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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

에 따라 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성과

는 크게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의 성과를 투자 사업 실시에 따른 1차적인 산출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2차적인 산출물인 사업대상 지역 주민의 욕구충족이나 가치실현에 미친

영향으로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공공투자사업의 성과 평가는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 측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과 측정 방법은 객관적 평가

와 주관적 평가로 나누어진다. 객관적 평가란 객관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양적 측면 즉, 주로 공공투자지출의 효율성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파

악하는 방법이고 주관적 평가는 공공투자지출이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미

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 평가 방법은 성과를 투입과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1차적

산출물로 그 개념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 산출물인 사업 대상 지

역주민의 욕구충족이나 가치 실현에 미친 결과로까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성과의 의미를 2차적인 산출물로까지 확대하여 볼 경우 주민

들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민 지향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 경제적 성과와 같은 효과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둔 평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응성 제고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공평성까지 고려한 평

가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1차적 산출물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하기 보다는 성과의 의미를 2차적 산출

물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

하였다. 또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을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1차적 산출물 즉, 사업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업 실시에 따른 사

업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나타내는 주

민참여 역시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또 다른 성과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만족도에 있어 주민참여가 사업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구가설 1)을 설정하였고 사업의 효과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역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

로 입증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구성하는 4개의 독립변수

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농지용도의 다양화 여부를 나

타내는(B2)가 다른 독립변수보다 주민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참여의 경우 역시 사업의 효과와 마찬

가지로 주민참여를 구성하는 4개의 항목 중 사업의 일관적인 집행 여부를

검증하는 (D3)가 주민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연구가설 2)는 수혜대상자들 중 벼농사의 수확량에 의해 소득이 전적으

로 결정되는 저소득 농민과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의 수혜대상자 중 저소득 농민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표 달

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생계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사

업의 주체인 한국 농어촌 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어 하는 강도가



 

다른 수혜대상자들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수혜대상자의 소

득 수준의 차이가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와 상호작용하면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이론적 논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관심의 초점을 농촌

개발로 좁혀보았을 때, 주민참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있어 도시계획 분

야와는 구별되는 나름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논의의 대상이 유럽의 경험

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

용해 볼 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주된 자원으로 사용된 4대강 준설토

의 토질의 적합성 문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4대강

준설토의 토질의 적합성 문제는 사업집행과정에서 자갈 등이 발견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집행과정의 문제는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뒷받침한다.

사업계획 또는 집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적실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고장 고유의 자연적,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간의 매개체로서 주민참여를 정책

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

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한

인터넷 이용률이 주민 참여에 한 유형인 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수혜대상자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와 상호작용하여 저소득수혜대상자의 경우 주민참여가 주민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조절변수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강화와 약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책 평가인 총괄평가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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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크게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공평성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수행하

는데 먼저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의 경우 사업의 성과를 측정

하는 또 하나의 성과 평가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공공투자사업의 정책평가를

함에 있어 공평성의 기준 역시 충족시켜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사업의

성과인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수혜대상자의 소득 수준의 차이를 조절

변수로 하여 소득 수준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공평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함

의가 있다.

주요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사업의 효과, 주민참여, 성과 평가 지표,

조절효과, 정책 평가

학 번: 2008-2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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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약 140개 지구에 대하여 동일하게 농경지 리모델

링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구마다 국회예산정책처 (NABO)

에서 시행한 사전 조사1)에 근거해 볼 때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만

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해 보고자 한

다.

[그림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개념도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언론보도 처리결과 및 NABO 인터뷰 내용 - (부록1)로 처리함.

국회예산정책처. (2012).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및 평가」. pp17-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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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공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성과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성과는 국민에 대한 공공

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서 공적 자원의

지출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공공사업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윤식, 2007).

여기서 성과라는 용어는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명

확한 개념정의가 어려운 편이다. (김영기, 1991). Richard Kearney &

Evan Berman (1999)는 성과의 개념이 생산성(productivity)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자원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

용을 성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능률성과 같은 생산성의 좁

은 의미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는 단지 능

률성(efficiency)의 의미만을 강조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능률성의 개념뿐

만 아니라 효과성(effectiveness) 및 공평성(equity)등 다수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채종훈, 2010)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의 성과를 투자사업의 실시에 따른 1차적인 산출물

로 볼 것인가 아니면 2차적인 산출물인 사업대상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이

나 가치실현에 미친 영향으로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공공투자사업의 성과평가는 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

적 및 주관적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 측

정 방법에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있으며 객관적 평가란 객관적

으로 인지될 수 있는 양적 측면 즉, 주로 공공투자지출의 효율성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는 방법이고, 주관적 평가는 공공투자지출이 최

종적으로 주민에게 미친 영향 즉, 주민욕구의 부응정도를 측정하려는 방법

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 평가 방법은 성과를 투입과 과정을 통하여 발생

하는 1차적인 산출물로 그 개념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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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 대상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이나 가치 실현에 미친 결과로 파악한

다는 것을 말한다. (채종훈, 2010). 즉 성과의 의미를 2차적인 산출물로 볼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민 지향적이라

는 장점을 가지게 되며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응성

(responsiveness) 제고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1차적인 산출물

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의

의미를 2차적인 산출물로 추정하여 이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

고자 한다. 또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

견을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농경지 리

모델링 사업의 1차적 산출물 즉, 사업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나타

내는 주민참여 역시 사업의 성과에 대한 또 다른 성과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성과와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를 측정

하여 조사해봄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란 매년 홍수 때마다 물에 잠겨 농작물 피해를 입

는 저지대 농경지의 높이를 평균 2.6(m) 높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

로, 용수로 및 배수로까지 새로이 정비하고 재해에 안전한 우량 농경지를

만들어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농경지 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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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사업을 통하여 농지의 가치를 높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새

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정비로 발생 되는 준설토를 사용하여 제

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이고자 한다. 이 사업은 한국

농어촌 공사가 131개 지구, 지자체가 9개 지구를 담당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회 지적사항인 오염된

준설토 반입,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관련 절차 준수 여부, 추가 요구 민원

등 사업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2).

그러나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성과로 ①농경지의 가치 상승, ②

영농보상비 등 시간적 · 금전적 혜택, ③농지 용도의 다양화 , ④농가 소득

의 향상 등을 제시하며 1차적인 산출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의미의 사업의 성과인 2차적 산출물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2차적 산출물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

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언론 보도 처리

결과 및 NABO 인터뷰 내용”을 사전조사로 삼았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시

된 8개 지역 수혜주민들을 대상으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만

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2차적 산출물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즉, 사업의 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2).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및 평가」. pp17-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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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 기재된
수혜자 수

실제 수혜자
수

연락처 변경 및
비수혜대상

풍천1지구 14 7 7

풍천2지구 14 14 0

화제지구 17 15 2

용두지구 16 16 0

옥정지구 10 10 0

고동지구 20 19 1

관정지구 11 9 2

이창지구 13 10 3

계 115 100 15

<표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수혜 대상자> (단위: 명)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

업생산기반정비사업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실시된 총 140개 지구 중

data를 구할 수 있는 8개 지구로 한정하였으며 이 중 실제 설문 조사를 진

행한 결과 전체 115명 중 15명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수혜자가 아니거

나 명단에 기재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유효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사업 지구간 표본 수 차이의 원인3)은 ➀ 4대강 준설토 양의

발생의 차이, ➁ 준설토로 처리할 수 있는 농경지 면적의 차이, ➂ 4대강
준설토 농경지로부터의 운반 거리 차이, ➃ 해당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찬
성도와 호응도에 따른 대상자 수의 차이 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3) 한국 농어촌 공사 4대강 정비팀장과의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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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 수혜 대상자의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농경

지 리모델링 사업 중기재정 소요 및 평가를 위해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진

행하면서 얻을 수 있었다.4)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사례연구의 이론적 논

의5)

1. 사례연구의 외적타당성

1) 사례연구의 일반화가 문제 되는 이유

사례연구의 일반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엄밀성이 부족하기 때문

이다.(Yin, 2003). 증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편의(bias)를 지니기 쉽고 이로

인해 자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사례연구든지

조사자는 수집된 모든 증거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제시해야만 하는

데 조사자에 따라서는 연구 자료를 특정 의도에 맞게 가공하는 일이 있다

는 것이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12).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및 평가」. pp17-28. 인용.

5) 김병섭, (2008),「편견과 오류줄이기」, 법문사, pp.432-44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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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여

지가 큰 연구방법이 사례연구이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경험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생기며 이것이 연구의 내적타당성과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일반화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비교연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일반화의 논리 상 개별언명의 관찰을 바

탕으로 이루어지는 귀납을 통해 보편언명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

으로 모든 사례는 하나의 관찰언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특

수한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윤

견수, 2007) 이와 같은 사례연구의 낮은 일반화 가능성은 사회과학을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서 치명적이라는 평가이다. 사회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복

제가능하며 엄밀한 연구절차와 연구 활동,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분석과 가

설검증을 통해 일반화된 보편언명의 획득에 있기 때문이다.

2) 사례 연구의 일반화 필요성

이와 같은 사례연구방법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방어논리가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방어논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다른 연구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

례연구의 특성과 목적상 일반화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는 입장, 둘째, 사례연구 역시 일반화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 일반화 제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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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된 세부적인 연구전략과

방법을 ➀ 이론에 기반한 사례의 선정 ➁ 정교한 연구설계 ➂ 메타 사례연
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이론에 기반한 사례의 선정

사례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 선정에 있어서 전략

적인 검토가 요구된다(Mitchel, 2000). 그러나 근거한 일반화의 관점에 따

라 사례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특정 이론을 지지할 것이냐 아

니면 반증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례 선정의 기준이 이론이나 모집단을 대

표하는 사례를 선정할 수도 있고, 이론을 반증하는 사례를 선정할 수 도

있다. 첫째, 특정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인과관계나 특정한 연구 대상의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사례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사례는 하나의 사건(instance) 또는 예시(example)라기보다는 특정 현

상을 대표하거나 공통점을 내포하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의 선정에는 이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례 선정이 이론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Gomm et al, 2000) 즉, 대표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공히 중요하다. 둘째, 사례 선정의 중요성은 사례연구를 통

한 이론의 반증으로 이론적 일반화를 추구하는 반증주의 입장에서도 중요

한 전략이 된다. 즉, 이론의 반증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사례(critical case)’

의 선정이 사례연구와 이론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다.(Flyvbjerg, 2006).

Popper가 주장한 반증과 사례연구를 결합함으로서, 기존의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결정적 사례를 통해 이론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반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전체적으로

는 자연적인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병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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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밀한 사례연구설계와 연구절차

방법론적으로 타당한 사례연구설계와 연구의 엄밀성 제고를 위한 평가

기준의 적용을 통해 사례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

다.

(3) 메타 사례연구

사례 연구들에 대한 연구, 즉 메타 사례연구를 통해 일반화를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사례 서베이와 같이 사례연구의 결과를 수집하여 양적으로 분

석하는 메타연구의 경우, 단일 사례로 인한 연구의 일반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Mcclintock, et al, 1979;

Larsson, 1993). 이와 같은 사례연구의 메타 연구는 첫째, 전체 연구공동체

의 차원에서 사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연구의 대상과 거점, 연구의 시기, 연구 주제, 변수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 등 다양한 기준에서 메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변수들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게 될 경우, 사례연구 결과의 일반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건 하에서 특정한 변수간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어떠한 변수가 전체 변수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

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결국,

메타 사례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져 온 사례연구가 제공하는 풍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사례연구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반

화와 지식의 축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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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사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질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연구 질문을 명확히 할 때, 메

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례연구의 모집단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사례연구설계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혼란변수들을 고려해야 한

다. 특정 변수들의 영향관계는 메타 사례연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넷째, 메타 사례연구가 가지는 표본의 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표본의 추출방식으로 인한 가중치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Jensen

& Rodgers, 2001).

제 2 절 주민참여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및 개념

주민참여의 의미는 학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참

여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참여주체와 참여효과 및 참여과

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6) 종래정치, 행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수 집단

및 일반주민 등을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뜻이다.

또한, 주민운동의 진전에 따라 정부에 대한 보다 많은 응답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공개성과 주민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신공공

관리론의 “고객지향적 행정”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행정 서비스 구현

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7) 다시 말해서,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6) 최장호. 지방행정론. 「지방제도자치제도론」, 삼영사, p.58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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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방법으로 높은 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요구에 민감

하게 반응함으로써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고객지향적 행정”

에 따르면 국민 및 주민을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 정의하고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추구할 때,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행정체

제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노력으로써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의 구현이라

는 정책목표에 있어, 주민참여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

한다.

2. 주민참여의 필요성8)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크게 정치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나

타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주민참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하고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구

현을 위한 지방차원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킨다.(서대섭, 2009) 둘째, 행

정적 측면에서 주민참여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

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반목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자발적 활동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

고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주민들에 의하여 정책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서대섭, 2009)

3. 주민참여의 장·단점

7) 김판석, 김행범, 하혜수, 김철회. 「테마 행정사례 연구」, 법우사, p.55-57, 인용.

8) 서대섭 (2009). 주민참여형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20-46. 인용.



`

- 12 -

1) 주민참여의 장점

주민참여의 장점 또는 편익(benefits)으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Zimmerman의 견해9)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 지역특성의 반영, 집행의

촉진, 책임성의 확보 등을 들고 있다.

2) 주민참여의 단점

주민참여의 단점으로는 참여에 따른 비용의 문제, 주민참여의 대표성 및

정당성 문제, 권력에의 흡수 및 포섭의 문제, 행정책임의 회피·전가 문제

등이다.

4. 선행연구의 검토10)

농촌의 마을재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 자체에 대해 고찰하

고 있는 윤원근11)의 연구와 마을 가꾸기 사업들의 사례를 들어 그 성과와

과제를 다룬 임경수12), 송미령·박시현13)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9) Joseph F·Zimmerman, Participatory Democracy, New York : Praeger, 1986, p.3.

10) 서대섭 (2009). 주민참여형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20-46. 인용.

11) 윤원근, (2004),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 발표자료

12) 임경수, (2001), “주민자율적 마을 가꾸기의 과제”, 송미령 · 김홍상(편), 「국토이용체계 개편

에 따른 농촌계획의 위상과 방향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국토연구협의회

13) 송미령·박시현, (2002), “주민자율적 마을가꾸기 현황과 성과 분석”,국토계획,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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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법제도 자체로 논의가 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 및 전문가 등

의 지원 하에 마을개발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정

성적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서대섭, 2009)

주민참여의 의의에 대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룬 송미령14)의 연구는 주

민에 의한 마을개발사업이어야만 부존자원(인적자원)의 최적 활용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주민참여가 농촌 마을개

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서대섭,

2009) 그러나 이 역시 다소 규범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농촌개발 여건까지 감안한 주민 참여의 의의 자체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주민 참여의 수준 자

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드물며, 나아가 주민참여와 사업의 성

패 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는 논의 역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5. 농촌개발 분야의 주민참여적 접근15)

관심의 초점을 농촌개발로 좁혀보았을 때, 주민참여가 중요하게 대두되

는 데는 도시계획 분야와는 구별되는 나름의 특수한 사정이 놓여 있다. 논

의의 대상이 유럽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

다. Lowe et al (1999)의 연구는 무엇보다 유럽의 경우 전통적인 외생적

(exongeous) 농촌개발전략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내생적 (endogenous)

접근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이 특징이다.(서대섭, 2009)

14) 성주인·송미령, (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농촌경제연구원

15) 서대섭, (2009), “주민참여형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pp.38-4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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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적 농촌발전전략(exogenous model of rural development)으로 지칭

되는 전후의 유럽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의 근대화를 목표로 한 발전전략

(modernist development)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의 주변성(marginality)

극복을 주된 관심으로 하였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에 의해 농업생산을 근

대화하고 농촌의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주된 농촌 정책의 기조였

다. 대규모 농가의 육성, 관개 등을 통한 생산기반 정비, 농가 관련 하부구

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등이 그러한 기조 하에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농업 분야에서 노동력이 압출되도록 했고 동시에 농촌의 인구 유출

을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 이외에 다른 부문으로도

농촌 정책의 초점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즉, 기반시설 정비와 교통통신

망 개선, 용지 공급 등으로 제조업을 농촌에 끌어들이고 관광개발 등으로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한

계가 드러났다. 경기 침체에 따라 외부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인 지역일수

록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루어진 곳도 경기

변동과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을 뿐 아니라 지방 고유의 문

화와 환경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얻었던 것이다.(서대섭, 2009)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는 농촌정책이 안고 있던 이러한 문제들이 1980년

대 이후 내생적 접근(endogenous approaches)을 낳게 만들었다.(서대섭,

2009)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고장 고유의 자연적,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이러한 접근의 기본 시각이다.16)

특히, 과거와 같이 1차 산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인프라의 개선에 역점

을 둔 정책들은 내생적인 개발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을 단지 외

16) 유럽의 경우에 내생적 발전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의 연원을 가지고 있

다.(Lowe et al. 1999). 첫째, 과거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몇몇 농촌지역들(예: 제3이탈리아)이 경

제재구조화와 함께 새로이 경제활력을 보이는 데 주목하는 입장이다. 둘째, 유럽의 주변부 낙

후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던 움직임으로 지역주의(regionalist movements)와 상향식 접근법을 강

조한 시도이다. 셋째, 농촌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입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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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경제적 영향력이 작용하는 곳으로만 여겼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을 이

루고 있다.

제 3 절 소득에 따른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소득에 따른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7)

주민참여는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

진을 위해 행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Alder&Goggin, 2005), 일반적

으로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Uslaner &Brown, 2005;

Zukin, 2006).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는 지역 내 주민이 자원배분

과정에 관여할 목적으로 지방정부 정책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제반

활동(Brady, 1999)을 말하며, 사회참여(civic engagement)는 주민이 지역

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Brint

& Levy, 1999: 164)를 의미한다.(금현섭·현승숙, 2011)

1) 소득불평등에 따른 정치참여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는 주민, 특히 일반주민이 선출직 공직자

나 관료가 행하는 자원배분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다. 정치참여의 방법에는

크게 선거참여를 통해 공직자선출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이미 선출된

17) 금현섭, 현승숙, (2011)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에 따른 주민참여”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2

호 (2011), pp. 163-16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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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나 관료가 수행하는 정책결정과정에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자발적 정치활동(political voluntary activity)으로 구별할

수 있다.(verba & Nie 1972:2) 이러한 참여활동은 정책행위자를 통해 간접

적으로 공공문제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주민이 결사체를 형성해서 직접 공

공문제를 다루는 사회참여와 구분된다.(금현섭·현승숙, 2011)

2)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참여

사회참여란 (civic engagement) 주민이 지역 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서 시민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에 따라 사회참여의 참여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 의하면 주

민개인의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 여부는 지역 내 소득 불평등

수준과 부정적 상관성을 보인다.(Alesina & La Ferrara, 2000; Costa &

Kahn, 2003). 이러한 결과는 주민개인이 자신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

들과 결사체를 결성하고 상호교류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금현섭·현승숙, 2011) 지역 내 동질성이 확보될수록 구성원 간 협의를 통

한 자발적 결사체18)의 결성과 자치적 규범의 제정 및 적용 등이 원활해 질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 지역 내 불평등이 커져서 계층 간 분화가 심화되

고 동질성이 약화된다면, 결사체의 결성과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 주민 간

교류 기회 역시 줄어들 수 있다.(Knack & Keefer,1997; pp.1278 -1279)

3) 저소득층의 정보격차와 사회참여의 관련성

18) 자발적 결사체는 가족과 친구 등 혈연과 지연으로 구성된 1차적 집단이 아닌 국가와 시장의

중간에 자발적으로 형성한 2차적 집단이며 그 예로 레저·종교·정치·경제·여성 단체 등을 들 수

있다.(Warren, 2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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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정책과 관련된 홍보의 영향력 및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발

생함으로써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사회참여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인터넷 사용능력 및 IT 사용률이

단순한 정보의 접근성 및 개인의 활용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보를 습득하고 개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

단으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금현섭·현승숙, 2011)

과거와 달리 인터넷 사용능력은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

하며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타 집단이나 개인에

비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정책대상자로서 정책효과를 수혜하는데 어려움

이 발생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정보의 불평등성이 정책효

과의 차이를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정보격차는 다음의 <표2>19)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사회참여 범위를 제한하고 그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

서 소득수준별 정보접근성은 사회참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부

사업의 정책효과 및 수혜대상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저소득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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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

전혀 사용 못함 초급 중급 고급

전체 1868 55.1 30.1 13.1 1.7

성별
남 916 54.9 30.2 13.3 1.5

여 952 55.3 30 12.8 1.9

연령별

19세이하 922 53 28.1 16.4 2.5

20대 171 29.1 42.4 24.4 4.1

30대 263 47.9 38.8 12.5 0.8

40대 351 66.1 29.3 4.6 0

50대이상 160 82.5 16.3 1.3 0

지역별
도시지역 1753 54.2 30.6 13.5 1.7

군지역 115 67.8 23.5 7 1.7

학력별

초등졸이하 639 70.7 20.5 7.7 1.1

중졸 447 45 34.7 17.7 2.7

고졸 709 49.5 34.8 14.1 1.6

대졸이상 73 34.2 41.1 21.9 2.7

직업별

농/임/어업 25 68 32 0 0

서비스/판
매직

154 54.5 36.4 7.8 1.3

생산/관리
직

173 64.7 29.5 5.8 0

전문관리/
사무직

44 29.5 34.1 27.3 9.1

가정주부 237 63.7 27.4 7.6 1.3

학생 950 51.7 28.3 17.6 2.4

무직/기타 284 56.7 34.5 8.8 0

무응답 1 0 100 0 0

가구소
득별

50만원
미만

361 57.9 29.9 11.1 1.1

55-99만원 651 55.7 28.8 13.8 1.7

100만원이
상

843 53.1 31.4 13.5 1.9

무응답 12 75 16.7 0 8.3

<표 2 . 인터넷 사용능력: 전자정부 및 사회참여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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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주민만족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의 검토

1. 주민만족도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20)

1970년대 중반 고객만족(consumer satisfaction)개념이 미국 문헌에 처

음 등장한 이후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학문적 차원과 실무적 차원에서 진

행되어 왔다. 그러나 고객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인 관

심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수립과 관련해서 시작되어 기본적인 개념의 개발

보다는 광범위한 특성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고객만족의 개념에

관해서 학자들 간에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종수,2003)

Parasuraman et al21)은 고객만족은 서비스 품질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하

면서 “만족은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비교에 의한 결과이며, 서

비스 품질은 요구되는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비교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Bitner and Booms22)는 “만족은 개인이 서비스 거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고 개인이 인지한 서비스는 서비스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였다.(최형식, 2009) 이처럼 고객만족도 측정

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운

20) 최형식, (2009),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경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pp 44-79. 재인용.

21) Parasuraman, A, Zeithaml, V. A, and Berry, L. L.(1994), Reassessment of Expectations as

Comparision Standard in Measuring Service Quality: Implication for further Research,

Journal of Marcketing, 58(1):111-124.

22) Bitner, M, J&Booms, B (1981). Marcketing Strategies and Organization Structures for

Services Firms, In Donnelly, J.& George, W (Eds) Marcketing of Services (pp-51). chicago

: American Marcket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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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를 지수화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고객만족도 측정결과가 일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기업이나 기관의 운영

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

기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23) 이를 측정한 주민만족도를 어떻게

지수화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점이다.(최형식, 2009)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려면 우선 주민만족의 정의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주

민만족은 수요자와 효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성상 주관적인 것이라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 주민만족에 대한 정의는 학과에 따라 관심영역이 달라

다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의 기대와 평

가 간 차이가 만족 ․ 불만족이며, 실제 평가가 기대보다 높으면 만족이고

실제평가가 기대에 비해 낮으면 불만족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족 수준을 거시적 마케팅 불만족과 미시적 마케팅 불만족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마케팅 불만족은 서비스 공급자가 용역을 생산하여 분배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을 말하며, 미시적 마케팅 불만족은 서비스의

특정 생산자, 서비스의 제공자,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족을 말한다. 행정학

적 관점에서의 제 이론을 살펴보면 Marans, Rodgers는 객관적인 환경과

인식적인 환경, 주민의 개인적 특성, 비교기준, 공동체와 이웃의 만족도들

사이의 연관을 보이는 환경 만족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사람들이 거주하

는 지역은 공간적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거주 형태를 가지지

않고 일정한 공간적 형태를 형성하게 된다. 예컨대, 비슷한 경제적 수단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 사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해 인종, 교육, 수입, 나이, 집 소유상태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 등과 같은 객관적인 환경의 속성에 따

라 생활하는 공간이 달라진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는 점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이나 정책은 재분배의 관점에서 그 지역에

23) 임종수 (200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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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람들의 욕구나 선호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 만족 모델에

서는 우리들의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환경과 같은 객관적인 환경속성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이런 객관적인 환경 속성에 대한 인식에는 태

도, 언어, 억양, 복장 같은 사람의 특성이 관련된다.(최형식, 2009)

고객 지향적 행정 관점에서 주민만족도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말하며, 주민이 어떤 서비스

를 필요로 하며, 주민에게 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등의 사항을 행정기

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에 관한 주민의 견해와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과제로서의 고객 지향적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가 모두 엇갈린다.(최형식, 2009)

Stewart24)에 따르면 고객 지향적 행정은 주민에게 행정기관의 정책과

의사결정 내용 및 정책 결정에 도달한 이유를 알 권리, 행정기관이 고려하

고 있는 중요이슈들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행정 기관의 실적을 평

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최형식,

2009)

Potter25)는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서비스의 목표, 행정서비스의 기준, 행

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최형식,

2009)

24) Stewart, John, Understanding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its special purposes,

conditions and tasks, Longman, 1988.

25) Potter, Jenny, Consumerism and the Public Sector : How well does the coat fit? In David

McKevitt & Alan Lawton,(eds), Public sector Management, 250-264, london: sage

Publication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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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dt26)는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주민의 욕구는 서비스 전달

이나 관료들의 태도와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Wagenheim

and Reurinks27)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민은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와 커

뮤니케이션, 대응성, 문제 해결성에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이 있는 서비스

의 전달, 구성원의 능력, 정확성, 정중하고도 친절한 서비스 등을 기대한다

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학자들의 주민 만족 개념에 관한 선

행연구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최형식, 2009)

26) Schmidt, Stuart M, Client-Oriente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its special purposes,

conditions and tasks, Longman, 1988.

27) Wagenheim G. D., Reurink, Customer Service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3):

266-269,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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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외국학자들의 주민 만족 개념의 정리>

학자 견해

Stewart

고객지향적 행정은 주민에게 행정기관의 정책과 의사
결정의 내용 및 정책 결정에 도달한 이유를 알 권리,
행정기관이 고려하고 있는 중요이슈들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행정기관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함.

Potter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서비스의 목표, 행정서비스의 기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Schmidt
행정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관한 주민의 욕구는 서비스
전달이나 관료들의 태도와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견해임.

Wagenheim&
Reurinks

일반적으로 주민은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문제 해결성에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의 전달, 구성원의 능력, 정확성, 정중하고도 친절한
서비스 등을 기대한다는 주장을 함.

출처: 신경숙(2006)

한편, 국내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이종범28)은 주민이 원하는 정책 및

행정의 실질적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고객 지향적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주민이 원하는 정책과 행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그 내용 측면에서 주민을

얼마만큼 만족시키는지를 파악하며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최형식, 2009)

28) 이종범, 고객지향적 정부의 이념과 가치, 「고객 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 토론

회」자료집,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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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과 박중훈29)은 주민만족을 위해서는 서비스, 행정기관 이미지, 행

정 서비스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동시에 잘 관리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

나가 잘 되어 있더라도 다른 요소가 정책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만족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주민만족의 요소들이 공히 잘 제공될

때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최형식, 2009)

김병국30)은 지방화 시대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인 시책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민이 만족

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행정 수요변화에 대한 정확

한 전망과 민원행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의 변화와

쇄신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최형식, 2009)

박세정31)은 고객 지향적 행정은 소극적으로는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국민이 정부로부터 입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손상 등 제반 비용에 대한

행정고객의 부담을 극소화하는 것이며, 좀 더 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가치창출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

다.(최형식, 2009)

임종수32)는 궁극적으로 고객 지향적 행정의 실현은 정책과 행정의 실질

적 내용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결정되고, 이것이 주민이 만족할 수 있

는 행정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형식,

29) 김판석·박중훈, 중앙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공만족도 조사설계.「국민고충처리위

원회 외 주체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 논문집」, 1996.

30) 김병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계 (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6

개 기관.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자료집, 1996, pp.135-154.

31) 박세정, 지방행정의 경영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8(1), 1996, pp.117-129.

32) 임종수 (200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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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함재봉은 주민만족도를 지방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민만족

도는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실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고 하였다. 지방정부의 행정활동에 대해 주민이 어느 정도 만족했느냐에

초점을 둔다면 행정수준과 주민만족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따라

서 주민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행정활동 방향설정에 매우 중

요한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최형식, 2009)

이러한 주민만족에 관한 논의의 핵심 개념을 정리해보면 첫째, 만족이란

주관적인 심리 현상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마음 상태

이다. 둘째, 만족은 행정서비스 대상에 대한 규범의 적합성과 비교하는 하

나의 평가 반응이다. 셋째, 만족이란 반드시 경험이나 기대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넷째, 만족이란 평가 측면에서 집합적이며 다양한 경험적 측면들

을 모두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만족이란 경험적 투입이 만족을 창출

하는 판단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족이란 주민의 수요와 충족정도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최형식, 2009)

이상의 국내학자들의 주민만족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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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학자들의 주민 만족 개념 정리>

학자 견해

이종범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란 주민이 원하는 정책 및
행정의 실질적 내용을 제공하는 것임. 행정기관은

주민이 원하는 정책과 행정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그 내용 측면에서
주민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함.

김판석 ․ 박중훈

주민만족을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 이미지, 행정서비스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동시에 잘 관리해야 하며 하나가
잘 되어 있더라도 다른 요소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우며, 주민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주민 만족의 요소들이 공히 잘 제공되어야 함.

김병국
민원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변화와 쇄신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박세정

고객 지향적 행정은 소극적으로는 행정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국민이 정부로부터는 입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손실 등 제반비용에 대한 행정 고객의 부담을
극소화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을 위한 가치 창출에 두어야 함.

임종수

궁극적으로 고객 지향적 행정의 실현은 정책과 행정의
실질적 내용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결정되고,

이것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전달 체계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함.

함재봉

주민만족도는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실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방정부의

행정활동에 대해 주민이 어느 정도 만족했느냐에 초점을
둔다면 지방정부의 행정활동 방향설정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됨.

출처: 신경숙(2006)



`

- 27 -

2 . 주민만족도의 개념 정의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민만족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이

용 경험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반응의 결과로 정의하며 사업

의 효과와 주민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의 효과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정책 효과로 명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수혜대상자들의

체감도 및 인지도를 기준으로 설문문항을 만들었으며 주민참여는 사업집

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수혜대상자의 소득 차이가

사업의 효과 및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가 주민만족도에 직접적

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1차적으로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제시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인 사

업의 효과와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주민 참여를 핵심 독립

변수로 상정하고 종속변수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이 때, 지구, 나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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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직업, 총 가구원 수, 농경지 이용방식, 해당 농경지 규모, 마을 거주기

간 등과 같은 변수들은 통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응답자 별 월 평균 소득을 독립변수에 추가한 후, 다른 독립변

수들과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이들이 월 평균 소득과 1차적으로 분석

하였던 중요 변수들인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에 관해 살펴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형상화하면 다음 <그림2>과 같다.

[그림 2. 분석모델]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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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경제적 성과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반영 정도 및 절차상의 문

제)가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서, 사업의 성과를 나

타내는 다양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성

과의 달성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과는 능률성과 같은 생산성의 좁은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보다 광범위한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단지 능률성(efficiency)의 의미만을 강조하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능률성의 개념뿐만 아니라 효과성(effectiveness) 및 공평성

(equity)등 다수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특히, 과거와 같이 1차

산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인프라의 개선에 역점을 둔 정책들은 내생적

인 개발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을 단지 외부의 경제적 영향력이

작용하는 곳으로만 여겼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고장 고유의 자연적, 인적, 문화적 자원들

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민참여적 접근의 기본 시각이다.(채종훈,

2010)

따라서 사업의 효과와 주민만족도 간에 (+)선형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농

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지의 가치를 높여 농

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린다는 정부가 제시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

업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사업의 효과에 주민

참여를 추가할 경우, 주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선형의 관계가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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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난다면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를 측정하는 주민참여로 인해

사업의 효과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의 관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집행 과정상에서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가 사업의 또 다른 성과, 2차적 산출물인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럽의 경우와 송미령의 연구에 따르면 주민에 의한 마을 개발 사업이어

야만 부존자원(인적자원)의 최적 활용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주민참여가 농촌 마을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는 연구의 실증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따

라서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가 주민만족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만약,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가 주민만족도와 (+) 선형의 관계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여 수혜대상자의 해당 지구, 나이, 성별, 직업, 총 가구원 수,

해당 농경지 소유 형태, 농경지 이용방식, 해당 농경지 규모, 마을 거주기

간 등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도 계속적으로 (+) 선형의 관계가 나

타나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사전조사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언론 보도에 따른 NABO 인터뷰” 결

과를 참고할 때, 사업이 실시된 총 140개 지구 중 8개 지구에서 집행과정

상의 문제점과 추가정비작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사

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농민의 경우, 사실상 농사를 포기하거

나 해당 사업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낸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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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시행한 농경지 리모델

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또는 주민참여(주민들

의 의견반영 정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농사를 포기하고 사업에 대해 불만

족스러움을 공공연하게 나타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가

농촌 마을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수혜대상자의 소득과 같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혜대상자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사업의 효과와 주민

참여와 함께 상호작용함으로 인해 주민만족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저소득 농민의

경우, 농사를 포기하거나 해당 사업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낸 사례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 결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마을개발사업

에 대한 주민참여의 의의 자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실증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다소 규범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에 비해 주민참여 자

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로써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필요

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주민만족도와 같은 2차적

산출물 역시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음에 기인할 때, 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즉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와 같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이

나 가치실현과 같은 광범위한 의미의 2차적 산출물 및 성과 또한 주민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을 경제적 성과에 국한하거나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성과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더불

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행정에 있어서 국민 또는 시민을 “고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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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고객주의와도 맥을 같이 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2 . 연구가설 및 분석틀

제 4 장 연 구 방 법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 설계

⃟ 연구가설 2 : 사업의 효과 또는 주민참여는 주민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1 :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는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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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서베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33)

(1) 사례 서베이의 정의와 절차

사례 서베이는 사례 연구에 대한 메타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기존의 사

례 연구에 대한 양적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례 서베이는 한

편으로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사례 연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각각의 사례를 관통하는 경향에 대한 양

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례연구의 단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연결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

다.

사례 서베이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즉 ➀ 
연구문제와 관련된 사례연구결과들의 수집, ➁ 질적인 사례 기술의 양적

변수화를 위한 자료 코딩 체계의 구성 (design of coding scheme), ➂ 사
례의 특성과 사례 내 변수간 관계의 평가를 수행할 다양한 평가자의 선정

과 교육, ➃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의 순으로 사례 서베이가 진행된다.

Larsson(1993)은 사례 서베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사례 서베이 연구 활동을 세분하고 있다.

33) 김병섭, (2008),「편견과 오류줄이기」, 법문사, pp441-44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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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례 서베이의 연구단계와 활동>

단계 활동

관련 사례 자료의 선정

․연구질문의 개발

․사례선정 기준의 확정

․사례연구결과의 수집

코딩 체계의 구성 ․코딩 체계의 구성

중복적 코딩과 평가자간
신뢰성

․사례연구 결과의 코딩

․코딩고정에 저자의 참여

․평가자간 신뢰성의 측정

․평가자간 코딩결과의 불일치 수정

통계적 분석

․코딩의 타당성 검토

․특정 사례의 성격의 효과 측정

․사례 자료 분석

․연구결과 보고

출처:Larsson(2003)

(2) 사례 서베이의 장점과 단점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사례 서베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

다. 첫째, 사례 서베이를 통해 기존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사례연구 결과들

과 각각의 사례에 내포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낮은 일반화 가

능성과 개별 사례들을 관통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연구의 단점

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코딩체계와 사례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반복성이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사례에 대

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시점, 분석방법, 연구의 대상 등 사례연구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분

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연구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시계열적 분석

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설명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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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례 서베이는 다음과 같은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연구문

제에 적합한 사례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사례 서베이가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결과가 필요한 정보

를 모두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사례연구결과를 조작화하고

수치화하는 코딩과정에서 사례의 복잡성이 과도하게 단순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경제적 성과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와 주민참여(주민들의 의견반영 정도)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실시한 총 140개 지구 중 언론을 통해 문

제시 된 8개 지구 수혜자를 대상으로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삼고 있는 종속변수는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이다. 이는 사

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설문문항으로 측정한다.

2. 독립변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경제적 성과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와

주민참여(주민들의 의견반영 정도)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한 독립변수는 사업의 성과를 경험하거나 체감한 정도를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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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사업의 효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주민참여의 경우 사업집행과

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반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정

의하였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목표는 영농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지의 가치

를 높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려 함이 명확하고 매년 홍수

때마다 물에 잠겨 농작물 피해를 입어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농업인들에

게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려는 데 있다는 사업의 목표를 반영하여 독립변

수는 위의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들을 조작적 정의하여 ➀ 농
지의 가치 상승 , ➁ 농지 용도의 다양화 여부 , ➂ 농지 이용 방식의 변화
➃ 침수피해 예방 효과를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참여의 경우,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해당 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

지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절변수34)

조절변수는 다른 두 변수와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나타나게 하는 변수를 말한다. 조절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킨다. 즉,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간의 관계가 제3의 변수가 취하는 값에 따라 달라질 때 제3의 변수

를 조절변수라고 한다

34) 김병섭, (2008),「편견과 오류줄이기」, 법문사, pp.138-14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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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변수 간 관계]

예를 들면, 비만치료센터에서 2가지 다이어트요법 A, B와 한 가지 운동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하려고 한다. 고객이 다이어트만 했을 경우 A와 B의

체중감소효과는 거의 같았다. 그런데 운동프로그램과 결합했을 경우 다이

어트 A보다 다이어트 B가 체중감소효과가 훨씬 크다고 하자. 이 경우 운

동프로그램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이다. 한편, 고객의

연령 또는 성별에 따라 다이어트 요법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경우

연령 또는 속성이 조절변수가 된다.

통계분석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라고 부르

는데, 독립변수의 영향을 의미하는 주효과 (Main Effect)와 구분하여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라고 부르며, 이를 조

건적 효과(Conditioning Effect), 부수적 효과 (Contingency Effect),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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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효과 (Joint Effect)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절변수와 매개변

수는 모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개입한다는 점에서는 유

사하지만 그 경로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사전조사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언론보도에 따른 NABO 인

터뷰” 결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한 수혜자들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며 농경지 이용방

식이 벼농사 위주여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갈 및 토질의 악화는 기존

벼 수확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수혜자인 100명의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

라 (上· 中 ·下)로 분류하여 조절변수로 설정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측정하여 유의미한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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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측정지표/ 설문문항 변수명

독립변수

사업의 효과

농경지의 가치 상승(B1)
농지용도의 다양화(B2)

농지용도의 방식 변화 여부(B3)
침수피해가 예방된 효과(B4)

X1

주민참여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D1)
해당지역의 특성 반영 여부(D2)
초기 계획대로의 일관된

집행(D3)
하자보수에 대한 만족 여부(D4)

X2

종속변수
사업에 대한
만족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Y

통제변수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지구(dummy)
▾나이
▾성별
▾직업

▾총 가구원 수
▾마을 거주기간

▾해당 농경지 소유 방식
▾농경지 이용방식
▾해당 농경지 규모

C

조절변수
소득의 차이
(上· 中 ·下)

▾응답자 월 평균 소득 Z

<표 6. 변수 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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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설문조사의 방법 및 설문지의 구성

1. 설문조사의 방법

본 연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실시된 총 140개 지구 중 표본을 구

할 수 있는 8 개 지구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화 인터뷰를 사전 조사

로 삼아 해당 8개 지구에 대해 전화 설문 조사 및 개별 면접 형식으로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고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진행하여 부재중이나 설문의 응답

거부 없이 총 100부의 설문지를 모두 100% 회수하였다. 또한, 전화 설문조

사의 부재중으로 개별 면접 형식이 이루어진 용두지구의 경우 직접 리모

델링이 실시된 농경지를 살펴보고 하자보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35).

2 . 설문지의 구성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구

성은 사전조사인 NABO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사업의 효과로 조작적 정

의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와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반영 정도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측정하는 주민참여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 별 개인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 성별, 직업, 총 가구원 수

, 마을 거주기간과 농경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해당 농경지의 소유형태, 농

경지 이용방식, 해당 농경지 규모, 그리고 수혜대상자의 월 평균 소득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35) 용두지구 해당 농경지 사진 (부록2)으로 첨부함.



`

- 41 -

측정개념 및 변수 문항 수 척도

사업의 성과 4 6점 척도

사업의 효과 4 6점 척도

주민참여 1 6점 척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 1 6점 척도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9 명목, 등간척도

사업집행과정 및
하자보수

3 6점 척도

<표 7. 설문 항목의 구성>

설문지 상의 만족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6점은 “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하고, 5

점은 “그렇다” 4점은 “보통이다” 3점은 “아니다” 2점은 “전혀 아니다” 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또한, 1점의 경우는 “알 수 없다”를 추가

적으로 삽입하여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주민 만족도를 측정하려고 노력

하였다.

3 . 통계분석 방법

조사된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인 SPSS

2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SPS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및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분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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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중 하나인 OLS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4 . 자료의 처리

100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 및 응답 거부한 설문 문항의 경우 결측치 처리

하여 해당 지구의 최소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유효 값으로 처리하였다. 또

한, 독립변수 사업의 효과(X1)의 경우 ➀ 농지의 가치 상승 (B1), ➁ 농지
용도의 다양화 여부 (B2), ➂ 농지 이용 방식의 변화(B3), ➃ 침수피해 예
방 효과 (B4)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➂ 농지 이용 방식의 변화

(B3)의 경우 변화 없음(벼농사 위주)을 0점, 논·밭 겸용, 시설원예, 특용작

물, 과수 기타 등을 1점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통제변수인 지구는 더미 변

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5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격적인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통제변수, 조절변

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

댓값 등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보고, 특이치(outlier)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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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척도 빈도
평
균

표준
편차

최
솟
값

최
댓
값

통제변수

지구 1-8 100 4.71 2.138 1 8

연령 1-7 95 4.96 0.967 2 7

성별 1-2 96 1.13 0.332 1 2

직업 1-8 96 1.19 1.079 1 8

총 가구원 수 1-5 93 3.18 1.343 1 5

마을
거주기간

1-5 93 4.61 1.053 1 6

농경지
이용방식

1-6 94 1.28 0.873 1 5

해당농경지
규모

0-2 93 1.05 0.728 0 2

해당농경지
소유형태

1-3 94 1.65 0.901 1 3

독립변수
사업의 효과 1-6 98 2.86 0.832

1.2
5

4.2
5

주민참여 1-6 95 3.34 1.381 1 5

조절변수
소득 수준의
차이

0-2 91 0.89 0.640 0 2

종속변수
사업에 대한
만족도

1-6 98 3.74 1.394 1 6

<표 8.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지 확인한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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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중 사업의 효과의 평균값은 2.86점, 주민참여의 평균값은 3.34

점이다. 4점이 중립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농경지 리모델링 사

업의 효과와 주민참여가 특별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표준편차의 경우, 주민참여의 경우 1.381 사업의 효과의 0.832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생각의 격차가

사업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반영 정도에 대한

생각이 사업의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퍼져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종속변수

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의 평균값은 6점 척도 중 3.74

점으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조절변수인 소득 수준의 차이가 소득이 50만원 미만을 소득下,

50-200만원을 소득中, 200만원 이상을 소득上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값을

0,1,2로 코딩한 값의 평균이 0.89이며 표준편차가 0.640인 것으로 보아 소

득이 中·下 계층에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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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0.850 0.842 13

2. 측정도구의 검정 - 신뢰도 분석

1) 신뢰도 분석의 의미36)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동일한 개념을 동일(또는 유사한) 측

정도구로 측정한 경우 결과가 동일(또는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consistency),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의미한다. 신뢰도분석은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α)값을 이

용하여 계산되는데, 신뢰도 지수인 크론바하 알파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등간척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행정학, 정책학 등)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는 5점 등간척도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사회과학은 α값은

적어도 0.6 이상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측정도구라

고 평가하고 있다.

<표 9 >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크론바하 알파값이 0.850이고 항목수가

13개 문항임을 나타내고 있어 측정문항은 신뢰도가 0.6 이상으로 구성항목

36) 김구, (2011), 사회과학 계량분석의 이해와 활용, pp.184-18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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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각 변수에 관하여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 항목들의 분산이 클 경우 각 항목들을 표준화하여 신

뢰도 분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표준화된 항목의 알파값인 0.842를

사용한다.

3. 회귀분석

1) 주민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은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것으로 ‘회귀선의 기울

기가 0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유의확률이

(1)-(3) 모두 0.000이므로 회귀모형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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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주민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주민만족도

(1) (2) (3)

상수항
0.376
(0.372)

0.366
(0.808)

0.668
(0.663)

사업의 효과
0.789**
(0.000)

0.681**
(0.000)

0.610 *
(0.003)

주민참여
0.344**
(0.000)

0.311 *
(0.002)

0.308 *
(0.003)

연령 -
0.118
(0.412)

0.129
(0.381)

성별 -
0.065
(0.899)

-0.122
(0.819)

직업 -
0.099
(0.391)

0.081
(0.494)

총 가구원 수 -
0.068
(0.507)

0.056
(0.606)

마을거주기간 -
0.002
(0.988)

0.013
(0.911)

농경지이용방식 - -
0.252
(0.087)

농경지규모 - -
-0.079
(0.686)

농경지소유형태 - -
-0.034
(0.827)

지구dummy - 포함 포함

R-square 0.443 0.480 0.505

Obs 94 90 90

F value 36.243 4.937 4.314

Prob > F 0.000 0.000 0.000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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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무런 통제변수를 넣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표 10>의 (1)번을 보

면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 모두 종속변수인 주민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식의 기울기가 β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고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는 주

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뒷받침한다. 연구가설 1)

에서 주장하듯이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변수 역시 (1)-(3)까지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수준 (p<0.005)에서 유의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는 주민만족

도에 (+)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며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는 선형관계가 있다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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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주민만족도

(1) (2) (3)

사업의효과 0.477 0.413 0.370

주민참여 0.332 0.313 0.310

연령 - 0.084 0.092

성별 - 0.013 -0.024

직업 - 0.080 0.065

총가구원수 - 0.066 0.055

마을거주기간 - 0.001 0.010

농경지이용방식 - - 0.163

농경지규모 - - -0.041

농경지소유형태 - - -0.022

지구dummy - 포함 포함

<표 11. 표준화된 β 값>

표준화된 β 값을 가지고 독립변수들 간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중

요도를 설명하는데 독립변수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1)의 경우,

사업의 효과는 주민참여보다 약 1.44배 (0.477/0.332) 정도 주민만족도에

대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3) 까지 사업의 효

과와 주민참여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50 -

(1) (2) (3)

사업의 효과 0.477 0.413 0.370

주민참여 0.332 0.313 0.310

사업의
효과/주민참여

1.44 1.32 1.19

<표 12 . 사업의 효과 β값/ 주민참여 β값 >

2) 사업의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사업의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은 <표.1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주민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

는 4개의 독립변수 중 상대적으로 어떠한 독립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

는지를 알아보고자 사업의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

- 51 -

<표 13 .사업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수:
주민만족도

(1) (2) (3)

상수항
0.394
(0.366)

1.011
(0.516)

1.133
(0.476)

사업의 효과
(B1)

0.197*
(0.017)

0.141
(0.139)

0.097
(0.317)

사업의 효과
(B2)

0.262*
(0.011)

0.356*
(0.004)

0.366*
(0.004)

사업의 효과
(B3)

0.101
(0.758)

-0.039
(0.916)

-0.236
(0.539)

사업의 효과
(B4)

0.152*
(0.048)

0.054
(0.560)

0.067
(0.472)

주민참여
0.328**
(0.000)

0.250*
(0.020)

0.230*
(0.036)

연령 -
0.106
(0.481)

0.105
(0.493)

성별 -
-0.322
(0.509)

-0.405
(0.407)

직업 -
0.130
(0.273)

0.109
(0.368)

총 가구원 수 -
0.031
(0.768)

0.044
(0.686)

마을거주기간 -
0.050
(0.682)

0.058
(0.629)

농경지이용방식 - -
0.277
(0.066)

농경지규모 - -
-0.036
(0.853)

농경지소유형태 - -
-0.087
(0.590)

지구dummy - 포함 포함

R-square 0.447 0.503 0.532

Obs 94 90 90

F value 14.236 4.279 3.927

Prob > F 0.000 0.000 0.000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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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주민만족도

(1) (2) (3)

사업의 효과
(B1)

0.217 0.156 0.107

사업의 효과
(B2)

0.260 0.357 0.367

사업의 효과
(B3)

0.028 -0.011 -0.066

사업의 효과
(B4)

0.170 -0.059 0.074

주민참여 0.328 0.253 0.232

연령 - 0.075 0.075

성별 - -0.067 -0.084

직업 - 0.105 0.088

총 가구원 수 - 0.030 0.043

마을거주기간 - 0.038 0.045

농경지이용방식 - - 0.179

농경지규모 - - -0.019

농경지소유형태 - - -0.057

지구dummy - 포함 포함

<표 14 . 사업의 효과의 표준화된 β값 >

먼저 사업의 효과(B1)는 농경지 가치 상승을, (B2)는 농지용도의 다양화

여부, (B3)는 농지용도 방식의 변화 여부, 마지막으로 (B4)는 침수피해예

방의 효과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알아보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3)으로 변수가 통제될수록 회귀식의 설명력인 R-square의 값은 0.447

에서 0.532로 상승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은 회귀모형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것으로 ‘회귀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귀

무가설이 기각되는지를 검증하고 유의확률이 (1)-(3) 모두 0.000이므로

본 회귀모형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의 효과 중 농지용도의 다

양화 여부를 검증하는 (B2)의 경우 변수가 통제될수록 (1)-(3)에서

p-value의 값이 p<0.05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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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β 값은 독립변수들 간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며 이에 따른 독립변수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1)-(3)으로 변수들을 통제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B2)인 농지용도의 다양

화 여부가 종속변수인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

을 추정할 수 있고 반면에 주민참여의 경우 변수가 통제될수록 β 값이 하

락하며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또한 사업의 효과

를 나타내는 (B1)부터 (B4) 중 상대적으로 (B2)인 농지용도의 다양화가

주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지용도의 변

화여부를 측정하는 (B3)의 경우 수혜대상인 농민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변수와 농경지 특성에 대한 변수가 통제될수록 β 값이 상대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며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 침수피해예방의 효과를 측정

하는 항목인 (B4)의 경우 수혜농민의 개인적 특성 변수가 통제될 경우에

만 β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의 효과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2),(3)과 달리 (1)의 경우 사업의 효과 중

가장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B2)가 주민참여를 나타내는 독립변수의

β 값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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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 사업의 효과 β값 >

(1) (2) (3)

사업의 효과
(B1)

0.217 0.156 0.107

사업의 효과
(B2)

0.260 0.357 0.367

사업의 효과
(B3)

0.028 -0.011 -0.066

사업의 효과
(B4)

0.170 -0.059 0.074

주민참여 0.328 0.253 0.232

사업의 효과
(B2)/주민참여

0.79 1.41 1.58

3) 주민참여에 관한 회귀분석

사업의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D1)부터(D4)까지 주민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더불어 주민참여를 구성하는 4개의 독립변수 중 상대적으로 어떤 독립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 55 -

종속변수:
주민만족도

(1) (2) (3)

상수항
-0.076
(0.852)

0.222
(0.876)

0.529
(0.713)

사업의 효과
0.643**
(0.000)

0.600*
(0.001)

0.470*
(0.017)

주민참여
(주민의견반영,D1)

0.180*
(0.046)

0.144
(0.182)

0.111
(0.314)

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D2)

0.079
(0.463)

0.043
(0.738)

0.065
(0.613)

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D3)

0.304*
(0.009)

0.312*
(0.023)

0.339*
(0.016)

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D4)

0.040
(0.649)

0.106
(0.295)

0.106
(0.315)

연령 -
0.096
(0.488)

0.103
(0.465)

성별 -
-0.157
(0.752)

-0.462
(0.369)

직업 -
0.005
(0.963)

0.005
(0.963)

총 가구원 수 -
0.038
(0.694)

-0.026
(0.807)

마을거주기간 -
0.051
(0.669)

0.075
(0.530)

농경지이용방식 - -
0.306*
(0.033)

농경지규모 - -
0.123
(0.530)

농경지소유형태 - -
0.019
(0.900)

지구dummy - 포함 포함

R-square 0.533 0.560 0.590

Obs 93 89 89

F value 19.833 5.324 4.895

Prob > F 0.000 0.000 0.000

<표 16 . 주민참여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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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D1)은 주민들의 의견반영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D2)는 사업이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D3)는 사업이 일관적으로 집행이 되었

는지, 마지막으로 (D4)는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의 만족여부를 측정하는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표.16>을 살펴보면 변수가 통제될수록 주민참여 중

절차상의 문제인 (D3)만이 (1)-(3)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초기에 제시한 계획대

로 집행되었는지 일관성을 측정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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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주민만족도

(1) (2) (3)

사업의 효과 0.387 0.362 0.283

주민참여
(주민의견반영,D1)

0.178 0.145 0.111

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D2)

0.080 0.044 0.066

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D3)

0.291 0.299 0.325

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D4)

0.037 0.101 0.101

연령 - 0.069 0.073

성별 - -0.031 -0.091

직업 - 0.004 0.004

총가구원수 - 0.038 0.025

마을거주기간 - 0.040 0.058

농경지이용방식 - - 0.194

농경지규모 - - 0.065

농경지소유형태 - - 0.012

지구dummy - 포함 포함

<표 17 . 주민참여의 표준화된 β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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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사업의 효과 0.387 0.362 0.283

주민참여
(주민의견반영,D1)

0.178 0.145 0.111

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D2)

0.080 0.044 0.066

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D3)

0.291 0.299 0.325

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D4)

0.037 0.101 0.101

사업의효과/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 D3)

1.33 1.21 0.87

<표 18 . 주민참여 β값 >

위의 <표.1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절차상의 문제인 (D3)의 p-value

가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표.18>의 주민참여 β값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참여 중 주민의견반영 정도를 측정하는 (D1)보

다 사업의 일관적인 집행의 여부를 측정하는 (D3)의 β값이 크게 나타나며

이는 다른 독립변수들에 비해 종속변수인 주민만족도에 상대적으로 (D3)

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수가 통제될수록 사업의 효

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와 달리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알기 위한 항목인 (사업의 효과/ 주민참

여) 비율의 값이 하락함을 알 수 있어 <표.15>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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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절효과 분석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수혜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는 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절효과의 검증에 있어서는 Y(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 X(독립변

수)와 Z(조절변수)를 넣은 다음에 곱셈항(X*Z)를 투입하게 된다. 곱모형에

서 상호작용항만 유의적이라면 순수 조절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작용

항과 조절변수가 둘 다 유의적이라면 유사조절변수이다. 또한, 조절변수만

유의적이라면 이는 조절변수라기보다는 독립변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

호작용항과 둘 다 유의적이지 못하면 조절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변수로 볼 수 있다. <표 5-4. 조절효과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번

에 의하면 주민참여변수는 상호작용항과 조절변수가 둘 다 유의적이므로

유사조절변수로 볼 수 있다.

주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업의 효과, 주민참여, 소득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square 값은 0.472이고 그

에 따른 통계량 F-값은 유의수준 p<0.001에서 6.337로 나타남으로써 본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게다가 <표 19>의 (1)과 (2)를 비

교하면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와 함께 투입하였을 때 회귀식의 설명력이

0.472에서 0.514로 증가하여 증가된 설명력 ∆R-square는 4.2 %이다.

독립변수로 설정된 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보면 주민참여변수(β=0.613

p<0.001)와 주민참여 변수가 상호작용한 항, 주민참여*소득 中(β=-0.412

p<0.005)과 주민참여*소득上(β=-0.579 p<0.005)이 주민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下인 농경지 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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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사업의 수혜대상자의 주민참여 회귀계수 값이 0.613 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 中(0.201)37)과 소득 上(0.034)38)의 사업 수혜대상

자들의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유의확률 값이 0.05를 초과하기는 하였지만 0.1을 초과하지 않

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변수가 통제되어도 주민참여 변수는 지속적으로 유

의미하며 소득이 上인 수혜대상자들의 주민참여의 상호작용효과는 주민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3) 0.06 , (4) 0.031 로39)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만족도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19>40)와 같다.

37) (0.613-0.412=0.201)

38) (0.613-0.579=0.034)

39) ((3): 0.593-0.553=0.06), ((4): 0.582-0.55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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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 조절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주민만족도

(1) (2) (3) (4)

상수항
1.275
(0.075)

1.186
(0.239)

-0.372
(0.834)

-0.086
(0.962)

사업의효과
0.696 **
(0.000)

0.341
(0.286)

0.372
(0.277)

0.333
(0.334)

주민참여
0.282 *
(0.004)

0.613 **
(0.000)

0.593 *
(0.002)

0.582 *
(0.002)

소득 中
0.250
(0.369)

0.270
(0.797)

0.473
(0.681)

0.362
(0.757)

소득 上
0.347
(0.383)

1,207
(0.438)

1,154
(0.487)

1.070
(0.523)

지구 dummy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사업의효과*소득
中

-
0.457
(0.209)

0.369
(0.340)

0.366
(0.348)

사업의 효과*소득
上

-
0.379
(0.425)

0.405
(0.419)

0.375
(0.463)

주민참여*소득 中 -
-0.412 *
(0.043)

-0.351
(0.109)

-0.318
(0.150)

주민참여*소득上 -
-0.579 *
(0.033)

-0.553 *
(0.056)

-0.551 *
(0.057)

연령 - -
0.172
(0.296)

0.174
(0.297)

성별 - -
0.300
(0.585)

0.135
(0.812)

직업 - -
0.080
(0.496)

0.052
(0.668)

총가구원수 - -
0.077
(0.480)

0.075
(0.532)

마을 거주기간 - -
-0.008
(0.950)

0.002
(0.987)

농경지이용방식 - - -
0.222
(0.170)

농경지규모 - - -
-0.118
(0.563)

농경지소유형태 - - -
-0.026
(0.874)

R-square 0.472 0.514 0.521 0.541

Obs 90 90 88 88

F value 6.337 5.222 3.644 3,283

Prob > F 0.000 0.000 0.000 0.000

**. p < 0.01 *. p < 0.05



`

- 62 -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업의 효과 또는 주민참여가 주민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의 주장을 채

택한다. 이는 사전조사인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

한 문제점으로 인해 벼의 수확량이 예년보다 감소해 소득의 감소로 이어

질까봐 우려한 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례 서베이 방식을 채택하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실시

된 140여개 지구 중 사업의 집행과정이 문제시 된 8개 지구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우

선,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중요시 여겨지는 사업의 경제

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2차적 산출물인 주민만족도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연구가설 1)은 사업의 효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주민들의

의견반영 정도 및 절차상의 문제 등)도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전조사에 근거해 볼 때, 사업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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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수혜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사업

집행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불만족스러워하며 사업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자신들의 의견이 사업의 주체인 한국 농어촌 공사에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혹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

에 대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고 공공투자사업의 주체인 정부에 대

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조사를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1차적 산

출물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하기 보다는 사업에 대한 성과

의 의미를 2차적 산출물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업의 실시에 따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를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혜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기

반한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볼 때, 농림수산식품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1차적 산출물 즉, 사업의 효과도 중요하지

만 공공투자사업의 성과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대

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를 보여주는 측정지표인 (D1)과 절차상

의 문제(D2,D3,D4) 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인 주민참여 역시 사업의 성과

를 나타내는 또 다른 성과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만족도에 있어 주민참여가 사업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구가설 1)을 설정하였고 변수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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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유의확률의 값이 p<0.05 로 나타나 주민참여가 주민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사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업의 효과를 구성하는 4개의 항

목 중 (B2)인 농지용도의 다양화 여부가 다른 독립변수보다 주민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참여의 경우

역시 사업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주민참여를 구성하는 4개의 항목 중 사업

의 일관적인 집행 여부를 검증하는 (D3)가 주민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작

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수혜대상자들 중 벼농사의 수확량에 의해 소득이 전적으로 결정되

는 저소득 농민의 경우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사업의 주체인 한국 농어촌

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어 하는 강도가 다른 수혜대상자들과 차이

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수혜대상자의 소득의 차이가 사업의 효과와 주민

참여와 상호작용하여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가설 2)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 모두 채택되어 이론과 현실의 상황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결론은 이론적

논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관심의 초점을 농촌개발로 좁혀보았을 때, 주

민참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데는 도시계획 분야와는 구별되는 나름의 특

수한 사정이 있고 논의의 대상이 유럽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에

게도 시사점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해 볼 때, 농경지 리모델

링 사업의 주된 자원으로 사용된 4대강 준설토의 토질의 적합성 문제로 확

인해 볼 수 있었다.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4대강 준설토의 토질의 적합성

문제는 사업집행과정에서 자갈 등이 발견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집

행과정의 문제는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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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론적으로 외생적(exongeous) 농촌개발전략에 대한 반성으로 나

타난 내생적 (endogenous) 접근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 또는 집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적실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고장 고유의 자연

적,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간의 매개체로서

주민참여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

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주민참여로 성공한 거금도 미역가공공장 건설

사업41)의 사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이용률이 주민참여의 한

유형인 사회참여 즉, 정책에 관한 정보습득과 의견 표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표 2>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이,

다른 직업군보다는 농·임·어업이, 가구 소득별 50만원 미만의 가구가 인터

넷 사용능력이 전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정책에 대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본 연구의 소득의 차이가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

와 상호작용하여 저소득수혜대상자의 경우 주민참여가 주민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소득 中·上 계층에

비해 회귀계수의 값(소득수준 下:0.613 > 中 :0.201 > 上:0.034) 크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조절변수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

계의 강화와 약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책 평가인 총괄평가를 수행할

때, 크게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공평성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수행한

다. 효과성 평가는 정책의 목표 달성정도를 의미하며 총괄평가의 핵심이고

능률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성에 중점을 둔 평가이며 마지

41) 국내사례, 송형근, “주민 참여로 성공한 거금도 미역가공공장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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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공평성 평가는 정책효과와 비용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고르게 돌아

갔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공평성 평가의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효과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향

유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

택이 주어진 정책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공평성 평가는 ①정책의 주된

향유 대상자는 누구인지? ②정책의 효과가 지역별, 계층별 등의 기준에 따

른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하였는지? ③정책의 비용이 분담되는 경우,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절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졌는지?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42)

따라서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정책평가에서 공평성

의 기준 역시 충족시켜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인 주

민만족도에 본 연구에서 증명된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 수혜대상자의 소

득수준을 고려하여 공평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정책적으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우선, 사용된 자료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140개 지구 중 언론

을 통해 문제시 된 8개 지구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140개 지구의 주민만족도를 대표할 수 없으며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함

의가 아닌 단순한 사전조사의 실증적 사실 확인 차원에 머무를 소지가 존

재한다. 이는 사례 서베이의 약점인 연구문제에 적합한 사례의 수가 한정

적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분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42) 정정길 외.(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pp633-63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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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직 해당 농경지의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에서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연구가 진행

됨에 따라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이 정확하지 않을 여지가 존재

한다. 또한, 메타 사례연구가 가지는 표본의 수가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표본의 추출방식으로 인한 가중치의 차이를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

당 지구별 수혜대상자 수의 차이가 ➀ 4대강 준설토 양의 발생의 차이, ➁ 
준설토로 처리할 수 있는 농경지 면적의 차이, ➂ 4대강 준설토 농경지로
부터의 운반 거리 차이, ➃ 해당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찬성도와 호응도에
따른 대상자 수의 차이 등으로 기인한 것을 이유로 가중치의 차이를 고려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보다 정밀하

게 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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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의 예시 ◇

⦗설문지⦘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와 주민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주민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

립니다. 본 설문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가 주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로 제시한 ①농경지의 가치 상승

②시간적 금전적 혜택 ③농가소득의 향상과 같은 경제적 성과가 주민들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파악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새로운 희망을

드린다는 사업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향후 농촌개발사업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쁘

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조사의 결과는 향후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에 참고할 기초

통계자료로만 사용되오니 평소에 느끼셨던 생각을 가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연구자: 신지현 (연락처: 010-7178-0562)

조사지역: 시 군 읍 면 리 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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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

시길 바랍니다.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 (경제적 성과)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농경지의 가치가

상승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농지의 용도가

다양화 되었습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3. 농지의 용도가 다양화가 되었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까?

①논 밭 겸용 ②시설원예 ③특용작물 ④변화 없음(벼농사 위주) ⑤과수 ⑥기타

4.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침수피해가 예방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Ⅱ.다음은 귀하가 느끼시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귀하의 의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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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느끼신 대로 귀하의 의

견을 해당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이후,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소득창출기회가 높아졌

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이후,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농지용도의 다양화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3.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이후,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귀하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4.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5.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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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6.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때, 해당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수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7.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초기에 제시한 계획을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8.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9.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하자보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알 수 없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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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래 항목은 자료 분류용 질문입니다.

1.나이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 ⑦ 80대

2.성별 ①남 ②여

3.직업 ①농업 ②임업 ③축산업 ④관광 민박업 ⑤회사원 ⑥기술자

및 전문직 ⑦자영업 ⑧기타

4.총 가구원 수 ① 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5명 이상

5. 해당 농경지 소유 ①예 ②아니오 ③임대 및 소유

6. 농경지 이용방식 ①벼농사 위주 ②논․밭 겸용 ③시설원예 ④특용작물

⑤과수 ⑥기타

7. 해당 농경지 규모 ①1필지 이하 ②1필지-3필지 ③3필지-5필지 ④5필

지 초과

8. 마을의 정착 및 거주기간은? ①5년 미만 ②5-10년 ③11년-20년

④21년-30년 ⑤30년 초과

9. 월 평균 가구 총 소득 ①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③100-200만원

④200-300만원 ⑤300-400만원 ⑥400만원 초

과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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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언론보도 처리결과 및 NABO 인터뷰 내용 (사전조사)

인터뷰 목적: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률과 관계없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수혜자들에게 영농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인터뷰 기간: 2012. 7. 16. ~ 17.

인터뷰 방법: 음성통화

인터뷰 제한: 수혜자들과 음성통화연결의 한계로, 적극적인 의견을 듣기 어려움

인터뷰 내용 처리 방법: 지구별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수혜대상 농민들에게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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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주1)
응답 불응답(거절 및 연락처 변경 및 부재중 포함)

순수 질문에 응답한 자 거절 연락처변경 부재중

풍천1지구 14 8 3 1 2

풍천2지구 14 4 3 0 7

화제지구 17 8 3 0 6

용두지구 15 6 2 0 7

옥정지구 10 2 4 0 4

고동지구 20 9 2 1 8

관정지구 11 3 0 2 6

이창지구 13 4 0 1 8

계 114 44 17 5 48

주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수혜자 중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지구별 대표 연락처를 기준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음

<표 20.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인터뷰 응답현황>

( :명)

인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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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풍천지구

질문1-1 논의 수평이 맞지 않는 구간은 추가정비 작업을 통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어촌 공사에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질문1-2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타 다른 문제점이나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1-3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후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화제지구

질문2-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전보다 토양과 지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2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후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3-a) 성토용 흙에 폐기물이 일부 섞여 나왔습니까?

질문2-3-b) 농어촌 공사는 이를 원상복구하였습니까?

질문2-4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전에 없던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질문2-5-a) 이에 대한 제거작업을 농어촌 공사에서는 시행하였습니까?

질문2-5-b) 완료하였습니까?

질문2-6-a) 자갈로 인하여 땅 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트렉터가 파손되었습니까?

질문2-6-b) 트렉터 바퀴를 흙 속에서 끌어내는 작업으로 인해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7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에서는 조속히 영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 방안등을 시행하였습니까?

질문2-8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하여 영농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농 준비 중인 토지가 전체의 몇%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3)용두지구

질문3-1 농경지 정비가 엉망이고 논바닥에 돌들이 굴러다니며 농기계가 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표 2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수혜자 인터뷰 질문 내용>



`

- 79 -

농경지는 2필지(0.54%)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지에 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2-a) 자갈이 발견된 1필지는 농어촌 공사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제거작업을 시행하였습니까?

질문3-2-b) 제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까?

4)옥정지구

질문4-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후 수렁논이 되거나 자갈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질문4-2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받으셨습니까?

질문4-3 이러한 인력이나 장비의 지원으로 인해 영농에 차질이 없었습니까?

5)고동지구

질문5-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후 수렁논이 되거나 자갈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질문5-2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받으셨습니까?

질문5-3 이러한 인력이나 장비의 지원으로 인해 영농에 차질이 없었습니까?

6)관정지구

질문6-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후 수렁논이 되거나 자갈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질문6-2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받으셨습니까?

질문6-3 이러한 인력이나 장비의 지원으로 인해 영농에 차질이 없었습니까?

7)이창지구

질문7-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후 수렁논이 되거나 자갈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질문7-2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받으셨습니까?

질문7-3이러한 인력이나 장비의 지원으로 인해 영농에 차질이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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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기타 합계 다수의견

질문1-1 9 1 2 12 예

질문1-2 6 6 12 예/아니오

질문1-3 8 3 1 12 예

질문2-1 8 8 예

질문2-2 6 2 8 예

질문2-3-a 4 4 예

질문2-3-b 2 2 4
아니오/기
타

질문2-4 8 8 예

질문2-5-a 8 8 예

질문2-5-b 8 8 아니오

질문2-6-a 8 8 예

질문2-6-b 7 1 8 예

질문2-7 1 4 3 8 아니오

질문2-8 8 8 예

질문3-1 3 3 6
아니오/기
타

질문3-2-a 5 1 6 예

질문3-2-b 1 4 1 6 아니오

질문4-1 2 2 예

질문4-2 2 2 예

질문4-3 2 2 아니오

질문5-1 8 1 9 예

질문5-2 6 3 9 예

질문5-3 6 3 9 예

질문6-1 1 2 3 아니오

질문6-2 3 3 예

질문6-3 1 2 3 기타

질문7-1 4 4 예

질문7-2 4 4 예

질문7-3 2 2 4 예/기타

< 표 22.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수혜자 인터뷰 답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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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언론보도

내용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수혜자의 인터뷰 결과
농어촌공사의 처리결과

처리 결과에 대한

NABO 의견

NABO 의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답변

화
제
지
구

◦표층에 쌓
은 토양성분
과 지력이 예
전보다 나빠
영농을 하더
라도 농작물
수확량에 차
이가 있을 것
을 우려. 실제
양산시 원동
화제마을 농
경지 30ha엔
성토용 흙에
폐기물이 일
부 섞여 원상
복구하고 있
는 중임43) 농
경지 토양성
분은 농어촌
진 흥 청 에 서
정 밀 조 사 를
거친 후 사후
관리 필요

- 화제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인터뷰 수혜자
의 농민들 대부분이 농경
지 리모델링 사업 후 토
양과 지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함
- 화제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인터뷰 수혜자
의 75%의 농민들은 올해
의 수확량이 예년보다
30~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사업 후 토양과 지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농
민들의 대다수가 성토용
흙에 폐기물이 일부 섞여
나왔다고 생각함
- 하지만 이를 농어촌공
사에서 원상복구 하였다
고 생각하지 않음

- 사업 후 돌덩이들이 나
와 농어촌 공사에서 제거
작업을 시행하였으나, 완
료하지는 않음

◦ 화제지구는 ’10년 7월 해
당지역 주민들의 사업추진
요구에 따라 ’11년 1월 추가
지구로 지정
◦ ’11년 4월 공사착공이후
낙동강 살리기 8공구의 준
설토 투기장으로 사용되었
으나 투기장 사용기간 연장
(종료일 : 11년 6월→’12년 1
월) 되면서 리모델링 공사
지연
◦ 준설토 투기장 사용과정
에서 기존의 복토용 흙 일
부가 유실됨에 따라 낙동강
살리기 8공구 현장에서 표
토 부족분 흙을 건설현장
인근에서 반입하는 과정에
서 일부 골재가 혼입
◦ 양산시청 입회하여 확인
결과 폐기물이 아님을 확인
하였으며 반입된 골재는 별
도 분리하여 도로 성토재로
활용

-모래위주의 흙을 가져
왔으며 돌은 아닌데 흙
이 깨지지 않아서 모포
기가 많이 죽음

⇒ 해당지역 농민들의
확인을 거쳐 하천둔치
등에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였으나 일부 자
갈 섞인 흙이 혼입됨

-표토 유실 시 그로인
해 반입된 토사가 영농
에 적절하지 않은 토사
로 추정됨
-당시에 나온 폐기물을
채취하여 가지고 있는
주민도 있음.

⇒ 낙동강 8공구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 시 일
부 표토가 유실되어 하
천둔치 등 기존 경작지
표토 등을 반입하여 복
토하였으나 반입된 일
부 토사 및 기존 농경지
의 표토 일부에서 돌이
발견되어 제거작업을
완료

-석발기를 이용해 자갈
제거작업을 하였지만
작은 돌은 걸러 나오지
못하고 농어촌 공사에
서는 석발기로 했으니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상태임.

⇒ 석발기, 트랙터, 백호
를 이용하여 수차례 자
갈제거작업을 실시하였
으며 해당 지주의 확인
을 거쳐 추가요구사항
및 영농 작업 지원 요청
시 최대한 지원 예정임.

-농작물을 심을 수 있
도록 밑에 자갈을 놓고
보드라운 흙이라도 그

⇒ 석발기, 트랙터, 백호
를 이용하여 수차례 자
갈제거작업을 실시하였

<표 23.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언론보도 처리결과 및 NABO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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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언론보도

내용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수혜자의 인터뷰 결과
농어촌공사의 처리결과

처리 결과에 대한

NABO 의견

NABO 의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답변
◦경남 양산
시 원동면 화
제지구 농경
지 리 모 델 링
사업은 준공
을 앞두고 크
고 작은 돌덩
어이라 쏟아
져 나오면서
모내기 준비
에 나섰던 주
민들의 반발
을 삼. 땅 고르
기 작업을 하
던 트렉터가
돌 무 더 기 에
부딪쳐 파손
되고, 트렉터
바퀴가 흙속
에 빠져 나오
지 못해 굴착
기로 끌어내
는 소동 등으
로 농사에 차
질을 빚고 있
음44)

- 땅고르기 사업을 하던
중 자갈로 인해 트랙터가
파손되었음. 이 일로 인
해 농사에 차질이 빚어졌
음. 하지만 농어촌공사에
서 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음
- 화제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인터뷰 농민들
은 현재 이 사업으로 영
농에 착수하지 못하고 준
비중인 토지가 30~40%
라고 보고있음

◦ 자갈이 발견된 면적은
전체 농경지 면적 27.6ha중
8.8ha로 농경지리모델링 시
공사에서 인력/장비를 투입
하여 1차제거 작업을 완료
(5.26)
◦ 1차제거작업 완료후 논
갈이 중 일부 농경지(3.6ha)
에서 추가로 자갈이 노출되
어 2차 제거작업을 완료
(6.25)
◦ 현재 전체 27.6ha 중
17.3ha(63%)는 모내기 등을
완료하였으며 6.9(25%)는
밭작물재배를 위한 영농준
비중으로 총24.2ha(88%)의
농경지에서 영농을 착수하
였거나 영농준비중임
◦ 잔여 미경작면적 3.4ha
에 대해서는 조속히 영농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
방안 등을 협의 중임

위에 놓아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을 만
들어 주길 원하나 아무
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으며 해당 지주의 확인
을 거쳐 추가요구사항
및 영농 작업 지원 요청
시 최대한 지원 예정임.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소작의 우려 및 소득
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돌밭에다가 심음.

⇒ 석발기, 트랙터, 백호
를 이용하여 수차례 자
갈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영농이 가능한 상태로
조치하였고, 해당 지주
의 확인을 거쳐 추가요
구사항 및 영농 작업 지
원 요청 시 최대한 지원
예정임

- 배수로가 일정치 않
고, 불량하여 영농에 어
려움이 있으며 원래 콩
밭에는 제초제를 뿌리
지 말아야 하는데 제초
제를 사용해야함.

- 농어촌 공사에서 작
물을 심어달라고 요청
함.

⇒ 배수로는 농경지보
다 낮게 설치되었으며,
일부 농경지 표면이 평
탄하지 않아 배수가 불
량한 구역은 논 고르기
작업을 다시 시행하여
배수가 원활토록 조치
하였음

풍 안동 풍천 1, 2 - 풍천지구 농경지 리모 ◦ 안동 풍천1,2지구 농경지 -농민들은 이미 비료를 ⇒ 조사결과 벼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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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언론보도

내용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수혜자의 인터뷰 결과
농어촌공사의 처리결과

처리 결과에 대한

NABO 의견

NABO 의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답변

천
1,2
지
구

지구의 경우
공기를 맞추
기 위해 공사
를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니
모를 심어야
할 논의 수평
이 맞지 않고,
배수구가 논
바 닥 보 다
0.5m이상 낮
게 만들어지
는 등 올해 논
농사를 포기
해야 할 경우
도 발생하였
으나 이와 관
련해 시행사
인 한국농어
촌공사는 대
책도, 지원계
획도 내놓지
않아 이 사업
으로 인한 피
해는 농민의
몫으로 남
음45)

델링 사업 인터뷰 수혜자
의 87.5%는 논의 수평이
맞지 않은 구간은 추가정
비를 통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음
- 풍천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인터뷰 수혜자
의 다른의견은 다음과 같
음.
배수구 정비사업, 용수로
정비 등 흙이 내려 앉아
추가적인 정비작업이 필
요함, 추수를 하고 난 후
에라도 정비작업을 마무
리 해주기를 바람. 농지
용수가 부족함. 길의 좌
우로 포장이 잘 되어 있
지 않아서 콩작물같이 다
른 작물을 심어놓아 도로
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다
른의견
- 풍천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인터뷰 수혜자
의 87.5%는 예년보다 수
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함. 12.5%는 예년보다

리모델링사업은 안동 하회
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등재로 인해 당초 계
획된 준설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하천시공사에서 제공
되어야할 준설토 반입일정
이 약 7개월간 지연되어 공
정지연 발생
◦ 논의 수평이 맞지 않는
구간은 추가 정지작업을 통
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음
◦ 농기계 빠짐현상이 일부
농경지는 준설토 반입지연
에 따른 표토층 안정화 진
행기간 부족으로 인해 일시
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모
내기 작업시 인력/장비 등
을 지원하여 모내기를 완료
하였음

◦ 현재 풍천1,2지구는
100%를 모내기를 완료하고
정상영농중에 있음

쳐 놓은 상황에서 공사
기일에 임박하여 습지
를 만들기 위해 농지를
밀어버려 높은 곳은 비
료기가 없고 다른 곳은
비료기가 많아 균일하
지 않아 벼의 몸집이 예
년에 비해 크지 않음.

상태는 개개인의 영농
관리에 따라 다소 편차
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자라고 있음

-일부 몇몇은 모를 심
지 않고 올해 농사를 포
기하였으며 3필지 정도
모내기가 완료되지 않
은 상태임.

⇒ 영농을 포기한 사람
은 없으며, 3필지는 밭
작물(수수, 배추)재배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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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언론보도

내용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수혜자의 인터뷰 결과
농어촌공사의 처리결과

처리 결과에 대한

NABO 의견

NABO 의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답변
수확량이 증산할 것으로
예상함
- 풍천2지구의 경우 다른
의견으로는 예전에는 물
이 논까지 다 채워졌지만
지금은 홍수가 나야 논까
지 물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음

용
두
지
구

영산강 주변 4
대강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의 경우, 이미
모내기를 끝
냈어야 할 논
에 모 심기는
커녕 농경지
정비도 엉망
이고, 논바닥
에 돌들이 굴
러다니고 논
둑은 다 무너
져 수렁논이
되어 농기계
를 투입해도
작업이 제대
로 이루어지
지 않고 논에

-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인터뷰 농민들
은 사업 후 농경지 정비
가 엉망이고 논바닥에 돌
들이 굴러다니는 농경지
는 소규모 농지(2필
지;0.54%)에 한하지 않는
다고 생각함. 많은 농지
가 그러하다고 생각함.

- 자갈이 발견된 필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제거작
업을 시작함
- 농어촌공사에서 제거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아
직까지 완료되지 않음

◦ 언론보도된 해당지구는
광주시 용두동 용두지구로
서 문제가 된 농경지는 총
사업면적 100ha중 0.54ha(2
필지, 0.54%)임
◦ 이중 1필지(0.24ha)는 일
부 유실된 논둑에 대한 사
면정리를 완료하고 모내기
를 완료하는 등 현재 정상
영농중임
◦ 자갈이 발견된 1필지
(0.3ha)는 인력을 투입하여
돌 제거를 완료 후 모내기
를 완료하는 등 현재 정상
영농 중임

-문제가 된 농경지는
100ha중0.54ha(2필지)
이상으로 추정됨.
도로가에도 자갈이 널
려 있고 흙으로 덮기를
바라고 있음.
이미 다 완료한 상태 질
문응답을 회의적으로
생각함.

-자갈로 인해 문제가
된 농경지의 지주(소유
자)에게 비영농철에 와
서 다시 제거작업을 마
무리 해주길 요청하고
있음.

⇒ 돌제거문제가 된 농
경지는 수혜면적 86ha
중 6ha(26필지)로 인력
및 장비 지원하여 처리
한 후 모내기를 완료 하
였음.

⇒ 모내기 이전에 농지
에 노출된 자갈은 제거
를 완료하였으나 향후
추가로 자갈이 발견될
경우 추수 후 제거하기
로 주민들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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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언론보도

내용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수혜자의 인터뷰 결과
농어촌공사의 처리결과

처리 결과에 대한

NABO 의견

NABO 의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답변
서 빠져나오
지도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46)

옥
정
·
고
동
·
관
정
·
이
창
지
구

전남 나주지
역 옥정, 고동,
관정, 이창 등
4개지구와 광
주(용두)와 함
평(월호), 담
양 화순(이양)
각 1개 지구
등의 경우 현
재 전체 공정
은 95% 수준
으로 2012년 6
월 말즈음 마
무리될 전망
인 바, 땅 다짐
이 제대로 되
지 않아 수렁
논이 되고, 자
갈이 나오는
등 문제 발
생47)

- 옥정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인터뷰 수혜자
들은 사업 후 수렁논이
되거나 자갈이 나오는 문
제가 발생했으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농어촌공사
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지
원받았음.
하지만, 공사지연으로 농
사시기가 늦춰지는 등의
차질을 입거나,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농사를 짓
는데 사업 전보다 힘이
더 든다는 의견이 있음

- 고동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인터뷰 수혜농
민의 88.9%가 사업 후 수
렁논이 되거나 자갈이 나
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함.
- 고동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후 자갈이 나

◦ 전남지역 농경지리모델
링사업은 나주 옥정지구 등
총 8개지구를 시행
◦ 이중 나주 옥정지구 등 6
개지구(옥정, 관정, 고동, 이
창, 용두, 월호)는 현재 공사
를 완료하여 ’12년 영농에
착수하였음
◦ 준설토반입지연 등으로
토양안정화기간이 부족하
여 일부 농경지에서 농기계
빠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조치하
였음
◦ ’11년 1월 신규지구로 지
정되어 같은해 7월 공사착
공한 담양, 화순지구는 ’12
년 8월말 공사완료 예정임

-지원된 인력의 작업능
률이 좋지 않아 영농에
도움되지 않았음.
- 농지에 자갈을 골라
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
서 농사를 시작해 수확
량이 걱정됨.

⇒ 농지에 노출된 자갈
은 제거하였으나 향후
추가로 자갈이 발견될
경우 추수 후 제거하기
로 주민들과 협의(옥정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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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언론보도

내용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수혜자의 인터뷰 결과
농어촌공사의 처리결과

처리 결과에 대한

NABO 의견

NABO 의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답변

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는 농민들 88.9%의 75%
는 농어촌공사에서 문제
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받음
- 고동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인터뷰 수혜자
의 33.3%는 농사의 차질
을 겪는다고 답함. 지원
받은 트랙터가 논에 빠져
영농에 차질입음. 농사시
기가 늦춰짐. 모를 심지
못했음.

- 관정지구 인터뷰 농경
지 리모델링 사업 인터뷰
수혜자들 중 사업 후 문
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
는 사람은 수는 미미함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이 인력이나 장비
를 지원받았음

- 이창지구 농경지 리모
델링 사업 인터뷰 수혜자
들의 경우 사업 후 수렁

-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배수로 정리나 수로 복
귀공사 등 차질없이 영
농을 하기위한 마무리
작업이 미흡함.

⇒ 현재 모내기를 100%
완료하고 정상영농 중으
로 향후 미흡사항 이 발
견될 경우 하자보수 등
을 통해 처리할 계획임
(고동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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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언론보도

내용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수혜자의 인터뷰 결과
농어촌공사의 처리결과

처리 결과에 대한

NABO 의견

NABO 의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답변

논이 되거나 자갈이 나오
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받아, 영농에
차질이 없었다고 답함

43) 경향신문 2012. 3. 6자 보도

44) 국제신문 2012. 5. 23자 보도

45) 인터넷뉴tm 2012. 5. 18자 보도

46) 뉴시스 2012. 6. 4자 보도

47) 연합뉴스 2012. 6. 12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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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21124 현장 방문

[그림 4] 농경지 하자보수 현장 : 하자보수 현장 마다 빨간색 깃발이 꽂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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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용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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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트렉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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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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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트렉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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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수혜 주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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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Farmland soil

reconstruction project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Recipients

Shin Ji Hyun

Department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ffects of farmland soil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have not been much studied in

previous years. While th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effect and objective outputs of the project, This study

analyzes the subjective outputs - the satisfaction rate of the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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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level measured by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recipients at eight regions. The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the case study on the public investment program for farmland

soil reconstruction. Also, this study uses the income level of the

eight regions as a moderating variable acquired through the

interview which gained insights from the pre-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2012. This research

employs a survey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farmland soil reconstruction project. The extracted data are

manipul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effect of the project

and public participation - and dependent variable - the

satisfaction rate of the project. It analyzes the income level of

the recepients which is a moderator.

The moderator is the result of the multiplication of the

recepients' income level and the effect of the project and that of

the recepients' income level and the public participation rate. As

another independent variables, it interactes with the other

independent variables. Unlike the previous researches which

limited the performance assessment indicator to the effect of the

project, public participation is appli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moderating effect can function as the equity

assessment indicator in the public policy assessment.

keywords : The effects of the farmland soil reconstruction

project, Public participation, The performa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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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moderating effect, public policy assessment

Student Number : 2008-2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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