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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

하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

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합법 사행산업을 대표하는 경마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

고가 우려되어 기존 장외발매소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고 정치권 개입, 상호간의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사행산

업 장외발매소 이전·설치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연구는 없다시피

한 실정으로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

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한 인식 유형을 조사하였다. 연구문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 인식유형은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와 갈등 인식

유형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갈등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다.

   분석결과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 인식 유형은 5개 유형으로 나타났으

며 경마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장외발매소 운영여부, 용산 장외발매

소 이전을 바라보는 관점, 갈등의 주요원인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용

산 장외발매소 이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행위임을 

주장하며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 1유형은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개선된다면 운영에 찬성한다는 입장으

로 기본적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의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며 개장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제 2유형과 제 5유형은 경마를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제 5



- ii -

유형은 경마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 2유형은 아이들 교육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특히 우려하며 도심에 설치하는 장외발매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제 3유형은 경마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을 보이거나 긍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문화적 혜택에 집중하고 있는 

유형이다. 또한 제 3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원인에 대해 마

사회와 반대대책위 양 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중립적인 태도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태도는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다양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째, 중립적 중재기구의 설치와 갈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 문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골

프장 건설 사례에서와 같이 오염물질 발생이나 환경훼손과 같이 측정 가

능한 부정적 영향 때문이 아니라, 경마와 장외발매소에 대한 갈등 당사

자들의 가치관과 주관적 인식, 태도에서 비롯된 었기 때문에 가치관 대

립에 의한 정의적 갈등(definitional conflict)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Q 

방법론을 통해 이들의 내면적 인식과 생각을 측정해 유형화한 본 연구결

과가 향후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나 이전으로 인한 갈등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공공갈등, 사행산업, 용산 장외발매소, Q 방법론

학 번 : 2014-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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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공공사업

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 이라는 전제하에 큰 무리없

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방사성 폐

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사업 뿐만 아

니라 고속도로, 철도 건설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에서도 다양한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

거나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민주

화, 지방자치제 실시, 교육수준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이 중요시되던 사회 분위기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환경과 

생명,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사회상황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합법 사행산업을 대표하는 경마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

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시행하므로 경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도 공공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행산업’이란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

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

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라 정의 할 수 있다.1) 

    국내에서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로또, 카지노, 체육

진흥투표권이 있으며 각각의 사행산업들은 시행근거 법에 따라 정부부처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gcc.go.kr/NGCC.do



- 2 -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거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연인원 2천만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경마는 국내 사행산업에서 가장 많은 

고객 점유율과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하여 마

사 진흥 및 축산발전, 국민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국세 및 지방세

로 1조 4천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경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70%는  

농축산 발전을 위한 특별적립금2)으로 출연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운영

비용의 상당액도 경마상금으로 편성되어 국내 경주마 생산농가, 말 관계

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경마 산업은 세금 납부와 기금 출연, 국내 축산농가 육성 기여,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행산업이 가지는 속

성상 일반 국민들에게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기피․혐오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최근에는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이전․설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마 경주

가 직접 시행되는 곳은 과천, 부산경남, 제주 3개지역이나 현실적으로 이

곳에서 고객을 모두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전국 각지에 경주방송을 

관람하고 베팅을 할 수 있는 장소인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 한국마사회는 전국에 총 30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5개소는 서울, 경기도, 인천과 같은 수도권 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2009년 10월 온라인 마권 판매(PC베팅)가 중단되어 경마장 또는 장

외발매소를 방문해야만 마권 구매가 가능하고 경마 매출 및 입장인원의 

72% 이상이 장외발매소에서 창출되고 있으므로 한국마사회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경마 시행과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운영이 필수적

이라고 볼 수 있다. 장외발매소 30개소 중 한국마사회 소유 건물은 16개

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

고 있는 실정으로 임차기간의 만료, 건물 노후화, 고객 증가로 인한 혼잡 

2) ‘13년도  2,270억원, 80%는 축산발전기금, 20%는 농어촌복지증진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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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으로 장외발매소 이전과 신규 설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장외발매소 이전과 신규 설치 시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원주, 순천에 설치를 추진한 장외발

매소는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신규 개설계획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예전에도 장외발매소 개설과 이전 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존재했으나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 또는 관리가 가능했다면 최근 발생하는 장외발매

소 관련 갈등은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심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최근 발생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기존 장외발매소 인근에 위치

한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운영이 중단

되고 정치권 개입, 상호간의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

고 말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마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는 장외발매소 운영이 필수적이고 현재 장외발매소 운영현황을 살펴볼 

때 이전과 신규 설치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용산 장외발매

소와 유사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전·설치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연구는 없다시피한 실정으로 한국마사회 외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에서 시행하는 경륜·경정도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외발매소

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사례를 대

상으로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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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13년∼2014년도에 발생한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한국마사회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는 이번 사건으로 사행산업 장외

발매소 이전․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

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

은 존재했으나 이번 사례는 지역주민과 장외발매소 운영주체인 한국마사

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언론의 집중 보도, 국회의원, 서울시장, 국무총

리 등 정치권의 개입, 법적 소송 진행 등으로 그동안 수면에 잠재해 있

던 장외발매소 관련 갈등이 대대적으로 사회적 이슈화 되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한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관련 정

책과 바람직한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은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용산 장외발매소 근무 직원, 한국마사회 본사 

직원, 경마 이용고객을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주민은 용

산 장외발매소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과 주변 상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

였고, 한국마사회 본사 직원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사업을 추진한 실

무자, 관리자로 구성하였다. 경마 이용고객은 용산구에 거주하며 경마 베

팅을 위해 장외발매소 또는 경마장을 최소 2회 이상 방문하는 고객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인식유형은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둘째, 갈등 인식유형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갈등 해결방안은 무엇

인가?



- 5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공갈등

 1. 공공갈등의 정의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은 공공정책과 같이 공중에게 광범

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둘러싼 갈등을 의미한다(강영진, 2000:74). 

천대윤은  사적 분야에서 사인(私人)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사적갈

등(private conflict)이라고 한다면,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은 정부의 정

책이나 사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공중의 이해관계의 쟁점들을 둘러

싸고 민(民)과 관(官)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정의한다(천대윤, 

2005:140). 전주상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의 전 과정

을 통하여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과 관련된 행위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한다.(전주상, 

2001:10). 하혜영은 공공갈등이란 정부가 공익 추구를 위한 사업이나 정

책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상호간 혹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이라고 정의

한다(하혜영, 2007:17). 박재묵은 공공갈등(public conflict) 또는 공공분쟁

(public dispute)은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집행, 정부의 사업 시행, 정부의 

법규 제정 등 공중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전개되는 

갈등을 말한다고 한다. 공공갈등 또는 공공분쟁과 대비되는 것은 사적갈

등 또는 사적분쟁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갈등과 공공분쟁은 구분되지 않

은 채 혼용되기도 하지만, 공공갈등 중에서도 구체적인 이익이나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갈등을 특별히 공공분쟁이라고 정의하고 공공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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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현으로 민관갈등이라고 표현한다(박재묵, 2004:10).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공공갈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당사자인 

갈등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령, 사업의 추

진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또는 공공기관 상호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으로 정의한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a: 39).

 

 2.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 및 특징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은 갈등주체, 갈등시기, 갈등이슈나 갈등의 내용

에 따라 학자마다 분류체계가 매우 다양하다. 박형서(2007)는 공공시설사

업 입지관련 갈등유발원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가치 및 인식체계’가 원인으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하여 

직 간접 이해당사자의 주관적 가치 및 인식의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환경적 원인’으로 공공시설사업 입지에 따른 자연 또는 

인문환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갈등이다. 환경적 원인은 공공사업 및 시

설의 입지로 인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는 경

우,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공공사업이나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경제적 원인으로 주로 공공시설사업의 입지로 인한 주변지

역의 재산권 또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경제적 원인에 의해 갈등이 야기된다.  

   네 번째는 ‘권한⋅제도적 원인’으로 공공시설사업의 관할권 또는 주

도권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공공시설사

업 입지 및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적절성, 법적 기반의 유무, 지원 등

이 갈등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의 입지선정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주민 의견수렴과정이 제도적인 형식에 치우쳐 미흡하거나 봉쇄

되어 있을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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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째는 ‘사회⋅정치적 원인’으로 이는 공공시설사업 그 자체에 

기안하는 갈등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지역의 정치적 역학관계나 경제적 상황,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영향, 대통령 선거 및 각종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등이 갈등 유발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박재묵(2004)은 공공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체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네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체제의 

변화이다.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체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시장 개발을 둘러싼 공

공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는 과잉 발전된 국가, 발전주의 국가,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로서 그 기능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과거의 관료

주의와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는 국가 자

본(state capital)으로서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기업가적 활동을 하는데 

특히 사회 간접자본 조성을 위한 공기업들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고 있

고 또 관료주의적-권위주의 행태를 청산하지 못한 탓에 여러 가지 공공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요인은 시장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여 재벌이라는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였고 이때부터 기업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대기업이 갈등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보고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시민사회로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의 확장, 민주화 운동경력을 가진 시민운동가 집단의 조직화 

능력,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로 인한 시민운동에 대한 기대 상승 

등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새로운’ 시민운동단체들이 대거 출범하

였고 이들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시민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정용덕(2011)은 공공갈등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째, 주관적 구조 수준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환경, 교육, 안전, 대북 문

제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념갈등이 해당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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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각 집단들의 문

화편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객관적 구조 수준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다. 권위주의 정치체

제 하에서 유발된 많은 ‘국가기구’ 대 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간의 갈등이 여기에 속하며 

사회연결망으로서의 여성, 종교, 인종, 민족 등의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

도 여기에 속한다. 

   셋째, 개인의 주관적 행위 수준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다. 개인의 주관

적 행위에 의해 유발된 공공갈등의 예로서 도룡뇽 서식에 위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는 지율스님의 단식 

농성과 그로인한 공사 중단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개인의 객관적 행동 수준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다. 경제적인 이

익 배분을 둘러싼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빚어지는 이익갈등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많은 입지 선정(siting) 관련 공공갈등 사례들이 전형

적인 예가 된다.

   나태준․박재희(2004)는 정부사업의 갈등요인으로 사업의 명분 결여, 

주민참여 미보장, 정보공개 및 투명성 미확보, 미흡한 보상체계, 집행기

술에 대한 불신, 갈등조정기구의 미흡을 들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역 이기주의로 

왜곡되어 표출되고, 잠재적 위험이나 손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피해의

식, 지역간 경쟁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두 번째,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수단이 확충되지 못하고, 정부사업이 결정 또는 집행되는 

과정에서 협조와 조정기능이 결여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참여가 결여될 경우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참여

가 제한되는 경우 그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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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은 부정적인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선호시설이나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의 경우에 체계

적․적극적으로 정보가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 과정

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고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을 시정할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

는 당해 사업에 대해 지역적 반발이 발생하게 된다. 

   다섯 번 째, 정책은 일회성보다는 지속성을 지니는데, 특히 환경오염

시설인 경우 기술적 안전성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

하는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정책집행의 기술적, 

관리적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경우 자연적으로 해소 가능한 잠재적 갈등까지도 현

실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공공갈등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갈등이므로 개인 간 또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는 다른 특징

을 가진다. 첫째, 공공갈등은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그 영향이 전국적

으로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Dukes, 1996: 45; 

Susan & Kennedy, 2001: 4-5).3)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부분 하나의 집

단이 아닌 복수의 집단이며 전형적인 민간 측 당사자는 시민운동단체와 

주민집단이다.  이처럼 공공갈등은 당사자 구성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민

민갈등의 경우에 비하여 조정하기가 어렵다(박재묵, 2004:12). 

3) 하혜영(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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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공익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

책사업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국

민 모두를 위한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해당 사업은 공공재

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편익과 비용구조의 불일치로 해당 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과 

반발하는 지역이 나뉘게 되는 것이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b:187-188). 

   셋째, 공공갈등은 갈등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다. 많은 공공갈등의 

경우 대체로 이익의 충돌과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동시에 갈등의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재묵, 2004:13). 공공갈등은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제의 영역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초월성을 지니며 갈등의 

내용도 풀기 어려운 기술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님에 따라 해결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Dukes, 1996:13). 

   네 번째, 매몰 비용(sunk cost)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문제

가 갈등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갈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정책에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 외 사전 타당

성 조사와 연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대규모의 인력과 재원이 

투입된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이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은 증가하게 되므로 공공갈등의 해결을 어렵게 한

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b:189). 

   마지막으로 공공갈등은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갈등 증폭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 증가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 환경 관련 갈등은 처음에 소수의 전문가들만 참여하

다가 시민이나 환경단체가 개입되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확산되게 되는

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적 위기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하혜영,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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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갈등 관리 전략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관리 전략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대응방안을 달리하여 나타난

다. 박재묵(2004)이 제시하는 공공갈등의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의 원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

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갈등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 이해, 대화 

타협 등의 자발적 노력에 바탕을 둔 해결방법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공

적 신뢰, 소통과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문화적 하부구조를 구

축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관리정책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정부의 끊임없는 구조개혁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

다. 특히 공공사업 수행 및 공공정책 수립과 관련된 절차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참여적 의사결정이 절차 개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넷째, 갈등을 예방, 조정하기 위한 법률과 조직이 마련되어야 하고, 

갈등조정 전문가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갈등을 통해 표출되는 새로운 가치와 생활양식은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요구는 당장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사회가 언젠가는 실현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의 실현을 촉구

하는 것이므로 갈등의 순기능적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장기 미해결의 공공갈등 사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

를 바탕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민과 관이 함께 협동

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혜영(2007)은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을 법적․제도적 접근, 

시장기제적 접근, 민주적 참여 접근, 대체적 분쟁해결 접근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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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법적․제도적 접근은 갈등해결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법적 판결을 통한 해결방식인 행정소송과 이와는 별도의 권리구제제도

인 행정심판제도가 있다.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해

와 가치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는데,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비된다

는 점, ② 즉시적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에 부적절하다는 점, ③ 소송이 

갖는 성격으로 인해 갈등 당사자들이 호의적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점, 

④ 재판의 속성 때문에 갈등의 본질은 거의 검토되지 않고, 형평성과 효

율성 측면을 고려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시장기제적 접근은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하는 경제적 접근이

다. 갈등해결을 위해 경제적 유인책인 보상(reward)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상적 접근 방식은 현재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손해에 대해 각종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반발을 감소시키는 방안

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 방법도 한계점을 갖는다. 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② 적절한 보상형태나 보상정도에 대한 

사회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 ③ 지역주민들에게 뇌물로 비취질 

수 있고, 시설의 안전성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민주적 참여 접근방식은 갈등해결을 민주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시민 참여제도의 수준과 활용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

다. 시민참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참여의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로 정부가 주민 혹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방적인 의

사소통방식을 사용하는 단계이다. ② 참여 수준이 중간단계로 정부가 시

민들과 협의를 하는 단계이지만, 제한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방식이다. 

③ 적극적인 참여단계로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

부와의 의사소통도 쌍방향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넷째, 대체적 분쟁해결 접근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은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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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 분쟁해결방법과 절충적 분쟁해결방법으로 

나뉘어지는데, 기본적 분쟁해결방법에는 협상, 조정, 중재가 있다. 협상

(negotiation)은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 모두를 통제 가능할 때 이루어지

며, 조정(mediation)은 제 3자에게 절차는 위임하되 결과는 당사자가 통

제하는 방안이다. 중재(arbitration)는 절차와 결과를 모두 제 3자에게 맡

기는 형태이다. 절충적 분쟁해결방법은 증거 제시 및 변론절차가 협상과 

결합된 형태로 조정-중재, 약식재판, 중립전문가의 사실 확인, 약식 배심

원 심리, 옴부즈만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사법제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협력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선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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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본 절에서는 공공갈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경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

토하였으며 국내 사행산업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공공갈등 

관련 선행연구는 연구대상이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를 기준으로 

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갈등주체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 연구방법으로 실제 갈등사례를 통한 연구사례는 가장 빈번

하게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갈등의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갈

등의 해결방안 모색에 중점을 둔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우선, 갈등의 발생원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종열․권해수(1998)는 위천공단지정 사례 분석을 통해 대구와 부산 간

의 수년간 지속된 갈등의 발생원인을 환경적 요소와 동원화기제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환경적 요소로는 정치․행정적 요소, 경제적 요

소,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쳐 갈등을 유발시키는 잠

재적 토대가 되고 있다고 보며 조직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리더십과 응집

력, 이념적 차원에서는 규범과 정당성, 정치적 기회구조로서는 동맹과 정

치적 제휴의 안정성이 갈등표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도희(2001)는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입지 갈등이 심각하게 제기되

는 원자력발전소 입지 사례를 통해 비선호시설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 유발요인이 무엇이며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갈등유발유인을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시설의 위해성과 사고 위험성, 시

설관리에 대한 정부 불신이 입지 갈등요인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보상은 입지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종(2006)은 핵폐기물 안정성을 둘러싼 방폐장 입지갈등이 핵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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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안정성에 대한 신뢰 부족, 비용과 편익의 비형평성, 경제적 특혜 때문

에 발생했다고 보았고, 한수원 본사 이전을 둘러싼 정책딜레마 형성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결정된 주민투표방식에서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책의 합리성은 

도외시된 채 주민투표라는 명분으로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주민

투표로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등 정부정책에 대

한 또다른 불신을 쌓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다음은 실증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갈등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분석하

고 갈등 관리방안과 해소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선우 외(2001)는 영월 다목적댐 건설사업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에 

의한 강제적 조정과 결정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협상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두 가지 협상기법을 사용

한 모의협상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상생 관계 형

성을 위해 원칙에 충실한 갈등 당사자들의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

고 있다.

   정규호(2007)는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합의형성적 접근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의형성 모델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① 정책의제

의 설정과 결정단계에서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

문제를 관리해야 하고, ② 갈등해결 노력에 대한 성과평가의 기준을 목

표달성 보다는 갈등당사자들의 인식체계와 관계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③ 합의형성적 갈등해결 모델에 갈등의 핵심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까지 확대 적용하

고, ④ 사실확인에 기반한 갈등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갈등당사자들의 합

의에 기반한 공동의 사실 확인(joint fact-finding)과 시민사회의 정보 비

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전문가(civic professionalist)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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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호 외(2005)는 공항건설과 외국어고 입지 갈등구조 비교연구를 

통해 입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지방정부 간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을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 입지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력으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단체장의 적극적 역할과 문제해결 의

지, 지방정부 간 갈등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제도의 세부 규칙 

마련, 자율적 협력기구 구축, 기피갈등의 경우 유인적 보상체계 설계, 광

역정부의 강제적 조정방식이 아닌 조정자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백종섭(2002)은 서울시 추모공원 갈등사례 연구를 통해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갈등의 원인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보의 비공개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서울시의 

권위주의적인 정책결정방식,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부족을 들

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 

보장, 정책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환경전문가와 협력모형에 입

각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병문․지충남(2002)은 무사시노시와 광주시의 소각장 건설을 둘러

싼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기피시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방안으

로 시민참여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시민 중재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주민 참여로 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시민 참여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입지선

정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인 시민 참여가 

아닌 자율적 시민 참여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민창 외(2005)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갈등관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갈등관리 해소를 위한 방법으

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기구, 중재자 조정안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 기피시설 입자와 보상연계 방식을 제안하였다.

   박형서․김선희(2006)는 국내 국토개발 갈등의 유형, 시대별 유형과 

주요 갈등주체, 갈등원인을 분석하고, 갈등유형별 갈등관리 수준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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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갈등예방 및 갈등관리시스템

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정책입안 및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는 합의형성 절차 마련, 사업추진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경제성, 효율성 

보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환경성, 

신뢰성, 책무성, 투명성, 정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정책의사결정구조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하고 사업추진의 내용적․절차적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 갈등주체에 관한 연구

   갈등주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갈등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 가치

관, 태도 등 내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연구이다. 

   주경일(2002)은 집단 프레임분석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갈등의 원인이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

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갈

등인식 차이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서 효과적인 갈등해결 관리방안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과정의 부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과 다양한 보상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관련 공무원들은 문제의 핵심이 님비 현상에 있고,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의 조속한 제거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환경단체 등 제3자 

집단은 소각 카르텔 등 지자체내의 부패 구조에 대한 척결과 시민사회 

성숙을 해결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경일(2003)은 또한 한탄강댐 건설 갈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 대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고 인지 프레임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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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분석결과 각 이해집단들은 실체 프레임(갈등문제 핵심), 특성 프

레임(상대방 인식), 정체성 프레임(나, 우리인식), 과정 프레임(갈등관리과

정)의 네 가지 상위 프레임에서 상이한 갈등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의 선정과 상호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공식

적인 합의의 장 마련, 중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

선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서용(2005)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가치를 가진 이해관계집단이라는 점을 

Mary Douglas와 Aaron Wildavsky의 문화이론(Cultural Theory)에 근거

하여 분석하고 있다. 조사결과 관료집단은 계층주의, 사업 시행체인 농업

기반공사는 개인주의, 지역어민들은 운명주의, 시민환경단체는 평등주의

의 문화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화가치는 자연환경, 위험, 과학

기술과 관련된 파생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발집단인 관료와 기반

공사는 반자연환경관- 높은 위험수용성- 친과학기술관의 태도를 보였으

며 보존집단인 시민환경단체는 친자연환경관- 낮은 위험 수용성- 반과학

기술관 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지역어민들은 친자연관- 낮은 위험 수용

성- 친과학기술관과 같은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사업 갈등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이익갈등 뿐

만 아니라 문화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영기․한선(2007)은 국책사업인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갈등 당사자들의 인식유형을 Q방법론을 통해 조사하고 갈등 해소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조성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35명을 선정하여 인식유형을 분류하였는데 모두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

다. 그러나, 사업의 목표나 지향점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구체적

인 실천방안이나 전략에서는 인식유형 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의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논의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갈등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



- 19 -

주민의 충분한 참여와 정보공개가 이루어져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최충익․정주리(2009)는 홍천군 골프장 개발사업 갈등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인식구조와 견해 차이를 Q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네 가지의 인

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인식 유형이 개발과 환경보존 

모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

로 골프장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도 환경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지역개발 대 환경보존으로 대립하는 

갈등 구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변화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순자․박형서(2011)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당사자

의 내면심리와 가치체계를 Q방법론을 통해 구조화하였다. 갈등 당사자

들의 인식유형을 사업추진확신형, 기대․낙관주의형, 대의명분의존형, 생

계염려․실리추구형, 정부불신․냉소형, 환경․생태계가치중시형 6개로 

구분하고 인식유형별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사행산업에 관한 연구

   국내 사행산업과 장외발매소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은 아니며 그나

마 대부분의 연구가 사행산업 정책과 도박 중독 관련 연구, 고객 이용실

태 조사로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갈등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광익(2011)은 국내의 경우에는 사행산업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강력

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과 지역개발과 관광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여

가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사행산업의 매출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도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정

부와 공공기관이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국가 도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고 지적한다. 사행산업을 통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세수입과 재원 충당은 

개선되어야 하며 문제성 도박 중독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합법 사행

산업의 사행성을 약화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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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최승담(2011)은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이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제어하였다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합법과 불법 사행산

업 모두 큰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고 ‘풍선효과’ 및 ‘기관차효과’ 

등 구조적으로 상호 연계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주 대상이 

합법 사행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처가 미약

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남상민(2011)은 장외발매소의 설치에 따른 시설, 운영, 관리감독, 법 

및 제도적 장치 등 전반에 걸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 이용고객, 그리고 관리감독기관 모두 

새로운 체계의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문

화시설의 접목으로 도박장으로서의 장외발매소 이미지 개선 노력이 불가

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구자훈(2013)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과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더 이상의 확대 설치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한국마

사회가 소유한 장외발매소 중 6개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분석결과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통

이 불편하여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고, 이용자 계층도 대부분 주

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장외발매소의 문화 및 여가 공간 활용방안

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건물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

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장외발매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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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사점

   지금까지 공공갈등과 사행산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공공갈등

과 관련된 연구의 대다수는 특정사례를 중심으로 갈등 구조와 쟁점을 파

악하고 분류하여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갈등

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가치나 태도, 인식을 밝히는 연구는 

드문 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갈등 당사자들의 이해가 다양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내면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갈등 당사

자들의 주관적 가치를 파악하여 갈등의 해결방법을 찾는데 의의를 두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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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고찰

 1. 국내 사행산업 및 경마 현황

   사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박죄에 해당하나(형법 제246조 및 제247조)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해 개별법으로 허용되는 경우 정당행위가 되어 위

법성이 조각되므로 형법상의 규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20조). 

   국내 합법 사행산업의 법적 의미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을 말한다.4) 이러한 국

내 합법 사행산업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사행심을 사회질서를 무너뜨

리지 않는 선에서 충족시키는 기능,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가활용의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재정 확충, 세수 증대효과, 고용창출효과, 

외화획득 등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19조 6,726억원으로 업종별 

매출액은 경마 7조 7,035억원, 복권 3조 2,340억원, 체육진흥투표권 3조 

782억원, 경륜 6,428억원, 경정 1,934억원, 소싸움경기 55억원이다. 경마는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 비중의 39.2%, 순매출액(총매출액-환급금) 비중

의 24.6%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합법 사행산업 매출액 중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행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광산업 및 체육진

흥, 청소년 건전육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조성, 농어촌 현대화,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 각종 기금 지

원 등 특정 목적의 공공자본 형성에 기여하며 이러한 공공자본은 지방자

치단체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공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숨은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한다. 강원랜드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관광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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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 경륜은 레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부하고 있

으며 경마는 레저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축산발전기금, 공익기부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 (사행산업백서 2013).

 

   국내 합법 사행산업 중 경마는 사행행위성을 고려하여 한국마사회에

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 또는 영리법인에게는 경마시행

을 금지하고 있다(한국마사회법 제48조).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

행과 원활한 보급, 말산업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를 목적(한국마사회법 제1조)으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경마의 마권 매출액 중 73%는 고객에게 환급되고, 마권 제세금으로 

16%(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납부된다. 환급금

과 제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11%는 운영비용으로 7%가 사용되고 이익금

은 매출액의 4% 수준이다. 이익금은 30%가 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경마 등 말산업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며 70%는 특

별적립금으로 출연되어 이 중 8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20%는 농어촌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마 조세 및 기금 현황은 < 표 1 > 

과 같다. 

   경마에 대한 조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레저세는 지방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의

한 경마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경주가 시행되는 본장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배분한다. 장외발매소에

서 발생되는 레저세의 50%는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며 

나머지 50%는 경주 시행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고, 광역자치단체에 배

분된 레저세의 3～27%가 교부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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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경마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 출처 : 사행산업 관련 통계(2014)

   < 표 2 >를 보면 경마 매출액은 2012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 오다

가 2013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중 장외

발매소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71.8%에 이르고 있다.

< 표 2  > 연도별 경마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본장 15,996 20,072 23,138 21,501 21,294 22,100 21,793 21,225 21,585

장외 37,113 45,330 51,081 51,364 53,471 55,762 56,604 55,810 54,879

총계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77,862 78,397 77,035 76,464

장외

비중
69.9 69.3 68.8 70.5 71.9 71.6 72.2 72.4% 71.8%

  ※ 출처 : 사행산업 관련 통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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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인원은 2008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전체 입장인원 중 

장외발매소의 비중도 2006년에는 81.4%에 이르렀으나 2014년에는 68.8%

로 감소하였다.

  < 표 3  > 연도별 경마 입장인원 

   (단위 : 천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본장 3,614 4,540 4,806 4,584 4,880 4,995 5,017 4,888 4,773

장외 15,830 17,144 16,427 16,821 16,932 14,523 11,121 11,029 10,523

총계 19,444 21,684 21,233 21,676 21,812 19,518 16,138 15,917 15,296

장외

비중
81.4 79.1 77.4 77.6 77.6 74.4 68.9 69.3 68.8

  ※ 출처 : 사행산업 관련 통계(2014)

 2.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현황

   국내 합법 사행산업 중에서 영업장 본장 외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으로 경마 30개소, 경륜 21개소, 경정 17개소로 

총 68개소의 장외발매소가 있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과천․부산경남․

제주에 위치한 경마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방송 중계시설

을 통해 경주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마권의 발매 및 환급을 처리하

기 위한 시설이다. 1957년에 한국마사회는 뚝섬경마장(1989년 서울경마

장 과천으로 이전)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고객의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명동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를 최초로 개장한다. 

이후에 1988년부터 출자회사를 통한 장외발매소 운영시기를 거쳐 1992년

에는 한국마사회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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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발매소의 주요 설치목적이 교외에 위치한 경마장의 지리적 단점

을 보완하고 도심에 거주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

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도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한 후 장외발매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지방자치제 실시, 생활수준 향상, 재산권 및 환경

권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 등으로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에 대해 지역주

민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장외발매소 운영개수는 2000년대 후

반부터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감위는 2008년과 2014년도에 수립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

획』을 통해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을 불허하고 영업장 수 총량 조정, 입

장정원 규정 명문화, 지정좌석제 확대 권고를 통해 장외발매소 신규 설

치․이전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따라서 < 표 4 >에서 보듯이 

2000년대 후반부터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와 이전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

지지 않게 되어 2008년에는 32개소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수도권과 지

방에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표 4 > 연도별 장외발매소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9 32 33 32 32 31 31 30 30 30 30

     ※ 출처 : 사행산업 관련 통계(2014)

< 표 5 > 지역별 장외발매소 현황

수도권(23개소) 지  방(7개소)
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충남 경남

10 9 4 1 1 2 1 1 1 30

     ※ 출처 : 사행산업 관련 통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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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는 건축법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

장에 해당되며 주거․녹지지역 설치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상업지역에 

설치가 허용된다.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사항이며(한국마사회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등의 법적 규

제 이외에도 정부지침(농림축산식품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를 받고 있다. 

< 표 6 >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된 주요법령

구  분 세  부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및 

시행령 

제71조 

▪ 설치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전

용

일

반
준 중심

일

반

근

린
유통

전

용

일

반
준

× △ △ ○ ○ △ △ × ×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

전

생

산

자

연
보전 생산 계획

× △ △ × × △ × ×

 ※ ○ : 설치가능,  △ : 지방조례(또는 건축조례)에서 허용 시 

가능, × : 설치 불가 

건축법 

제2조 2항 

및 시행령 

제3조의 5

▪ 건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학교보건법

▪ 절대정화구역 : 학교(관인 유치원 등 포함) 출입문에서 직선

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설치불가

▪ 상대정화구역 : 학교(관인 유치원 등 포함) 경계선에서 직선

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승인 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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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에 정부는 최초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관련 세부지침을 

시달하는데, 2009년과 2014년에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두 차례 변경하였다.

< 표 7 >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 변경내역

주관부처 승인절차 및 신청서류 승인기준

1999. 9.13

(문화관광부)

승인

절차

① 개소수 승인신청 → ② 가승인 →

③ 건물선정 → ④ 정식승인신청 →

⑤ 정식승인 → ⑥ 설치
▪제출서류 적정성

▪경륜․경마장간 

거리

▪연도별 승인 

  개소수 한정
신청

선류

▪허가신청서

▪지역사회동의서(주민, 단체, 의회)

▪안전관리대책, 민원예방대책, 관련

법상 인허가 서류 등

2009. 3.17

(농림축산식

품부)

승인

절차
① 승인신청 → ② 승인 → ③ 설치

▪사감위 건전발전 

종합계획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민원발생 해소 

여부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 변경 

가능성

신청

선류

▪장외이전 승인 신청서

▪자자체 및 지역사회동의서

  (동일지역내 이전시 제외)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 안전관리대책, 

관련법령 상 인허가 서류 등

2014. 9.17

(농림축산식

품부)

승인

절차

①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 ② 

사감위 협의 → ③ 승인신청 →

④ 승인 → ⑤ 설치

▪지역별 경마 

등의 영업장 수 

및 동 영업장과의 

거리

▪사업 설명회 

개최 여부 및 

지자체 등의 

사업동의서 여부

▪지역사회에 미치 

는 영향 분석(조사) 

실시 여부

▪관계법령 준수 여부

신청

선류

▪장외 개설 승인 신청서, 개설 계획서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 동의서

▪현지 실사 보고서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민원발생 가능성 및 민원해소 대책, 

안전관리 대책, 관련법령 상 인허가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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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관련  업무처리 기준

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에 『장외발매

소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다. 이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현 수준(32개소) 유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추가 확보, 이전 시 사감위와 사전협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견 수렴 

등 민원발생 소지 최소화 후 승인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가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승인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승인신청 시에는 

이전승인 신청서,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 지자체 및 지역사회 동의서(동

일지역 내 이전 시 제외), 민원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동의서는 지역주민 100인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

도록 하였다.

   2014년에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설치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 9월에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지침을 시달한다. 이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설치 건물 공개모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장외발매소 개설 승

인신청 전 사감위와도 사전 협의를 마쳐야 한다. 또한 동일 행정구역내

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인신청 시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동

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

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동일 행정구역내

에서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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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진행경위

제 1 절 사례 개요

   한국마사회는 2001년부터 용산구 한강로동에 운영하던 용산 장외발매

소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시설환경이 열악하고, 임대료 및 건물관리비 과

다 인상 요구, 승강기 운영중단, 주차장 폐쇄, 출입문 폐쇄 등 건물주의 

업무방해 행위 발생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용산 장외발매소의 이

전 설치를 결정한다. 기존 장외발매소에서 750m 떨어진 부지에 신축된 

건물의 매입과 실내 공사에 약 1,200억원을 투입하고, 2009년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약 4년여에 걸쳐 장외발매소 이전을 준비한다. 지상 18층, 지

하 7층의 1,500명 수용규모의 신축 건물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이전 개장

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표 8 >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 연혁

구분 1차 2차 현재

운영기간 ’88.6월～’01.11월 ’01.11월～’14.1월 ’14.1월～현재

주  소 한강로동 16-85 한강로동 40-712 한강로동 16-48

비  고 성심여고와 거리 210m 한강초등학교와 거리 240m 성심여고와 거리 235m

< 그림 1 > 용산 장외발매소 위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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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갈등 전개과정

 1. 갈등의 잠복과 표출

   한국마사회는 한강로동 용산 전자랜드 근처에 위치한 1,653㎡의 용산 

부지가 2009년 9월 장외물건 모집공고 시 접수되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용산 이전 장외부지로 선정한다. 201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승인과 2010년 6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고 같은 해 12.28에 한국마사회가 건

물을 인수, 등기를 이전한다. 2012년 9월에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사

용승인을 받고 2013년 9월 개장을 목표로 내부 디자인 설계와 공사를 시

작하게 된다. 이 즈음에 신축 건물에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가 이

전 개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제기

되고 용산지역구 의원 등의 반대 의견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2. 갈등의 증폭기

   2013년 3월 용산구의회 임시의회에서 오천진 의원이 용산 장외발매소

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용산구청의 현명한 처리를 당부하는 등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를 용산구의회에서 공식 제기한다. 2013년 5

월에는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의 주관으로 신용산지사 입점 저지를 위

한 용산단체 간담회가 개최된 후 원효로 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

위가 구성되고 2013. 5.14에는 용산구청 앞에서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과 

용산교육희망 등 시민단체의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는 용산 장외발매소가 이전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

환경과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불법 성인오락실 및 유흥업소가 난립하게 

된다는 취지로 지역주민과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에도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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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도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 ‘학교와 경마장의 직선거리

는 250m라 허가기준인 200m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한국마사회

가 추진하고 농림부 승인을 얻기도 해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

다’라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 적극

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한다. 

   2013. 7. 8에 용산구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

매소 이전 승인 취소 요청을 한국마사회에는 이전 자진 철회 및 건축물 

용도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지침(2009.3.30)이 사행산업

건전발전종합계획(2008.11.17)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기존 용

산마권장외발매소의 서울시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용산구민 1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2013.7.10과 2013.7.11에는 용산구 대표단을 구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를 직접 방문해 용산구민의 강력한 ‘이전 

반대’ 의지를 전달하고 8.23에는 경마장 시 외곽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 

13만명의 서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전 승인 조치가 한국마사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

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취소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고 한

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승인 요청에 대해 입장정원 동결, 전 층 

지정좌석제 운영, 복합레저 문화 공간 조성 등 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

행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승인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승인 결

정 이전에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므로 이전 승인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

장을 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자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 대책위와 참

여연대는 2013.8.12에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용산구 한

강로 화상경마장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13. 

8.27에는 성심여고 강당에서 용산지역 36개 초중고등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가 모여 신용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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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도 2013.10. 2에 용산구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장 지역현안 정책

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용산 장

외발매소의 외곽 이전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용산 장외발매소에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언론 보도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2013년 5월부터 한국마사회는 용산 이전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역주민에게 배부하고 지역 직능단체 등을 직접 방

문하여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이전 사유와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2013년 7월부터 총 1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13. 8.30～9.23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한국갈등해결센터 조정 전

문가의 지원을 받아 해결대안을 찾기 위한 조정을 실시하나 반대주민대

책위원회 측에서 주민투표 실시, 중독예방 마사회법 개정 등을 제시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조정이 결렬되고 만다.

   한국마사회는 이전 장소가 성심여고로부터 직선거리로 235m 떨어져 

있어 ‘학교보건법’의 학교위생정화구역(반경 200m) 밖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 장소는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가 아니므로 이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지만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당초 2013.10. 4

에 개장하기로 했던 개장일자를 연기하기로 결정한다.

 3. 갈등의 교착기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 서울시에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보이자 2014. 1.28에 한국마사회는 용산구청

에 개장을 잠정 연기하고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 요구하는 다자간협

의체에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전달한다. 한국마사회와 

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3차례 간담회를 개

최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는다. 또한 

2014년 1월～2월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나 반대주민대책위원

회가 이전 철회를 다자간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해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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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무산되고 만다. 

   반면에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상생대책연합회 측에서

는 상권 활성화, 지역주민 채용, 헬스장, 키즈클럽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를 요구하고 개장 지연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니 조속한 개장을 

한국마사회 측에 요구한다. 3.14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

홀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찬·반 공청회를 개

최했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만다.

   이 기간 동안 한국마사회는 도박장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

권 발매를 위한 시설은 개장하지 않고 2014년 1월부터 용산 장외발매소

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탁구교실 등 문화센터 운영

을 개시한다. 이 밖에도 학생 통학안전 및 지역주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

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인근지역에 CCTV 30개 설치, 중고등학생 장학

금 등 20억원 규모의 장학사업 시행, 공부방 개설 지원 등,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용산 장외발매소를 6개월간 주민들과 공동 관리

한 뒤 문제점이 나타나면 폐지하겠다고 제안하나 반대 측에서 이를 거부

함으로써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4. 갈등의 심화기

   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용산 장외

발매소 이전 갈등 문제가 장기화되자 한국마사회는 3～4개월간의 시범운

영 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운영 여부를 최종결정 하기로 방침을 정

하고, 2014. 6.28에 3개 층을 우선 개장한다. 총 18개 층 중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6개 층을 할애하고, 지정좌석제 전면 도입(입장료 1만

원～3만원)을 통한 프리미엄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목표로 시범운영에 

돌입하나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는 기습 개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시범운영 개장 당일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측 100여명의 주민들이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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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정문과 입구를 막고 고객 입장을 방해하는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성심여고 교감이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시범

운영 개장을 계기로 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마사회 간 물리적 충돌이 발

생하고 갈등이 한 층 더 심화된다. 

   2014. 6.16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용

산화상경마장 이전을 철회하라는 전원회의 권고문을 발송하고 2014. 7. 1

에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천명하며, 2014. 7. 6에는 김우남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0여 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원회' 농성장을 방문한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성명을 내

고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강행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용산 장외

발매소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게 된다.

   시범운영 이후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 문제가 법적 문

제로까지 비화되는데, 2014. 7. 4에 한국마사회는 고객의 입장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반대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 

주민 15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서부지법에 정방 대표 등 9명이 경마

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 이에 따라 7.11에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가 용산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7.15에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에서는 마사회가 '주민들의 접근을 막아

달라'며 낸 영업방해 금기 가처분 신청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가처분 인

용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양측이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며 "피신청인들은 10월 말까지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마사회 측

이 경마장을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반대대책위 채무자(9명)들에 대해 용산 장

외발매소를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

해하거나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장비는 물론 고성

으로 구호를 제창하지 못하게 하고, 제 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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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금지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각 50만원씩을 한국마사회에 지급하도록 한다. 마사회는 법

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한다고 발표하나 반대대책위는 법원이 마사회의 시

범개장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도 마사회와 반대대책위의 대치 상태가 이어

지자 7.20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시범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7.25에는 서울시의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 중

단 및 서울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8.12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마사회가 제출한 '용산장외발매소 영업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선고를 내린다. 선고 내용은 반대대책

위원회 채무자들이 용산장외발매소와 그 토지에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

원들과 고객들의 출입과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용산지사 건

물과 토지에 출입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사회에 위반행위당 각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선

고를 바탕으로 마사회는 시범운영 중간․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

힌다.

   8.20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문제와 관련하여 용

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마사회 측에 

시범운영 기간을 1개월 단축할 것을 지시하면서 10월말까지 예정되었던 

시범운영 기간이 9월말로 종료되게 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의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구

체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다.

   이와 같은 중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와 반대주민대책위는 

서로 형사고소와 고발을 계속하며 대치한다. 마사회는 정방 반대대책위 

공동대표와 김율옥 성심여중고 교장 등 9명에게 벌금을 물리기 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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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주민 22명을 형사 고소하였는데, 이에 반발하여 

반대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23에 마사회를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5. 갈등의 재교착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이 종료 된 후 2014.10.31에 시범운영평가위원회는 

시범운영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허근 한국바른마음

바른문화운동본부 이사장(신부)을 포함해 나남길 한국농촌경제신문 대표, 

이상윤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장, 신태웅 동양학전수협회 이사장, 차효

록 조계종 사회부 용산담당, 안동현 한양대 정신과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는 시범운영결과보고서를 통해 

주민 설문결과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지만 용산 장외발매소로 인한 실체

적 위험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범죄·교통사고발생 여부, 통학안전, 교통

혼잡 등 유해성을 1∼9점 척도로 나눈 뒤 5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적을수

록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조사결과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

일 기준 유해성 점수는 4.10점을 기록해 유해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주민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상경마장 

인근 800m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 315명 중 72.7%가 화상경마장 운영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사회 측은 시범운영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용산 장외발매소로 

인한 실체적 위험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2014년도 연내에 정식 개

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다. 반대주민대책위는 시범운영위원회 

예산을 마사회가 운영하고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들을 농림축산

식품부와 마사회가 선정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후에도 마사회 측은 대화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고소

ㆍ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히지만, 대화의 전제 조건을 개·폐장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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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개장시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반면에 반대주민대책위는 개장 폐

지 방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주민투표로 주민의견을 물어 볼 

것을 주장해 여전히 갈등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는 개장이 중단된 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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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설계 및 절차

제 1 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된 갈등 인식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심층면담, 관련문헌과 언론기사 고찰, 

전문가와의 토의과정을 거쳐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원인과 해결방

안에 관한 Q 진술문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설문기간은 2014.12.15～12.28까지이며 설문조사는 용산 장외발매소 인근 

주민센터, 마트, 음식점,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시행되었다

제 2 절 연구절차

  1. Q 진술문 설계

   용산 장외발매소 이해관계자 면담, 관련문헌, 언론기사를 참조하여 경

마와 장외발매소,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이미지, 경마와 장외발매소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설치 갈등 해결방안과 관

련된 Q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행정학 관련 교수 1인의 자문과 Q 방법론 전문가 1인과

의 토의를 통해 내용의 중복과 질문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연구문제

에 적합한 진술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표 9> 와 같이 총 34개의 Q 진

술문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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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Q 진술문 

항목 진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용산 장외발매소는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최근에 발생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논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거환경이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진다.

경마는 성인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이다.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변교통이 혼잡해진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교육이 아닌 집값 하락 때문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반대한다.

반대 측에서 무조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만 주장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반대측 지역주민 편만 들고 있다.

마사회와 반대주민의 대립이 심해서 지역상권이 손해를 입고 있다.

경마고객이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과거에 운영되던 용산 장외발매소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는 일반 주민보다 지역 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민들이 도박 중독자가 될 수 있다.

마사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용산 장외발매소를 이전하였다.

쓰레기, 범죄발생 예방 등 문제점을 개선했는데 반대측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경마는 도박이므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경마고객은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며 위험한 사람들이다.

경마고객 편의와 매출을 위해 계속 도심지에 경마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야한다.

마사회는 감언이설과 거짓정보로 주민들을 찬성측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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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진술문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마사회와 반대측이 서로 협의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  

마사회가 돈과 권력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

마사회가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용산 장외발매소가 운영되어도 상관없다.

용산 장외발매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

과거에도 용산에 경마 장외발매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마는 세금납부와 특별적립금을 통해 국가경제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앞으로 경마 장외발매소는 도심지가 아닌 한적한 교외에 설치해야 한다.

경마는 계속 시행하더라도 장외발매소는 국민을 도박에 빠지게 하므로 

폐쇄되어야 한다.

품위있고 수준 높은 경마고객이 오는 장외발매소가 설치된다면 문제가 없다.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2. P 샘플의 선정

   본 연구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으로 발생된 갈등에 대한 다양한 인

식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의한 직접

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마사회 본사 직원, 현장근무 직원, 지

역주민, 지역상인, 경마고객, 문화센터 회원 대상으로 총 35명의 P 샘플

을 지정하였다. 

   P 샘플의 수에 따라 심층적 연구와 포괄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1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상이한 상황을 부여한 후 상이한 상황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후자는 P 샘플의 수가 30명에서 50명 수준을 

의미하며 이론적으로 30～50명의 표본도 무작위로 추출할 필요가 없으며 

P 샘플들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대표적, 포괄적이면 연구의 질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순은, 2007 : 48-49). P 샘플의 특성은 <표 10 >, < 

표 11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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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P 샘플

P 샘플 번호 특성 성별 세대 지역

1 지역주민 여성 40대 용산구

2 문화센터 회원 남성 20대 용산구

3 지역상인 여성 40대 서울

4 지역주민 남성 10대 용산구

5 지역주민 남성 70대 용산구

6 지역주민 여성 30대 용산구

7 지역주민 남성 70대 용산구

8 지역주민 여성 40대 용산구

9 문화센터 회원 남성 50대 서울

10 현장직원 남성 50대 서울

11 본장직원 남성 50대 경기도

12 본장직원 남성 30대 기타

13 현장직원 남성 40대 경기도

14 현장직원 남성 50대 서울

15 지역상인 여성 50대 서울

16 지역상인 남성 60대 용산구

17 문화센터 회원 여성 60대 서울

18 문화센터 회원 남성 60대 용산구

19 지역상인 남성 50대 경기도

20 지역상인 여성 50대 서울

21 지역상인 남성 40대 서울

22 경마고객 남성 50대 용산구

23 경마고객 남성 50대 용산구

24 본장직원 남성 40대 경기도

25 본장직원 남성 30대 서울

26 본장직원 남성 30대 경기도

27 본장직원 남성 50대 경기도

28 본장직원 남성 40대 경기도

29 경마고객 남성 40대 경기도

30 경마고객 남성 60대 용산구

31 경마고객 남성 40대 서울

32 경마고객 남성 50대 경기도

33 경마고객 남성 40대 경기도

34 본장직원 남성 30대 경기도

35 지역주민 남성 40대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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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P 샘플의 사회 경제적 특성

구  분 기  준 인원(명)

성  별
남  성 28

여   성 7

세  대

10대 1

20대 1

30대 5

40대 11

50대 11

60대 4

70대 2

특  성

지역주민 7

지역상인 6

용산 장외발매소 문화센터 회원 4

용산 장외발매소 현장직원 3

고객 7

본사 직원 8

지  역

용산구 13

서울(용산구 외 지역) 10

경기도 11

기타 1

  3. Q 분류

   P 샘플을 대상으로 실제 Q 진술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단계를 Q 분

류라고 한다. Q 분류 방법에는 크게 강제분류(forced sorting) 방법과 비

강제분류(unforced sorting)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강제할당 방식

을 사용하였다.

   35명의 P 샘플에게 Q 진술문이 1개씩 적힌 Q 카드, Q 진술문, Q 진

술문 분포도를 제시하고, Q 카드를 읽은 후 본인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동의(+), 중립 또는 모르겠음(0), 동의하지 않음(-)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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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동의하는 그룹에서 가장 동의하는 문항 순

으로 Q 카드를 고르게 한 후 분포도에 배치하였다. 마찬가지로 동의하

지 않는 Q 진술문 그룹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 순으로 분포도에 

배치하게 하였다. 이렇게 카드를 배치하고 난 후 중립이거나 모르겠음으

로 분류한 카드는 분포도 중 “0”으로 분류하여 배치하게 하였는데 이렇

게 함으로써 분포도 모양은 정규분포곡선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 표 12 > Q 분류를 위한 분포도

-4 -3 -2 -1 0 1 2 3 4

← 매우 부정 매우 긍정 →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35명의 P 샘플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PQMethod2.11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Q 진술문 분포도에 입력된 문항번호를 -4에서 +4까지 

점수화 한 후 파일에 입력하였다. 다음 단계로 P 샘플을 축으로 하는 주

요인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Q-요

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Eigen Value가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한 후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4개 요

인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4개의 요인을 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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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분석결과 및 해석

제 1절 유형분석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인식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PQMethod2.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Q분류와 P샘플

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주요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로테이션 이전의 요인가를 추출하였다. 이때 Eigen 

Value 값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1 이상인 요인의 개수를 선택하여 4개

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Varimax 방식의 로테이

션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flagging 작업을 시행하여 최종적인 요

인분석표를 획득할 수 있었다.    

< 표 13 > 요인분석표 

구  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1 40대 여성 용산구 지역주민  -0.1945 0.6938*  -0.4109  -0.2811 

2 20대 남성 용산구 문화센터 회원  0.5589  -0.4087  0.1775   0.3666 

3 40대 여성 서울 지역상인  0.6941*  -0.1404   0.2676   0.3243 

4 10대 남성 용산구 지역주민  -0.3027 0.6665*  -0.3080   0.1709 

5 70대 남성 용산구 지역주민  -0.0532 0.7440*   0.1536  -0.1696

6 30대 여성 용산구 지역주민  -0.1663  0.6081 -0.5553  -0.2127 

7 70대 남성 용산구 지역주민 0.3304  -0.0053  0.3535  -0.2044 

8 40대 여성 용산구 지역주민  -0.3674  0.4469  -0.5533  -0.0706 

9 50대 남성 서울 문화센터 회원  0.8412*  0.0073  0.1267  0.0944 

10 50대 남성 서울 현장직원 0.1073  -0.0939  0.0229  0.7713*

11 50대 남성 경기도 본장직원 0.8013*  -0.1256   0.1218  0.0758 

12 30대 남성 기타 본장직원  0.7060*  -0.2274  -0.1256  0.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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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0대 남성 경기도 현장직원 0.6642*  -0.2263  0.2885   0.3788 

14 50대 남성 서울 현장직원  0.6217*  -0.2464   0.4996  0.0052 

15 50대 여성 서울 지역상인 0.5450  -0.0973   0.5437  0.3754 

16 60대 남성 용산구 지역상인  0.6688*  0.0494   0.2286   0.4855 

17 60대 여성 서울 문화센터 회원 0.0860  0.2203  0.7464*  0.3526

18 60대 남성 용산구 문화센터 회원 -0.3796*  -0.3370 -0.0684 -0.1084 

19 50대 남성 경기도 지역상인  0.4528  0.2823  0.4686   0.3447 

20 50대 여성 서울 지역상인  0.7681* -0.1790   0.2701  0.0496 

21 40대 남성 서울 지역상인  0.6039*  0.0403   0.3252  0.2965

22 50대 남성 용산구 경마고객  0.6655* -0.2339   0.2259   0.2643 

23 50대 남성 용산구 경마고객  0.5164 -0.3108   0.3623  0.4563

24 40대 남성 경기도 본장직원  0.7615* -0.1662   0.0347  0.2536 

25 30대 남성 서울 본장직원  0.7004*  -0.1890   0.1509  0.2441

26 30대 남성 경기도 본장직원  0.6182*  -0.3084 -0.1935  0.4789 

27 50대 남성 경기도 본장직원  0.2501  -0.1832   0.1747  0.6561*

28 40대 남성 경기도 본장직원  0.5385   0.0063   0.2823  0.5893

29 40대 남성 경기도 경마고객  0.5179* -0.2074   0.3254  0.1569 

30 60대 남성 용산구 경마고객  0.4803*  -0.2841   0.1847  0.0807 

31 40대 남성 서울 경마고객  0.5863* -0.1784   0.0854  0.4727 

32 50대 남성 경기도 경마고객  0.4863  -0.2344  0.5841*  -0.1393 

33 40대 남성 경기도 경마고객  -0.0410   0.0856  0.0043  -0.0325

34 30대 남성 경기도 본장직원   0.4224  -0.2007  0.3550  0.6807*

35 40대 남성 용산구 지역주민   0.0460   0.1401 -0.7858*  -0.2145 

설명력(%) 28 10 13 12

  

                 

   유형 1은 지역상인 4명, 문화센터 회원 2명, 본장직원 5명, 현장직원 

2명, 경마고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력은 28%를 차지한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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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지역주민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력은 10%를 차지한다. 유형 

3은 문회센터 회원 1명, 경마고객 1명, 지역주민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 13%에 해당한다. 유형 4는 현장직원 1명, 본장직원 2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설명력 12%에 해당한다. 이상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분석결

과 총 63%의 설명력을 지닌다. 

   각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14 > 와 같다.  유형 1과 유형 4의 상

관관계가 0.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1과 유형 2는 상관관계가 

-0.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14 > 요인 간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1 1.0000   -0.4423  0.3888  0.5737

2 1.0000  -0.2687  -0.3645

3   1.0000   0.3793

4  1.0000

   다음으로 요인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별 분석은 각각의 진술문들

에 대한 서열의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일차적으로 각 

요인별 극단값을 가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그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Q샘플의 분포의 극단값은 +4, +3, -3, -4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로 진술문의 요인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15 >와  

같다. 총 34개의 문항이 서열화되어 있으며, +4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응

답자가 선호하고 동의하는 의견이며, -4에 다가갈수록 응답자가 동의하

지 않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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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진술문의 요인가

번

호
Q 설문 1 2 3 4

13
마사회와 반대주민의 대립이 심해서 지역상권이 손해를 

입고 있다.
0 -1 0 -1

21
경마고객은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며 위험한 사

람들이다.
1 1 2 1

9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변교통이 혼잡해진다. 1 0 3 2

20 경마는 도박이므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4 1 1 1

12
정부와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반대측 지역주민 편

만 들고 있다.
-2 0 -2 -3

25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
-1 -2 1 -1

30
경마는 세금납부와 특별적립금을 통해 국가경제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4 0 -1 -1

18
마사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용산 장외발매소를 

이전하였다.
3 0 1 3

16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는 일반 주민보다 지역 

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2 2 0 -1

29
과거에도 용산에 경마 장외발매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1 -4 -1

33
품위있고 수준 높은 경마고객이 오는 장외발매소가 

설치된다면 문제가 없다.
-2 2 -1 0

31
앞으로 경마 장외발매소는 도심지가 아닌 한적한 교외에 

설치해야 한다.
0 -3 0 -2

10
반대하는 주민들은 교육이 아닌 집값 하락 때문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반대 한다
0 3 4 2

19
쓰레기, 범죄발생 예방 등 문제점을 개선했는데 반대측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3 2 0 0

2
최근에 발생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논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0 0 2 -2

24
마사회와 반대측이 서로 협의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3 -2 1 1

3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1 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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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민들이 도박 중독자가 될 수 

있다.
2 -1 2 -2

4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3 0 0 4

23
마사회는 감언이설과 거짓정보로 주민들을 찬성측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2 -1 -2 2

6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1 -1 3 3

15
과거에 운영되던 용산 장외발매소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
0 2 -3 1

14 경마고객이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2 2 0

26
마사회가 돈과 권력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
4 -2 -2 2

22
경마고객 편의와 매출을 위해 계속 도심지에 경마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야한다.
0 4 0 0

8 경마는 성인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이다. -1 3 -1 -3

28
용산 장외발매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
-3 1 -4 0

32
경마는 계속 시행하더라도 장외발매소는 국민을 도박에 

빠지게 하므로 폐쇄되어야 한다.
2 -4 -1 1

34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3 -3 -2 0

7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거환경이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진다.
1 -4 1 3

11
반대 측에서 무조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만 주장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1 1 3 -4

27
 마사회가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용산 

장외발매소가 운영되어도 상관없다.
-4 4 -1 -2

1
용산 장외발매소는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1 -3 4 4

5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 -2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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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결과해석

 1. 유형 1 : ‘건전한 경마문화 확산’ 관점

   유형 1은 경마가 국가경제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장외발매소 운영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유형 1로 구분된 응답자들의 Q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 그림 2 > 유형 1의 Q 분류표

2

7 15 29

14 6 10 11 33

4 23 1 13 8 5 24

20 18 17 9 22 3 16 28 30

26 34 32 21 31 25 12 19 27

-4 -3 -2 -1 0 1 2 3 4

← 매우 부정 매우 긍정 →

   위 분류표에 따르면 유형 1이 가장 동의하는 5개의 문항은 30, 27, 

24, 28, 19번 문항으로 경마가 세금납부와 특별적립금을 통해 국가경제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용산 장외발매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고,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

른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장외발매소 운영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이 반대 측의 무조건적인 운영 폐지 주장으로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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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용산 장외발매소로 인한 갈등은 마사회와 

반대측이 서로 협의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 표 16 > 유형 1이 동의하는 대표 문항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30
경마는 세금납부와 특별적립금을 통해 국가경제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4

27
마사회가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용산 장외발매소가 

운영되어도 상관없다.
4

24
마사회와 반대측이 서로 협의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3

28
용산 장외발매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

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
3

19
쓰레기, 범죄발생 예방 등 문제점을 개선했는데 반대측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3

   또한 유형 1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5개의 문항은 20, 26, 4, 18, 34번 

문항으로 경마는 도박이므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마사회가 

돈과 권력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에 특히 동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주장과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용산 장외발매소를 이전하였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용산 장외발

매소가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유형 1의 P샘플은 지역상인 4명, 문화센터 회원 2명, 본장직원 5명, 

현장직원 2명, 경마고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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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 유형 1이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20 경마는 도박이므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4

26
마사회가 돈과 권력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
-4

4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3

18
마사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용산 장외발매소를 

이전하였다
-3

34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3

   결국 본 유형은 경마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경마

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결론적으로 본 유형은 건전한 경마 관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2. 유형 2 : ‘사행성 도박’ 관점

   유형 2는 경마를 도박으로 생각하면서도 경마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

는 장외발매소가 접근이 쉬운 도심에 위치할 때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특히 장외발매소가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도심에서 운영하는 장외발매소에 반대하고 

있다. 유형 2로 구분된 응답자들의 Q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 53 -

< 그림 3 > 유형 2의 Q 분류표

9

11 2 23

16 21 30 6 25

5 33 20 4 17 24 1

22 10 19 3 12 13 14 31 32

27 8 15 28 18 29 26 34 7

-4 -3 -2 -1 0 1 2 3 4

← 매우 부정 매우 긍정 →

   위 분류표에 따르면 유형 2가 가장 동의하는 5개의 문항은 32, 7, 1, 

31, 34번 문항으로 경마는 계속 시행하더라도 장외발매소는 국민을 도박

에 빠지게 하므로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거환경이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용산 장외발매소

는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므로 도심지가 아닌 교

외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

대 이유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표 18 > 유형 2가 동의하는 대표 문항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32
경마는 계속 시행하더라도 장외발매소는 국민을 도박에 

빠지게 하므로 폐쇄되어야 한다.
4

7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거환경이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진다.
4

1
용산 장외발매소는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3

31
앞으로 경마 장외발매소는 도심지가 아닌 한적한 교외에 

설치해야 한다.
3

34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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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 5개의 문항은 22, 27, 5, 10, 8번 문항으

로 도심지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

며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에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마사

회 측에서 장외발매소 인근 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화

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가 집값 하락을 우려한 반대라는 생각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값 하락 보다는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도심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를 운영에 반대하

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경마는 성인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라는 주장

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형 2의 P샘플은 지

역주민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19 > 유형 2가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22
경마고객 편의와 매출을 위해 계속 도심지에 경마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야한다.
-4

27
마사회가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용산 장외발매소가 

운영되어도 상관없다.
-4

5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 -3

10
반대하는 주민들은 교육이 아닌 집값 하락 때문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반대 한다.
-3

8 경마는 성인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이다. -3

   

   제 2유형은 경마 시행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경마를 레

저 스포츠 보다는 도박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의 문제점이 시정된다고해도 도심에 설치하는 장

외발매소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으로 장외발매소가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에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어 경마를 사행성 도박이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가치관이 강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55 -

 3. 유형 3 : ‘시장주의’ 관점

   유형 3은 경마가 도박이냐 아니냐에 대한 가치 판단은 유보하고 장외

발매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실질적 손익에 집중하는 유형이다. 

또한 이 유형은 과거에도 용산 장외발매소가 용산구 내에서 운영되고 있

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유형 3으로 구분된 응답자들의 Q 분류표

는 다음과 같다.

< 그림 4 > 유형 3의 Q 분류표

16

24 22 32

17 25 19 30 34

6 2 20 31 27 12 3

1 9 21 7 13 33 23 5 28

10 11 14 18 4 8 26 15 29

-4 -3 -2 -1 0 1 2 3 4

← 매우 부정 매우 긍정 →

   유형 3이 가장 동의하는 5개의 문항은 28, 29, 3, 5, 15번 문항으로 용

산 장외발매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

으며 과거에도 용산 장외발매소가 운영되었고 이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

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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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 유형 3이 동의하는 대표 문항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28
용산 장외발매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
4

29
과거에도 용산에 경마 장외발매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4

3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3

5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 3

15 과거에 운영되던 용산 장외발매소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 3

   유형 3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5개의 문항은 1, 10, 6, 9, 11번 문항으

로 용산 장외발매소가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동시에 주민들이 집값 하락 때문

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반대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즉, 반

대하는 주민들이 집값 하락보다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거나 주변교통이 혼잡

해진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 유형은 또한 용산 장외발매

소 갈등이 반대 측의 완고한 태도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유형 3의 P샘플은 문화센터 회원 1명, 경마고객 1명, 

지역주민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로 인한 경제적․문화적 혜택에 집중하면

서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반대주민대책위의 무조건 폐쇄 

주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므로 본 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과 관

련하여 방관자이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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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 유형 3이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1
용산 장외발매소는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4

10
반대하는 주민들은 교육이 아닌 집값 하락 때문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반대 한다
-4

6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3

9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변교통이 혼잡해진다. -3

11
반대 측에서 무조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만 주장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3

            

 4. 유형 4 : ‘경마는 성인 레포츠’ 관점

   유형 4는 용산 장외발매소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 옹호하고 용산 장외

발매소 갈등이 반대 측의 무조건적인 폐쇄 주장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유형은 정부와 정치권이 반대 측의 입장만 두둔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유형 4로 구분된 응답자들의 Q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 그림 5 > 유형 4의 Q 분류표

19

24 14 25

26 21 33 16 27

18 23 32 22 13 2 8

4 6 10 15 28 30 31 12 11

1 7 9 20 34 29 17 3 5

-4 -3 -2 -1 0 1 2 3 4

← 매우 부정 매우 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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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분류표에 따르면 유형 4가 가장 동의하는 문항은 11, 5, 8, 12, 3번 

문항으로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과 반대 측에서 무조건적인 폐쇄만 주장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는 주장에 가장 동의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경마는 성인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라는 생각에 동의하며 경마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산 장외발매

소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용산 장외발매

소 갈등 문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표를 의식해서 반대 측 지역

주민의 편만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 > 유형 4가 동의하는 대표 문항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11
반대 측에서 무조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만 주장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4

5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
4

8 경마는 성인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이다. 3

12
정부와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반대 측 지역주민 

편만 들고 있다.
3

3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유형 4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 5개의 문항은 4, 1, 18, 6, 7번 문항으로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권,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가장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마사회가 법과 절

차를 무시하고 용산 장외발매소를 이전하였다는 주장과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주거환경 악화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유형 4는 현장직원 1명, 본장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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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 유형 4가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4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4

1
용산 장외발매소는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4

18
마사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용산 장외발매소를 

이전하였다.
-3

6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3

7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거환경이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진다.
-3

   유형 4는 장외발매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사안을 강력하

게 부인하면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으로 주민반

대대책위의 무조건적인 폐쇄 주장을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유형은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유형 5 : ‘경마는 사회악’ 관점

   유형 5는 유형 1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경마는 도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해서 돈과 권력

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형 5로 구

분된 응답자들의 Q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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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유형 5의 Q 분류표

2

29 15 7

33 11 10 6 14

24 5 8 13 1 23 4

30 28 16 3 22 9 17 18 20

27 19 12 25 31 21 32 34 26

-4 -3 -2 -1 0 1 2 3 4

← 매우 부정 매우 긍정 →

   유형 5가 가장 동의하는 문항은 유형 1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20, 

26, 4, 18, 34번 문항이다. 이 유형은 경마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사회가 돈과 권력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또

한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이전 과정도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며 용산 장외발매소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들의 의견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 표 24 > 유형 5가 동의하는 대표 문항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20 경마는 도박이므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4

26
마사회가 돈과 권력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
4

4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3

18
마사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용산 장외발매소를 

이전하였다
3

34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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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5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 5개의 문항은 30, 27, 24, 28, 19번 문항

으로 경마가 국가경제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해도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에 반

대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범죄발생 예방 등 문제점을 개선했는데 반대 

측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장외

발매소의 이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갈등 해결 방법에 있

어서도 서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 무조건적

인 장외발매소 폐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형 5는 문화센터 회

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5 > 유형 5가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30
경마는 세금납부와 특별적립금을 통해 국가경제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4

27
마사회가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용산 장외발매소가 

운영되어도 상관없다.
-4

24
마사회와 반대측이 서로 협의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

가야 한다.
-3

28
용산 장외발매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

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
-3

19
쓰레기, 범죄발생 예방 등 문제점을 개선했는데 반대측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3

   유형 5는 유형 4와 대립관계에 있는 유형으로 경마와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타협과 협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태도

를 보이고 있다. 본 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 이해관

계자들 중에서도 경마와 장외발매소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

진 유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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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각 유형별 분석 종합

  지금까지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인식유형을 살펴보았다.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5개

의 인식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수 있었다. 

   5개의 인식 유형은 경마를 바라보는 관점, 장외발매소 운영여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절차에 대한 사실인식, 갈등의 원인 인식에 있어서 확

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5개의 인식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 표 26 > 

과 같다. 

< 표 26 > Q 방법론에 따른 인식유형 분류

유 형 명 경마 인식 갈등 원인 갈등 해결방안

제 1유형

(건전한 경마문화 확산 

관점)

소극 긍정 타협 없는 반대
문제점 개선 

통한 운영 찬성

제 2유형

(사행성 도박 관점)
도박 마사회의 일방통행

폐지 또는 교외 

이전 요구

제 3유형

(시장주의 관점)
언급 없음 양 측의 협의 부족 운영 찬성

제 4유형

(경마는 성인 레포츠)
적극 긍정

타협 없는 반대,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주민 편들기

운영 찬성

제 5유형

(경마는 사회악)
도박

법․절차 무시한 이전, 

정부와 정치권의 

마사회 편들기, 

마사회의 일방통행

폐 지

   경마에 대해서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

며 제 3유형은 경마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을 보이거나 긍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제 2유형과 제 5유형은 경마를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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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 5유형은 경마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운

영여부에 대해서도 경마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 1유형은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운영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장외발매소가 지역경제 활성화

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운영에 찬성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제 2유형과 제 5유형은 장외발매소의 폐지 또는 교외 이전

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의 이전 절차에 관한 사실 인식도 인

식 유형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제 1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은 

법과 절차에 따랐으므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제 5유형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있으며 제 2유형은 마

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원

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공통적으로 반대 측의 타협 없는 이전 반대 주장 때문에 갈등이 심화됐

다고 보고 있었으며 제 3유형은 마사회와 주민반대대책위 양 측에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과 제 5유형은 마사회의 

이전 강행이 갈등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 1유형은 경마를 건전한 

성인 레포츠라고 인식하지는 않지만 경마가 국가경제와 농어촌 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유형은 가장 많은 

P샘플이 포함된 유형으로 법과 절차, 주민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고 반대 

측과 협의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

형은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마사회와 반대 측이 협의와 양보를 통해 문

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쓰레

기, 범죄 발생 예방 등 문제점을 개선했는데도 반대 측이 무조건 반대하

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제 2유형은 경마를 성인 레포츠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반대하며 경마

는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경마를 폐지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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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지는 않으나 장외발매소 운영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

히 집값 하락 때문에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장외발매소 운영

에 반대하는 의견을 님비현상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유형은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경마는 시행 하더라도 장외발매소의 폐지 또는 교

외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제 2유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용산 장외발

매소 이전이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며 정부와 정치권, 마사회에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제 5유형과는 달리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의 법

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유형

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개

선된다고 해도 용산 장외발매소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제 2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에도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운영의 긍정적 

측면으로 지역주민 문화생활 지원을 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 3유형은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현재 위치로 용산 장외발매소가 이

전하기 전 과거에도 용산 장외발매소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으며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유형이

다. 이 유형은 통상 장외발매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주택 가격 하락, 주변교통 혼잡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용산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 문화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형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갈등이 풀리지 않는 원인이 반대 측의 무조건적인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주장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현재의 갈등상

황에는 마사회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3유

형의 P샘플은 40․50대 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으로 비교적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적은 계층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장외발매소 운영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로 바라보며 경제적․문화적 혜택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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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제 4유형은 경마를 성인 레포츠라고 적극 옹호하는 입장으로 장외발

매소가 지역주민 문화생활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이 유형은 반대 측의 타협 없는 태도가 갈등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법과 절차에 따른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측 주민들의 편만 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 5유형은 경마는 곧 도박이므로 경마와 장외발매소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 5유형은 5개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용산 장외발매

소 이전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마사회가 일방

적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를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마사

회가 돈과 권력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 정

부와 정치권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5개의 인식 유형을 종합해 보면 경마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인식에 따라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에 대한 인식 유형이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 찬성과 반

대라는 극단적 유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적극 찬성과 문제점 보완 후 운영이라는 넓은 

스펙트럼을 보였으며 시장주의 관점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형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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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함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3년∼2014년 약 2년여에 걸쳐 발생한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연구주제로 선택하여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Q 방법론을 통해 용산 장외발

매소 이전에 대한 인식 유형을 조사하였다. 연구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인식유형은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와 갈등 인식유형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갈등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다.

   분석결과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 인식 유형은 5개 유형으로 나타났으

며 경마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장외발매소 운영여부, 용산 장외발매

소 이전을 바라보는 관점, 갈등의 주요원인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용

산 장외발매소 이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행위임을 

주장하며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 1유형은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개선된다면 운영에 찬성한다는 입장으

로 기본적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의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며 개장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이 유형은 또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의한 갈

등의 주요원인으로 반대대책위의 무조건적인 폐쇄 주장을 공통적으로 들

고 있다. 

   제 2유형과 제 5유형은 경마를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제 5

유형은 경마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 2유형은 자녀 교육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특히 우려하며 도심에 설치하는 장외발매소에 대해 반

대하고 있다. 제 5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제 2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이 법과 절

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마사회의 일방적인 행위가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유형은 경마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을 보이거나 긍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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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으로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문화적 혜택에 집중하고 있는 

유형이다. 또한 제 3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원인에 대해 마

사회와 반대대책위 양 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중립적인 태도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태도는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다양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진행

경위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풀리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시범운영에 따른 물리적 충돌, 양 측간의 고소․고발, 용산구

청, 용산구의원,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야당 원내대표, 국무총리 등 

정치권의 개입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은 됐으나 2015년 5월 현

재에도 용산 장외발매소는 개장이 연기된 상태로 언제든지 다시 양 측간

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용산 장

외발매소 이전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째, 중립적 중재기구의 설치와 갈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찬성과 반대의 극단적인 입장

만이 표출되었으며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

는 시민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되었다. 

   이번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도 대통령 소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

가 2014년 7월에 (사)한국갈등해결센터를 통한 갈등 조정을 하도록 중재

한적이 있지만, 반대대책위 측의 참여 거부로 무산되고 이후로 양 측의 

고소 고발 등 갈등이 격화되었다. 즉, 중재기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갈등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제할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

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를 담아내기 위해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중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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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갈등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분석결과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사실에 대해서 법과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인지하고 있는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 사실

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갈등 해소를 위한 첫 단계 이므로 정부와 지자체

는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대한 진행절차와 세부내용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해서 한국마사회 감독기관인 농식품부는 소극적

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지자체인 용산구청은 건축허가와 건물사용승인이

라는 행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다

시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장외발매소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등 행정의 일

관성과 안정성 측면을 스스로 어겨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갈

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세 번째, 의사결정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에 대해 찬성하는 유형은 법과 절차에 

따른 이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적법한 행정행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들의 의견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아이들 교육과 주거환경에 심

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행위를 부당하

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에 반대하는 제 2유형과 

제 5유형 모두 마사회의의 일방적인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갈등 요인

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장외발매소 승인 요건 

지침을 변경하여 앞으로 동일 지역 내에서 장외발매소가 이전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조치가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

하는 보장은 될 수 없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오히려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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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서․김선희(2006)는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측․분

석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합의형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입안,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또는 중립적인 시민들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상호 학습(mutual 

learning)'이 이러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과 

절차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나 이전 수

요가 발생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갈등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 문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골

프장 건설 등과 같이 오염물질 발생이나 환경훼손과 같이 측정 가능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마와 장외

발매소에 대한 갈등 당사자들의 가치관과 주관적 인식, 태도에서 비롯된 

었기 때문에 가치관 대립에 의한 정의적 갈등(definitional conflict)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Q 방법론을 통해 이들의 내면적 인식과 생각을 

측정해 유형화한 본 연구결과가 향후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나 이전으로 

인한 갈등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갈등 당사

자들의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 이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연구문제

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장외발매소에 대한 연령대․성별․학력 등 사회․

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의견을 일반화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은 존재한다.

   인구밀도가 높고 건물과 토지 이용에 대해 민감한 국내 환경의 특성

상 장외발매소의 무조건적인 교외 이전이 이번 갈등 사례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장외발매소가 교외로 이전하더라도 경마와 장외발매소

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이들 교육과 주거

환경 훼손이 아닌 또다른 요인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가치관의 대립에 의한 정의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에 대해 Giddens(1991)와 Beck(1992)은 정부와 공공정책이 시민들의 가

치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그들 삶의 안정성과 환경을 보장해주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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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의적 갈등은 정책결정 수

단들에 의한 영향보다는 관련 주체들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장외

발매소로 인해 교육과 주거환경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갈등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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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 장외발매소는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2. 최근에 발생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논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3.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4.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5.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

6.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7.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거환경이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진다.

8. 경마는 성인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이다.

9.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변교통이 혼잡해진다.

10. 반대하는 주민들은 교육이 아닌 집값 하락 때문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반대 한다.

11. 반대 측에서 무조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만 주장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12. 정부와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반대측 지역주민 편만 들고 있다.

13. 마사회와 반대주민의 대립이 심해서 지역상권이 손해를 입고 있다.

14. 경마고객이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15. 과거에 운영되던 용산 장외발매소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

16.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는 일반 주민보다 지역 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17. 용산 장외발매소 때문에 주민들이 도박 중독자가 될 수 있다.

18. 마사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용산 장외발매소를 이전하였다.

19. 쓰레기, 범죄발생 예방 등 문제점을 개선했는데 반대측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20. 경마는 도박이므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21. 경마고객은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며 위험한 사람들이다.

22. 경마고객 편의와 매출을 위해 계속 도심지에 경마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야한다.

23. 마사회는 감언이설과 거짓정보로 주민들을 찬성측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24. 마사회와 반대측이 서로 협의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25.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 
26. 마사회가 돈과 권력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
27. 마사회가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용산 장외발매소가 운영되어도 

상관없다.
28. 용산 장외발매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

29. 과거에도 용산에 경마 장외발매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30. 경마는 세금납부와 특별적립금을 통해 국가경제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31. 앞으로 경마 장외발매소는 도심지가 아닌 한적한 교외에 설치해야 한다.
32. 경마는 계속 시행하더라도 장외발매소는 국민을 도박에 빠지게 하므로 
폐쇄되어야 한다.

33. 품위있고 수준 높은 경마고객이 오는 장외발매소가 설치된다면 문제가 없다.
34.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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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류를 위한 분류표

-4 -3 -2 -1 0 +1 +2 +3 +4
← 매우 부정 매우 긍정 →

※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 당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3. 당신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사무직   ②  서비스직․영업직  ③ 사업․자영업  ④  주부  ⑤ 학생  ⑥ 무직

⑦ 전문직   ⑧  교사       ⑨ 기타 (                  )

4. 당신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5.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서울시 용산구  ②  서울시 (용산구외 타 지역)  ③ 경기도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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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ption Types of Conflicts 

Concerning Off-track Betting Place Of 

Korea Racing Authority

- The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

Noh Hyun J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re have been collisions of various interests and serious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n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operated projects, by which certain circumstances, such as related 

projects were delayed or abandoned, are happening.  In horse racing, 

which represents domestic lawful gambling industry, severe social 

conflict is happening in the process of projects as well. 

  As a typical example, the conflicts on the relocation of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has worsened because the party concerned 

pushed ahead with relocating current facilities to a neighboring  

building after purchasing it due to safety problem of the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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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olete building, but it was halted owing to local residents' 

objections, followed by political intervention and being created legal 

suits each other. As the studies on social conflicts related to 

relocating and/or establishment of off-track betting place in gambling 

industry have been very few so far, it is considered that alternatives 

search is required to solve social conflicts concerning off-track betting 

place. Consequently,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types of 

stakeholders for the conflicts concerning the relocation of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of Korea Racing Authority through Q 

methodology. The research question is: how can the perception types 

of stakeholders for the conflicts be classified? and what are the 

favorite settlement measures for the conflic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erception types of conflict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perception types of the conflicts for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showed 5 types, and it was found 

that the opinions about whether or not operating off-track betting 

place, the perspectives for relocation of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and for the major causes of conflicts, were presen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for horse racing.  

  Type 1 and 4, which are showing positive perception for horse 

racing, take a stand on approval for the opening of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claiming that the relocation of that place is a 

lawful administrative act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law and 

due procedures. The stand of type 1 is hoping for opening of the 

facility, basically expecting the positive aspect of operation of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if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its facility are improved. Type 2 and 5 perceive the horse racing as 

gambling, especially type 5 takes a stand on intending the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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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orse racing. 

  Type 2 is  opposing to off-track betting place being established in 

downtown, specifically concerning the negative effects on the 

education for children. 

  Type 3 takes a stand on especially showing neither resistance nor 

approval for horse racing, while focusing on the financial and cultural 

benefits by the operation of off-track betting place. Furthermore, type 

3 seems to take a neutral attitude, thinking there are problems in 

both sides of Racing Authority and Task Force on the cause of 

conflicts for the relocation of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As examined above, the subjective attitudes of stakeholders 

concerning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show various aspects, 

not the binary structure for and against. Thu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measures for settlement of conflicts concerning the 

relocation of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is required to force the 

establishment of neutral mediatory organiz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for conflicts. Second, active opening of information in 

the central- and local-government is essential. Lastly,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t the decision making stage has to be guaranteed.

  The conflict issue concerning the relocation of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is not the measurable negative influence, such as 

occurrence of pollutants or damage to the environment including 

waste disposal facility and golf-course construction, as previously 

examined, rather it is because of the values, subjective perception and 

attitudes of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in the conflicts for horse 

racing and off-track betting place, so it can be said as the defin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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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by confrontation of values.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measured inner perception and 

thought of people concerned and classified them by types through Q 

methodology, will be somewhat helpful to settle the conflicts caused 

by new establishment or relocation of off-track betting place in the 

future. 

Keywords : Public conflict, Gambling industry, Off-track betting place 

in Yongsan, Q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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