지지 수
준이 높음
•개인적인 특성에서는 수영 등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구조용 드론 지지
수준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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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순찰용 드론 사용 개요
본 연구 현장은 부산광역시 A구의 K동으로서, 해당 지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하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지역이다(부산광역시, 2020). 1960년 전후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된 공업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급속히 공업 지역이 쇠퇴하면서 사업체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준공 20년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은 79.9%에 이르는 반면, 5년 이하 신규주택 비
율은 0%에 해당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한경일보 2016 보도자료). 도시재
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역 맞춤형 셉테드 사업(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을 통해 밝은 골목길 조성, 보안등 설치, 방범용 CCTV 등이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의 공단 지역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하여 CCTV
미설치 지역과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해당 지역 내
지역의 골목길은 협소하여 경찰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 순찰이 어렵다. 이에 연구팀은 드론을 활
용하여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K동의 일정 구
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드론을 기획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리 설정해 놓은 경로를
따라 드론이 자율적으로 순찰하고, 순찰 과정에서 녹화된 영상은 K동 지역 소재 구청의 CCTV 관제센
터로 전송된다. 24시간 운영되는 CCTV 관제센터의 직원이 해당 영상을 관찰하다가 화재 및 범죄 등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인근 치안센터로 출동 요청을 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그림 2> 순찰용 드론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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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드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충전 기능”과 “자율 운항”이라는 점에 있다. 기체의 성능이나
사용 연료마다 다르지만, 소형 드론의 평균 운행 시간은 30-40분에 불과하다. 해당 연구팀에서 제안
한 드론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자율 운항하다가 배터리가 소진되
면, 자동으로 충전을 한 후 다시 경로로 복귀하여 운항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그림 3 참고). 또한 미
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운항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조종할 필요가 없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모
니터링할 조종사가 배치될 수는 있으나, 운행만을 위해서라면 조종사가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인 순찰용 드론을 시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의거하면 야간(일몰 후∼일몰 전)에 드론을 운행할 수 없고,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
의 사적 생활과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순찰용 드
론을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등의 규제 특례가 필요하며, 이 과
정에서 주민의 동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팀은 무인 자동 순찰 드론의 시나리오와 드론
및 드론 충전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FGI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3> 연구용 드론(quadcopter)과 충전기능

2. 연구 참여자 선정과 특징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1년 5월 기준 K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다. 연구진은 사전에 지
역 주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눈덩이 표집(snow balling sampling)이나 편의표집
(convenience sampling)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K지역
과 도시재생 사업을 잘 이해하는 주민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연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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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선정하기에 앞서 지역의 동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연구 목적과 조사 취지와 내용, 그리고 개
인정보보호 내용과 참여자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했다.
동장과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역에 대한 정보, 환경,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주민 들을 소개받아 연
구에 참여하였다. 참여한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 수준이 높았으며, 지역에 최소 10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장을 비롯한 통장
들이 대다수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지구대의 경찰 1명도 함께 연구에 참여했다. FGI는 K
동 커뮤니티센터에서 대면으로 2021년 5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 심의와 승인을 받았으며(IRB 과
제관리번호: PNU IRB/2021_46_HR), 참여자 전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FGI 참여자 정보
구분

응답자 특성

구분

평균 연령

만 59.7세

성별

인터뷰 날짜

응답자 특성
남성

2명

여성

9명

2021. 5. 10∼17.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이하 사례연구)을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현상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한다. 특히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통제가 어렵거나 희귀한 사건에 대한 탐
색적 연구문제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할 때, 사례연구가 적절하다(Yin, 2009). 사례연구는 일반적
으로 개방형 인터뷰를 통해 귀납 명제를 도출하는 데 유리하지만, 사례 내 요인 간 관계 설명(설명적 사
례연구: 인과관계 검증), 사례에 대한 설명과 기술(기술적 사례연구: 현상의 기술), 새로운 현상에 대
한 접근과 이해(탐색적 사례연구)에도 자주 사용한다. 사례연구를 운영구조로 보면 단일사례(singlecase)연구와 다중사례(multiple-case)연구로 구분한다(Yin, 2009). 사례 수4)에 따라 연구는 단일과 다
중으로 구분되며, 분석단위를 기준으로는 전체설계(holistic) 혹은 내재설계(embedded)로 구분한다.

4) 사례연구에서 단일과 다중의 사례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사례의 수는 대상자 수가 아닌 분석영역 혹은 범주화 되는 집단의 수를
의미함(Yin, 200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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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 분석단위도 전체설계를 고려했다. 현재까지 치안용 드론을 활용하고 있
는 지역은 전국에 소수이며, 도시재생 지역에 치안용 드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의 사례 안에서 다른 분석단위, 예를 들어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계층 구
분 혹은 한 지역 내 두 구역 이상의 다른 집단을 고려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재 치안용
드론을 계획하는 지역은 K동 하나(새로운 현상과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탐색적 접근
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K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수
행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본 연구(치안용 드론 프로젝트)가 가지는 목적, 드론기술, 운영체계 등에 대
한 설명을 제공한 후,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시행 전,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목
적과 방법, 개인정보보호와 비밀 유지, 인터뷰 음성녹음, 인터뷰 결과의 활용과 추후 데이터 폐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설명 전달 후, 참여자 전원에게 연구 참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인
터뷰는 연구원 2명이 직접 진행했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음성으로 녹음하였고, 참여자의 비언어적
반응은 현장 노트(field notes)에 기록했다.

Ⅳ. 분석 결과
1. 치안용 기술과 제도에 대한 신뢰
K지역 주민들은 CCTV와 범죄예방디자인사업(CPTED)에 대해 경험을 했고, 치안기술과 제도에 대
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의 생각, 반응, 담화는 기존에 이 지역
에 제공된 치안 기술과 자원과 연동했다. 기술과 제도에 대한 주민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수렴했다. 하
나는 치안기술에 대한 신뢰와 옹호였고, 다른 하나는 지역에 제공된 자원의 한계와 비효율성이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은 CCTV와 같은 치안기술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경험이 있었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 주변의 불량 청소년이 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상당수 주민
은 지역의 중고등 학생의 일탈과 범법행위에 대한 고민과 우려를 전했다. 음주, 흡연, 폭행 등 일부 청
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와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도시재생선정지역으로서 CPTED 사업이 이미 시행
되어 가로등, 벽화, CCTV에 대한 큰 효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112치안센터 및 119 소방센터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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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능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안심길이 지도로 제작되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CCTV의 설치 수와 CCTV로 인한 범죄 효과성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다는 기존의 연
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백영민, 2018; 곽대경·이승철, 2010).

Theme 1: 치안기술에 대한 신뢰와 만족
- CCTV 있는지 알고 (불량 청소년은)거기 안가죠
- CCTV, 그거하고 나서 많이 안심되고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섭고 두려운 건 많이 없어졌습니
다…도시재생 추진하고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 도로 골목골목에 보면 설치된 불빛이나 카메라가 방범에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
하죠…아무래도 밝고 이러니까 항상 낫죠.
한편, 주민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치안자원에 대한 한계와 비효율을 언급했다. 대부분 주민은
CCTV와 같은 치안 기술에 만족하고, 일상의 위험과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효과와는 별개로 CCTV 설치 위치와 추가지원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역에 CCTV가 많
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 구역에 CCTV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어 다른 지역이 상대
적으로 위험함을 언급했다. 이러한 의견은 고정형 CCTV 설치시 공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 민원
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에 관한 선행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해할 수 있다(국민안전처, 2016). 주민들은 설치가 적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CCTV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자체의 재원 한계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된 상태는 아니었다. 즉, 주민들은 정부와 지
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치안 기술과 제도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지만, 치안 기술과 자원이 적절하게 설치
되고 분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Theme 2: 현재 치안기술과 지원의 한계
- 너무 많은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처음에 CCTV 설치할 때, 거리를 생각해가면서 설치를 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아쉬워요.
- 혹시라도 위험 방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언제부터 그곳에 달아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미충족된 욕구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 방식의 대안이 존재한다. 첫째는 주민이 원하는 구역에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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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만큼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대안은 드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CCTV 설치
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본 연구진은 치안용 드론을 통해 두 번째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공간을 드론이 순찰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그림 2). 본 연구가 제시한 치안용 드론은 연구진이 지정한 공간과 위치를 반복해서 순찰한
다. 순찰 과정에서 이상 신호(범죄 등)를 포착하면 관제센터에서 지구대로 출동 연락이 실시간으로 전
달하여 빠르게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치안용 드론 시스템에 관해 주민들은 CCTV가 가진 한계
(비효율성과 사각지대)를 드론이 극복할 수 있음은 동의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 동의는 보이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주민들이 드론 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원인은 주민이 가장 원하는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포착과 신고를 치안용 드론
이 할 수 없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2. 인지한 낮은 효용과 불필요성
지역사회 주민들은 치안용 기술이 가지는 효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하였다. 하지만 기술에 대
한 효용은 드론보다는 주로 CCTV에 두고 있었다. 치안용 드론은 CCTV를 보완하는 기술 혹은 CCTV
를 설치하지 못하는 장소나 상황에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인지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치안용
드론 기술과 방범체계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연구진은 인터뷰 전과 중간에 주민들에게 드론 기술
과 체계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제공했다. 예를 들어, 무인으로 운영(운영, 충전)하는 드론기술과 드론
이 문제포착(범죄 가능성) 시 지역 내 지구대에 연락하는 시스템을 설명했다(그림2).
하지만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은 치안용 드론에 대해 큰 기대를 내보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치안을 나쁘게 보지 않는 시선이었다. 주민들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CCTV와 CPTED
사업만으로 충분히 좋은 수준의 치안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다시 말해, 주민은 자신이 사
는 지역을 치안 면에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은 CCTV와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높은 신뢰와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역에 익
숙하지 않은 신기술의 도입은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즉, 기존에 익숙한 기술과 체계 안에서
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위험(불안)을 감내하면서까지 시도할 이유가 주민에게 보이지 않았
다. 이는 CCTV와 CPTED 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치안 시스템의 관성(inertia)을 증가시킴으로써
(Geels, 2004), 치안용 드론에 대한 예상 효용을 오히려 낮출 수 있음을 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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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3: 치안용 드론이 불필요한 지역
- 저희 동네가 그 정도로 치안이 취약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진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필요하지…이 지역은 평범하잖아요. 굳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 요청을 해서 CCTV를 한 3대 달았고, 별다른 치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의 낮은 기대는 드론기술이나 운영체계보다는 운영 목적의 차이에서 발생
했다. 치안용 드론은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주민
들은 치안보다는 쓰레기 투기를 막는 목적, 즉 생활환경 개선에 드론을 활용하기 원했다. 주민들이 지
적한 지역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무단투기였다. 지역 후미진 장소나 빈집 등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쓰레기로 인해 지역 주민이 불편과 불쾌감을 가짐을 호소했다.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민들은 드론 활용을 적극 지지했다. 특히, 밤에 쓰레기를 허락 없이 내버리는 사람을 치안용 드론
이 포착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주민 반응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공공
CCTV의 범죄예방 외 다른 긍정적 효과는 쓰레기 무단투기(88.3%)와 불법 주정차 위반(91.3%) 방지라
고 볼 수 있다(한민경·박현호, 2018). FGI 과정에서 주민들이 치안용 드론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
거나 감시하는 기능이 없음을 인지한 후에는 드론에 대한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즉, 주민들은 드론
이 가지는 장점이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했으나, 생활에 가장 필요한 혹은 생활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문제를 드론이 해결하지 못하기에 드론 운영에 큰 기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heme 4: 지역사회 우선순위 문제 해결에 취약한 드론
- 우리 동네는 범죄보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진짜 문제에요. 그걸 잡아줄 수 있으면 그걸 띄우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 우리 동네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문제에요…쓰레기를 아무나 갖다 버리고 이래서…그걸 잡아줄
수 있으면 그걸 띄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능도 탑재된다면 우리도 드론 띄우는 것 찬성
합니다.
주민들이 드론에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드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인 CCTV를 대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치안이 중요함을 인
지하고 있었고, 동시에 드론이 치안을 강화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거나 당장 운영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CCTV 기술과 운영체계만 있어도 충분히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드론이 좋은 기술임을 인정하지만 당장 필요한 기술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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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민들은 인식했다.
두 번째, 주민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드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
다. 주민들은 치안 이상으로 쓰레기 문제(생활환경 개선)에 민감했다. 주민은 치안을 생활환경 개선보
다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치안은 지역에 CCTV가 존재하기에 우선순위가 아닌
차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정리하면 치안용 드론에 대한 지역 주민의 낮은 기대는 기술이나 운영체계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보다는 거주지역에 대한 높은 안전성 인식, CCTV에 대한 신뢰, 치안이 아닌 생활
개선에 대한 기대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인지한 위험
일반적으로 CCTV나 치안용 드론과 같은 치안 기술에 대해 사용자는 위험하다고 인식하거나 불안을
제기한다(한민경·박현호, 2018). 치안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불안 요인은 개인정보
노출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혹은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다. 전자는 개인정
보 노출로 인해 일상생활 노출, 인권침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치안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다. CCTV와 관련한 기존 연구
들 역시 예측되는 리스크가 사생활 침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Zwickle et al., 2019; Sousa &
Madensen, 2016).
K동 지역사회 주민들은 치안용 드론에 대해 두 가지 불안을 표시하였다. 첫 번째 불안은 개인정보와
일상생활에 대한 노출이었다. 사전에 연구자들은 지역사회 경찰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드론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를 설명했다(익명성과 보안성). 또한, 야간운영 시 정보
를 습득하는 양과 형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하였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치안용 드론에 대한 불안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은 지자체나 경찰이 운영하는 드론이 지역주민
을 감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언급했다. 특히, 치안용 드론 특성상 주간보다는 야간에 운
영할 경우 효용성이 크다. 드론을 야간에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실내 생활 노출)
에 대한 불안을 언급했다.

Theme 5: 드론을 통한 감시 가능성
- 감시의 문제 때문에..CCTV보다 더 불안할 것 같아요
- 밤에는 (드론이)안 보이잖아요…드론이 떠다니면 누가 우리 집 감시하는 것 아닌가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에 더 불안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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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불안은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이었다. 상당 수의 주민들은 드론
의 추락 그리고 추락으로 인한 주민부상의 위험을 언급했다. 또한 무인으로 운영하는 치안용 드론
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제기했다(그림 3). 연구진이 제시한 드론은 프로펠러(날개)가 4개인 쿼드콥터
(quadcopter) 드론이었으며, 무인드론 운영시스템(무인으로 드론을 충전, 운영, 관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쿼드콥터는 엑스자 설정(X Configuration)으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한다(Ostoji et
al., 2015). 즉, 기기 결함이나 악천후에 따른 기능 고장이 발생해도 다른 유형보다 X 설정을 장착한 드
론이 비교적 안전히 비행할 가능성이 크다.

Theme 6: 드론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 불안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고…드론이 다닌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 혹시라도 전선에 걸리거나 하면 위험하겠죠.
한편, 연구에서 제시한 무인 드론 운영시스템은 드론을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순찰지
역을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역, 날씨, 운영조건 등을 미리 운영시스템에 저장하기에 오류가 적
고, 사람에 의한 운전미숙이나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드론과 운영시스템의 장점에
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기존의 드론과 운영시스템과 연구진이 제시한 드론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은 드론을 다양성보다는 하나의 개념(동일성)으로 규정
하고 있었으며, 드론이 내포한 위험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의 수
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개념과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제시된 모델을 토대로 제도에 대한 신뢰는 크게 현재 CCTV 위주
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감에 의해 긍정적인 편이지만, CCTV의 위치 및 추가 설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는 드론 운영
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낙하 위험에 대한 위험 수준이 주민들이 인지하는 효용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안 서비스 운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다고 해서 드론 운영으로 인한 효용
이 더 증가되거나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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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 수용의 영향 요인
개념

주제(Themes)
Theme 1 : 치안 기술의 신뢰와 만족
Theme 2 : 현재 치안 기술과 추가지원의 한계

- 비효율적인 CCTV 설치(-)
- 추가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정적 반응(-)

Theme 3 : 치안용 드론 불필요

- 거주 지역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

Theme 4 : 지역사회 우선순위 문제 해결 취약

- 치안보다 생활환경 개선(eg.,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기대감(-)

Theme 5 : 드론을 통한 감시 가능성

-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
- 나와 주변에 대한 감시 가능성(-)

Theme 6 : 드론 사고 발생 가능성

-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
- 드론 운영에 대한 불안함(-)

제도 신뢰

인지한 효용

기술 수용
- 현재 치안기술과 운영체계에 대한 긍정(+)
- 치안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긍정(+)

인지한 위험

+ : 수용에 긍정적 요인, - : 수용에 부정적 요인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 “방범 순찰용 드론”이 처음 사용된 시점은 2015년이다(뉴스원, 2015). 2022년 상반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사용될 예정이
다. 이처럼 주민 치안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CCTV
에 익숙하고,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 4차산업 혁명이 급격하게 발달되고, 5G라는 핵심 인프라가 개
발 및 적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2002년에 처음으로 시범실시 되어 운영 중인 CCTV에 대한 수용 수준
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치안 도구의 이용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즉,
아직까지 치안용 기술에서 게임의 규칙은 CCTV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안업무에 드론 및 로봇 등의 첨단 장비 이용을 계획하거나 고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자들
에게 새로운 치안장비에 대한 주민의 사회적 수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분석되었다는 점
에서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드론을 일종의 움직이는 CCTV라고 가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드론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요인에 대해 부산광역시 K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였다. 사회 수용 모델을 토대로 주민들
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를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주민들이 인지된 효용은 낮은 반면, 예상되는 리스
크는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수용 모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CPTED 사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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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치안용 기술과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은 예상되는 효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 위주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효용
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드론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치안 기기에 대한 주민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예상되는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들에게
익숙한 CCTV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CCTV보다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의 치안 기술과 CCTV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드론에 대한 예상 효
용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론의 사용 목적에 있어서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과 더불어 지
역 내 기초질서, 예컨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예상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안용 드론을 비롯한 새로운 치안 기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투명
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뷰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드론으로 인한 사고의 유
형, 사고 발생 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현재 객관적으로 축적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안용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고정형 CCTV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드론의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드론의 낙하사고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구체화는 제도적 노력이 먼저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 자료와 이론적 모형이 완전한 일치도(theoretical fit)를 보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와 드론에 대한 신뢰는 차이가 있다. 비록 치안용 드론이 샌드박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안 정책
(제도)이지만 CCTV와 치안용 드론 간 제도적 차이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위주의 치안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드론을 활용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직접 연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론이 내포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본 연구 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생각과 지식을 모두 포괄한 결과나 과정을 제시
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치안 제도는 다양한 주체, 예를 들어 학계 전문가, 공무원과 경찰, 지역 주민,
민간(자영업 등)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CCTV 설치 지역이나 장소도
관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주민 요청 혹은 전문가 제안(CPTED)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치안용 드
론에 대한 주민 생각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가졌던 인식이나 생각이 지역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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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할 때, 지역 내 전문가 혹은 도시재생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
원의 의견과 생각을 조사하거나 내용에 추가한다면 이 지역이 가지는 치안용 드론에 대한 개념과 수용
태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가 가진 다양한 한계(시간
과 경제적 한계) 그리고 연구의 원 목적(주민조사)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가진 드론에 관한 생각
을 조사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가 가진 대표성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지역의 통장 등
한정된 인터뷰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사례에 적용하
기 어렵다. 또한, 지역 내 통장이 주민을 모두 대표하지도 않으며, 이들이 치안용 드론에 대해 높은 수
준의 지식을 가졌거나 제도를 이해했다고 가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통장 대부분이 지
역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되었으며(최소 10년 이상), 다른 주민과 빈번하게 만남과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완벽히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대표성과 영향
력을 가졌음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주민이 드론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 습득 수
준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정보를 오해할 수도 혹은 연구자의 연구 방향을 오인할 가능
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전에 연구진이 참여자게에 드론 종류, 운영방안, 연계 기관, 단점과 한계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즉, 조사에 앞서 드론에 관해 참여자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이
해를 도왔기에 주민들은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 운영이 실패한 원인을 밝히려 노력했다. 특히, 일
정 수준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치안용 드론에 관한 생각과 기술에 대한 수용 태도를
분석했다. 기존 다양한 연구에서 치안용 드론에 대한 논의는 하향식 지식, 즉 관이나 전문가 위주의 담
화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술을 수용하는 집단은 지역 주민이며, 지역 주민의 생각과 의지
에 따라 정책(혹은 기술)의 수용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도 갈린다.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이라는 기술
이 도입되는 초기에 주민 생각과 태도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기술정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확산
할 수 있는 원인 혹은 동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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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칙은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투고와 편집 및 심사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GRI연구논총(GRI Review)”이라 칭하며 본 규칙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4조(위반보고) ① 논문 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학술지 투고논문 등의 게재와 관련하여 윤리규칙을 위반
한 의혹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윤리규칙의 준수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고자의 신원
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
제5조(구성과 의결) ①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②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제4조의 위반 보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보고자, 제보자에게 위반 여부의 확
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윤리규칙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
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협조) ① 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규칙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대상자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위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판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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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명)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제척) 윤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피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일시 상실된다.
제10조(제재조치) 원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제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투
 고 논문 및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
며, 게재 이후 위반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에 대해서는 위반판정으로 밝혀지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3. 제
 제조치의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015.4.7.)
제11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윤리규칙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한 외
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투고자의 윤리준수
제12조(부정행위) 투고 및 게재논문에는 위조변조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부정행위로 간주하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할 때,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일탈하여 도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인용 및 참고표시)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인용 또는 참고사실을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투고) 논문 투고자는 이전에 출판 혹은 게재되었던 자신의 연구물을 동일하게 투고하거나 혹은 타 학
술지 등에 투고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동일한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재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의 방법’,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부문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편집위원의 윤리준수
제16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양심
및 전문성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형평의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 투고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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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소성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동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정한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심사의뢰시에는 투고자와 현저하게 친분이 있거나 혹은 현저하게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
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등에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심사위원의 윤리준수
제20조(기본자세)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존엄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심사에 있어서 내용을 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책무)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 자신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를 통해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
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22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견해나 지나치게 본인의 관점에서 치우쳐서는 아니되며, 객관
적 기준과 근거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투고논문에 대하여 독자적인 평가를 기하여야 하며, 특별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외에는 타인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2009.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201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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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8
학술지편집 및 발간규칙 [ 2017.
규칙 제326호 ]

일부개정 2015. 3. 16 규칙 제296호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2017. 12. 28 규칙 제326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한다)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4.7.)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정의)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GRI연구논총(GRI Review)”이라 칭하며 본 규칙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4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원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구성은 특정의 지역 및 전공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장) ①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2. 편집위원회 소집
3.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술지발행의기획, 논문투고, 편집및발간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2.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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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결도 이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 3 장 학술지발간
제8조(논문 공모)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지원비 지급)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연구지원비는 실제 게재
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기초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3.16.)
제10조(발행횟수 및 시기) ①학술지는 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②학술지 발행일은 매년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다만, 발행횟수를 조정할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11조(학술지 전자간행) 학술지는 일정기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5.4.7.)

제 4 장 논문의심사
제12조(심사위원의 선정) ①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③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절차와 방법) ①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게재가
능, 수정게재,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게재의 경우에는 수정·보완요구 사항
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를 즉시 투
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정
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
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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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고자의 서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내용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일로부
터 한 달이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 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5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1. 주제의 명료성과 독창성
2. 논리 및 체계의 일관성과 구체성
3. 선행연구의 검토 정도
4. 학문적 기여도 및 정책활용 가능성

제5장보칙
제16조(윤리규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6.)

부

칙(2015. 4. 7.)

부

칙(2017.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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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 안내

「

「GRI연구논총」 은 경기도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지역의 주요 현안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투고논문의 기본요건 및 게재절차

1.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파일,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연구원 홈페
이지 > 참여 > 연구논총 원고모집).
2.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본원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
가 결정된다.
3. 투고논문의 원고분량은 도표를 포함하여 A4 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논문의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글)를 이용하여 작성 후 접수한다.
(440-290)
장안구
파장동
179 경기연구원
801호실 편집위원회
간사 담당자
앞앞
(우
16207)경기도
경기도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연구원
713호 편집위원회
간사
(원고 출력본 3부, 원고가 저장된 CD, 투고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editor@gri.re.kr
전화 031)250-3281, 팩스 031)250-3117
5.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로 한다.
6.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7. 논문 편집 기준
용지
A4 기준
위쪽 · 아래쪽 20mm
왼쪽 · 오른쪽 35mm
머리말 · 꼬리말 15mm

문단모양
좌 · 우 여백 0
줄간격 160%
도표안 150%

글자모양
글꼴 : 신명조
크기 : 제 목 16(진하게)
소제목 12(진하게)
본 문 10(도표안 10)
각 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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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게재논문 공모 안내
경기연구원(Gyeonggi Research Institute)은 1995년 3월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지역기업들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행하는 「GRI연구논총」은 지역 및 공공정책의 이론 동향과 실제를 탐색
하고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학술지를 지향합니다.

투고 요령
- 원고 편집 기준은 본원 홈페이지 「GRI연구논총」 투고요령 참조
- 원고 제출시 투고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우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연구원 713호 편집위원회 간사 앞
(원고 출력본 3부, 원고가 저장된 CD, 투고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 E-mail 접수 : editor@gri.kr

원고 접수문의
- 「GRI연구논총」 편집위원회 간사
전화 : 031)250-3281, 팩스 : 031)250-3117, E-mail : editor@g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