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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이 연구는 특화산업의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와 그 외 변수들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가변동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분석 기간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입지계수, 지가변동률, 그 외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를 패널자료화한 뒤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서울 각 지자체의 특화산업
특화도를 의미하는 입지계수가 지가변동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
와 종합주택가격지수가 지가변동률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부동산거래량과 토지거래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별 특화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집적효과 증대를 도모하고 있
는데, 특화산업의 특화도가 증가할수록 지가가 상승한다는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입지계수로 제시한 자치구별 특화산업과 서울시가 지정한 특화산업지구를 비교함
으로써 서울시의 현행 특화산업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주제어：지가변동률, 입지계수, 특화산업, 패널회귀분석, 확률효과모형
ABSTRACT：Our study analyzes how the location coefficient, standing for the degree of specialized
industries, and other variables have an impact on the land price fluctuation rates of 25 local districts
in Seoul with the time series data for 2006-2018.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estimate the
regression equation on land price fluctuation rates with location coefficient standing for the degree of
specialized industries of each local district in Seoul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n the location
coefficien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hange rates of land price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the estimation model shows that the population and the index of house price positively affect the land
price change rates, which is consistent with preceding research and our expectation. Third, the real
estate transaction volume and the land transaction area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lead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first, our empirical results should be helpful to policies of specialized
industries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maximize effects of industrial integration. Second, it is
possible to review their policies by comparing the specialized industries derived from local quotient with
those designa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eyWords：land value, location quotients(LQ), specialized industry, panel regression, random-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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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먼저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로써 서울 25개 자치구의 특화산업 특화 정도
를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로 계산한 뒤, 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급격한 산

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서울의 자치구별 지가변동

업화와 도시화로 수도인 서울로 인구와 산업이 집

률 자료와 그밖에 인구, 부동산거래량, 토지거래면

중되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우리나라 최대 인구

적, 종합주택가격지수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서울

밀집 지역으로 몇몇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

시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만들고, 구

다. 서울 집중 현상으로 유발된 만성적인 주택 및

축된 자료에 패널회귀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서울

토지 부족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등 부동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 특화 정도가 해당 자치구의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거 불안정과 동

지가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분석한다.

시에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내리

행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분석방법과 분석자

는 대로,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부동산 대책을

료를 설명한 뒤, 4장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한

수립하여 시장에 개입했다. 예를 들어, 1989년에

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작된 토지공개념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했고, 1997년 말에 촉발
된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락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도 있었다
(임춘호·박창수, 2012).

Ⅱ. 선행연구

한편,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은 국민소
득,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물가지수, 금리, 환율,
주가지수, 통화량 등 거시적 실물경제 지표와 인

앞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시장은 인구와 지리적

구, 산업, 토지거래량, 건축허가수, 특수건물 입지

특성 등과 같은 미시적 요인과 경제성장, 인플레이

여부(복합쇼핑몰, KTX역, 지하철역 등) 등 미시적

션, 통화량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지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다양한 변

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논의한다.

수들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동산

거시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임춘호·박창수

관련 연구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이루어졌음

(2012)가 대표적이고, 미시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을 보여준다.

김용희(2010), 임지훈·서은영·원제무(2013), 서수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 중에서 서울의 산업

복(2014), 이진희·주하연(2019), Amato(1969),

집중도를 지가변동요인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Uju and Iyanda(2012), Yang(2017) 등이 있다.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산업의 집중과

또한, 지가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그로 인한 지가변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는 김주영(2005)과 김세혁·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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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열·김태균(2016)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연

등록세대수, 주택가격변동률, 토지거래량을 선정하

구에 대하여 개괄해본다.

였다. 자기상관 및 공간회귀모형 분석결과, 지가변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인 임춘호·박창수

동을 나타내는 공간오차모형에서 모든 변수가 지

(2012)는 1991년 1/4분기부터 2011년 4/4분기까

가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주민

지 분기별 자료와 교차상관함수(cross correlation

등록세대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가 양(+)으로 나타

function)를 이용하여 지가와 거시경제변수 간의

나 기존 이론과 일치했음을 보였다. 하지만 주민등

교차상관계수를 추정하였다. 지가변동요인으로 선

록세대수의 회귀 방향이 음(-)으로 도출된 것이 이

정한 거시경제변수들은 실질GDP, 소비자물가지

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간상 인접한 것들은

수, 금리, 총고정자본형성, 원달러환율, 주가지수,

서로 상관이 있되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통화량이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거시경제 변수들

것의 관련성이 더 높다는 공간효과를 나타내는 통

이 지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에 근거하여, 한국의 지

며, 금리와 원달러환율은 음(-)의 방향으로 추정되

가는 공간적 파급효과에 의해 인접 지역과 거리가

었다. 특히,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금리는 높

가까울수록 해당 지역도 그 영향력을 받는다고 결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론지었다.

다음은 미시적 요인에 근거한 연구를 살펴본다.

Yang(2017)은 주거용 지가를 결정하는 요인을

지가변동요인과 관련된 김용희(2010), 서수복

GDP, 이주 인구, 주거 건물 투자액으로 구분하고,

(2014), Yang(2017),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Amato

2008년, 2011년, 2014년에 대한 105개 중국 주요

(1969), Uju and Iyanda(2012), 임지훈·서은영·

도시를 대상으로 지리가중회귀분석(Geographically

원제무(2013), 특수건물 입지 여부와 관련된 이진

Weighted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추정결과,

희·주하연(2019) 등이 있다.

GDP는 대부분 도시에서 지가에 양(+)의 영향을

김용희(2010)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

광역시도의 지가 자료와 인구 자료를 연도별 최저

향력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주 인구 역시

값을 100으로 한 비율변수로 조정한 뒤, 다시

대부분 지가에 대해 양(+)의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1980년을 100으로 한 상대적 지표로 산출하여 상

일부 지역에서 음(-)의 영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대적 비율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

음(-)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었다. 주

과, 인구 1% 증가가 지가를 약 6% 상승시킴을 보

거 건물 투자액은 대부분 도시에서 강한 양(+)의

였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흐를수

서수복(2014)은 2013년 우리나라 기초행정구
역을 대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과 공간회귀

록 일부 지역에서 그 영향력은 감소하였다고 분석
했다.

모형을 활용한 토지시장 가격변동과 거래량의 공

Amato(1969)는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를 대

간적 자기상관을 분석하였다.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상으로 지리적 특징 중 하나인 도시중심부(Central

있는 변수로 아파트거래량, 주택미분양호수, 주민

Business District)로부터의 거리가 인구 밀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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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먼저 도시중심부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

임지훈·서은영·원제무(2013)는 2004년 4월에

밀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상위 계층 거주지

개통한 20개의 KTX 고속철도역 중에서 도시철도

의 인구 밀도가 가장 낮았고, 중위 계층 거주지의

가 위치하지 않은 4곳을 대상으로, 2003년 고속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하위 계층 거주지의

도 역세권 주변 지가와 개통 후 9년이 지난 2012년

인구 밀도는 두 계층의 사이에 속했다. 지가의 상

지가 자료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Focus

관관계 분석에서는 중위 계층 거주지의 지가가 가

Group Interview(FGI)를 통해 고속철도 역세권

장 높았고, 하위 계층 거주지의 지가가 가장 낮았

주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했고, 토지

으며, 상위 계층 거주지는 두 계층의 사이에 속했

이용 특성, 교통여건, 철도역까지 거리, 부지특성,

다. 이처럼 도시중심부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지

건축물 특성을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않은 초기 분석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 밀

고속철도 역세권 주변 지가변동률과 토지 특성(토

도 및 지가 간의 뚜렷한 선형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지특성, 교통여건, 거리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않았다. 하지만 도시중심부로부터의 거리라는 요

회귀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소를 추가하여 분석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고속철도 역세권 주변 지가변동률의 상승폭이 상

계층의 거주지일수록 인구 밀도가 낮고 지가가 높

대적으로 더 크고, 인접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인

다는 선형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로써 도시중

접도로까지 거리, 인접 도로폭이 고속철도 역세권

심부와 거리가 인구 밀도 및 지가에 영향을 미친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인접

고 주장했다.

버스 노선수, 철도역까지 직선거리, 필지면적 등의

Uju and Iyanda(2012)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요소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1)이 도심중심부로부터 거리

이진희·주하연(2019)은 복합상영관(영화관을 지

와 지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도심중심부로

칭하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분석대상으

부터 가까울수록 지가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

로 정함)과 대형종합소매업체(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데, 기존 연구들이 지리적인 요인(location factor)

의미함. 동 연구에서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

에만 초점을 맞추고 비지리적 요인(non-location

세계백화점, 뉴코아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

factor)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나

데마트를 분석대상으로 정함)가 함께 입점한 형태

이지리아의 한 도시인 오니샤(Onitsha)를 중심으

를 복합쇼핑몰이라고 정의하고, 복합쇼핑몰의 입점

로 부동산 구입 시점, 근교 도로 상태, 근교 병원

이 지역시장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연구했다. 분석

입지 여부, 건축물 연식 등 비지리적 요인을 분석했

대상 기간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영화진

다. 그 결과, 부동산 구입 시점, 근교 도로 상태, 근

흥위원회로부터 복합상영관 자료를, 「유통업체연

교 병원 입지 여부, 건축물 연식 등 다양한 비지리적

감」으로부터 대형종합소매업체 자료를 취득하고,

1) Alonso(1964), Ball(1973), Asabere(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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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의 입점이 지가변동률에 미친 영향을 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나 산업 특화와 관련

귀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복합쇼핑몰 진입은 해당

하여 지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시군구 지역시장 내 상업지역 실질 지가변동률을

유사한 연구로 오정일(2008)을 들 수 있는데, 그는

1.21% 상승시켰으며, 해당 지역시장 내 소매업 고

경기도를 대상으로 공장집적과 지가의 상관성을 논

용을 증가시켰다. 이로써 복합쇼핑몰의 입점이 해

의했다. 오정일(2008)은 1998년 1분기부터 2007년

당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했

3분기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가상승률과 설

다. 그러나 양(+)의 효과는 해당 시군구에 한정될

립공장 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Granger 인과

뿐, 인접 시군구까지 파급되지 않아 인접 지역시장

관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설립공장 수의

의 소매업 사업체 수와 고용수준이 모두 감소하는

변화가 공장용지 지가상승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정부 정책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상에서 이 연구는 지역적 특징으로 정의될 수

한 연구이다. 김주영(2005)은 2002년 1/4분기부

있는 특화산업의 특화 정도를 입지계수로 산출하

터 2004년 4/4분기까지 10.29 부동산시장 안정대

고, 패널회귀 분석방법으로 지가변동률을 추정한

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지정의 정책이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서울시 지가변동률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분석하
였다. 그 결과, 2003년 10.29 부동산시장 안정대
책은 통계적으로 지가를 하락시켰으나, 투기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

Ⅲ. 분석방법과 사용자료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였다.
김세혁·심규원·한상열·김태균(2016)은 2010년
9월 환경부의 고시로 국립공원 구역이 해제된 한

이 연구는 서울 25개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려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지가변동률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분석했다. 정

따라서 본 장에서는 특화산업을 정의하는 기준인

책 적용 이전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가변

입지계수와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대해 상술한 뒤,

동률과 정책 적용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회귀모형과 추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지가변동률 자료를 추정한 결과, 국립공원 구역의
해제는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1. 입지계수

그러나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지가변동요인으로 다양한 사회

입지계수는 1940년대에 개발되었고, 이후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과 예측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김홍배, 2009, p.101). 한동안 입지계수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Isserman(1977)은 투입산출계수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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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output multipliers)와 입지계수를 비교하

그렇다면 입지계수가 어떤 값일 때 해당 산업을

는 등 입지계수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적합

지역우위 특화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살펴본

한 근거를 제시하여 국지적 분석으로써 입지계수

다. 산술적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입지계수가 1보

분석방법의 틀을 확립하였다. 최근에는 분석방법

다 크면 해당 지역이 공간적 상위지역보다 상대적

이 간단하고 신속하며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 입지

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영

계수 분석방법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국 상무성은 입지계수가 1.25 이상일 때 해당 산

입지계수는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이 해당 지역의

업이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공간적 상위지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안용비, 2014, p.14). 박재곤·변창욱·이상호(2015)

지 측정하는 상대적 집중도(relative concentration)

역시 입지계수가 1.25 이상인 산업을 지역 클러스

또는 특화(specialization)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터(cluster)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장석

이다(Carroll, Reid and Smith, 2008).

명·박용치(2009)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인

이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특정 산업의 집

구 및 산업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적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로써 특화산업을 정의한

서울지역의 특화산업 기준을 입지계수 1.3 이상으

다. 특정산업의 특화 정도는 특정 산업이 해당 지

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과 같이 기준값이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해당 지역의 공간적 상위

엇갈리지만, 이 연구에서는 안용비(2014)와 박재곤·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측정하기 때

변창욱·이상호(2015)에서 제시한 입지계수 1.25 이

문에 통상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해당 지역의 특

상인 산업을 특화산업이라고 정의한다.

정 산업 구성비가 해당 지역의 상위지역 구성비보
다 높아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 특정 산업이 특화

2. 사용자료

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정은성․김한수(2013)와 안
용비(2014)를 따라 종사자 수를 이용한 입지계수
를 계산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서울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 특화도가 지가변동
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
는 「전국사업체조사」2), 「전국지가변동률조사」, 「도
시계획현황」, 「부동산거래현황」, 「전국주택가격동

<그림 1> 입지계수 계산식

 

  

   특정지역  산업 종사자 수
  특정지역 전체 종사자 수
 특정지역의 공간적 상위지역  산업 종사자 수
 특정지역의 공간적 상위지역  산업 종사자 수

향조사」 자료이다.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산업별
종사자 수를, 「지가변동률조사」에서 지가변동률을,
「도시계획현황」에서 인구를, 「부동산거래현황」에서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등의 거래량(이를 부동산
거래량으로 표기)과 토지거래면적을, 「전국주택가
격동향조사」에서 종합주택가격지수를 수집한다.3)

2) 입지계수 계산에 필요한 전국사업체조사에 제공된 자료 중 일부는 종사자 수 합계가 자릿수로만 제공되고 있다. 정확한 종사자 수가 제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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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기간은 2006년부터

한편, 「전국사업체조사」에 근거한 서울의 산업

2018년까지이다. 분석 기간을 2006년부터 2018년

별 종사자 수 현황은 <표 1>과 같다. 산업별 종사

까지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사업체

자 수를 살펴보면, 농업·임업·어업과 광업의 종사

조사」의 산업분류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제8차

자 수가 타 산업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적고, 전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고, 2006

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

년부터 2018년까지 제9,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리·원료 재생업 역시 만 명을 넘지 못할 만큼 적다.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8차와 9, 10차 간 산업

하지만 특정 산업의 상위지역 대비 하위지역의 비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지가변동률에 영향

중을 나타내는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의 절대적 종

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관련 자료들인 「도시계획

사자 수와 무관하며, 타 산업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현황」, 「부동산거래현황」,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종사자 수가 적은 산업의 경우 소폭의 종사자 수

가 모두 2005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변화에도 입지계수가 크게 변동하여 이상치로 나
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인

<표 1> 서울 산업별 종사자 수(2006~2018년)
산업 분류명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종사자 수가 1만 명

평균 종사자 수(명)

농업·임업·어업

416

광업

342

제조업

295,074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9,740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6,779

미만인 산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 25개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을
입지계수로써 식별한 뒤, 자치구별 특화산업을 하나
로 통합하여 다시 입지계수를 산출한다. 서울 25개

건설업

311,308

자치구별 특화산업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종

도매·소매업

822,941

운수·창고업

260,093

로구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종로구

숙박·음식점업

434,409

의 특화산업은 금융·보험업(1.37), 공공행정·국방·

정보통신업

303,306

금융·보험업

256,752

사회보장 행정(2.5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부동산업

149,750

(1.30)으로 나타났다. 이제 자치구별로 정의된 특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382,587

화산업들을 하나로 묶어 입지계수를 산출한다. 앞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366,98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134,037

선 종로구 사례를 2018년 기준으로 설명해본다.

교육 서비스업

300,619

종로구의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255,431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75,50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0,640

정,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각각
19,250명, 15,396명, 6,286명이었고, 종로구의

않고 자릿수만 공개된 표본은 특정 사업체의 사업장이 2개 이하인 경우이다. 통계청은 사업장이 2개 이하인 경우, 주소지와 업종, 종사자 수
로 특정 사업체를 식별할 수 있어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연도,
동일 종사자 자릿수, 중분류산업기준에서 평균값이 도출되지 않으면, 동일 연도, 동일 종사자 자릿수, 대분류산업을 기준으로, 이 경우에도 평
균값이 도출되지 않으면, 전체 연도의 동일 종사자 자릿수, 대분류산업을 기준으로 도출된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3) 참고로 지가변동률을 추정하는 변수로 김주영(2005)은 인구, 토지거래량, 공동주택가격, 김용희(2010)는 인구, 서수복(2014)은 인구, 부동산
거래량, 주택가격, Yang(2017)은 인구, 주거 건물 투자액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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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사자 수는 264,407명이었다. 한편, 서울의

<그림 2> 종로구 특화산업 입지계수 산출 예시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예술․스

∑자치구특화산업의종사자수

자치구종사자수

 
∑자치구특화산업의서울종사자수

서울종사자수

포츠․여가․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각각 262,828명,
146,565명, 89,096명이었고, 서울의 전체 종사자
수는 5,194,232명이었다. 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종로구의 특화산업 입지계수를 산출하면

종 로 구

<그림 2>와 같다. 이 수치는 종로구의 특화산업들이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표 2> 자치구별 산업 특화도 현황(2006~2018년 평균값 기준)
사업시설 공공
전문·
보건·
숙박
·
행정·
도매 운수
금융
교육 사회
과학·
·
사업지원 국방·
정보
부동산
·
·
·
서비스 복지
기술
음식점 통신업
·
사회
업
소매업 창고업
보험업
업 서비스
서비스
업
임대
보장
업
업
서비스업 행정

자치구

제
조
업

건
설
업

종로구

0.81

1.10

1.00

0.52

1.06

0.95

1.37

0.80

0.98

0.99

2.51

0.79

0.93

협회·
예술·
수리 및
스포츠
기타
·여가
개인
서비스
서비스
업
업
1.30

0.75

중구

1.23

0.44

1.37

0.67

0.84

1.06

2.67

0.71

1.00

1.01

1.33

0.30

0.38

0.50

0.53

용산구

0.53

0.85

1.33

0.61

1.33

0.87

0.67

1.03

1.12

0.98

1.07

0.84

0.83

0.99

1.15
1.19

성동구

3.27

0.57

0.98

1.01

0.73

0.56

0.41

0.95

0.68

1.10

0.97

0.99

0.80

0.83

광진구

1.15

1.19

0.90

1.04

1.42

0.52

0.50

0.94

0.55

0.73

0.88

1.63

1.25

1.62

1.25

동대문구 1.57

0.70

1.25

0.96

1.08

0.20

0.65

0.93

0.64

0.66

0.93

1.53

1.55

1.00

1.07

중랑구

2.41

0.69

0.93

2.41

1.18

0.17

0.32

0.88

0.17

0.29

1.21

1.14

1.50

1.55

1.39

성북구

1.40

0.55

0.84

1.21

1.28

0.27

0.31

0.85

0.36

0.46

1.24

2.84

1.61

1.26

1.43

강북구

1.44

0.41

0.86

1.74

1.57

0.20

1.05

0.82

0.18

0.51

1.53

1.21

1.61

1.68

1.70

도봉구

1.01

0.44

0.91

2.79

1.15

0.11

0.33

1.31

0.24

0.25

1.93

1.64

1.71

1.48

1.65

노원구

0.58

0.28

0.77

2.00

1.32

0.15

0.68

1.39

0.23

0.31

1.00

2.78

2.32

1.43

1.31

은평구

0.63

0.73

0.99

1.80

1.41

0.19

0.54

1.03

0.28

0.26

1.60

1.75

2.00

1.47

1.67

서대문구 0.48

0.57

0.83

1.09

1.56

0.53

0.92

0.80

0.45

0.68

1.93

2.30

1.36

1.12

1.36

마포구

0.49

0.85

0.77

1.02

1.10

1.93

1.03

0.87

0.94

1.60

0.74

1.01

0.62

0.98

0.99

양천구

0.78

0.92

0.88

1.95

1.06

0.65

0.41

1.13

0.44

0.48

1.53

1.86

1.57

1.33

1.34

강서구

0.65

0.83

0.93

4.21

0.96

0.46

0.42

0.97

0.41

0.68

0.65

1.04

1.16

1.03

1.20

구로구

1.71

0.70

1.05

0.88

0.73

2.18

0.58

0.83

0.83

1.04

0.77

0.73

0.88

0.67

0.89

금천구

3.50

0.74

0.93

0.79

0.52

2.14

0.19

0.43

1.48

0.79

0.37

0.41

0.44

0.45

0.63

0.79

0.85

0.64

0.76

1.34

2.55

0.87

1.06

1.67

0.92

0.41

0.70

0.72

0.91

동작구

0.40

0.74

0.87

0.58

1.18

0.53

0.64

1.38

0.70

1.39

1.11

1.99

1.64

1.41

1.28

관악구

0.88

1.02

0.82

1.06

1.62

0.46

0.37

1.04

0.45

0.69

1.18

1.87

1.35

1.73

1.52

서초구

0.36

2.11

0.95

0.41

0.82

1.10

0.68

1.10

1.81

1.29

0.91

0.68

0.62

0.80

0.77

강남구

0.40

1.26

1.06

0.29

0.91

1.44

0.99

1.35

1.85

1.19

0.34

0.59

0.89

0.69

0.80

송파구

0.62

1.78

1.09

0.85

0.95

0.79

0.64

1.24

0.95

1.02

0.83

0.95

0.93

1.61

1.01

강동구

0.78

1.41

1.02

1.37

1.21

0.26

0.65

1.14

0.40

0.76

0.76

1.24

1.82

1.38

1.36

영등포구 0.80

서울 특화산업이 지가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3> 사용변수 현황
변수유형

변수명

종속변수

지가변동률

독립변수

특화산업 입지계수

통제변수

인구

통제변수

통제변수

통제변수

부동산 거래량

토지거래면적

아파트 가격지수

변수 예시(2018년)

변형 내용

변수 형태

단위

원자료

증감률

%

서울 기준 상대값 적용

서울 기준 증감률

%p

·

원자료

서울 기준 상대값

·

·

1.058

전년 대비 증감률 적용

서울 기준 증감률

%

·

-3.563

서울
6.114

종로구
5.811
-0.303

원자료

절대값

명

51,826,059

153,065

전년 대비 증감률 적용

증감률

%

-0.931

-1.101

서울 기준 상대값 적용

서울 기준 증감률

%p

원자료

절대값

건

791,669

·

-0.17

전년 대비 증감률 적용

증감률

%

-5.711

서울 기준 상대값 적용

서울 기준 증감률

%p

·

원자료

절대값

건

10,065
-29.09
-23.379

7,659

204

전년 대비 증감률 적용

증감률

%

18.799

15.254

서울 기준 상대값 적용

서울 기준 증감률

%p

·

-3.545
108.67

원자료

인덱스

·

114.16

전년 대비 증감률 적용

증감률

%

17.994

11.789

서울 기준 상대값 적용

서울 기준 증감률

%p

·

-6.205

다음은 추정을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

기 위해 추정모형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와 독립

해 상세히 살펴본다. 먼저 독립변수인 입지계수는

변수를 모두 서울을 기준으로 한 증감률의 형태로

상위지역 대비 하위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

변환한다.

는 상대적 변수이다. 종속변수인 지가변동률은 지

지가변동률은 각 자치구의 지가변동률에 서울

가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다. 문제는 독립변수는

평균 지가변동률을 뺀 %p로 정의하고, 입지계수는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값이고, 종속변수는

전년 대비 증감률로 계산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전년 대비 증감률의 형태로 정의되어 두 변수 간

모두 서울을 기준으로 한 증감률 기준을 적용했다.

속성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

나머지 통제변수 역시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지

<그림 3> 추정모형

   
        

(종속변수)  =  연도의  자치구 서울 기준 지가변동률
(독립변수)  =  연도의  자치구 서울 기준 특화산업 입지계수 증감률
(통제변수)  =  연도의  자치구 서울 기준 인구 증감률
(통제변수)  =  연도의  자치구 서울 기준 부동산 증감률

(통제변수) 
=  연도의  자치구 서울 기준 토지거래면적 증감률

(통제변수)  =  연도의  자치구 서울 기준 종합주택가격지수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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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설명한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로 갖는 Breusch- Pagan 검증으로 상기 모형을

2018년의 종로구를 예시로 살펴보면, 종로구의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은 73%로 나타나 5%의 유

지가는 전년 대비 5.811% 상승했고 서울의 평균

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가는 전년 대비 6.114% 상승했다. 따라서 종속

동분산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변수에 해당하는 서울을 기준으로 한 지가변동률

Hausman 검증의 유의수준은 90%로 나타나 확률

은 -0.303%p이다. 종로구의 특화산업 입지계수는

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분석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

2017년 1.097에서 2018년 1.058로 -3.563% 하

었다. 추가로 추정에 사용된 5종의 통계청 자료를

락하여 입지계수 변동률은 –3.563%가 된다.

살펴보면, 전국 250개 시․군․구 및 기초구역을 단위
로, 각종 기초 통계량 및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이 편향(bias)되지 않게 표본을 임의로 추

3. 패널회귀분석

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이질성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수 있다. 모형검

본 절에서는 추정모형에 대해 논의한다. 추정모
형은 <그림 2>와 같은데, 패널회귀 추정방법을 적용

증 결과와 자료의 속성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확
률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하여 특화산업의 입지계수가 지가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편, 시간 차원을 고려한 패널회
귀분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관측되지 않
는 이질성을 고려하는 방법에 따라 오차항을 고정된

Ⅳ. 분석결과

상수로 보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변수로 간주하는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확률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추정결과를 논

통상 패널회귀모형은 Hausman 검증을 통해

의한다(<표 4> 참조). 먼저 특화산업의 특화도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떤 것이 최적

의미하는 입지계수가 지가변동률에 통계적으로 유

모형인지 검증한다(전승훈·강성호·임병인, 2004).

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패널자료에 이분산성이 있으면, Hausman

서울을 기준으로 특화산업 입지계수가 전년 대비

검증은 잘못된 추정량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

1% 상승할 때, 지가변동률은 서울 평균 지가변동

지고 있다(민인식, 2010, p.90). 따라서 이 연구는

률보다 통계적으로 약 0.021%p 더 상승했다. 즉,

이분산성을 검증하는 Breusch-Pagan 검증을 선

통계적으로 특정 자치구의 특화산업 입지계수가

행하여 패널자료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는지 검증하

1% 상승하면, 그 자치구의 지가변동률은 서울 평

고, 패널자료가 동분산성을 충족할 경우 Hausman

균 지가변동률보다 약 0.021%p 더 상승한다는 것

검증을 통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적합

이다.

한 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동분산성을 귀무가설

다음으로 통제변수 추정결과에 대해 논의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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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패널회귀 추정결과
변수

통합회귀모형
(pooled regression)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특화산업 입지계수

0.022*
(0.044)

0.020
(0.011)

0.021*
(0.061)

인구

0.077*
(0.037)

0.077*
(0.036)

0.077*
(0.036)

부동산거래량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토지거래면적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합주택가격지수

0.059***
(0.011)

0.058***
(0.011)

0.059***
(0.011)

주1: ( )안의 값은 표준오차
주2: 유의수준 표기는 다음과 같음 *: p<0.05, **: p<0.01, ***: p<0.001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는 지가변동률에 통계

희(2010)에서는 1%의 인구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서울 평균 인구 증가율보

의하게 지가를 약 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인구 증가율이 1%p 더 높아지면, 지가변동률은

서수복(2014)은 인구가 지가에 양(+)의 영향을 미

서울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약 0.077%p 더 상승한

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분석결과는 오히려 음(-)

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종합주택가격지수도 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5개 중국 주

가변동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 도시를 분석한 Yang(2017)에서는 일부 지역을

이는 특정 자치구의 종합주택가격지수 증가율이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지가에 양(+)의 영

서울 평균 종합주택가격지수 증가율보다 1%p 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행연구를 종

오르면, 그 자치구의 지가변동률은 서울 평균 지가

합해보면, 인구는 대부분 지가에 양(+)의 영향을 끼

변동률보다 약 0.059%p 더 상승한다는 것이다.

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역시 인

셋째, 부동산거래량 및 토지거래면적은 통계적으

구가 지가에 양(+)의 영향을 끼쳐 선행연구의 결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특화산업의 집적도를 나타내는 입지

다음으로 부동산거래량 추정결과의 경우, 김주

계수가 지가변동률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

영(2005)에서는 부동산거래량이 지가변동률에 대

지만, 그 정도는 통제변수인 인구와 종합주택가격

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수복(2014)

지수보다 낮았다.

의 연구에서는 양(+)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제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김주영(2005)의 연구결과와

를 비교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와

유사하게 부동산거래량이 지가변동률에 유의적이

관련된 선행연구를 다시 살펴보면, 김주영(2005)에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는 인구가 지가변동률에 유의하지 않았고, 김용

종합주택가격지수는 김주영(2005), 서수복(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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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모두 지가변동률에 양(+)의 유의한 영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산업집적효과를 도모하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위해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사업을 추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

진하고 있다. 종로구에 귀금속 산업, 성동구에 IT산

상기 비교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거래량이 지

업, 마포구에 디자인 및 출판업, 동대문구에 한방

가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연구에서 엇갈리는 가운

산업, 중랑구에 패션 산업, 중구에 인쇄업, 영등포

데, 이 연구의 회귀 추정결과가 선행연구와 부합

구와 중구에 금융업이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 사업

하는 양(+)의 회귀방향으로 도출되었다고 정리할

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9~2022년

수 있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동대문구 홍릉에 바이
오의료 산업, 강서구 마곡에 R&D 산업, 구로구와
금천구에 IoT 산업, 마포구 DMC에 문화콘텐츠 산
업, 서초구 양재에 AI 산업, 영등포구 여의도에 핀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테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 보인 특화산업 집약도 증가에 따른
지가 상승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서술한 산업집적

지금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시계열 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 특화산업 정책 수

료를 종합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패널회

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추가로 이 연구에서 입지

귀 추정하여 서울 25개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 특

계수로 제시한 자치구별 특화산업과 현재 서울시

화도가 해당 자치구의 지가변동률에 미치는 영향

가 지정한 특화산업지구를 비교함으로써 서울시의

을 통제변수를 반영하여 추정, 분석하였다.

현행 특화산업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자치구의 특화산업 특화도가 상승할수록 해
당 자치구의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인구 및 종합주택가격지수 역시 지가
변동률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동산거래량과 토지거래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기서 특화산업 입지계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집약도가 증가하여 중간재
생산요소의 공유, 노동풀(labor pool)의 공유, 효
율적인 노동매칭, 지식파급 효과와 같은 산업집적
효과(O'sullivan, 2004, p.60-95)가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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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철주**·주기완***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lational Effort on Trust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and Consignee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ntracting-out Cost Characteristics Cheoul-Joo, Lee**·Ki-Wan, Joo***

1)

요약：이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관계적 노력(의사소통)과 비용적 특성(생산비용, 행정비
용, 감독비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
려고 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관계적 노력과 관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가 형성
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비용적 능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AMOS v.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관계적 노력은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탁비용적 특성은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과 믿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능력에는 완전매개효과, 믿음에는 매개효과 없음)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
과는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계적 노력의 제도화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 수탁업체의
역량과 실력이 전제되어야만 조직 간 신뢰가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은 수탁업체에게는 부담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자
치구에게는 공공서비스 생산과 제공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기이지만, 동시에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민간위탁, 관계적 노력, 위탁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lational effort (communication) and cost
characteristics (production cost, administrative cost, supervision cost) of private consignment affect trust(ability
and belief) between the Seoul autonomous district and the trustee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eck whether the contracting-out costs have mediating effects and influence them. It was
assumed that the introduction of relational effort and management for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public
services does not automatically form trust(ability and belief) between organizations, but it is assumed that the
cost capability to manage it continuously and stably is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a survey was conducted, an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assumed in the research model,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onstructed and the AMOS v.27.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lational effor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trust (ability and belief) between the Seoul
autonomous district and the organization of the consignee.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nsignment
cost had different effects (completely mediating effect on ability, no mediating effect on belief)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ability and belief) between the Seoul autonomous district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rustee compan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lational effort is not the only
important factor affecting trust (ability and belief) between organizations. Recognizing that trust between
organizations increases only when the competence and competence of the trustee is a prerequisite is a burden
but an opportunity for the trustee, and a crisis in terms of the stability of public service production and
provision for autonomous districts,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an opportunity.
KeyWords：Contracting-out, Relational effort, Contracting-out Cost, Trust betwee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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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효과3)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해주고 있다(Savas, 1987; Stein, 1990; Ferris,
1988; Ferris & Granddy, 1991; Sclar, 2000;

공공서비스 생산자로서 지방정부의 독점적 지

김재훈, 2005; Verkuil, 2007).

위는 1980년대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부 관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문 민간위탁 연구에서 분

료제가 갖는 본질적 특성 때문에 정부가 비효율

석된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가 가지는

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도록

자산 특정성과 공공재화의 특성에 따라 경쟁 시장

만들었고, 정부조직은 가급적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이 성립하지 못할 수 있고,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적인 관여를 줄이고자 하였다.1) 이때 민간위탁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contracting-out)2)은 효율성 향상과 작은 정부

때문에 실제 정치와 행정, 사회 현실은 완전한 계

만들기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서 각

약방식(경쟁적 또는 거래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

광받는 제도로 등장하였고,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

라 관계적 계약방식4)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위

(김재훈, 2005). 이러한 국내 민간위탁 연구의 함

탁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공공선택론의 핵심적 가

의 중에서 관계적 계약방식이 주목받은 점 중 하나

정들이 정치와 행정, 사회 현실에서 어느 정도 충

는 때때로 감독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안정성 등 그

족되는지, 어떠한 특성을 가진 공공서비스가 민간

운영의 성과 측면에서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위탁에 가장 적합한지 등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철주·강영철, 2007; 김난영. 2008; 이철주 외,

1) 미국의 경우 ‘전문 관료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생산’에 몰두했던 복지국가형 지방정부들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가 생산될 수 있음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분권적, 네트워크적 생산방식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 활동에도 확산되었다(최흥석, 2002).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사정과 결이 조금 다른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예: 병원, 학교 등)이 이루어지고 있
던 과정에서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참여(중앙정부의 경우, 1998년 한 해 동안 26개 부처 중
96개를 발굴하여 추진)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박중훈, 2000; 최순영, 2019).
2)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 또는 비영리조직과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조직이 정부를 대신하여 제3자인 정책의 대상 집단에
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DeHoog & Salamon, 2002).
3) 긍정적 효과로서 비용절감은 일시적일 뿐이며 책임감 약화 등 민간위탁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지적이 보고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전쟁 수행 시 참가한 외부용역 인원들(전투병 등)의 인권침해 논란(Verkuil, 2007), 영국의 경우 보호관찰 및 감독서비스 위탁을 수행하는
업체의 비용부당청구 사건(김대인, 2019),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다나의료원 사건, 2016년 구의역 김군사망 사건,
2019년 태안발전소 김용군 사망 사건 등에서 밝혀진바 대로 정부의 관리감독 소흘, 정부와 수탁업체 간의 유착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기사를 참조(“청소 민간위탁에 숨은 부패 고리.” 서울신문, 2007.12.5.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
20071205025009, 2021.4.22.검색 / “권익위,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부패유발요인 다수.” 연합뉴스, 2018.11.30.일자, https://www.yna.
co.kr/view/AKR20181130039700001 2021.4.22. 검색).
4)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은 완전계약, 불완전계약, 관계계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clar, 2000), 완전계약은 경쟁이론이 제시하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낮은 거래비용(예: 다수의 경쟁자,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장벽 낮음)을 초래하는 서비스에 적합하다. 불완전계
약은 완전한 경쟁을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경쟁자들을 관리하여 수탁업체로서 대리인의 문제와 역선택,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극복하려 시도
한다. 관계계약은 소수자의 경쟁자, 높은 시장장벽 등 높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도하는 계약으로서 위탁업무를 주는 주체와 수탁을 받으
려는 주체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구매자 혹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Williamson, 1985; Powell, 1990; Holstrom & Roberts, 1998; 김재훈, 2005).

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1; 김주애, 2012; 조정래, 2013; 신가희 오,

역할(Whitney, 1994; 노현혜, 2013)을 하며, 공공

2016). 위탁업무를 결정하는 주체와 위탁업무를

부문에서 신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수행하는 수탁업체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조

강화하는 중요한 관리적 기제로 주목을 받고 있기

직 간 신뢰 관계가 구축·형성되어 해당 공공서비스

도 하다(Barney and Hansen, 1994; Lamothe

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산, 제공할 수 있기

and Lamothe, 2012). 더욱이, 조직 간 신뢰는 업

때문이다(Kramer, 1999; Zaheer et al., 1998;

무추진을 원활하게 하여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며

서혁준·함요상, 2009; 함요상·서혁준, 2009; 김이

불확실한 사회환경, 사회문제의 복잡성 증가, 많은

수, 2014). 물론, 오랜 시간 계약했거나 완전한 계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경향 등의 현실에서 조직 간

약방식의 적은 횟수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펼쳐지는 다양한 상황을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간 신뢰가 형성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수 있다(Sydow, 1998).

있다. 관계적 계약방식의 경우 주인-대리인적 관계

이러한 조직 간 신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수탁업체가 기만행위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결정 주체와 수탁업체 관

한다든가5),

수의계약은 위탁 총비용과 사업의

련자들의 인식과 생각을 확인하는 작업은 더더욱

성격, 시장의 독점적 구조 등의 다른 요소에 따라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몇 십 년간 한 기관과

치, 행정적 현실과 제도적 제약(소수의 경쟁업체,

지자체가 장기간 재계약한 경우는 위탁할 기관만

비교적 장기인 계약 기간, 수의계약 방식 등) 속에

이 독점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

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간의 신뢰 인식은 어

례가 많아 반드시 조직 간 신뢰 때문만은 아니기

느 정도일까?’, ‘신뢰가 있다면 양 조직 간 신뢰 관

때문이다.

계를 구축·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를

다만, 이러한 부정적·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라도

일까?’ 등에 관심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해당 사용자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간의 신뢰 인식에 영향

에게 지속 전달하려면 시간의 축적을 통하여 민간

을 미치는 요인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

위탁 결정 주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 관계의

적 노력 측면과 공공서비스 생산과 제공과정에서

밀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그 과정이 더 원활하게

발생하는 비용적 특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관계적

진행될 것이라고 유추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력과 비용적 특성의 하위차원에 따라 지방자치

(Huff and Kelley, 2003; Bunchel, 2003; Fang,

단체와 수탁업체 간의 신뢰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

2008; 신중경, 2013; 정갑영·김동훈, 2019). 신뢰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좋

는 조직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핵심(Fukuyama,

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적 노력이 지방자치

1995)일 뿐만 아니라 조직을 순환시키는데 중요한

단체와 수탁업체 간의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5) “혈세 5억 대행업체 꿀꺽”(고양신문. 2019.4.1일자.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03, 2021.4.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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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공서비스 생산과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때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산(pro

비용적 특성’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duction) 및 제공(provision)하는 주체와 방식은

그 이유는 대체로 조직 간 신뢰에 영향을 주는 특성

다양한 조직(예: 지방공기업, 공단, 민간기업, 시민

으로서 의사소통 등 관계적 노력과 관리를 제시하

사회 등)과의 파트너십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다

는 데(서혁준·함요상, 2009; 함요상·서혁준, 2009;

양한 조직과의 파트너십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

김이수, 2014), 관계적 노력과 관리만 도입한다고

려면 조직 간 협력이 필요하다(Behn, 1995;

해서 저절로 조직 간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

Lewicki and Bunker, 1996; McGuire, 2002).

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

조직 간 협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들

하도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비용 측면의 역량과

은 조직 간 신뢰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조직 간 신뢰가 구축,

데, 조직 간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줄여 양질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함이다(Ford et

에서 이 연구는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al., 1988; Dodgson, 1993; Tyler and Kramer,

간 신뢰 인식의 실증연구에서 간과되어온 관계적

1996; Parkhe, 1998; Sako, 1998; Blomqvist,

노력과 비용적 특성의 역할을 검증하였다는 점에

2002; Zaheer and Harrise, 2006; Seppänen

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et al., 2007).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거래비용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 연구는 서울시

(예: 감독, 감시비용)으로 인해 조직 간 신뢰가 부

25개 자치구의 주요 서비스 중 민간위탁 서비스를

족하여 유지하고 있는 협력적 관계가 해체될 수도

담당하는 운영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있기 때문이다(Limerick and Cunnington, 1993;

수탁업체 간 신뢰와 두 조직 간 신뢰에 미치는 영

Bunchel, 2003; Fang, 2008). 조직 간 신뢰는 공

향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적이고 제도적인 감독과 감시의 형태보다 자율

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

적 협력과 조정dmfh 거래비용을 줄이고(Mayer

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t al., 1995),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효과적·안정
적인 서비스 생산 및 제공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Zaheer and Venkatraman, 1995; Zaheer
et al., 1998). 이러한 조직 간 신뢰는 ‘상대방이

Ⅱ. 이론적 배경

행동하는 것에 대한 믿음’(Ring and van de Ven,
1992) 또는 ‘조직 간 거래 시 각 조직이 가지는 약
점을 사용하여 본인 조직의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

1.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간 신뢰: 조직 간
신뢰

이라는 확신’(Barney and Hansen, 1994)이라든
지, ‘상대방에 대한 인지된 신용과 선의’(Doney
and Cannon, 1997)라거나 또는 ‘상대방의 능력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과 신념을 믿는 것’(Huff and Kelley, 2003), ‘본

효율적·효과적·안정적으로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인의 기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상대방 기업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Bouchbout

1) 관계적 노력: 협력적 관리

and Alimazighi, 2008) 이라고 지적된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정부 주도의 법적·공식적

특히, Mayer et al.(1995)은 조직 간 신뢰를

강제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것으로 생각하여 나 자

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협력, 협조 등을 바

신을 위험에 노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믿는 행동’

탕으로 새로운 규칙, 규율, 공유된 지식 안에서 주

으로 정의하면서 조직 간 신뢰의 구성요소로서 능

체 간의 상호작용, 정보교환, 의사소통, 네트워크

력(ability: 구체적인 상황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기

등을 강조하여 사회적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노

술에 대한 지각), 성실(intrgrity: 상대방의 수용 가능

력한다(Rhodes, 1997; Peters and Pierre, 1998;

한 원칙보유와 이에 대한 지각), 선의(benevolence:

김준기, 2001; 이명석, 2002; Salamon, 2002).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믿는 정도)을 제시하고 있

특히, 효과적인 조직 간 관계에 대한 규범적 논의

다. 또한 Moorman et al.(1992)은 조직 간 신뢰

는 행위자 간의 결속력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행위

를 ‘파트너에게 의존하려는 행동적 의도’라고 정의

자가 관련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적극 조정하

하면서 신뢰대상에 대한 본인의 의도를 중요시하

려는 노력을 강조한다(McGuire, 2002; 김준기·이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 간 신뢰를 정리해

민호, 2006; Adam and Kriesi, 2007).

보자면 ‘1) 본인 조직이 신뢰대상에 대해 능력, 성

원활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조

실, 신의 등을 지각하고, 2) 신뢰 대상에 대해 의존

직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수평적·상호의존적 관계

하려는 믿음 또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를 유지하고(Turnbull, 2003),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영역의 행위자들과의 연계에 관심이 있다
(Stocker, 2006; Shergold, 2008; 은재호·오수

2.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길, 2009; 이지형 외, 2020). 정책의 성과를 높이

영향요인: 관계적 노력 vs. 민간위탁 비용적

고 민주성을 강화하며 최대치로 산출 가능한 공공

특성

가치를 생산(Goldsmith and Eggers, 2004)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이 민간영역을 거쳐 공공서비스를

조직 간 신뢰의 정의에서 ‘신뢰 대상의 능력에

제공하고 처리하는 데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대한 지각’과 ‘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태

고 제시한다(Ansell and Gash, 2008; 신상준 외,

도’ 등 2개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점을 적극

2015). 다만, 이와 같이 정부와 관련 이해관계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

간에 수평적·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 영향을 줄 수 다양한 원인 중에서 1) 신뢰 대상

는 소통과 협력을 관리해야 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의 믿음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협력적 관리로서

의사소통의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

관계적 노력, 2) 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하여 지각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Mandell, 1984; Lawless

할 수 있는 생산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으로서

and Moore, 1989; Provan and Milward, 2001).

위탁 비용적 특성 등 2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한다.

특히, 정부만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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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 효율적·효과적·안정적으로 제공하려 했지

영을 위해서 생산을 위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정

만, 기대만큼의 사업비용 감소와 서비스 질이 올라

부와 수탁업체 간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계약 내

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

용을 확인하는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고려

감하게 되었고, 정부는 다양한 측면의 개혁을 통해

하여야 한다고 지적된다(김준기 외, 1999; 김재훈,

수탁업체를 사회책임에 대한 협력적 존재로 인식

2005; 이근주, 2010; 신가희 외, 2016). 거래 당

하는 관리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유영철, 2008:

사자를 탐색하고 거래를 형성하며 타협하고 집행

27). 수탁업체와 정부조직의 상호작용은 필수(Doig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모두를 거래비용

and Hardgrove, 1987)이며, 이러한 수탁업체를

(transaction cost)6)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민간

협력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

위탁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

여 이들 간의 관계를 순방향으로 이끈다면 더 좋은

감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업체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가져온다는 것이다(O'Toole

의 계약과정 처리, 업무에 대한 감시비용 등 관리

et al., 2005). 다만, 협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비용을 크게 유발할 수 있다.

상호 조직 간 협력을 했을 때 각자가 가지고 가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이익(예: 조직 성과 등)이 손해(처리 비용 등)보다

하는 비용은 크게 생산비용, 행정(계약)비용, 감독,

많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Huxham, 1996;

감시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Ferris and Graddy,

Bardach, 1998).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협

1991; Globerman and Vining, 1996; 김준기

력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는 조직 간 협력 과정에

외, 1999). 우선 생산비용은 해당 사업의 산출물

서 협상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생산을 위하여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면서 행위의 결과가 선

민간위탁이 정부조직의 외부적인 조직팽창과 내부

형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적인 경직화 현상을 견제하여 정부의 직접적 생산과

때문이다(Ring and Van de Ven, 1994).

전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관련되
며(Savas, 1987; Ross, 1989; Donahue, 1989),

2)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 생산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위하여 정부의 직

민간위탁이 가지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Ferris and Graddy, 1986; 김순양, 1998; 박
경효, 1992).

접적인 개입을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행정비용이란 정부조직이 외부 민간업체와의 계

하는 과정의 초기에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

약을 통하여 서비스 생산과 전달내용(예: 계약의 범

는 직접적 비용만 고려되었지만, 점차 바람직한 운

위, 의무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관리비용이며,

6) 거래비용은 거래비용경제학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합의된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며, 완벽하지 않은 시
장에서 관련 주체들이 거래를 시도할 때 지불해야 하는 관련된 모든 비용(집행비용, 협상비용, 운영비용, 감독비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Commons, 1934; Coase, 1937; Williamson, 1985; North, 1990). 특히, Wiiliamson(1985)은 해당 조직이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시
장에서 거래하려고 할 때 불확실성이 클수록, 거래의 횟수가 낮을수록 관련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간 신뢰를 높여 낮추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는 시장이 아닌 해당 조직의 계층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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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비용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의 성실수행의무

(Plewa, 2008). 조직 간 신뢰에 필요한 것은 의사

를 이행하는지 파악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

소통과 상호작용(Loomis, 1959)이며, 더 자주 그

두 가지 비용은 거래비용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리고 밀도 있게 접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

있다(Williamson, 1985·1996; DeHoog, 1990;

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들이 중요

Brown and Potoski, 2003a·2003b; 최병선,

하다는 것이다(Paine, 2003). 더욱이 공공서비스

2006). 거래비용적 시각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정부

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들로부터

조직 내에서 생산 및 전달할 때 드는 비용보다 정

책임을 위임받아 공공서비스 생산을 직접 담당하게

부조직 밖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를 통하

될 수탁업체 간 관계에서 해당 공공서비스의 성과

여 생산 및 전달할 때 드는 비용이 더 크게 되어

를 위해서는 경쟁적 계약방식, 비용적인 문제도 중

정부조직의 비용 절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용

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신뢰, 믿음, 기만하지

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Hefetz and Warner,

않는 행위,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 등도 매우

2004; Ferandez, 2005). 더욱이 공공서비스를 생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Schlesinger et al.,

산 및 전달하기 위한 생산비용의 효과를 파악하기

1986; Milward and Provan, 2000; Fernandez,

어려운 상황(예: 서비스의 공급환경이 다르고, 서

2007; Lamothe and Lamothe, 2012).

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

하지만, 관계적 노력과 관리만 시행한다고 해서

정이 어려움)에서 위탁계약에 따른 행정관리 및 감

조직 간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이고

독비용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도록 이를 관

가 직접 개입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은 민간

리할 수 있는 비용 측면의 역량과 능력이 갖추어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생산 및 제공되는 비용보

야만 비로소 조직 간 신뢰가 구축, 형성될 수 있는

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Prager, 1994;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의 위탁 계약방식을 정하는

Aulakh, Kotabe and Sahay, 1996; Brudney,

방법은 관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용적 특성이

et. al., 2005; Dias ad Moody, 2007; Van

고려되는 측면이 강하며, 이러한 비용적 특성이 조

Slyke, 2007).

직 간 신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Lamothe et
al., 2008; Lamothe and Lamothe, 2010). 더욱

3)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의 매개변수로서 정당성

이 자원(예: 예산)의 압박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대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

수탁업체 간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강

직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간 협력을 위

조하는 관계적 노력에 비해 조직 간 신뢰 형성을

해서는 활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하는 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성과 역량을 조

마련이다(Ball et al., 2004). 더욱이 정부-민간 영

금 더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적

역 간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조직 간 신뢰가 매우

은 관계적 노력과 조직 간 신뢰 간의 관계를 검토

중요하며, 이러한 신뢰에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과

하는 과정에서 위탁비용적 특성이 매개역할을 할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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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2.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설정
1) 관계적 노력이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1. 연구모형

미치는 영향(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앞에서 검

조직 간 신뢰를 위한 관계적 노력은 ‘비공식적이

토한 바와 같이 조직 간 신뢰의 정의에서 ‘신뢰 대

고 유연한 구조를 가지며, 반복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과 ‘신뢰 대상에 의존하려

활동들의 결과’(Powell, 1990)라든가 ‘평판을 중요

는 믿음과 태도’ 등 2개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

시하며, 상호의존적으로 이타주의가 강조되는 관

는 점을 고려하여, 1) 관계적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계’(Macneil, 1985), ‘탈중심적 관계를 바탕으로 민

와 수탁업체 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간영역과 공공영역 간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결

2) 다음으로 위탁 비용적 특성(생산비용, 행정비용,

정’(Adam and Kriesi, 2007)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감독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간 신뢰에

한 이러한 협력은 ‘행위자가 그들 간 관계를 맺는 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3) 마지막으로 관계적

칙과 결정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식적, 비공

노력과 수탁업체 간 신뢰의 관계에서 위탁 비용적

식적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Thompson,

특성(생산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의 매개역할을

2001)으로서 ‘상호의존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

분석할 것이다.

움이 된다는 믿음과 의지’(McCaffrey et al., 1995)
가 있어야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특히, 이러한 관계적 노력과 관련되는 의사소통
수단은 명확한 역할, 책임성, 조정의 강화, 협력을
위해 계층적이고 표준화된 소통 채널보다는 일상
적이고, 비공식적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된다(Alter and
Hage, 1993; Bardach, 1998; Plewa, 2008). 이
러한 의사소통 채널들을 관리하는 기술적 능력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자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
하게 되고, 구축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시도되는 깊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Wood and Gray, 1991; Kickert et al., 1997;
Agranoff and McGuire, 2001; Paine, 2003;
서혁준·함요상, 2009). 이러한 관계적 노력과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관계적 노력이 조직 간 신뢰에 미치지는 영향(관계적 노
력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가설 1-1: 관계적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
(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
가설 1-2: 관계적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
(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태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

2) 관계적 노력이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적 노력→민간위탁 비용적 특성)
관계적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조직 간
신뢰는 일반적으로 타 집단의 말 내지는 약속,
구두, 혹은 문서상의 진술에 대한 의존성과 집단
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적, 정치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관련 비용을 줄여
준다고 지적된다(Rotter, 1971; Coleman, 1990;
Kramer, 1999; 김우택·김지희, 2002; Moynihan,
2008). 그러므로 계약이나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신

관계적 노력의 반영이 계약기간에 따른 상대적, 비
선형적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
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
하현·나태준(2011)은 관계적 노력과 조직의 성과
인식이 긍정적인 관계임을 검토하고 있으며, 함요
상·서혁준(2009)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관
계가 지방공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적 노력을 반영한 수평적 관계가 지
방공기업의 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관계적 노력과 거래비용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였다.
가설 2: 관계적 노력이 위탁 비용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적
노력 → 위탁 비용적 특성)
가설 2-1: 관계적 노력은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관계적 노력은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관계적 노력은 공공서비스 감독비용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배신
과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3)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이 조직 간 신뢰(능력과

행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시하며, 또 배신을

믿음)에 미치는 영향(민간위탁 비용적 특성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만 관계적으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조직 간 신뢰에서 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

이러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 관계적 노

은 중요하다. 신뢰 대상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조직 간 신뢰는 본질적으로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효율성에 기반을 둔 성과

배신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

의 향상일 것이다. 특히, 다양한 성과 가운데에서도

영하므로 신뢰하는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주목받는 것 중의 하나는 비용 절감으로 해당 조직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Zaheer

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and Venkatraman, 1995; Zaheer et al., 1998;

비용을 줄이는 조직으로 판단될 경우 그 조직은 유

임혁백, 1999).

능하다고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해당 조직을 ‘믿

이와 관련하여 김주애(2012)는 지방자치단체의

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해줄

것이다

민간위탁 성과로서 비용절감에 비공식 업무협의가

(Noordewier, John & Nevin, 1990; Moorman,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Zaltman & Desphande, 1992; Morgan & 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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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이와 관련하여 김완섭·김달곤(2001)은 비용
이 발주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능력과 믿음의 관계
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능력과 믿음이라는 조직 간 신뢰에
비용적 특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영환·홍준형(2009)은 다양한 비용의 유

가설 3-4: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6: 공공서비스 감독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형에 따라 거래적 속성이 달라지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계약 후 감독비용과 집행비용이 높아

4)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의 매개역할(관계적 노력

질 가능성을 제기해 해당 조직의 신뢰를 얻기 위한

→ 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조근식

앞에서 조직 간 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관

(2013)은 위탁비용 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계적 노력과 위탁 비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관

입 간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탁비용 요인이

계적 노력을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능력과 믿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지방자치

이라는 조직 간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

단체와 다른 이해관계자 간 능력과 믿음과 관련되

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

는 조직 신뢰의 선행변수로서 의미를 확인하고 있

추어져야 한다(O’Toole and Meier, 1999·2001;

다. 강성호·이한근(2020)은 조직의 위탁비용적 특

Lamothe, S. et al., 2008; Lamothe, M., and

성이 조직의 신뢰와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

Lamothe, S. 2010; Lamothe, M. and Lamothe,

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이수(2014)는 자

S. 2012). 또한, 정병순 외(2018)는 실효성 있고 협

원봉사조직을 대상으로 위탁 비용적 특성을 가지

치친화적 평가체계를 통하여 파악한 서울시와 수탁

는 협력적 관리구조가 능력과 믿음이라는 조직 간

업체 간 관계의 비용적 특성이 능력과 신뢰를 기반

신뢰가 사회적 자본과 연결되며 이러한 사회적 자

으로 하는 통합형위탁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본에 따라 조직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적 노력은

다. 위탁비용적 특성과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

생산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의 절감과 관련되는

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위탁비용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능력’과 ‘믿음’적

도출하였다.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조직 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

가설 3: 위탁 비용적 특성이 조직 간 신뢰에 미치는 영향(위탁 비
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가설 3-1: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공공서비스 감독비용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
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위탁 비용적 특성의 매개역할(관계적 노력 → 위탁 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
가설 4-1: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의 능력
에 대한 지각)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의 능력
에 대한 지각)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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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3: 공공서비스 감독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의 능력
에 대한 지각)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4: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에 의존
하려는 믿음과 태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5: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에 의존
하려는 믿음과 태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6: 공공서비스 감독비용 인식은 관계적 노력, 지방자치단
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의 관계(신뢰 대상에 의존
하려는 믿음과 태도)를 매개할 것이다.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AMOS v.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구성타당성
을 검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설
을 검정하였다.8)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이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의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에 대한 관계적 특성, 거래비용
적 특성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표 2>의 측정

3.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지표를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먼저 ‘조직 간 신뢰’는 ‘신뢰 대상의 능력

1)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에 대한 자각’과 ‘신뢰 대상에 의존하려는 믿음과

이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

태도’ 등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생산하는 공공서비

2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7)에서

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탁업체가 해결할 수 있

민간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위생, 체

는 역량에 대하여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능력에 대

육·청소년·여성, 경영수익사업, 문화예술 분야의 담

한 자각)와 수탁업체에 대한 존재적 의미(의존하려

당자들(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는 믿음과 태도)에 대하여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를

이 중 120부를 회수하고, 충실한 응답지 95부를

중심으로 7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분석 방법은

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자치구 공무원들은 수탁업체와의 조직 간 신뢰를

7) 2016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 수는 1,202건이며, 사업 총예산은 6천2백8십여 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낙찰자 선정방
법은 수의계약(419건)이 적격심사 방법(187건)보다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과평가 실시(618건)와 미실시(450건)가 비슷하게 나
타나는 등 관계적 계약방식의 경향을 짐작하게 해준다(배성기, 2016).
8)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설문지 배포 및 수거 시에 5개 자치구의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연구자의 접근성이 고려되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공무원을 인터뷰한 이후에는 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등 눈 굴리기(snow-ball) 방식을 통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인터뷰
는 대면방식으로 공무원 1인당 대략 1~2시간 정도를 진행하였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직급

담당업무

코드

서울시 자치구

인터뷰 일자

7급

사회복지

참여자1

KW 자치구

2019. 2

7급

환경위생

참여자2

D 자치구

2019. 3

8급

체육·청소년·여성

참여자3

J 자치구

2019. 4

6급

경영수익사업

참여자4

K 자치구

2019. 5

7급

문화예술

참여자5

S 자치구

2019. 6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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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로서

은 수탁업체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때 드는 생산

관계적 노력은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와 수탁업체

비용, 수탁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

담당자 간 의사소통의 횟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정비용, 수탁업체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7점 척도(1점=전혀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독비용 등에 대하여 얼마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

나 절감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7점 척도(1점=전

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치구 공무원들은 수탁업체

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와의 의사소통 소통 횟수가 많으며, 관계적 노력을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치구 공무원들은 생산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수

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의 절감을 더 높게 인식

로서 위탁비용적 특성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측정지표의 구성
구분

변수명
조직 간 신뢰:
실력
(α=0.755)

종속
변수
조직 간 신뢰:
믿음
(α=0.747)

문항구성
1) 생산하는 공공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탁업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항상 어려움이 없다.
2) 생산하는 공공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탁업체는 대체로
관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편이다.
1) 수탁업체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협력해야 할
정책추진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2) 수탁업체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상호협조적인 관계이다.
1) 수탁업체 담당자와 (비)공식회의 등 대면면담을 월 1회 이상 실시
한다.

독립
변수

관계적 노력
(α=0.803)

2) 수탁업체 담당자와 전화통화 및 전자우편을 평균적으로 주 1회 이
상 실시한다.
3) 수탁업체 담당자와 온라인 대화메신저(예:카카오톡 등)를 수시로
실시한다.

생산비용
(α=0.844)

매개
변수

비
용
적
특
성

행정비용
(α=0.853)

감독비용
(α=0.799)

이론적 근거
Rempel and Holmes(1986),
Barney and Hansen(1994),
Huff and Kelley(1995),
Mayer et al.(1995),
Sabel(1993),
Zaheer et al.(1998)
Lamothe and Lamothe(2012)

Kumar and van Dissell(1996),
Falcone and Lan(1997),
Larsson et al.(1998)
Bouchbout and Alimazighi
(2008),
Lamothe and Lamothe(2010)

1)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
산하는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2)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
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계약 시 처리할 업무서류의 양
을 줄일 수 있다.
2)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계약 시 처리할 업무시간의 양
을 줄일 수 있다.
1)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감독시간을
줄일 수 있다
2) 수탁업체와 오랫동안 계약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감독비용을
줄일 수 있다.

주: α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크롬바흐 알파값(Cronbach’s α)을 뜻함.

DeHoog(1990),
Ferris and Graddy(1991),
Globerman and Vining(1996),
김준기 외(1999),
Brown and Potoski(2003a
·2003b),
김재훈(2005),
Van Slyke(2007),
신가희 외(2016)
Lamothe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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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와의
관계분석

1. 기술 통계 분석
이 연구의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응답자에게 인지된 조직 간 신뢰(능력)는 평균
4.28로 확인됐다. 개별 문항별로 평균을 비교하면

<표 3> 변수의 기초통계량

등이며, 조직 간 신뢰(믿음)는 평균 4.01로, 정책추
진에 중요한 파트너(평균 3.50), 사업체와 상호협
조적인 관계(평균 4.51) 등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노력에 대한 응답자 인식은 평균 4.32로서 보통을

평균

표준
최대 최소
편차

조직 간 신뢰: 능력

4.28

1.4

7

1

수탁업체의 해결 능력 정도 4.41 1.38

7

1

종속 수탁업체의 해결 시간 정도 4.15 1.42
변수 조직 간 신뢰: 믿음
4.01 1.41

7

1

7

1

3.50 1.50

7

1

사업체와 상호협조적인 관계 4.51 1.31

7

1

정책추진의 중요한 파트너

관계적 노력(독립변수)

4.32 1.23

7

1

월 1회 이상 대면면담 진행

4.60 1.08

7

1

주 1회 이상 전화통화 및 전자우편 4.31 1.42

7

1

대화메신저를 통한 수시 연락

4.04 1.19

7

1

생산비용

4.14 1.19

7

1

서비스 생산시간 절감

4.20 1.20

7

1

서비스 생산비용 절감
위탁
행정비용
비용적
특성 업무처리의 양 절감
(매개
업무시간의 양 절감
변수)
감독비용

4.08 1.18

7

1

3.73 1.37

7

1

3.62 1.36

7

1

3.84 1.39

7

1

4.66 1.07

7

1

해당업체 감독시간 절감

4.42 1.08

7

1

해당업체 감독비용 절감

4.90 1.06

7

1

문제발생 시 수탁업체의 해결 능력 정도(4.41), 문
제발생시 수탁업체의 해결 시간 정도(평균 4.15)

구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월 1회 이상
대면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4.60), 주 1회 이상 전화통화 및 전자우편(평
균 4.31), 대화메신저를 통한 수시 연락(평균

연구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표
4>와 같다.

4.04)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위탁 비용적 특성
의 3가지 하위차원을 살펴보면, 생산비용(평균
4.14), 행정비용(평균 3.73), 감독비용(평균 4.66)
모두 보통이거나 보통을 넘는 정도로 분석됐다. 구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 조직 2. 조직
3.
구분 간 신뢰 간 신뢰 관계적
(능력) (믿음)
노력

4.
생산
비용

5.
행정
비용

체적으로 생산비용은 서비스 생산시간 절감(평균

1

1

4.20)이 서비스 생산비용 절감(4.08)보다 조금 더

2

0.443**

높았고 행정비용의 경우, 업무처리의 양 절감(평균

3

0.061

0.072

4

0.165*

0.093 0.031

5

0.323** 0.102 0.344** 0.270**

1

6

0.511** 0.068 0.453** 0.195*

0.183*

3.62)과 업무시간의 양 절감(평균 3.84) 인식이 비
슷하였다. 감독비용은 해당업체에 대한 감독시간
에 대한 절감(평균 4.42)보다는 감독비용에 대한
절감(평균 4.90)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6.
감독
비용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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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28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3호 2021. 9

모든 변수는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으며, 관계적 노력과 행정비용, 감독비용에
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관계적 노력과 거래비용적 특성인 행정비
용과 감독비용 절감에 대한 인식 간의 인과관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해준다. 또한,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와 위탁 비용적 특성의 3가지 비
용 역시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돼 다양한 차원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계적 노력과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밝혀져
인과관계에서 역시 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

<표 5>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변수

측정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조직 간 해결능력정도 1.000 0.851
신뢰: 실력
(α=0.755) 해결시간정도 0.880 0.744*** 0.035 6.650
정책추진
1.000 0.940*** 0.025 4.771
조직 간
파트너
신뢰: 믿음
(α=0.747) 상호협조적인 0.852 0.837*** 0.036 8.743
관계
관계적 관계적 특성 1 1.000 0.817
관계적 특성 2 0.846 0.852*** 0.032 7.279
노력
(α=0.803) 관계적 특성 3 0.818 0.891*** 0.030 3.535
생산비용 생산비용 1
(α=0.844) 생산비용 2

1.000 0.790

행정비용 행정비용 1
(α=0.853) 행정비용 2

1.000 0.825

감독비용 감독비용 1
(α=0.799) 감독비용 2

1.000 0.950

0.920 0.845*** 0.035 8.560

1.010 0.791*** 0.032 5.680

0.754 0.855*** 0.022 4.334

χ2(df): 110.687(61), p-value(0.000), RMSEA(0.054),
NFI(0.957), CFI(0.922), PNFI(0.502), PCFI(0.577)
*p<0.01, **p<0.05, ***p<0.001

(능력과 믿음) 등 구성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을 위하여 측정항목 중 한 개를 1로 고정하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여 다른 변인과 비교하였는데, 조직 간 신뢰(능력
과 믿음)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0.75~0.94, 관계적
노력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0.81~0.89, 위탁 비용
적 특성에서 생산비용이 0.79~0.84, 행정비용은
0.79~0.82, 감독비용이 0.85~0.95로 나타나 측
정항목이 구성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9)

1)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능력)
이 연구를 위하여 구성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
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6>에 나와 있는 바와 같
이 모델 1, 2, 3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적합 수준
이상으로 확인도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
형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9)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에 나와 있다. 먼저, 절대적합지수(χ2)의 경우 연구모형과 분석 자료가 적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제곱통계량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절대적합지수 RMSEA(0.054),
표준적합지수(NFI=0.957), 비교적합지수(CFI=0.922) 등이 모두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하였다.

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성 개념 간 표준화된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을 살펴보면 <표 6> 및 <그림 2>와 같다.10)

먼저, ‘가설 1-1’인 관계적 특성과 자치 및 수
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의 경우 모델 1, 2, 3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표 6> 연구모델 1, 2, 3의 적합성,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이는

가설
채택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업체와의 대화를 많이 한다고

구
분

모
델
1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0.030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적 특성

-0.013 0.033 0.273 기각

생산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능력)

0.141** 0.037 3.250 채택

지는 못하며, 구성원의 거래비용에 대한 인식이 어

χ2(df): 532.018(74), p-value(0.000), RMSEA(0.068),
NFI(0.945), CFI(0.921), PNFI(0.720), PCFI(0.697)

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모
델
2

표준
오차

C.R
(t)

0.038 0.587 기각

0.021

0.034 0.493 기각

0.457*** 0.030 3.408 채택

행정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능력)

0.321*** 0.034 5.493 채택

이다. 다시 말해, 접촉의 빈도가 신뢰를 보장해 주

조직 간 신뢰(능력)가 생길 수 있는 매개 효과에 대
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11)
둘째, ‘가설 2’인 관계적 노력과 거래비용적 특
성 간 관계의 경우, 관계적 특성이 공공서비스 민

χ2(df): 464.188(67), p-value(0.000), RMSEA(0.058),
NFI(0.959), CFI(0.943), PNFI(0.567), PCFI(0.551)

모
델
3

하고 나서야 외부 업체들과의 관계를 터득하게 되
고, 비로소 신뢰가 하나씩 쌓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적 특성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위탁비용을 인식

0.043

0.036 0.398 기각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적 특성

0.480*** 0.028 6.743 채택

감독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능력)

0.541*** 0.045 10.041 채택

χ2(df): 593.099(86), p-value(0.000), RMSEA(0.051),
NFI(0.908), CFI(0.910), PNFI(0.534), PCFI(0.503)

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경로계수 0.4
5)과 감독비용(경로계수 0.48)에 매우 유의미한 수
준(p<0.001)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와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이는
관계적으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신뢰하는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용
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확인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12) 다만, 관계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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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단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전체를 묻는 자기보고 방식은 단일자료편향(common method bias)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Harmon’s 단일요인검증을 통해서 분산설명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산설명력에서 한 요인의 설명력이 절대적인가(50% 이상)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요인이 22%로 나타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러한 점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수탁업체와 업무 연락은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면대면 미팅도 하지만, 메신저나 메일로 많이 하는 편이죠. 업체와의 관계는 무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당 분야 서비스 공급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문이 있지만 무엇보다
민원소지가 적고, 정부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9. 2. KW자치구 사회복지 업무 참여자 1과의 대화)
12) 이러한 점은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일수록 이야기하기가 편하죠. 계약을 갱신해야 할 때는 신규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민원소지나 문제가 없으면, 지금 업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문도 알아서 하는 편이
니 저로서는 믿을만한 거죠.” (2019. 3. D자치구 환경위생 업무 참여자 2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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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산비용(경로계수 -0.01)과는 통계적으로 유

체가 여러 거래비용을 줄이는 조직으로 판단할 경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가설 2-1은 기각되

우 그 조직은 유능하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은

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노력이 중요하기는 하

해당 수탁업체를 믿을 수 있다고 가정한 이 연구의

지만,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투입비용 그 자체를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소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
각해 보게 해준다.

2)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믿음)

<그림 2> 연구모델 1, 2, 3의 결과(조직 간 신뢰: 능력)

이 연구를 위하여 구성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
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7>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델 4, 5, 6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적합 수준 이상
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형으
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구
성 개념 간 표준화된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표 7> 및 <그림 3>과 같다. 먼저, ‘가설
1-2’인 관계적 특성과 자치 및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믿음)의 경우 모델 4, 5, 6 모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어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모델 1,
2, 3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노력을 시도한다고 해서

셋째, ‘가설 3’인 위탁 비용적 특성과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관계의 경우, 공공서

당연하게도 조직 간 신뢰(믿음)이 생기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스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경로

둘째, ‘가설 2’인 관계적 노력과 거래비용적 특

계수 0.14), 행정비용(경로계수 0.32), 감독비용(경

성 간 관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모델 1, 2, 3의

로계수 0.54)의 조직 간 신뢰에 유의미한 수준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적 특성이 공공서비스 민

(p<0.05와 p<0.001)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경로계수 0.3

것으로 확인돼 가설 3-1, 3-2, 3-3은 채택되었

0)과 감독비용(경로계수 0.20)에 유의미한 수준

다.13)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우, 공공서

(p<0.001)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탁업

나타나 가설 2-5와 가설 2-6은 채택되었다. 셋째,

13) 이러한 점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수탁업체들을 그렇게 믿진 않아요. 경험해 보니 업체가 거기서 거기예요. 하지만, 민원소지도 없게 하고 신경 덜 쓰이게 알아서 잘하
는 업체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업체들은 고맙죠..” (2019. 4. J자치구 체육·청소년·
여성 업무 참여자 3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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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인 위탁 비용적 특성과 자치구와 수탁업체

<그림 3> 연구모델 4, 5, 6의 결과(조직 간 신뢰: 믿음)

조직 간 신뢰(믿음) 관계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경로계수 0.01), 행정
비용(경로계수 0.05), 감독비용(경로계수 0.02) 모
두 조직 간 신뢰(믿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4 3-5,
3-6은 기각되었다.
<표 7> 연구모델 4, 5, 6의 적합성,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구
분

경로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관계적 노력 →
모 생산비용적 특성
델
4 생산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믿음)

표준화된
경로계수

가설
표준
C.R(t) 채택
오차
여부

0.022

0.036 0.585 기각

-0.016 0.031 0.272 기각
0.013

0.039 0.251 기각

χ2(df): 521.011(74), p-value(0.000), RMSEA(0.067),
NFI(0.936), CFI(0.911), PNFI(0.710), PCFI(0.667)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관계적 노력 →
모 행정비용적 특성
델
5 행정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믿음)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가설 4’에서 가정하고 있는 관계적 노력에 대한
인식이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에 미치는

0.017

0.035 0.491 기각

0.305*** 0.031 3.403 채택

영향과 관련하여 위탁비용적 특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매개효과 유의성은 AMOS 27을 활
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으로 검

0.030 0.495 기각

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χ2(df): 454.174(67), p-value(0.000), RMSEA(0.055),
NFI(0.953), CFI(0.931), PNFI(0.553), PCFI(0.540)

를 살펴보면 먼저, 모델 1인 관계적 노력 → 생산비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관계적 노력 →
모 감독비용적 특성
델
6 감독비용적 특성 →
조직 간 신뢰(믿음)

0.057

0.019

0.032 0.394 기각

용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인식의 관계에서 생산비용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beta값: -0.002, p=0.705)

0.207** 0.029 2.745 채택
0.021

0.049 0.242 기각

χ2(df): 561.043(86), p-value(0.000), RMSEA(0.050),
NFI(0.910), CFI(0.904), PNFI(0.528), PCFI(0.510)
*p<0.01, **p<0.05, ***p<0.001

으로 나타나 가설 4-1은 기각되었으며, 매개 효과
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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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구분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믿음) 인식의 관계)와 모델
부트스트래밍 B(β) 가설채
(p-value)
택여부

6(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
업체 조직 간 신뢰(믿음) 인식의 관계)의 경우 각각

모델 1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
-0.002(p=0.705)
→ 조직 간 신뢰(능력)

기각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모델 5 beta값: 0.006,

모델 2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0.098**(p=0.045)
→ 조직 간 신뢰(능력)

채택

p=0.748, 모델 6 beta값: 0.003, p=0.832)으로 나

모델 3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0.067**(p=0.032)
→ 조직 간 신뢰(능력)

채택

모델 4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
-0.001(p=0.721)
→ 조직 간 신뢰(믿음)

기각

모델 5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 조직 간 신뢰(믿음)

0.006(p=0.748)

기각

모델 6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 조직 간 신뢰(믿음)

0.003(p=0.832)

타나 가설 4-5와 가설 4-6은 기각되었다.
<표 9>는 관계적 노력, 위탁 비용적 특성, 조직
간 신뢰 관계(능력과 믿음) 모형의 직접 효과와 간
접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모
델 1은 생산비용적 특성이 조직 간 신뢰(능력) 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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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만 직접 효과를 가질 뿐 관계적 노력의 조직
간 신뢰(능력)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없었으며, 생산
비용적 특성은 관계적 노력과 조직 간 신뢰(능력)

모델 2인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 지방자치
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인식의 관계
에서 행정비용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beta값: 0.098, p=0.045)으로 나타나 가설
4-2는 채택되었으며, 긍정적(+)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모델 3인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
뢰(능력) 인식의 관계에서 감독비용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beta값: 0.067, p=0.032)
으로 나타나 가설 4-3은 채택되었으며, 긍정적(+)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14)
모델 4인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 → 지방자치

에 있어 매개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모델 2와 3은 관계적 노력의 조직 간 신뢰(능
력)에 대한 직접 효과가 없었으며, 관계적 노력은
조직 간 신뢰(능력)에 행정비용(0.124), 감독비용
(0.219)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
났다.
모델 4는 생산비용적 특성이 조직 간 신뢰 인식
(믿음)에 직접 효과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
계적 노력의 조직 간 신뢰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되어 생산 비용적 특성은 관계적 노
력과 조직 간 신뢰에 있어 매개 효과가 없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믿음) 인식의 관계에
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beta 값: -0.001,
p=0.721)으로 나타나 가설 4-4는 기각되었으며,
모델 5(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 지방자치단체와

14) 이러한 점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수탁업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비스에 만족해야 해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상해도 구청에 항의전
화 옵니다. 가성비가 좋던지, 어이디어가 좋던지 서비스의 질과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해요. 물론 그런 업체들이 우리와의 관계도 좋
구요.” (2019. 6. S자치구 문화예술 업무 참여자 5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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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결과
구분

경로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직접효과 간접효과b 결과c
0.030

-0.02

모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
델
-0.013
적 특성
1
생산비용적 특성 → 조직
0.141**
간 신뢰(능력)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0.021

0.043

0.124**

0.219***

0.022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0.017

0.019

모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델
0.207**
적 특성
6
감독비용적 특성 → 조직
0.021
간 신뢰(믿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력과 조직 간 신뢰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

-

협력관계를 밀접하게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하

완전
매개

는 것으로 의사소통기제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 간

게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인식이 높아지는 것
은 아니며, 위탁비용적 특성인 행정비용과 감독비
용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과 맞물려야만 지방자치
단체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특히, 능력)가 향상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 시 최대한의 공공가
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15)

매개효과
없음
-

0.03

모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델
0.305***
적 특성
5
행정비용적 특성 → 조직
0.057
간 신뢰(믿음)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비용(0.02)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가지고 있어 매개

완전
매개

-

모
관계적 노력 → 생산비용
델
-0.016
적 특성
4
생산비용적 특성 → 조직
0.013
간 신뢰(믿음)

노력은 조직 간 신뢰(믿음)에 행정비용(0.03), 감독

먼저, 매개변수인 행정비용과 감독비용이 관계적

-

-0.02

신뢰(믿음)에 대한 직접 효과가 없었으며, 관계적

-

-

모
관계적 노력 → 감독비용
델
0.480***
적 특성
3
감독비용적 특성 → 조직
0.541***
간 신뢰(능력)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믿음)

매개효과
없음
-

모
관계적 노력 → 행정비용
델
0.457***
적 특성
2
행정비용적 특성 → 조직
0.321***
간 신뢰(능력)
관계적 노력 → 조직 간
신뢰(능력)

모델 5와 6의 경우 역시 관계적 노력의 조직 간

-

0.02

Ⅴ. 결론

매개효과
없음

이 연구는 관계적 계약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서

-

울시 25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매개효과
없음

과 믿음)에 관계적 노력(의사소통)과 위탁 비용적

-

*p<0.01, **p<0.05, ***p<0.001
a) 표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나타냄.
b) 간접효과는 좌측의 경로에 매개변수인 거래비용적 특성(생산
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을 포함하여 나타낸 회귀계수임.
c) 직접 및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결과치를 바탕
으로 함.

특성(생산비용, 행정비용, 감독비용)이 어떻게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계
적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
(능력과 믿음)와의 관계에 위탁 용적 특성이 매개
효과를 가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확인해 보
고자 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관
계적 노력을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조직 간 신뢰
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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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위탁 비용적 능력이 갖추어져

시에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야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본다.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를 구축, 형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민

성하여 나오는 결과는 결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

간위탁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분석

비스의 생산과 제공이다. 이러한 산출물과 결과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고려한다면 관계적 노력뿐만 아니라 위탁 비용적

와 관련 수탁업체들의 조직 간 신뢰는 능력으로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는 자치구 입장

수탁업체에 대한 해결 능력 정도, 해결 시간 정도,

에서나 수탁업체 입장 모두에서 염두해 두어야 할

믿음으로서 정책추진의 중요한 파트너, 사업체와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상호협조적인 관계 등의 하위요소 측면에서 대체로

둘째,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위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적 노력은 직접

비용적 특성 중 생산비용(투입적 요소)보다는 행정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에 영향을

비용(과정적 요소)과 감독비용(결과적 요소)에서 통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비용적 특

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생각

성은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

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분석결과에 의한다면

과 믿음)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직 간 관계의 밀도와 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민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배경에서 관계적 노력과 서

간위탁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울시 자치구 및 수탁업체 조직 간 신뢰(능력)에 위

민간위탁의 투입적 요소로서 생산비용은 다른 상

탁비용적 특성(행정비용, 감독비용 등)을 완전 매개

황적 조건이 필요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해준다.

로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생산비용이 중요하다고 보여지

이러한 결과는 먼저,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

는 공공서비스 분야와 행정비용과 감독비용이 더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계적 노력의 제도화 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구분하여

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정

있다. 물론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를 유지하고

치, 행정, 사회적 제약 속에서 특정 분야(예 복지)

관리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의 경우 단일 혹은 소수업체가 공공서비스를 생산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탁 비용적 특성

하게 되는데, 경쟁적 계약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보

이 함께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조직

다는 관계적 계약을 통한 행정비용과 감독비용을

간 믿음과 신뢰도 중요하지만, 역량과 실력 역시

최소화하여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서비스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수탁업체에게는 부담이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수

지만 동시에 기회를, 자치구에게는 위기이지만 동

있을 것이다.

15) 이러한 점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 간 신뢰가 높아지면 질수록 계약기간도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다 그렇진 않다. 계약기간의 평균 기간이 2년이
많기는 하나, 3년, 5년 이상, 무려 10년 이상도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의 경우 경쟁이 활성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치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문도 있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업체를 선택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19. 5. K자치구 경영수익사업 업무 참여자 4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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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직 간 신뢰(능력과 믿음)를 위해서는 관

형성시킬 계기를 마련해 주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계적 노력과 위탁 비용적 특성 모두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자치구 입장에서

현재 민간위탁의 계약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관계를 유

요인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준다. 현재 서울시 자치

지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과정으로 고착화될 수 있

구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계약(예: 수의계약)이

어 새로운 시장진입자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생산

조직간 신뢰에 바탕을 두어 구성했을 수도 있지만,

을 막고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

본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적 노력이 많은

시켜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자치구와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앞서 논의한 다양한 시사

수탁업체 간 조직 신뢰(믿음)를 넘어서 업체의 능

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력, 위탁 총비용과 사업의 성격, 시장의 독점적 구

자인 수탁업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조 등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지금의

한계를 가진다. 과거는 물론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

위탁계약방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유추

안 수탁업체들을 조금이라도 접촉하려고 했지만,

해보고 이를 개선할 대안이 필요하다.

접촉한 업체들 대부분이 관련 내용에 대한 인터뷰

넷째, 이 논문의 심사위원이 지적한 대로 위탁

및 설문조사를 꺼려하였다. 앞으로 비교 인식조사

기관과 수탁기관의 대면면담, 전화, 이메일, 온라인

를 통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인식의 간극이 어느 정

메신저 상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이에 따른 상호

도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작용의 의미를 현실사례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위탁기관 담당자가 수탁기관 담당자와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의사소통 자체가 위탁기
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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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신규입주업체 유형별 특성 및
거점시설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세운상가군일대 재생사업 1단계 구간을 중심으로 길현기*·구자훈**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 Tenant Companies by Type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Base Facility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 Focused on the Sewoon Plaza Regeneration of 1 Phase Hyun gi Kil*·Ja hoon Gu**

1)

요약：이 연구는 2016년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 이후 신규 입주한 업체를 유도형 입주업체와 자발적 입주업체로
구분하여, 유형별 업종변화와 입주형태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점공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도형
입주업체는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에서 지원한 21개 공간에 입주한 업체로 주로 제조서비스업과 디자인 관련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발적 입주업체는 공공의 지원 없이 입주한 업체로 2016년 8개에서 2020년 94개로 증가하였으며, 문화예
술, 식음료, 디자인업체 순으로 입주하고 있다. 또한, PLS-회귀분석을 활용해 거점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유도형 입주업체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창업공간, 음(-)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교통 접근성으로 확인됐다. 자발적 입주업체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편의 및 휴게 공간,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점시설의 입지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신규입주업체의 유형에 따라 업종 및 입주형태 특성에 차이가 있으
며, 거점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르게 나타났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 시 입주업체의 업종변
화, 지역의 산업 및 입주자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한 공간운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 신규입주업체, 거점시설, PLS회귀분석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nges in industry by each typ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enancy type, and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base facility satisfaction. This study classified new
tenant companies that moved into the Sewoon plaza area afte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2016 into
the categories of induced tenant companies and spontaneous tenant companies. Induced tenant companies
are those that have moved into 21 spaces supported by the public to revitalize regeneration projects,
mainly consisting of manufacturing service area and design-related companies. Spontaneous tenant
companies moved in without public support, increasing their number from 8 in 2016 to 94 in 2020, with
the companies’ influx in the order of culture and arts, food and beverage, and design companies. Also, 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base facility satisfaction utilizing PLS-regression was conducted that
produced results. First, the main factor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induced tenant
companies is space for start-up companies , and the main factor having negative effect is transport
accessibility. Second, the central factor having a positive effect on spontaneous tenant companies is
amenity and break area, and the main negative factor is proximity of the base facility.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nd business type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new tenant
compani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e base facility were revealed to be different as
well. When building base facility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future,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s in the business types of tenant compan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industries and tenants, and to monitor the overall process for flexible space operation.
KeyWords：Sewoon plaza urban regeneration, new tenant companies, base facility, PLS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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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성된 거점시설 만족도에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1단계

1. 연구배경과 목적

구간(세운상가~대림상가)을 대상으로 신규입주업체
를 신경제 클러스터 이론을 바탕으로 유도형 신규

세운상가 일대는 1979년에 처음 정비구역으로

입주업체와 자발적 신규입주업체로 분류하고, 유형

지정된 이래 40년간 5번의 계획 변경 과정이 있었

별 신규업체의 입주 특성 및 업종변화를 분석하고

다. 2009년에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최초로 결정

자 한다. 그리고 신규업체의 유형별로 거점시설 만

하여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폭 90m의 녹지축 조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도

성 및 8개의 대규모 블록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지

심 제조업 밀집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및 거점시설

만, 경기 침체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불일치로 개

조성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2년간의 논의 끝에 2014
년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주변 지역은 171개 정
비구역으로 구역 특성에 맞춰 계획을 변경하였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세운상가군은 존치가 결정되었지만, 노후화와 전자
산업의 이전으로 쇠퇴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2017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

년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하

생사업지역인 서울시 종로구 종로1, 2, 3, 4, 5가

고, 산업·보행·공동체 재생을 목표로 세운상가 일대

일대이며, 시간적 범위는 재생사업 초기인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다.

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였고, 내용적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시가지형

범위는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에 입주한 신규업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심 내 지역산업 활성화를 목

체들이 대상이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과

적으로 세운메이커스큐브를 조성하여 청년 스타트

정에서 입주한 업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

업 유입을 유도한 산업재생, 종묘에서 남산으로 연

의 지원 공간에 입주한 유도형 입주업체와 지원 없

결하는 보행재생,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을 위한 공

이 민간 공간에 스스로 입주한 자발적 입주업체의

동체재생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세운메이드 프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재생사업 중 핵심 사업

젝트, 기술 중개소 같은 사업으로 지역 장인과 젊

인 거점시설 조성 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에 대한

은 청년의 협업을 유도하여 지역 산업을 활성화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신규입주업체의 유형별 거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생사업으로 기존 도심

점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

제조업과 신산업의 협업을 유도해 업종전환과 산업

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편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이후

연구의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새롭게 입

재생사업 마중물 사업 완료 이후에 매년 조사한

주한 업체의 입주 특성, 업종 현황과 재생사업으로

세운상가 내 업종변화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신규입주업체 유형별 특성 및 거점시설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새롭게 입주한 신규입주업체의 연도별 특성을 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재생을 이끌어 갈 시설이

악하고 업종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설문조사를

다(서광영·박진아, 2018). 즉 쇠퇴지역에 도시재생

거쳐 신규(유도형/자발적) 입주업체의 특성을 분석

사업으로 새로운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도시기능 회

하고 거점시설 만족도의 유형별 차이를 T-검정을

복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거점공간이다.

통해 분석한다. 셋째, PLS 회귀분석을 실시해 유형
별 신규입주업체의 거점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

2) 신경제 클러스터 이론

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신경제 클러스터(new economy cluster)는 도

자 한다.

심을 재구성하거나 지역재생을 위해 새롭게 들어
오는 연관 있는 산업을 말하며, 도심 활성화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Hutton, 2004).
신경제 클러스터 이론은 크게 두 가지 클러스터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로 구분한다. 첫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공공정책을 펼쳐 다양한 개입으로 지역 발전의 중
심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변화를 이끄는 것

1. 이론고찰

을 유도형 클러스터(induced cluster)라고 한다.
둘째, 재개발 등 개발이 시장에 따라 자연발생적

1) 도시재생과 거점시설 개념

으로 형성된 것을 자발적 클러스터(spontaneous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정비 위주의 기존 도시

cluster)라고 하며, 그로 인해 주변 지역의 새로운

정책의 한계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활력이 저하되

산업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유도형 클러스터

고 시가지가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와 자발적 클러스터의 가장 큰 차이는 추진주체(공

위해 서울의 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공/민간)에 차이가 있으며, 추진주체에 따라 주변

마련하려고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

에 변화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재생사업 이후 입주한 신규입

사업지로 구분하여 다양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마

주업체를 공공정책에 의해 입주한 업체와 스스로

중물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서울시, 2019).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입주한 업체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재생사업지역에서 조성된 거점시설은 사업의 유형

자 한다.

이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거점시
설은 지자체, 지역주민과 도시재생 전문가 등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이 어울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

2. 선행연구 검토

해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쇠퇴지역에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성하는 시설로 물리·환경적, 사회적,

1) 세운상가 재생사업 관련 연구

경제적, 문화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세운상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박선영(201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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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생사업 1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조성된 거점

3. 연구의 차별성

공간을 소개하였으며,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
사업은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합·상생·발전

세운상가와 관련된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거

에 집중하는 재생사업이며, 문화·산업이 종합적으

점시설을 설명하거나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연구가

로 고려된 복합적인 도시재생이라고 평가하였다.

주를 이루어, 재생사업에 대한 산업재생 측면에서

전창진(2018)은 세운상가 1단계 구간을 대상으

의 연구와 재생사업 추진이 5년 지난 시점에서 그

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적용하여 재생사업과 이해

간 성과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거점

당사자의 역할(공공, 중간조직, 시민협의회, 장인,

시설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이용자 관점의 만족도

상인 등)을 정립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

위주로 분석되어 업체 관점의 만족도를 연구한 사

업 과정을 분석하였다.

례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유도형/자발적 신규입주한 업체를 대

2) 도시재생사업 및 거점시설 만족도 관련 연구

상으로 연도별 업체 변화를 조사하고, 입주업체의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만족도 관련 연구로 유

입주 특성 및 업종변화를 분석하여 산업재생 측면

지수·이재우(2019)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효과

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지역산업의 변화과정

에 관한 방문특성별 인식분석을 실시해 거점시설

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규입주업체의 거점시

이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방문특성을 분석하였

설 만족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

다. 또한 거점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

게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를 바탕으로 입지 요인, 편의성, 경제사회, 근린
환경, 교육문화요인을 측정지표로 도출하여 측정
하였다.
서광영·박진아(2018)은 거점시설의 역할과 효

III. 분석의 틀

과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창동·상계지역 플랫폼
창동61을 대상으로 거점시설의 시설 효과와 지역
주민과 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점시설 조성 전

1.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 개요

후의 지역 이미지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나경(2017)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만족

1) 목표와 세부사업

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리적 요인(입지성, 편리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세운

성), 사회경제적 요인(경제성, 사회성), 환경적 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세운상가군을 철거에

인(근린환경, 산업환경)으로 3개 요인 6개 항목으

서 존치로 변경되었으며,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

로 만족도를 측정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역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근린재생 중심시
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의 목표로
는 도심 창의제조산업혁신처로 재탄생이며, 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신규입주업체 유형별 특성 및 거점시설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표 1>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 목표 및 세부사업
목표

사업

세부사업

세운
청년스타트업 입주 공간
메이커스큐브
산업
재생

보행
재생

산업재생
프로그램

세운메이드, 기술 중개소 등

첫째, 창업공간은 세운메이커스큐브를 조성하여
제조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기존 제조업과의 협업
을 유도할 목적으로 청년 스타트업을 입주시켰다.
둘째, 문화·교육공간은 세운상가와 관련된 192
개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는 세운전자박물관, 을

상인활성화
프로그램

마이스터 장인 발굴, 손끝기술 학교 등

지로 일대에서 생산된 180개의 재료와 200개의

보행 데크

종묘~남산으로 연결하는 보행데크

부품이 전시되어 있는 부품도서관, 2,000여 개의

공유 공간조성 전자박물관, 테크북라운지 등
다양한 축제

도시 기술장, 도시건축비엔날래

다시 세운
시민협의회

주민협의체, 문화예술인, 기술장인 등
33명 주민협의체

공동체
세운대학, 기술전문 대안학교 등 세
주민역량 강화
재생
운상가는 대학
주민공모 사업

주민이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민협력
사업 지원

출처: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보고서 재구성

기술관련 서적이 비치되어 있는 테크북라운지, 회
의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파트너라운지와 메이
커스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다목적 공간은 종묘 건너편에 위치한 다
시·세운광장과 광장하부에 위치하여 전시·공연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세운홀, 그리고 외부공
간인 3층 보행 데크가 있다.
넷째, 편의 및 휴게공간은 그린셀, 세운인라운

목표에 따라 산업재생, 보행재생, 공동체재생을 추

지, 지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하였다.
첫째, 산업재생은 세운 메이커스큐브, 산업재생
프로그램, 상인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보행재생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연결하는

<표 2> 세운상가 재생사업 거점시설
구분

공간명

개소

면적

창업공간

세운메이커스큐브(21개)

1개소

857.2㎡

문화·교육
공간

세운전자박물관,
부품도서관, 테크북라운지,
파트너라운지,
메이커스 교육장

5개소

222.1㎡

다목적
공간

세운홀, 다시세운광장,
보행데크

3개소

2,500㎡

편의 및
휴게공간

그린셀, 지원공간
세운인 라운지

3개소

407.5㎡

합계

12개소

보행 데크사업, 상인과 시민을 위한 공유 공간 조
성, 도시기술장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같은 다
양한 축제 개최가 있다.
셋째, 공동체 재생은 상인대표, 지역예술인, 청
년스타트업 대표 등 33명으로 구성된 다시세운시
민협의회, 주민역량강화 사업, 주민이 기획하고 시
행하는 주민공모사업 등이 있다.

출처: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보고서 재구성

2) 도시재생 거점시설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은
창업공간, 문화·교육공간, 다목적 공간, 편의 및 휴
게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12개의 거점시
설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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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학력은 대졸 이상이 29명(93.4%)이며, 대학원졸
이상이 17명(54.9%)으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이 많

1) 조사방법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입주업체의 경우 남성

설문조사는 신경제 클러스터 이론에 따라 공공

23명(76.7%), 여성 7명(23.3%)으로 남성비율이 높

공간에 공모로 입주한 유도형 신규입주업체와 주

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30~50대가 29명(93.4%)

변공간에 스스로 입주한 자발적 신규입주업체로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23명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유도형 신규입주업체의 경우

(7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27곳)와 입주 후 이전한 업
체(8곳) 총 35곳 중 31곳을 설문하였고, 자발적 신

<표 4> 응답자 일반 특성

규입주업체는 전시 공간 등으로 설문을 할 수 없는
구분

업체를 제외한 65곳 중 30곳의 설문을 받아, 총
61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방법은

성별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받는 방법으로 추
진하였다.
조사 항목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

연령

기초현황, 거점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구성하였다. 기초현황은 8개 항목, 거점시설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1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력
<표 3> 조사항목 구성
문항
수

평가방법

응답자
성별, 연령, 학력, 입주기간, 월매출, 8개
기초
조직형태, 점포면적, 소유형태
항목
현황

빈도분석

구분

설문내용

검정(t-test)
거점
입지요인(3), 거점시설요인(4),
15개
상관분석
시설 경제사회요인(4), 근린환경요인(2),
항목
PLS회귀분석
만족도
교육문화요인(2)

유도형
신규입주업체

자발적
신규입주업체

명

명

%

남자

28

90.3

%

23

76.7

여자

3

9.7

7

23.3

20대

1

3.2

-

-

30대

10

32.3

8

26.7

40대

11

35.5

12

40.0

50대

8

25.8

8

26.7

60대 이상

1

3.2

2

6.6

고졸

2

6.4

7

23.3

대졸

12

38.7

17

56.7

대학원 졸

14

45.2

6

20.0

박사 졸

3

9.7

-

-

3. 변수 설정과 분석 방법
1) 거점시설의 구성요인 분류
거점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정
하기 위해 거점시설 조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

2) 응답자 일반 특성

토하여 주로 사용되는 7가지 변수를 <표 5>와 같

입주업체 대표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이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수 중 편리성 요소와 산

유도형 입주업체 대표의 성별은 남성 28명(90.3%),

업환경 요인은 세부 측정지표가 세운상가군 일대

여성 3명(9.7%)으로 남성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는

거점시설을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아 제외하고 입

30~50대가 29명(9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요인, 경제사회요인, 근린환경요인, 교육문화요
인, 거점시설 요인을 최종 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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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거점시설 만족도의 평가 변수

2) 분석 방법

정성호
박희정 유지수
최형석
박진문 조나경
고석찬
외 이재우 선택
(2009)
(2012) (2017)
(2011)
(2018) (2019)

변수
입지요인

○

거점시설요인

○

○
○

편리성 요소

○

○

○

근린환경 요인

○

○

교육문화 요인

○

○

○
○

○
○

산업환경 요인

●
●

○

경제사회요인

○

○

이 연구는 신규입주업체를 파악하기 위해 5년
간의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변화를 분석
하였으며, 유형별(유도형/자발적) 신규입주업체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으로 분석하였

○

●

다. 그리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PLS

○

●

(partial least square)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

●

○

최종 도출된 거점시설 만족도의 측정지표는
<표 6>과 같이 총 5개 변수와 15개 측정지표로 구

전체 신규 입주업체 총 100곳 중 61곳의 설문을
완료하였으며, 모집단과 표본 수가 많지 않아 표본
이 적거나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경
우에도 안정적으로 회귀분석이 가능한 PLS 회귀식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하였다.
<표 6> 거점시설 만족도의 측정지표
변수
입지
요인

거점
시설
요인

측정지표

내용

거점시설의 입지

거점시설 위치, 도심과의 거리 등 물리적
입지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및 주요도로 접근 용이성

주차시설

주차 공간 및 주차시설 편리성

창업 공간

세운메이커스큐브 창업공간

문화전시 및
교육 공간

세운전자박물관, 부품도서관, 561교육장

편의 및
휴게 공간

그린셀, 보행데크 등 시설 편의성

다목적 공간

세운홀, 다시세운광장 공간 활용성

상권 및
산업 활성화

세운메이드, 세운기술중개소 등 활성화

경제
사회 청년창업지원
요인 공동체 활성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다시세운 시민협의회, 공동체 프로그램

주민참여 활성화 도시재생대학운영, 주민공모사업

IV. 신규입주업체 특성 및 거점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 신규입주업체 개요
신규입주업체의 입주유형별 공간과 기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도형 입주업체는 공
공에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 소유 공간인 보
행 데크 2~3층에 조성된 21개의 창업거점 공간인
세운메이커스큐브에 공모로 모집한 입주업체와 재

근린 지역이미지 개선 보행데크 정비, 광장 조성 등 변화
환경
요인 도심휴식 공간 세운옥상, 조경 및 휴게공간의 쾌적성

생사업의 초기에 협약에 따라 입주한 전략기관(서

교육 교육프로그램
문화
요인 협동조합 육성

손끝기술학교, 장인교육의 교육프로그램

입주업체의 이주와 퇴거에 따른 공실 발생 시 모집

수리수리협동조합, 세운공장 등 협동조합

공고를 내고 추가 모집하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

울시립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씨즈)을 말한다.

리법1)에 따라 대부료를 받고 전기료는 별도로 지
불한다. 계약기간은 기본 3년으로 평가를 실시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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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자발적 입주업체는 재생사

청년 스타트업을 접목해 협업·성장이 가능한 공간

업 시작 시점인 2016년부터 세운상가군 내 공공의

으로 조성코자 하였다. 하지만 연도별 업종별 업체

지원 없이 재생사업 변화에 대한 변화 기대, 입지

수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제조서비스업체가 16

적 장점, 저렴한 임대료 등의 이유로 민간공간에

개로 가장 많았지만, 갈수록 제조서비스업체는 줄

새롭게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고 디자인업체가 증가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업종변화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재생사업 초기

2. 신규입주업체의 업종변화

입주시킨 제조서비스업은 일부 업체는 협업 과정
에서 기술 교류 및 협업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1) 유도형 신규입주업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디자인업체는 세운메

연도별 입주업체 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이드 프로젝트2), 기술 중개소3)와 같이 재생사업의

유도형 입주업체는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2017년

하나로 추진하는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

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

용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면서, 업체 수가 증가한

간에 제한적으로 입주하였기 때문에 매년 23~24개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업체가 세운메이드 프로젝

업체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를 통해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으로는 기술장인

유도형 신규입주업체의 연도별 업종 변화를 살

과 협업하여 완성한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 구

펴보면 사업 초창기인 2017년에는 세운상가군 일

리·청동 재료로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제작한 막걸

대를 창의제조산업의 혁신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리 술잔인 술라, 전기와 인쇄를 접목해 만든 전자

기존 산업(기계, 공구, 조명 등 도심 제조업)과 협

책인 워킹페이퍼4) 등 많은 협업 제품들이 있다.

업 및 연계가 가능한 제조서비스업, 디자인, 교육,

두 번째는 다른 지역(부천, 금천 등)에서 로봇,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젊은 스타트업을 입주시켰

3D 프린트와 같은 제조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 특히 3D 프린터, 로봇, 드론 제작 등과 같이 신

다양한 정책적 지원5)이 이루어지면서 이주가 늘어

기술을 가진 업체를 모집하여 기존의 기술 장인과

남에 따라 제조서비스업체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에서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을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일반적으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벤처기업 창업자, 중
소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의 대부료 요율 적용
2)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는 세운상가군 일대에 특화된 제품군(조명, 오디오, 영상기기, 오락기 등) 발굴을 위해 시제품제작을 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품화를 시켜 세운상가와 일대 인프라활용 및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3) 기술중개소는 기술적 해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세운상가군의 전문가들과 연결하여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중개하는 기
술 코디네이팅 프로그램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4) 워킹페이퍼(Working Paper는 2019년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제품으로 책의 형태로 구성된 전자교육 키트로 세운상가군의 전
자, 기계부품과 충무로 일대의 인쇄 인프라를 활용한 제품이다.
5) 부천시는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로봇산업에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공간, 시제품 제작지원, 창업 투자사 등원)을
하고 있으며, 금천은 서울의 주요 산업거점 중 G밸리(구로~금천)에 해당해 메이커 스페이스 및 로봇창업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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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신규 입주업체 연도별 업종현황(업체 수/%)
유형
연도

유도형 신규입주업체
2016

제조서비스업

2017

2018

자발적 신규입주업체

2019

2020

2016

- 16 (69.7) 14 (58.3) 13 (54.2) 12 (50.0)

2017
-

-

2018

2019

2020

4 (7.1)

5 (7.7)

8 (8.5)

문화예술

-

2 (8.7)

3 (12.5)

2 (8.3)

2 (8.3)

4 (50.0) 12 (54.5) 15 (26.8) 18 (27.7) 24 (25.5)

전시공간

-

1 (4.3)

1 (4.2)

1 (4.2)

1 (4.2)

1 (12.5)

디자인

-

1 (4.3)

3 (12.5)

5 (20.8)

6 (25.0)

1 (12.5)

식음료

-

-

-

-

-

-

4 (18.2)

도소매

-

-

-

-

-

-

-

교육

-

2 (8.7)

2 (8.3)

2 (8.3)

2 (8.3)

-

-

-

-

-

기타

-

1 (4.3)

1 (4.2)

1 (4.2)

1 (4.2)

2 (25.0)

2 (9.1)

4 (7.1)

4 (6.2)

9 (9.6)

합계

-

23

24

24

24

8

22

56

65

94

3 (13.6)

7 (12.5)

5 (7.7)

7 (7.4)

1 (4.5) 12 (21.4) 15 (23.1) 12 (12.8)
7 (12.5)

8 (12.3) 12 (12.8)

7 (12.5) 10 (15.4) 22 (23.4)

출처: 세운상가군 거점공간 운영 수립 최종보고서 재구성

입주시키더라도, 지역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지

산업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업종이 입주한 것을 알

못하면 도태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수 있었다.

발견할 수 있다.

업종변화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문

2) 자발적 신규입주업체

화예술 업체의 비율(50.0% → 25.5%)은 줄고 있지

자발적 입주업체는 사업 초기인 2016년에는 8

만, 가장 많은 업체(24개)가 새롭게 입주했다는 점

개, 2017년에는 22개, 2018년에는 56개, 2019년

이다. 그 이유는 세운상가군일대가 도심 내 타 지

65개, 2020년에는 94개로 업체 수가 계속 늘어나

역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사업초기부터 거버

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넌스 활동으로 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하여 붐업 행

2018년과 2020년에 큰 증가 폭을 보여 재생사업

사(UCC공모전, 상상력발전소, 주민공모사업)를 추

으로 상가 내부에 많은 업종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진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수 있다.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보행재생을 통해 보행

자발적 신규업체의 입주시기별 업종을 살펴보

데크 공간이 변화하고, 재생사업 초기부터 가로활

면 재생사업 초기에는 문화예술 및 전시공간이 입

성화 용도인 카페, 음식점과 같은 식음료 업종이

주하였고, 다음으로 식음료 업체들이 입주하면서

입주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7년

보행데크 중심으로 많은 보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서울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6)으로 선정된

있었다. 그리고 디자인, 도소매업종과 같이 기존

4개의 카페가 입점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6)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청년 상인을 모집하여 창업컨설팅 및 점
포지원(보증금, 임대료)하는 사업이다.

49

50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3호 2021. 9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로 인근지역에 많은 식음료

<표 8> 응답자 입주형태 특성

업종이 입점하게 되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는
구분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부 업종 변화

명

를 통해서 유동인구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18년부터 기존
세운상가 업종과 유사한 도소매업이 입점을 시작

입주
기간

하였고, 설계사무소, 제품디자인과 같이 기존산업

같은 새로운 업종들이 입주했다면 시간이 지날수

%

9.7

8 26.7

1~2년

3

9.7

12 40.0

2년~3년

4 12.9

3년 이상

21 67.7

공동사업체
법인

록 기존 산업과 유사하거나 지원하는 디자인, 도소

명

3

개인사업체
조직
형태

%

1년 미만

개인

을 지원하는 디자인업체가 점점 증가한다는 점이
다. 재생사업 초반에는 문화예술, 식음료 업종과

유도형 신규 자발적 신규
입주업체
입주업체

기타

-

9 30.0
1

3.3

-

6 20.0

7 22.6

15 50.0

2

6.5

19 61.3
3

9.7

2

6.7

7 23.3
-

-

매 업종이 입주한 것을 보면 새로운 업종과 기존업

10평 미만

8 25.8

20 66.7

종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

10평~20평

12 38.7

8 26.7

20평~40평

6 19.4

2

6.7

40평 이상

5 16.1

-

-

500만 원 미만

8 29.6

8 26.7

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점포
면적

이처럼 유도형 입주업체와 자발적 입주업체의 업
종 변화의 추이를 보면 신규 입주업체 유형별로 차
이가 있으며, 시기별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00~1,000만 원 미만
월 1,000~2,000만 원 미만
매출 2,000~3,000만 원 미만

3. 유형별 신규입주업체 입주형태 특성
1) 유도형 신규입주업체
신규입주업체의 입주형태 특성은 <표 8>과 같

소유
형태

2

7.4

11 36.7

7 25.9

3 10.0

2

4 13.3

7.4

3,000~5,000만 원 미만

5 18.5

2

6.7

5,000만 원 이상

3 11.1

2

6.7

-

-

소유

1

월세

4 12.9

3.2

공공임대

22 71.0

-

-

기타

4 12.9

-

-

30 100.0

다. 입주 기간을 살펴보면 유도형 입주업체는 마중
물 사업 완료 시점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입주해 있

2) 자발적 신규입주업체

는 3년 이상 업체가 21개(67.7%)로 가장 많았으며,

자발적 신규입주업체의 입주기간은 1~2년이

조직 형태는 법인 19개(61.3%), 개인사업체 7개

12개(40%), 2~3년 9개(30%) 순으로 확인됐으며,

(22.6%) 순으로 나타났다. 점포면적은 10~20평 12개

조직 형태는 개인사업체 15개(50%), 법인 7개(23.

(38.7%), 10평 미만 8개(25.8%) 순이며, 매출은

3%), 개인 6개(20.0%) 순으로 나타났다. 점포면적

500만원 미만 8개(29.6%), 1,000~2,000만원 미

은 10평 미만이 20개(66.7%), 10~20평이 8개

만 7개(25.9%)로 확인됐다. 소유 형태는 입주형태

(26.7%)로 유도형 신규입주업체보다 점포 규모가

특성상 대부분 공공임대 22개(71%)로 나타났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매출은 500~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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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1개(36.7%), 500만 원 미만이 8개(26.7%) 순

<표 9> 거점시설 만족도 차이 결과

으로 나타나 유도형 입주업체에 비해 다소 낮았다.

평균

소유 형태는 모두 월세로 나타났다.

구분7)

신규입주업체의 입주형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유도형 입주업체가 자발적 입주업체에 비해
입주 기간이 길고, 조직 형태는 대부분 법인이며,
점포면적이 넓고 월매출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것은 입주형태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
며, 공공공간에 입주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
간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
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매
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거점시설 만족도 영향요인
1) 유형별 거점시설 만족도 차이
거점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선행 논
문을 통해 총 15개의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거점
시설의 측정지표별 만족도 및 차이 분석은 <표 9>
와 같다.

유도형 자발적
유도형
신규 신규
신규
합계 입주 입주
입주
업체 업체
업체
(n=31) (n=30)

입 ① 4.18 4.16
지
② 4.34 4.39
요
물 인 ③ 1.69 2.06
리
④ 3.21 3.39
적 거 ⑤ 3.28 3.52
점
시 ⑥ 2.87 2.97
설
⑦ 3.48 3.77
사
회
·
경
제

경 ⑧ 2.69 3.16
제
요
인 ⑨ 2.84 3
사 ⑩ 2.66 2.9
회
요
인 ⑪ 2.72 3.1

근 ⑫ 3.30
린
환
⑬ 3.59
환 경
경 교
⑭ 3.21
육
문
화 ⑮ 2.77
평균

표준편차
자발적
신규 t값
입주
업체

p값

4.2

1.186 .925 -.142 .888

4.3

1.022 .877 .357 .723

1.3

1.289 .596 2.956 .004*

3.03 1.022 .809 1.496 .140
3.03 0.996 .964 1.923 .059
2.77 0.948 .568 1.000 .321
3.17 1.087 1.020 2.250 .028*
2.2

.820 1.095 3.888 .000*

2.67

.931

.802 1.500 .139

2.4

.908

.724 2.389 .020*

2.33 1.044 .711 3.327 .002*

3.74

2.83

.855 1.053 3.705 .000*

3.77

3.4

1.023 1.329 1.235 .222

3.32

3.1

.909

.759 1.037 .304

3.03

2.5

.706

.820 2.719 .009*

3.12 3.35

2.88

.811

.858 3.355 .001*

*.p < 0.05

유형별 신규유입업체의 거점시설 만족도를 살
펴보면 5점 리커트(Likert) 척도 기준을 적용했을

반면에 만족도가 낮은 요인으로 유도형 입주업

때 유도형 입주업체는 3.35점, 자발적 입주업체는

체는 주차시설(2.06점), 공동체 활성화(2.9점), 전

2.88점으로 유도형 입주업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

시 및 교육 공간(2.97점), 자발적 입주업체는 주차

로 높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

시설(1.3점), 상권 및 산업 활성화(2.2점), 주민참

으로 나타났다.

여 활성화(2.33점)로 분석됐다.

유도형 입주업체의 요인별 만족도는 교통 접근

거점시설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신규입주업

성(4.39점), 거점시설의 입지(4.16점), 주변 편의

체 유형별로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

시설과의 접근성(4.1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

여 T검정(T-test)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발적 입주업체는 교통 접근성(4.3점), 거점시설 입

전체적으로 유의 확률(p값)은 0.001로 두 집단 간

지(4.2점), 주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3.77점) 순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으로 살펴

으로 요인별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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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주차시설, 다목적 공간, 상권 및 산업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0.789)로 확인됐다. 다중회귀분

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 이미지 개선,

석을 통하여 공선성을 진단하면 공차한계가 0.1을

협동조합 육성 등 7개 항목에서 만족도 차이가 있

넘어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를 통해 공공공간에 입주
한 유도형 업체와 스스로 재생사업으로 인한 변화

(2) 모델의 타당성 검토

를 기대하고 입주한 자발적 입주업체 간의 입주 이

모델의 타당성은 VIP(Variable Importance

유와 목적이 다르고,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공간이

in the Projection) 값이 가장 큰 값으로 선택하

달라 만족도에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였다. 유도형 입주업체의 경우 분석 결과 중요도의
값은 수정 R2(Adjusted R-square) 값이 가장 높

2) 거점시설 만족도 영향요인: PLS회귀분석 결과

은 잠재요인의 수가 4개일 때로 결정하였다. 분산

(1)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의 설명 정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분산의 분산설명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0>과

정도(Cumulative X Variance)는 4개의 잠재요인

같다. 분석 결과를 보면 0.8 이상의 관계가 높은

일 때 15개의 설명변수를 통해 분산이 60.2%로

변수는 거점시설의 입지와 교통 접근성(0.820)이

설명되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반응변수의

며, 상관계수 0.7 이상 0.8 미만은 공동체 활성화와

분산설명 정도는 77.6%로 나타났다. 자발적 입주

<표 10> 거점시설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예상되는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①

②

①

1

②

.820

③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

-.097 -.122

1

④

.434

.368

.317

1

⑤

.424

.372

.020

.524

1

⑥

.170

.196

.584

.403

.280

1

⑦

.460

.437

.229

.637

.731

.464

1

⑧

.153

.206

.103

.334

.532

.267

.442

1

⑨

.194

.229 -.073

.409

.450

.065

.396

.546

1

⑩

.199

.128

.117

.345

.289

.180

.268

.445

.501

1

⑪

.082

.088

.156

.344

.356

.214

.412

.493

.513

.789

1

⑫

.236

.214

.289

.359

.315

.330

.485

.569

.467

.540

.604

1

⑬

.378

.379

.029

.411

.545

.352

.616

.486

.429

.154

.334

.564

1

⑭

.200

.326

.093

.282

.325

.220

.343

.408

.342

.290

.300

.531

.356

1

⑮

.167

.193

.302

.355

.432

.427

.488

.611

.441

.514

.601

.612

.493

.494

1

7) ① 거점시설의 입지, ② 교통 접근성, ③ 주차시설, ④ 창업 공간, ⑤ 문화전시 및 교육 공간, ⑥ 편의 및 휴게공간, ⑦ 다목적 공간 ⑧ 상권
및 산업 활성화, ⑨ 청년창업지원, ⑩ 공동체 활성화, ⑪ 주민참여 활성화, ⑫ 지역이미지 개선, ⑬ 도심휴식 공간, ⑭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⑮ 협동조합 육성

도시재생사업의 신규입주업체 유형별 특성 및 거점시설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업체의 분석 결과 중요도의 값은 수정 R2값이 가

유형별로 VIP 값을 살펴보면 유도형 입주업체

장 높은 잠재요인의 수가 5개일 때로 설정하였다.

는 VIP 값이 1.2 이상으로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분산의 설명 정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분산의 분산

요인은 창업공간, 다목적 공간, 주민참여 활성화이

설명 정도는 5개의 잠재요인을 통해 설명변수 분

며, 1.0 이상 1.2 미만은 문화전시 및 교육공간,

산이 80.0%로 설명되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

상권 및 산업 활성화, 협동조합 육성 순으로 나타

는 반응변수의 분산설명 정도는 92.8%이다.

났다.
자발적 입주업체는 VIP 값이 1.2 이상인 만족

<표 11> 신규 입주업체의 분산의 설명 정도

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Statistics

편의 및 휴게공간으로 나타났으며, 1.0 이상 1.2

Cumulati
Latent
Cumulati
Adjusted
구분
X
Y
ve Y
Factors
ve X
RVariance
Variance Variance
Variance
square
(R-square)

유도형
입주
업체

자발적
입주
업체

미만은 다목적 공간, 창업공간, 지역 이미지 개선,
문화전시 및 교육공간, 청년창업지원, 도심휴식공
간 등 총 6개 변수로 확인됐다.

1

.361

.361

.640

.640

.628

2

.086

.447

.084

.724

.705

3

.088

.535

.033

.758

.731

4

.067

.602

.019

.776

.742

5

.114

.717

.004

.780

.736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공간, 상권

1

.443

.443

.650

.650

.638

및 산업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 거점시설 입지,

2

.062

.504

.221

.871

.861

3

.149

.654

.023

.893

.881

4

.096

.749

.019

.912

.898

간, 협동조합 육성, 문화전시 및 교육공간 순으로

5

.051

.800

.016

.928

.913

나타났다.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통 접근

거점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수
값을 통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도형 입주업체는

다목적 공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심휴식 공

성, 공동체 활성화, 청년창업지원, 지역 이미지 개
(3) 회귀계수 추정치와 중요도 분석결과

선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중요도가 1에

자발적 입주업체의 경우 양(+)의 영향을 미치는

가깝거나 1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요인으로 편의 및 휴게 공간, 지역 이미지 개선, 다

파악할 수 있다. Wold(1994)는 VIP 값이 0.8 미

양한 교육프로그램, 창업공간, 도심휴식 공간, 다

만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 의미 없는 설명변

목적 공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음(-)의 영향을 미치

수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경험적 기준을 제시하고

는 요인은 거점시설의 입지, 청년창업지원, 주민참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하였다.

여활성화, 상권 및 산업 활성화, 문화전시 및 교육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추정치와 중요도 분석 결

공간, 협동조합 육성 순으로 나타났다.

과 거점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15개의 설명변수의

신규입주업체의 유형별로 많이 이용하고 참여

값은 <표 12>로 나타났으며, 0.8 이상인 의미가 있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는 항목은 유도형 입주업체의 경우 13개 항목, 자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발적 입주업체의 경우 1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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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신규입주업체 유형별 PLS 회귀분석 결과
유도형 신규입주업체
Latent Factors
상수
① 거점시설의 입지
입지
② 교통 접근성
요인
③ 주차시설
④ 창업공간
거점 ⑤ 문화전시 및 교육 공간
시설 ⑥ 편의 및 휴게 공간
⑦ 다목적 공간

parameter

자발적 신규입주업체
Latent Factors
2

3

4

5

.187*

.990

.931

.911

.971

.985

-.643*

.364

.846

.837

.841

.852

-.190*

.608

.753

.854

.843

.842

.034

.444

.797

.808

.801

.795

-.142

.069

.126

.375

.410

.453

-.085

.269

.262

.373

.373

.369

.349

1

2

3

4

5

.934

.356*** 1.453 1.650 1.643 1.638 1.634

.234** 1.250 1.153 1.151 1.153 1.149

.043** 1.151 1.089 1.089 1.099 1.097 -.217** 1.207 1.050 1.039 1.050 1.045
.102

.318

.304

.317

.381

.385 1.204*** 1.528 1.410 1.394 1.385 1.402

.116*** 1.383 1.362 1.333 1.320 1.319
.273** 1.009

.949 1.019 1.039 1.041

-.114*

.928

.912

.933

사회 ⑩ 공동체 활성화
요인 ⑪ 주민참여 활성화

-.117*

.995

.973

.973

-.055*

.795

.835

.816

.808

.813

.060*

.962

.905

.885

.877

.876

.099*

.871

.847

.853

.858

.857

교육 ⑭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문화
요인 ⑮ 협동조합 육성

Latent Factors

1

경제 ⑧ 상권 및 산업 활성화
요인 ⑨ 청년창업지원

근린 ⑫ 지역이미지 개선
환경 ⑬ 도심휴식공간

parameter

.118** 1.361 1.220 1.210 1.198 1.196
-.230* 1.004

.900

.928

.960

.992

.990 -.446** 1.111

.978

.982

.989 1.018

.988

.986

-.353

.507

.536

.536

.543

.572

.222*** 1.287 1.242 1.256 1.244 1.241

-.273*

.466

.866

.886

.877

.877

.682** 1.149

.993

.992 1.045 1.077

.124**

.988

.990 1.017 1.013

.057** 1.164 1.129 1.105 1.091 1.089

.966

.968

.535*** 1.279 1.569 1.574 1.559 1.563
-.037*

.885

.776

.766

.782

.800

*** 매우 중요(1.2 이상) ** 중요(1.0~1.2) * 보통 또는 약간 중요(0.8~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발적 입주업체는 창업

적 환경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

입주공간인 세운메이커스큐브와 세운상가군 일대

의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유도형 입주업체는 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제작지원 프로그램인 세

통 접근성, 주차시설로 종로라는 입지적 위치상 대

운메이드 프로젝트, 전시·공연 등 활용 가능한 세

중교통의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세운메이커스큐브

운홀, 다시세운광장과 같은 다목적 공간을 상대적

특성상 주차장이 부재하고 차량접근에 어려움이

으로 많이 활용하고, 참여한 프로그램들에 긍정적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 중 유도형 입주업체는 창업공간, 자발적 입주
업체는 편의 및 휴게공간이 양(+)의 변수가 가장
높아 세운메이커스큐브와 보행데크 등 물리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가 큰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어 재생사업 추진 시 물리

도시재생사업의 신규입주업체 유형별 특성 및 거점시설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Ⅴ. 결론

하게 파악하여 관련 업체를 모집할 필요가 있으며,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거점시설을 유연하게 운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 시작

자발적 입주업체는 2016년 8개에서 2020년

하여, 1단계 구간(세운상가~대림상가) 마중물 사업

94개로 증가하였으며,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2018

이 2017년 9월 완료되면서 거점시설이 조성되었

년 이후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

다. 산업재생을 위해 조성된 거점시설 중 기존산업

도별 용도 변화를 살펴보면 재생사업 초반에는 문

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화예술 업종과 같은 새로운 업종이 다수 유입되었

하여 공공에서 공모로 공공공간에 입주시킨 유도

으며, 그 이후에는 식음료 업종이 늘어났고, 최근에

형 신규입주업체와 민간 공간에 스스로 입주한 자

는 기존 산업과 유사하거나 지원하는 도소매, 디자

발적 신규입주업체를 분석하여 업종변화와 업주업

인 업종들의 입주가 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

체 특성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양한 용도의 업종이 입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 살펴보았다. 또한, 유형별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였다.

거점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PLS-회
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도형 입주업체의 만족도에 양(+)의 영

분석방법으로 매년 조사한 업종 모니터링 자료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창업 공간(0.356), 상권

를 바탕으로 유형별 업종을 분석하였으며, 유도형

및 산업 활성화(0.273), 주민참여 활성화(0.222),

입주업체와 자발적 입주업체 간의 차이는 T-검정

거점시설의 입지(0.187), 다목적 공간(0.116)으로

으로 검증하였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났다. 유도형 입주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창업

PLS-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간과 세운메이드와 같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신규입주업체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도

추진한 상권 및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이 만족도에

형 입주업체는 한정된 공간에 입주하기 때문에 매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족도에

년 23~2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재생사업 초

음(-)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교통 접근성

기에는 제조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0.190), 공동체 활성화(-0.117), 청년창업지원

였으나 점차 제조서비스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디

(-0.114)으로 나타났다.

자인 관련 업체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자발적 입주업체의 만족도에 양(+)의 영

입주업체의 비중이 위와 같이 변화한 이유는 입주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편의 및 휴게 공간

초기의 기대와 달리 제조서비스업과 기존 산업과

(1.204), 지역 이미지 개선(0.682), 다양한 교육 프

의 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는 다른 지역의

로그램(0.535), 창업 공간(0.234), 도심 휴식 공간

유사 공간 및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주했기

(0.124), 다목적 공간(0.118)으로 나타났다. 자발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 거점시설을 통한

적 신규입주업체는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휴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특성을 정확

휴식/다목적 공간과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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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가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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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물을 통해 본 공원 정책의 변화 경향*
-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심지수**·이명준***

An Analysis of Changes in Park Policies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sing the Text-Mining Method*
Jisoo Sim**·Myeong-Jun Lee***

1)
요약：이 연구는 서울기록원의 공원 관련 행정기록물을 토대로 서울시의 공원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서울기록원의
공공기록물은 일종의 빅데이터(big data)로, 이 연구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의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기록물의 제목을 대상으로 주제어 분석과 바이그램 분석을 실시해, 공원
관련 기록물이 생성된 시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기록물 제목에 포함된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공원 행정의 특성을
파악했다. 연구 결과, 서울시 공원 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시기별로 공원 정책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공원의 계획과 조성에서 시민 참여와 관리로 그 초점이 변화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원 관련 기록물은 빅데이터로서 과거의 공원 행정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공원 정책 제안과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지닌다.
주제어：공원 정책, 빅데이터 분석, 공공기록물, 서울기록원
ABSTRACT：This study examined historical changes in park policies as documen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Big Data of public documentation regarding park policies were analyzed using
text-mining techniques. Specifically, topic and bigram analyses of separate texts of the document titles
were conducted to find out main issues regarding public park policies and their specif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k polic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d not considerably
change over time. However, although the policy characteristics were not distinct across specific periods,
there was a shift in focus from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public parks to their manage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Analysis of Big Data on park policy documentation can provide important materials
for historical research and serve as an objective reference for future park policy proposals,
implementation, and decisions
KeyWords：Park Policies, Big Data Analytics, Public Record, Seoul Metropolitan Archives

* 이 연구는 한경대학교 2020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Urban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한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 교신저자(E-Mail: june2@hknu.ac.kr, 031-67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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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술관 등이 대중에게 익숙한 아카이브이다. 최근
에는 전문적인 아카이브가 아닌 기관과 단체에서도
소장 자료의 관리, 대중 홍보를 위해 대안적인 주제

1. 연구배경과 목적

를 가지고 아카이브를 만드는 등 다양한 규모와 특
성을 지닌 아카이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

공공기록물을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게 된

이다(이명준 외, 2019). 유광흠 외(2008)가 지적하

지도 20년을 넘겼다. 1996년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듯이 아카이브는 후세를 위해 선별된 기록물로서

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당대의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제정, 공포

자료이다. 특히 공공기록물을 소장하는 아카이브는

되고 199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

국가 및 해당 지자체와 기관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

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

직한다는 점에서 역사 연구의 훌륭한 자료가 된다.

함하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다양한 정보를 일반 시

이 연구는 서울기록원의 공원 관련 행정기록물

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을 토대로 서울시의 공원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되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공공기록물의 생산과

자 한다. 서울기록원에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공원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1999년, 「공공

에 관한 공공기록물은 일종의 빅데이터(big data)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어 공공

로서 기록물이 생산된 시점의 공원 관련 정책의 경

기관의 생산기록의 관리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

향과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

되었고,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 연구 대상이 된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행

명칭이 개정되는 등 전자 기록의 포함과 기록물 관

정 기관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

리의 표준화, 기록물 공개와 열람의 확대 등 공공

래로 공원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

기록물의 관리 시스템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

하고자 한다.

공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에게 공개되
면서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도 점차 늘어나
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2. 연구범위와 방법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하
면서 이러한 기록물과 제공처를 지칭하는 아카이브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한정한다. 첫째,

(Archive)도 많이 생성되고 있다. 아카이브는 “장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도읍으로 지정된 지 600여

소, 기관 혹은 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사적

년이 지난 역사 도시이자 수도로, 우리나라를 대표

자료와 기록물의 컬렉션”이자, 그러한 “자료와 기

하는 도시이다. 둘째,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공원

록의 소장처”도 지칭한다(English Oxford Living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역사적으로 공원 관련

Dictionaries). 공공기록물의 대표적인 아카이브는

정책 트렌드를 이끌어왔다. 셋째, 서울시의 정책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등이 있으며, 도서관과

연구는 전국의 지자체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기에

서울시 기록물을 통해 본 공원 정책의 변화 경향

앞서 연구 방법을 검정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서울시에서 생산해 보
존하고 있는 기록물 중 ‘공원’이라는 단어를 제목
으로 포함한 문서로 한정한다. 공원 관련 정책을

서울시의 공원 관련 정책 변화 연구는 크게 서울

살펴볼 때 ‘공원’이라는 특정 단어 외에 ‘녹지’, ‘나

시장의 정책 변화를 다룬 연구(김영재 외, 2012; 임

무’, ‘가로수’, ‘광장’ 등 다양한 용어가 공원 정책

성은, 2013)와 공원 정책과 그것의 변화를 검토한

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선

연구(최용호, 2005; 최용호, 2006; 박율진 2010;

행분석1)을

수행한 결과 공원 정책과 가장 관련도

채진해 외, 2014; 고하정, 2020a; 2020b)로 분류

가 높은 단어로 도출된 ‘공원’ 단어에 집중해 공원

할 수 있다. 김영재 외(2012)는 역대 서울시장의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정책 변화를 추적하고 시장별 정책을 비교하여, 시

연구 방법으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장의 가치관에 따라 서울시 정책의 방향과 정체성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을 활용한다. 지금까

이 확립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역대

지 기록물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던 이유 중 하나로

의 정권 변화와 서울시장과의 밀접한 정치적 성향

기록물의 방대한 양을 꼽을 수 있다. 수십 년에 걸

의 관계성을 지적하며 각 서울시장이 펼친 정책을

쳐 생산된 문건을 전수 조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교했다(김영재 외, 2012). 김영재 외(2012)의 연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빠

구는 초대 서울시장부터 최근의 민선시장이었던

른 속도로 부상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짧은 시

박원순까지 각 시장의 정책과 그 성과를 정리했다

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임성은(2013)의 연

(Kambatla et al., 2014). 특히, 텍스트 마이닝은

구는 민선시장 임기 중 나타난 환경 정책의 변화에

텍스트로 생산된 정보를 정제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초점을 맞췄다. 정책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인 시장

얻는 연구 방법으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연

교체로 인해 그간의 환경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보

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Hassani et al., 2020).

였는지를 각 민선시장의 시정목표와 환경 분야의 계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을 활용해

획, 편제, 조직 등을 비교해 밝혔다(임성은, 2013).

서울시의 공원 정책 변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특히 환경 분야에 투입된 예산 비교를 통해 환경
정책의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원 정책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공원 정책 자
체에 관한 연구와 서울시 공원 정책의 변화를 다룬
연구로 재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원 정책에 관한
연구 중 채진해 외(2014)의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공
원의 시작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정리하고 서울시

1) 선행분석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푸른도시국이 생산한 문건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체 생산문서에서 ‘공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공원’이 포함된 문서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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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원 정책의 시대별 구분
최용호(2005, 2006)

시사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공원녹
고하정(2020a)

지 정책지표를 공원조성면적, 1인당 생활권 면적,

1881~1910

개항기

1910~1945

일제강점기

1945~1961

제1, 2공화국

1961~1979

제3, 4공화국

1979~1993

제5, 6공화국

1993~현재

지방자치시대

1996~2002

민선 1~2기

1995~1998

민선 1기

2002~2006

민선 3기

1998~2002

민선 2기

2003~2006

민선 3기

에 따른 공원의 유형을 구분했다(고하정, 2020a).

2007~2011

민선 4~5기

이러한 연구는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2012~2019

민선 5~7기

해당 없음

가로 녹지율 등의 지표를 고려해 도출해 비교하고,
공원녹지 정책을 주요 조직부서와 구성원 수로 검
해당 없음

토했다. 고하정(2020a)의 연구는 서울시에서 민선
시장 선출 이후 25년간 서울시 공원조성예산이 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해외 도시의 것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7년 공원법 제정에 따라 도시공원 개념이 형성
되었고, 1981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이 법제화되면서
공원녹지계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채진해 외,
2014). 둘째, 서울시의 공원 정책 변화에 관한 대
표적인 연구의 하나인 최용호(2005)의 논문은 서울
시 녹지정책의 변화를 개항기, 일제강점기, 공화국,
지방자치시대로 구분하여 통시적 변화를 검토했다
(최용호, 2005). 이후 최용호(2006)는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민선시장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최
용호(2005; 2006)의 연구가 갖는 의의는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을 통시적으로 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도 있지만, 공원녹지 정책과 관련하여 시대를 구
분하고 시대별 정책을 정리하여 그에 따른 공원관
리조직의 변화를 비교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박율진(2010)과 고하정(2020a)은 정량적인 방법의
분석, 즉 관련 통계와 공원조성예산 등을 중심으로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박율진
(2010)은 서울시 도시공원녹지 관련 10년 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떻게 변동했는지 분석했다. 그는 민선시장의 임기기
간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시기별 예산편성현황과 그

공원녹지 정책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고하정(2020b)의 연구는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서울시장의 임기별로 나누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도시공원의
쟁점 변화를 살펴봤다.
이처럼, 선행연구 대부분은 시장과 정책 간의
밀접한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며 시장 임기별로 시
대를 구분해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성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공원 정책 관련
조직의 변화, 구성원의 수, 예산변화, 통계 등 정량
적인 지표를 통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앞선 연
구들과 유사하게 공원 정책의 변화 경향을 추적한
다. 다만, 그러한 공원 정책의 변화를 가늠하는 방
법으로 공원 관련 공공기록물의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고하정의 연구(2020b)가 서울시장 임기에 따라 관
련 정책이 변화한다고 전제하여 1995년부터 서울
시의회 회의록을 시장 임기별로 나누어 분석했다면,
이 연구는 공원 관련 행정기록물이 생산된 1950년
대부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임기별 분류
가 아니라 관련 기록물의 양적인 증감에 따라 객관
적으로 시기를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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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과정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년을 연구의
종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 기간은 1954년
부터 2012년으로 한정하였고, 이 기간 생산된 기
록물이자 분석 대상은 총 422,296건이다.

1. 연구대상과 기간
이 연구는 서울기록원이 소장 중인 시정기록물
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서울기록원은 2007년 서
울특별시가 지방기록관리기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

<표 2> 공원 관련 공공기록물 생산연도별 문건 수(건)
연도

문건 수

연도

문건 수

연도

문건 수

1926

10

1972

228

1992

490

1939

17

1973

184

1993

405

립한 이래, 2012년 서울 아카이브 건립이 재논의

1954

4

1974

117

1994

348

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립이 본격적

1955

4

1975

170

1995

335

으로 추진되어 2019년 정식 개원한 서울의 기록관

1956

4

1976

200

1996

386

1957

3

1977

111

1997

688

리 전문기관이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시 행정에 대

1958

38

1978

182

1998

443

한 설명책임을 구현하는 기관”, “기록 문화유산 기

1959

34

1979

188

1999

385

관”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시정에 관한 공공기록물

1960

35

1980

228

2001

4,495

1961

58

1981

186

2002

9,853

과 함께 시민기록물을 함께 아카이빙하고 있다

1962

55

1982

339

2003

13,137

(https:// archives.seoul.go.kr/). 이 연구는 서울기

1963

29

1983

368

2004

19,174

록원이 보유한 기록물 중 ‘공원’이라는 키워드를 포

1964

32

1984

457

2005

23,284

함한

1965

22

1985

493

2006

26,066

1966

56

1986

445

2007

31,911

문서

제목의

리스트를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를 거쳐 서울기록원 측에게 전

1967

85

1987

452

2008

46,531

달받았다. ‘공원’ 단어를 포함하는 기록물(건)은

1968

124

1988

370

2009

59,477

1926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총 424,738건이

1969

95

1989

664

2010

55,143

1970

61

1990

401

2011

59,022

1971

142

1991

421

2012

63,838

었다(<표 2> 참조). 2017년 이후의 데이터는 아직
서울기록원 측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라 제외했
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 기관이 공식 행정기록을
생산하기 이전이라 ‘공원’ 관련 문건이 거의 없는
1954년을 전후로 하는 한국전쟁 이전 시기의 문건
은 연구 기간의 연속성을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했
다. 구체적으로, 1926년 10건, 1939년 17건, 발생
연도 미상이나 1900년대에 작성된 1건의 기록물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13년의 경우 2012년
53,838건 대비 2,122건으로 매우 적은 양을 보이
고 2014년은 56건으로 기록물 목록화 과정에서

2. 텍스트 마이닝
이 연구는 서울시의 공원 기록물을 활용해 공원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의 하
나인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한다. 서울기록원 공원기
록물 리스트는 문서의 제목으로 제공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서 제목에서의 특정 경향을 읽어내는 데
텍스트 마이닝은 적합한 도구이다. 기록물 제목을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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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많은 양의 텍스트 사이에서 어떤 질서를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나 공원 가다’라는 문장으

발견하고 그 질서를 해석해 서울시 공원 정책의 변

로 변환되는데, 이 문장을 단어 단위인 ‘나’, ‘공

화를 살펴보았다.

원’, ‘가다’로 구분하는 것이 단어 표현 과정에서

연구자료인 공공기록물은 서울기록원이 보유한

수행하는 작업이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은 엔그램

기록물 목록을 엑셀 파일의 형태로 전달받았고,

(N-gram) 언어 모델 중 일부인 바이그램(bigram)

Rstudio 환경에서 오픈소스인 프로그래밍 언어 R

분석인데, 이를 통해 단어 단위로 구분된 텍스트에

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R은 오픈소스로

서 연속된 두 단어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프레임 사용을

(Broder et al., 1997). 예컨대, 위의 문장을 다시

통해 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보면 ‘나’-‘공원’, ‘공원’-‘가다’를 바이그램 분석을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누적되면 단

의 하나로, 자연어를 처리해서 데이터 마이닝, 통

어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다. 바이그램 분

계 등의 방법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

석은 사람들의 행동(Myslin et al., 2013), 감정

론이다(He et al., 2013). 텍스트 마이닝은 일반적

(Tang et al., 2014), 사회적 관계(Compton et

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자연 언어 처리

al., 2013) 등 다양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계 학습

래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Machine Learning), 정보 검색(Information

셋째, 텍스트 분석 과정은 분류(classification),

Retrieval),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들

군집 분석(clustering), 주요사건 확인(event dete

을 사용한다. Hu and Liu(2012)는 텍스트 마이닝

-ction),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주제어

방법을 텍스트 전처리(text pre-processing), 단

분석(topic analysis) 등을 포함한다(Hu and Liu

어 표현(text representation), 텍스트 분석(text

2012). 이 중 감정 분석은 각 단어가 포함한 긍정

analytics)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텍스

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에 각각 수치를 부여해 문장

트 전처리 과정은 텍스트 자료 중 불필요한 텍스트

이나 글에 적용된 각 수치의 합을 도출해 그것이

정보를 삭제 및 변경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정제하

긍정표현인지 부정표현인지를 가늠하는 분석 기법

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과거형 언어를 현재형으

이다. Hutto and Gilbert(2014)의 베이더 모델

로 바꾼다거나(‘갔었다’→‘가다’), 오탈자를 교정하

(VADER)이 가장 널리 쓰이는 대표적 감정 분석의

거나(‘왓다’→‘왔다’)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는(‘공공

도구이다. 베이더 모델은 짧은 문장이나 글귀의

원’→‘공원’) 등의 작업을 포함한다. 또한, 분석에

감정을 분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Hutto and

불필요한 불용어(stopwords)를 제외하는 과정도

Gilbert, 2014). 이외에, 주제 분석은 단어를 정제

여기에 포함된다(Hu and Liu, 2012).

하고 단어 단위로 구분한 후 각 단어의 출현 빈도

둘째, 단어 표현 과정은 문장이나 긴 표현을 단
어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
어, ‘나는 공원에 갔다’라는 문장은 우선 텍스트 전

수를 통해 글귀의 주제를 파악하는 분석을 의미한
다(Hu and Liu, 2012).
지금까지 텍스트 마이닝의 가장 기본적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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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와 단계별 분석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적으로 ‘조성계획’, ‘조성’, ‘실시계획’, ‘허가’, ‘위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텍스트 마이닝 방법 중 주로

원회’와 같이 공원의 정책과 연관된 단어가 주를 이

주제어 분석과 바이그램 분석을 활용해 1) 공원 관

루고, ‘근린공원’, ‘도시’, ‘어린이’와 같이 공원의

련 기록물이 생성된 시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2)

유형과 특징과 연관된 단어, 그리고 ‘서울대공원’,

기록물 제목에 포함된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

‘한강시민공원’과 같이 특정 공원의 이름이 빈번하

여 공원 정책의 특성을 파악한다.

게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구체적으로, 우선 주제 분석을 통해 각 단어가

생산부서별 기록물의 수를 연도별로 시각화한 결

사용된 빈도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워드클라

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국

우드 방법을 이용해 시각화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 가장 많은 문서를 생산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시대별 서울시의 공원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빈번

(<표 3> 참조).

하게 언급된 공원을 찾을 수 있다. 이어, 바이그램
분석을 활용해 공원 관련 기록물의 제목에 포함한

<그림 1> 서울시 인구변화와 문서 수의 변화

연속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공원에
관한 기록물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생산되는지
를 파악해 본다.

Ⅳ. 연구 결과
<그림 2> 연구 대상의 워드클라우드 결과

시대별 분석에 앞서 시대구분을 위해 다양한 분
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서울시 인구의 증가와 기
록물의 증가를 비교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서울의 인구수에 비례해 기록물도 양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
대부터 전자문서의 정착에 따른 문서의 증가를 감
안하더라도, 인구 증가와 공원 관련 기록물 생산의
증가는 정(+)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서울시가 생산한 공원 관련 기록물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기록물을 대상으로 주
제어 분석을 실행했다. <그림 2>에서 보이듯,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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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원관련 공공기록물 생산부서별 문건 수(건)
부서명

문건 수

시장의 변화보다는 기록물 양의 변화를 기준으로
%

하여 약 십 년 단위로 기간을 구분했다. 왜냐하면,
대략 십 년 단위로 기록물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강사업본부

58,727

13.91

푸른도시국

50,062

11.85

녹지사업소

21,836

5.17

한강시민공원사업소

18,950

4.49

동부푸른도시사업소

18,228

4.32

서부푸른도시사업소

17,328

4.10

환경국

17,136

4.06

상수도사업본부

16,590

3.93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13,930

3.3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2,031

2.85

공원녹지관리사업소

11,463

2.71

남산공원관리사업소

10,609

2.51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10,215

2.42

도시계획국

10,047

2.38

서울대공원

8,942

2.1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8,849

2.10

중부푸른도시사업소

8,789

2.0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8,358

1.98

재무국

5,966

1.4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5,904

1.40

공원녹지국

5,702

1.35

도시기반시설본부

5,241

1.24

행정국

3,629

0.86

도시교통본부

3,227

0.76

건설안전본부

3,214

0.76

보건환경연구원

3,103

0.73

경영기획실

2,872

0.68

문화국

2,600

0.62

감사관

2,095

0.50

주택국

2,061

0.49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간을 십 년 단위로 구
분해 분석을 진행했다. 선행연구는 특정 정치적 요
인에 따라 민선시장(고하정, 2020a)이나 공화국(최
용호, 2005) 등으로 구분한 바 있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
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공원의 정책의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연도별 생산문건(좌: 2000년 이전, 우: 2000년 이후)

1. 주제어 분석
1) 1950년대
<그림 4> 1950년대 워드클라우드

1950년대부터 1960년까지 중 가장 주목되는
연도는 1958년이다. 1958년 기록물은 도시계획국
이 ‘서울 도시계획 공원’에 관한 문건을 다수 생산
했다. 같은 해 생산된 총 38건의 문건 중 16건이
‘서울 도시계획 공원’ 관련 기록물로 당시 도시계
획 차원에서 공원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조성계획
이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 외 탑골공원,

서울시 기록물을 통해 본 공원 정책의 변화 경향

남산공원, 사직공원, 풍치공원보안림이 주요 공원

녹지과에서 총 4건 생산되었다. 이 시기 공원용지

키워드로 언급되었다. 또한 시유지(공원예정지) 사

를 확보하고 국유재산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용 허가에 관한 문건이 3건 작성되었다.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간의

1950년대 생산된 기록물 전반의 워드클라우드

흐름에 따라 ‘서울 도시계획 공원’ 지정 관련 단어

분석 결과(<그림 4> 참조), ‘효창’, ‘사직’, ‘남산공

의 빈도 수가 증가하고, ‘남산공원’, ‘탑골공원’, ‘야

원’, ‘삼청공원’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언급된 것으

외음악당’, ‘북악공원’, ‘장충단’ 등이 주요 공원으

로 보아 당시 정책적으로 중요한 공원이었다고 추

로 언급되었다. ‘설계’라는 단어도 1950년대 이어

측해 볼 수 있고, ‘보안림’이라는 키워드는 한국전

1960년대에도 등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녹화 및 사방공사를 위해 보
안림이 증가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

3) 1970년대

한다. ‘도로공사’, ‘보수공사’ 등의 단어가 공원과

1971년 생산 기록물은 총 142건으로 ‘도시계

관련되어 언급된 것도 공원이 전후 복구를 위해 하

획’ 25건, ‘허가’ 19건으로 다수의 문건이 도시계획

나의 도시기반시설로 인식되어 조성되었다는 당대

상 공원과 공원용지 허가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6> 참조). ‘어린이대공원’ 28건으로, 1971년
개원한 어린이대공원 관련 문서가 다수 생산된 것

2) 1960년대
<그림 5> 1960년대 워드클라우드

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공원명으로는 ‘효창공원’
과 ‘장충공원’이 각각 4건과 7건으로 가장 많이 나
타났다. 특히, 효창공원은 1950년대부터 꾸준히 설
계 및 보수와 관련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
라 공원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
을 짐작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970년대 처음으
로 공원 관련 기록물에 ‘관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는 사실이다. 1950~1960년대에 조성된 공원의 관
리 문제가 행정상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960년대에도 1950년대와 같이 ‘서울 도시계
획 공원’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가장 많은 기록물이 생산된 1966년의 문
서부터 살펴보면, 당시 문건은 총 56건으로 ‘서울
도시계획 공원’ 관련 문건 22건, 그 외 공원녹지과
에서 생산한 효창공원 시설공사 관련 문건 6건, 환
경국에서 작성한 ‘공공용지(공원) 이양’ 관련 문건
5건, 국유재산(공원용지) 관리에 관한 문건이 공원

<그림 6> 1970년대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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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0년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사유지’ 6건으로 사유지

1982년 기록물은 총 339건으로, 이 중 ‘도시계

의 공원 조성에 대한 서류가 작성되었으며, ‘공공

획’ 90건과 각 공원에 대한 지정 관련 문건이 78

용지’ 17건으로 공공용지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행

건으로 도시계획에 근거해 공원을 지정하는 행정

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근린공원’ 92건으

관련 기록물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로 생활권 공원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게 등장하기

7> 참조). ‘조례’ 13건으로 1980년대 공원 관련 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를 보면

례가 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원용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조성계획’ 등이

14건으로 공원으로 지정되는 용지에 대한 언급은

‘결정’되고 ‘변경’되는 문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1970년대에 비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공원별

‘조성공사’, ‘설치’, ‘조성사업’이 주요 키워드로 등

문건으로는 ‘잠실호수’가 11건으로 당시 잠실호수

장하는 것으로 보아 1980년대 국가적 행사에 대한

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데 많은 행정적 관심이 있었

대응으로서 공원을 활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

음을 추측할 수 있다.

히,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조성, 개장
한 ‘올림픽공원’이 주요 공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림 7> 1980년대 워드클라우드

이외에도, 이보다 앞서 1984년 개원한 서울대공원
과 1986년 개원한 보라매공원이 많은 빈도수로 언
급되고 있다.

5) 1990년대
<그림 8> 1990년대 워드클라우드

1989년 문건은 총 664건으로 주택국에서 생산
한 ‘풍치지구 해제’ 14건으로 ‘풍치지구’가 해제되
는 시기이다. 또한, ‘도시계획’ 197건으로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많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한강’이 언급된 기록물이 300건으로
해당 기간 기록물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또한
전체 문서 중 ‘한강관리사업소’가 생산한 문서가
290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1989년에는 한강에 대한 공원 조성과 관리가 중요
한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한강에 홍수방제시설
이 건설되면서 공원으로 조성되었던 1980년대의

1990년대는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그림 8> 참조). ‘도
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이 이전
시기와 유사하게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서 공원 조성의 행정적 절차가 표준화되는 시기라
고 추측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심의’, ‘위원회’와

서울시 기록물을 통해 본 공원 정책의 변화 경향

같은 단어가 용어의 등장이다. 공원 조성과 관리의

가와 일반인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이 중요해졌다는

행정에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9> 참조). 또한, 전자 문건

기 위한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기록물에 본격

이 보편화되면서 지형도를 포함한 시각 자료도 아

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카이빙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생
태’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단어의 등장은 환경과

6) 2000년대 이후
<그림 9> 2000년대 워드클라우드

생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제어 분석과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한 시각화
결과, 50년대는 전후 복구를 위한 산림녹화로서의
공원, 1960년대부터 1980년대는 공원 조성이 본격
화되어 공원이 팽창하는 시기, 1990년부터 2000년
대는 공원 기능의 다양화와 생태에 대한 관심, 위원
회 활동 등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공원의 관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 특정 공원의 언급 비율이 증가

2. 바이그램 분석

하였다. 2001년 문건은 총 4495건으로 ‘선유도
(148회)’ ‘노을(86)’ ‘하늘(24)’ ‘난지(142)’ ‘추모공
원(185)’ ‘탑골(206)’ ‘여의도공원(66)’ ‘남산(54)’
등 공원별 문건이 양적으로 증가했다. ‘용산공원’과
‘서울숲’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생태(85)’
‘근린(350)’ ‘어린이(295)’ 등 공원의 기능이 중요
하게 언급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공원 디자인
의 역사에서, 1990년대에는 다양한 기능과 테마
등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공원이 등장한 시기라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이 730회 빈도 수
를 보여, 공원의 조성 및 관리가 법률,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의 일부로 다뤄지는 경향은 계속 관찰되었
다. ‘시유’라는 단어를 담은 문건이 총 74건으로 시
유지의 공원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위원회’ 287건,
‘협의’ 255건, ‘회신’ 378건, ‘회의’ 191건으로 공
원의 조성과 관리에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전문

기록물 제목을 대상으로 1950년대부터 2021년
까지를 십년 단위로 구분하여 바이그램 분석을 진
행하였다. 바이그램 분석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 빈
도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이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
공원 행정의 특성을 추정하였다. 각 다이어그램은
해당 시기의 문건 제목을 바이그램으로 분석하여
개별 단어 사이의 관계를 도출한 것이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밀접한 관계를 지니
며, 단어와 단어를 잇는 선이 굵을수록 단어와 단
어가 함께 언급된 횟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0>은 1950년대 공원과 관련된 문건 제
목을 단어 간 연결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공원-도시-계획-일부-변경-예
정지가 서로 연관이 높은 것으로 시각화되었다. 이
외, 종로구-산지사방-사업 간의 관계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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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시기 서울의 도시공원계획이 예정되거

났다. 그 외 다른 시기와 구분되는 점으로는 사업집

나 일부 변경되는 것에 대한 문건과 종로구 산지사

행-허가-점용-사용 간의 관계가 돋보이며 효창공

방 사업이 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원-내정-관리의 관계도 주로 언급된 단어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용지-해제도 연관도가 높은 것

<그림 10> 1950년대 바이그램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기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용지가 다수 해제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2> 1970년대 바이그램

1960년대 공원과 관련된 문건의 바이그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기에는 서울 도시공원의 계
획 지정과 일부 변경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조례가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 참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주된 문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
유재산과 공원용지, 국유재산 사용 등도 이전 시기
와 다른 점이다.
<그림 11> 1960년대 바이그램

<그림 13>은 1980년대의 바이그램 분석 결과
로 공원-시설-설치-변경-공원조성-결정 등이 잦은
빈도로 함께 언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근린공
원-조성계획-지적-승인 간의 관계가 다른 시기와
달리 해당 시기에 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1980
년대는 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이 주로 승인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1980년대 바이그램

<그림 12>는 1970년대의 바이그램 분석 결과
를 시각화한 것으로 이 시기에도 서울-도시-공원계획은 꾸준히 많이 언급되는 단어의 관계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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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990년대 바이그램

통해 해당 시기에 진행된 한강공원 관련 정책을 파
악할 수 있었다.
<그림 16> 2000년대 후반(2005~2010년) 바이그램

1990년대는 공원-변경-근린공원-조성계획-결
정-승인 등이 함께 언급되었다(<그림 14> 참조).
또한 심의-안건-위원회-위원-결과 등이 다수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1990년대부터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6>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문건
에 대한 바이그램 시각화 결과로 이전의 시기와 마
찬가지로 공원-계획-시설과 같은 단어가 가장 빈
번하게 언급되었다. 다른 시기와 구분할 수 있는
점은 남산공원이 새로 등장했고, 남산공원은 특히

<그림 15> 2000년대 초반(2000~2004년) 바이그램

관리, 사업과 연관성이 높았다. 또한 생태라는 단
어가 공원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단어로 부상했
고, 특히 생태-공원-설치 간의 관계가 돋보였다.
바이그램 분석으로 단어 간 연결 관계와 연결
빈도를 시각화하였고, 이를 통해 시기별 주요 문건
의 내용과 해당 시기의 공원 관련 정책의 주안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공원 정책에 관한 기록물은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주로 도시공원계획의

최근에 해당하는 2000년대는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부
터 2004년은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공원-계획결정-변경 등 공원 계획의 승인과 변경과 관련된
문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전 1990년대에
이어서 위원회-검토-의견 등이 주요한 문건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그림 15> 참조). 또한 한강공
원의 사용과 승인에 관련한 문건이 다수 등장함을

승인, 변경 등에 관련된 내용의 문건이 가장 많이
생산된 것으로 보아 공원 관련 기록물에서 가장 중
요한 생산물은 공원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 시기
별로 공원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1950년대에는
산지사방 사업이 주로 언급되었고, 1960년대에는
국유재산 해제를 통한 공원용지 확보가 진행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공원용지가 해
제되고 어린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했고,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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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자연-공원, 근린공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시기로 시유지와 국유지의 공원화 작업이 추진되었

1990년대에는 공원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

고, 어린이공원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1980년대

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반은 한강공원이, 2000년

에는 한강에 홍수방제시설이 건설되면서 공원화되

대 후반은 남산공원이 공원 행정 문건에서 중요한

고, 서울올림픽을 비롯한 국가적 행사에 대한 대응

장소로 언급되었다.

으로 공원이 조성되기도 했다.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올림픽공원, 서울
대공원 등 설계가가 디자인한 공원이 조성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공원 조성의 행정적 절차가 표준

Ⅴ. 결론

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많은 수의 공원 관련 문건이
작성되었고, 공원 행정에서 ‘심의’, ‘위원회’와 같이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

지금까지 서울시 공원 정책의 변화를 서울시가

력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부터는 공원의 기능이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행정기록물을 중심으로 살

보다 특화되어 독특한 특성을 지닌 공원이 많이 조

펴보았다. 이 연구는 방대한 양의 공원 관련 기록

성되었으며, 특히 생태와 자연에 대한 관심이 생겨

물의 제목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원의 조성과

활용해 그간의 서울시 공원 정책의 경향을 통시적

관리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이

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

보다 중요해지고, 전자문건의 보편화에 따른 도면

존에 진행된 서울시 공원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의 시각 자료가 아카이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

에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공원 정책의 특징을 이 연

기별로 공원 관련 정책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되

구의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선

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공원의 계획과 조성에서

행연구에서 도출된 공원 정책의 변화를 공공기록

참여와 관리로 변화하는 현상은 확인할 수 있었다.

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발견할 수

이 연구가 서울시의 공원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있었다는 점은 빅데이터 분석이 추후 공공기록물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기록물의 생산과 보

을 활용한 정책 경향을 살펴보는 데 유효한 방법론

존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공원, 특정 행정

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업무, 부서와 관련하여 키워드로 관계 업무자와 일

서울시 공원 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

반 시민이 검색과 열람이 용이하도록 종이문건과

는 양상을 나타냈다. 1950년대는 도시공원이 우리

전자문건을 포괄하는 공원의 조성과 특성을 면밀

나라의 행정력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태동기로서,

히 고려한 분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공원

이때 공원은 한국전쟁의 상흔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관련 기록물은 방대한 빅데이터로서 과거의 공원

녹화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다뤄지는 경

행정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의 가치를 지니

향이 있었다. 이어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역시

는 동시에 앞으로의 공원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이전 시기와 비슷하게 공원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서울시 기록물을 통해 본 공원 정책의 변화 경향

분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모니터링과 방향 제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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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 고
1. 원고의 대상 및 종류
1) ｢서울도시연구｣는 서울 및 도시관련 분야의 연구성과를 수록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
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2)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문헌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
위를 말한다.
4) 본지에 투고한 후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재투고할 수 없다.
2. 원고의 분량
1) 논문의 분량은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A4 용지 15매 내외로 한다.
2) 원고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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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작성
1) 모든 원고는 본지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는 워드프로세서(글)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의 첫 페이지에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각주에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직급)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1인일 경우 그 저자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소속 뒤에 기재하며,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기재한 후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
한다.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기재한 후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5)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작성해야 하며, 수정 없
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6) 투고자는 논문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
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원고의 접수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본지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주저자의 이름･소속 및 직급/직위･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
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소속 및 직급/직위･주민등록상
의 주소･연락처 등도 기재해야 한다.
4)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본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심사를 거쳐 서울도시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 및 홍보를 위해 일부 인용 및 활용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 저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
위원회는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5)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
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본지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시 표절검증절차를 운영한다.
(1) 본지 편집위원회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표절률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판명된 논문은 저자
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Ⅱ. 원고작성방법
1.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영
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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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2) 영문논문의 구성
(1)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2. 논문제목 표기
1) 논문제목은 연구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저자명 아래에 영문제목을 작성한다.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2)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제목을 기재한다.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eoul).
2) 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3. 저자 표기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제목 밑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제목 밑에 영문 저자명을 기
재한다.
2) 표기 방법
(1) 영문저자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성을 기재한다.
(예: Gildong Hong, Gil Dong Hong, Gil-Dong Hong)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저자명의 오른쪽 어깨에 *, **, ***, … 을 표기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
어 구분한다.
4.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2) 표기 방법
(1) 저자가 1인일 경우에는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2)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
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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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4)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5) 이상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작성요령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저자가 1인일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②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교신저자(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 서울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Metropolitan Planning
Research Gro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③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서울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Metropolitan Planning
Research Gro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교신저자(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5.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 작성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6. 주제어(Key Words) 표기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5개 내외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7. 본문 작성방법
1) 본문은 논문의 통상적인 전개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원고의 읽기와 교정이 용이하도록 용지의 상하좌우 및 행간에 여백을 두도록 한다. 논문의
요약 부분을 제외하고는 2단 편집으로 한다(글자체 #신명조, 글자크기 10.5pt., 장평 95%,
자간 -10%, 줄간격 168%로 하고, 용지 종류는 A4(국배판), 용지여백은 위 32mm, 머리말
12.5mm,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31mm, 아래쪽 32mm, 꼬리말 12.5mm로 한다).
3)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4) 본문의 단락 표기는 왼쪽 들여쓰기 2칸으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각 항목별 세부작성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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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기 언어 및 표기 방법
1) 국문원고의 경우, 의미 전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및 외래어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2) 목차 및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번호 전개는 Ⅰ., 1., 1), (1), ①의 순으로 한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9. 도표 및 사진
1) 표번호는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2) 그림번호는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의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3) 사진번호 표기방법은 그림번호 표기방법에 준한다.
4)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5)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0. 인용문헌,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법
1) 인용문헌
(1) 본문 중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page)를 밝힐 수 있다.
① 단독연구 : 장병권(2000)에 의하면 … , Smith(1992: 82~83)는 … , 이들 연구(유승호,
1996; 임창호, 1998)에 의하면 … , … 라는 견해도 있다(황혜선, 1999: 25~27).
② 공동연구(2명인 경우) : 김주찬･민병일(2003)에 의하면 … , Getis and Ord(1992)는 … ,
… 라고 말하고 있다(Howe and Linaweaver, 1967; Weeks and Mcmahon, 1973)
③ 공동연구(3명 이상인 경우) : 이동필 외(2001)는 … , … 라고 지적하였다(Maidment
et al., 1985), Maidment et al.(1985: 50~52)은 ….
(2) 국문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다 밝히고, 영문저자명은 성만 기재한다. 중국, 일본 등 한자
표기 저자명은 국문 저자명의 표기방법에 준한다.
(3) 인용문헌은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고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각주
(1)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예: 1), 2), 3), … )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2) 각주에는 가능한 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참고문헌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2) 논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처 및 페이지를 밝히고,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
한다.
(3) 단행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서명(書名), 페이지(필요한 경우), 출판자의 순으로 기록하
고, 서명은 ｢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4)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가나다 또는 abc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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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6)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7) 이상 참고문헌 작성요령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국문단행본 및 보고서
노융희, 1987,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녹원출판사.

②

③

④

⑤

⑥

고재경･정규호･김희선, 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개발
연구원.
서울특별시, 1992,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보고서｣.
국문논문
최상철, 1992, “동북아 연안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협력”, ｢환경논총｣, 30:
65~106,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운수･정숙영･조용현･김경배, 2007,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8(1): 107~125.
김미연, 2005, “삼성동 코엑스 복합 문화공간 확장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영문논문
Moss, M. L., 1987, “Telecommunications, World Cities, and Urban Policy”,
Urban Studies, 24(6): 634~546.
Waket, D. and Odam, S., 1982, “The older women: Increase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53(3): 34~35.
영문단행본
McShane, W., 1990, Traffic Engineering,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leffer, Jeffrey and Salancik, Gerald R., 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herif, C. C., Sherif, M., and Nebergalle, R. E., 1965,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The social judgment-involvement approach, Philadelphia: W.
B. Sauders.
번역서
송경현･박용훈(역), 1994, ｢교통과 도시계획｣, 서울: 명보문화사(Blunden, W. R. and
Black, J. A., 1984, The Land-use/Transport System, 2nd ed., New York:
Pergamon Press).
Internet Web 자료(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통계연보 2003을 참고하였을 경우)
http://www.metro.seoul.kr/kor2003/main/index.html

11. 감사의 말 등 표기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2) 논문의 접수일, 심사완료일 및 최종원고채택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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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논문 심사
1. 심사대상
1) ｢서울도시연구｣에 게재하려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심사절차
1) 1차 심사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를 하여 투고된 논문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1차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2) 재심사 : 1차 심사 결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저자의 원고 수정 후 재심사를
수행한다.
3.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편집위원을 선정한 뒤 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
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 등을 검토해 투고논문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전공자를 추천해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추천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한다.
4) 만일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편집
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다른 편집위원이나
전공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서울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연구원 직
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7)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8)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로 나온 논문의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수행해야 하
는데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의뢰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9)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의 신분은 심사위원 상호간 및 투고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논문심사 기준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
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① 논문 주제의 적절성
②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료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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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⑤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⑥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⑦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⑧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익명성
1)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
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논문심사 판정
1) 1차 심사결과는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1) ‘현 상태 게재’는 원고 내용 그대로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2) ‘수정후 게재가’는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3) ‘수정후 재심사’는 논문이 대폭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4) ‘게재불가’는 본지의 논문으로 게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2) 재심사 결과는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판정의 이유와 근거를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에 작성, 소정의 기간 내에 본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7. 논문심사결과의 처리
1) 논문심사결과가 나오면 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의견서 사
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판정과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편
집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해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동일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현 상태 게재,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또는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경우 ‘수
정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②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심사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올 경우 차악(次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현 상태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경우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3)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로 나올 경우 재심사는 1차 심사 때 수정후 재심사로 판
정한 심사위원이 1차 심사 때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수행한다.
(4)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논문심사결과 처리 일람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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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5) 1차 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가’ 판정이 나와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수정보완 여부 확인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현 상태 게재’ 판정이 나온
논문이라도 수정보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 절차에 따른다.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경우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정 확인과정
에서 분명한 이유와 근거 없이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지적사항대로 원고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본지 편집위원회의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
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는 이의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발
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논문의 심사평은 필요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 처리절차를 일람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결과

판정

심사위원 3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함

-

게재하지
않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함

-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함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함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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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부정 행위의 처리
1) 투고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2)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
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3)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본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9. 투고논문 심사위원 위촉, 심사, 수정보완, 수정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10일 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투고논문이
서울도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주 내로 연장한다.
2) 1차 심사 :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의뢰받은 후부터 2주 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
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거절, 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재심사 :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의뢰받은 후부터 10일 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
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논문 수정보완 : 1차 심사 및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외하고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나온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의뢰받은 후부터 10일 내에 수정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수정보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5) 논문 수정확인 :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수정보완한 논문에 대해 수정확인을 해야 하는데, 1차
의 경우 10일 내에, 그 이후에는 7일 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얼마간 연장할 수 있다.
6) 수정확인 결과에 따른 논문 수정보완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확인 및 검토의견에 따라
1주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수정보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Ⅳ. 발 간
1. 원고 교정
1) 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심사 결과 및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 결과 ‘현 상태 게재’로 판
정난 논문에 대해 최종 교정을 담당한다.
2) 본지 편집위원회는 오탈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기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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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게재
1) 편집위원회에서는 교정 및 편집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호 발행일 이전 적절한 시기에 게재
원고를 확정해야 한다. 논문 수정 및 편집상의 이유로 해당 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2) 원고의 게재순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 확정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지원비 지급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연구지원비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기초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1) 본지는 1년에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본지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발행횟수를 조정할 경우
발행일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5. 발행 부수
1) 본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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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연구윤리규정

2009년 6월 1일 제정
2011년 5월 27일 개정
2018년 5월 2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서울도시연구｣에 연구결과를 게
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
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서울도시연구｣에 제출된 논문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이 윤
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저자이다.

제2장 편집위원 윤리지침
제3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
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취급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서울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논문심사 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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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사위원 윤리지침
제7조 (논문심사의 성실성과 적실성) 심사위원은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
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 (논문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 (논문심사의 타당성)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논문심사의 비밀 보장과 사전 인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4장 저자 윤리지침
제11조 (저자의 의무) 연구자는 학문추구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고,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
든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제13조 (자기표절)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제14조 (이중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타 학술지를 통해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
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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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조 및 변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와 변조는 일종의 사기행위로서
연구자는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야 한다.
제18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 본지 편집위원회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전
에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IRB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간 대상 연구를 투고할 경우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서약) 연구자는 저자 윤리지침에 따라 논문 투고 시 본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제20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투고논문에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
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
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본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