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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지방의회 선거 이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20년

이 흘렀다. 중앙집권의 전통과 짧은 자치제의 역사에

서 비롯되는 행정, 재정적 제약들과 자치행정의 미숙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독

자적인 정책선택을 어렵게 만들어왔으나, 최근 지방분권의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점차 자율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율적

인 정책도입은 자연스럽게 자치단체들 간의 정책경쟁과 정책학습을 촉진시켰으

며, 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글은 지방정부

의 자율적인 정책선택을 정책혁신과 확산으로 정의하고, 로저스(Rogers)의 정책

혁신의 속성이론을 기초로 버스환승제도의 도입과 확산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혁신의 속성들은 버스환승제의 도입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버

스환승제 도입에 있어서는 상대적 이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후발채택자

로의 버스환승제의 확산에 있어서는 관찰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정책이 갖는 복잡성의 경우, 외국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제도의 도입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버스환승제라는 교통 정책의 확산 역

시 혁신 속성들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

한 결과는 정책의 도입 역시 일종의 혁신의 확산이며, 정책이 갖는 혁신으로서의 

속성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 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of Bus Transfer 

System, and its fea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Rogers’ 5 attri-

butes of innovation, and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 Transfer 

System’s diffusion. For the adoption of Bus Transfer System, as the bigger 

its relative advantages and compatibility are, the faster the system is tried 

상
대

적
 이

점
적

합
성

관
찰

가
능

성
시

험
가

능
성

복
잡

성

정
책

혁
신

 A

정
책

혁
신

 B

정
책

혁
신

 C

정
책

혁
신

 D

정
책

혁
신

 E

…
…

…
…

…
…

정
책

혁
신

의
 확

산
과

 혁
신

의
 속

성
들

도
입

과
 확

산



 

정
치

경
제

사
회



188 189지방자치시대의 정책혁신의 확산

I   한국 정책확산의 특징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은 시민사회의 급성장과 함께 행정의 분

권화와 지방자치제 실시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정책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는데, 지방단위의 정책의 도입은 대체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지

만 주권자인 주민들의 선호와 사정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Oates 1972).

이러한 장점 외에도 지방단위의 정책도입은 일종의 실험의 장

(policy experiment lab)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Volden 2002). 

즉 하나의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유의미한 정책의 

효과를 거둘 경우, 다른 지방정부들이 전자를 일종의 정책실험의 

결과로 받아들여서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적

으로 튼튼한 재정기반과 정교한 정책분석능력을 갖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정책도입 이전에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도적 지방정부의 정책도입과 경험은 다른 지방

정부의 정책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 지식을 제공하여 준

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장점들은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

책의 도입과 학습—정책혁신의 확산—을 통하여 극대화될 수 있

기 때문에 정책의 혁신과 확산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현상을 설명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의 본산인 미국의 경우, 주정부들 사이

to be adopted. The Bus Transfer System provides more economic advan-

tages and more convenience in using buses to passengers than previ-

ous bus system did. Big cities with the capacity of the policy experiment 

tend to adopt the Bus Transfer System earlier than small cities. Especially, 

as the observability is greater, the incentive to adopt the Bus Transfer 

System is larger. These factors, however, have less influence on the Bus 

Transfer System innovation and diffusion than the relevant advantage has. 

Lastly, as the passengers find difficulty in using the Bus Transfer System, 

the adoption of Bus Transfer System might be delayed but the complexity 

is least influential factor in the adoption of Bus Transfer System.

keywords 정책혁신의 확산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 혁신의 속성 attributes 

of innovation, 상대적 이점 relative advantage, 적합성/호환성 compatibility, 시험 가

능성 triability, 관찰 가능성 observability, 복잡성 complexity, 버스환승제 bus transfer 

system, 정책실험과 사회적 학습 policy experiment and social learning, 지방자치 

local sel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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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II  정책혁신의 확산이론: 

  로저스(Rogers)의 이론을 중심으로

슘페터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혁신(innov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혁신은 발명(invention), 혁신(innovation) 그리고 확

산(diffusion)의 과정을 차례로 거치며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발

명은 전에 없던 아이디어나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안활동이

며, 혁신은 그러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용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산출(output)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은 발

명과 다르게 완전하게 새로운 아이디어・기술의 개발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잠재적 채택자들에 있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로운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다(Mohr 1969). 또한 혁신은 기술

과 생산물, 서비스에서부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

과 방법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일어난다.

한편 혁신은 시장이나 정부 또는 사회공동체에 의하여 잘 받

아들여져야 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

제하며, 조직, 공동체, 체제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확산

(diffusion)이라 한다. 과정으로서의 혁신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확산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30년대의 미국 농촌 사회학자들

의 연구를 거쳐 1960년대 로저스(Rogers)나 워커(Walker) 등 선

도적 학자들에 의하여 종합, 정리되어 혁신의 확산이론이 사회과

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사업(program) 등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확산 사례들이 

정책연구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나 카운티와 

같은 더 작은 규모의 지방정부단위에서 발생하는 정책혁신의 확산

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지

향하는 바는, 첫째, 혁신의 확산의 특성과 확산의 동력이 되는 요

인들을 밝혀내고, 둘째, 그러한 정책지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

책을 효과적으로 확산시켜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처

방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여 년의 짧은 지방자치제의 역사와 중앙집

권적 전통 속에서 지방분권개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며, 지

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과 재정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를 실현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정책연구 분야에서도 정책혁신의 확산은 주로 이론적

으로 연구되었을 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구한 예는 그리 많지 않

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혁신과 확산에 내재된 특성들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제 하에서 관찰되는, 몇 안 되는 정책혁

신의 확산 사례라 할 수 있는 버스환승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확산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버스환

승제는 이용거리와 시간 측정 등 기술적 요인과, 예산 및 집행 등

의 제도적 요인, 그리고 대민 편익서비스라는 정책적 속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분야로부터 시작되어 제도와 공

공정책 분야로 발전되어온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 분야에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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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건으로 혁신(innovation) 자체의 속성(attributes)과 의사소

통 경로(communication channel), 시간(time), 사회시스템(social 

system)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중 혁신 자체의 속성은 크게 

혁신의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혁신의 적합성・호환성

(compatibility), 혁신의 복잡성(complexity), 혁신의 시험 가능성

(trialability), 혁신 결과(outcome)의 관찰 가능성(observability) 등 

5가지로, 이들 속성이 어느 정도 강하느냐에 따라 혁신의 도입과 

확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1)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혁신의 상대적 이점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과거의 것

들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인지되거나 더 긍정적인 것으

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이점은 주로 혁신의 경제

적 이점을 의미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사회적 선호, 편리성, 만족

감과 같은 주관적 개념도 포함하며, 어떤 종류의 상대적 이점(경제

적 이점 또는 사회적 선호성)이 혁신의 채택에 영향을 주는가는 상황

에 따라 다르다(Rogers 1995, 212-214).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

나 제품개발이 가져다주는 생산비 절감이나 매출증대 등의 경제적 

이익은 혁신의 경제적 이점이 되는 반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임

으로써 업계에서 얻게 되는 선두기업이라는 상징적 지위는 혁신의 

사회적 선호를 가져온다. 어느 쪽이든 상대적 이점이 크다면 채택

자의 효용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이점이 크면 클수록) 혁신

을 수용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확산되는 범위는 더욱 커진다.

학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Rogers 1995). 로저스는 

잠재적 채택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혁

신으로 보았는데, 생산기술과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제도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한편, 로

저스가 정리한 혁신과 확산의 개념을 공공 영역에 본격적으로 도

입한 워커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사업(program)이나 정책(public 

policy)을 채택하는 것을 정책의 혁신(Policy Innovation)이라 정의

하였고, 그래이(Gray), 베리(Berry)와 베리(Berry) 같은 정치학자

들에 의하여 혁신의 확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다(Gray 1973; Berry 외 1990). 먼저 로저스가 제시한 혁신의 속성

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혁신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혁신의 속성(attributes)

로저스(Rogers 1965, 5)에 따르면, 혁신의 확산이란 “의사소통경로

(communication channel)를 통하여 체제 내의 구성원들 간에 새로

운 아이디어에 관한 의사소통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행되어 가

는 과정”이다. 즉 확산은 (확산의) 참여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 정보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

절한 소통경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구성원 상호 간의 정보 공유와 전

달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output)에 대

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은 혁신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로저스는 혁신의 확산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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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친다. 로저스는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위생을 위해

서 물을 끓여 먹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할 때, 복잡한 세균이론 등

과 같이 그 지역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혁신의 아이

디어를 사용할 때 혁신의 확신이 더뎌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시험 가능성(trialability)

혁신의 시험 가능성이란 혁신을 체험하거나 실험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Rogers 1995, 242). 실험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혹은 사업의 경우는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혁신이 더욱 빨리 수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혁신을 미리 실험

해보는 것은, 상대적 이점이나 적합성 등 혁신의 다른 속성들을 부

분적으로나마 직접 체험케 해주기 때문에 수용자가 느끼는 불확실

성을 현저하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모종을 시도

하는 농부의 경우 대부분 새로운 모종을 재배지역의 일부만을 대

상으로 시험과정을 거친다. 또 다른 예로는 핀란드의 자유시 실험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중요한 혁신을 정부에 도입

할 할 경우, 전면적인 도입 이전에 제한된 범위에서 그 효과를 측

정해보는 실험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란드 중앙정부는 1984년 9개의 시와 3개의 카운티에 자유재량

권을 확대하여서 지방분권의 효과를 미리 예측하는 실험을 실시하

였다. 큰 비용을 수반하는 혁신의 경우, 실험을 통해서 성과에 대

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혁신의 시험 가능

성은 채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적합성(compatibility)

적합성 또는 호환성은 잠재 수용자의 욕구나 과거 경험, 가

치관에 비추어볼 때 혁신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Rogers 1995). 즉 혁신이 채택자의 욕구, 경험, 가치관에 잘 조화

될 때 혁신의 적합성 역시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계획을 금하

고 있기 때문에 피임과 같은 산아제한정책은 사회문화적으로 부적

합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Rogers 1995, 224-225).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거부되거나 도입된다고 하여도 매

우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혁신의 적합성은 사회 체계의 한 

구성원으로 인지되어지는 것으로, 혁신의 채택률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지만 상대적 이점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아

이디어나 기술, 제도의 상대적 이점이 매우 크다면 사회・문화적 

가치에 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3) 복잡성(complexity)

혁신의 복잡성이란 잠재적 채택자가 혁신의 내용이나 원리

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혁신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Rogers 1995, 242). 잠재적 채택자는 혁신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혁신의 내용이나 

원리가 너무 복잡하여 혁신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면, 혁신

의 불확실성은 커지게 된다. 여기서 복잡성이나 불확실성 개념은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에 인지되어지는 주

관적인 것으로, 혁신의 내용이 복잡하면 할수록 채택률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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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의 확산은 잠재적 채택자들이 대중매체나 그에 준하는 경

로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정책(혁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변으로부터 얻은 혁신에 관한 경

험적 지식을 가하여 (혁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채택과 거부를 

결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혁신을 실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의사

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시간(time)

혁신의 채택은 일정한 단계들로 이루어진 의사소통경로를 거

쳐 이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확산이 이루어

지게 된다.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내재된 혁신에 대한 의사결

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혁신에 대한 수용 속도 역

시 혁신의 적합성이나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

서 시간의 흐름은 혁신의 확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 된다. 로저스(Rogers 1995)는 혁신을 채택하는 시점에 따라 혁

신자(innovators),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s), 초기 다수(early 

majority), 후기 다수((late majority), 느림보(laggards) 등으로 혁

신 채택자 유형을 구분하였다. 각 채택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은 시간을 x축, 채택자 비율을 y축에 놓았을 때, 대체로 정규분포

(normal curve)에 가까운 종모양 (bell-shaped)의 패턴으로 분포한

다. 이러한 분포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누적방식(cumulative basis)

으로 다시 그리면 〈그림 1〉과 같은 S자 커브의 형태가 나타난다

(Berry 외 2010).

5) 관찰 가능성(observability)

혁신의 관찰 가능성이란 혁신이 일어난 주변에 존재하는 잠재

적 채택자들이 혁신의 성과를 얼마나 쉽게 관찰할 수 있는지를 의

미한다(Rogers 1995, 244). 명확히 관찰되는 혁신의 성과는 다른 

어떤 속성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혁신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준다. 따라서 관찰 가능성은 정책의 사회적 학습과 관련

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혁신의 확산에도 큰 영향을 준

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청계천 복구사업 결과 시민들에게 긍정적

인 반응을 얻게 되어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자 다른 많은 지방자

치단체들이 잇따라 오염된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

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의 경우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을 만들고 채택하지만, 혁신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때때로 사람들

의 정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정책의 이점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다면 정책에 대한 수요 역시 쉽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찰 가능성이 높을수록 채택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그 외 요인들: 과정과 환경

1) 의사소통경로(communication channel)

의사소통경로는 기존의 혁신 채택자로부터 잠재적 채택자에

게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나 방법・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통

경로에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대

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과 대인관계에 의한 의사소통방법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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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범, 사회체제의 특성, 변화전략 등의 요소들이 있다(Roger 

1995, 23-24). 앞에서 든 예와 같이 사회적 규범은 그 사회의 보편

적 가치를 나타내므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사업 등이 그 

체제 구성원들이 갖는 평균적인 가치관과 얼마나 잘 조화될 수 있

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시장과 시민사회를 중시하는 다원주의 사

회냐 정부와 관료주도의 엘리트주의 사회냐에 따라 도입되는 혁신

의 성격과 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사회체제가 전면적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

는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혁신을 받아들이는 속도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혁신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혁신의 확산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성을 갖는다. 먼저 혁신의 내재

적 속성과 사회체제의 특성이 혁신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것은 혁신의 확산의 범위와 속도, 확산의 양태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이들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혁신확산전략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혁신이 확산되는 사례를 연구하고자 할 때 혁신의 확

산요인들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정책 연구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로저스

가 제시한 혁신의 속성을 중심으로 혁신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정책의 채택과 확산 과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한다.

(3) 사회체제(social system)

사회체제는 혁신의 채택 및 성공적 정착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체제는 구성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를 자기 내부에 가지고 있어 혁신의 확산 범

위와 속도를 조절한다. 사회체제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혁

신의 확산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첫 번째 요소는 사회체재의 여

론주도자(opinion leader)이다. 이들은 의사소통과정에서 체제 구

성원들이 혁신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특히 여론주도자와 혁신자가 겹칠 때 그 영향력

은 더욱 커질 수 있다.1

혁신 채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사회

1　 여론주도자의 대표적인 예로 파워블로거를 들 수 있다.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여

론주도자인 파워블로거는 자신의 체험에 기초한 제품 평가를 상세하게 블로그에 

올려서 잠재적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혁신자 초기
채택

초기
다수 채택자

후기
다수 채택자

느림보

채택
개체 수

그림 1. 시간의 흐름과 혁신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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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다섯 가지 속성들이 모두 

정책의 도입과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관

찰 가능성이 정책학습을 크게 촉진한 반면, 주정부 자체적인 정책

실험역량(시험 가능성)과 정책의 복잡성은 외부로부터의 정책학습

을 저하시켰다.

혁신의 속성이 혁신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로

는 유명환・이동원(2008)과 박숙진(2009)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기술혁신 또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이다. 유명환과 이동원(2008)은 IPTV의 고

유특성이 사용자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혁신 

속성 역시 기술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였다. 특히 

상대적 이점, 사용 용이성, 적합성, 시험 가능성, 관찰성 등으로 구

분하여 혁신 속성이 소비자의 수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고 분석하였다. 박숙진(2009)의 경우 온라인 관광상품 혁신특성과 

관광수요 확산요인에 관한 분석을 하였는데 설문을 통하여 관광상

품의 상대적 이점, 단순성(또는 복잡성), 관찰 가능성 등이 혁신 확

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관광상품의 상대적 

이점은 혁신확산요소인 혁신성과와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단순성(복잡성) 역시 혁신의 확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찰 가능성만이 확산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문종인(2011)의 연구는 혁신의 속성요

인과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시스템의 확산과의 관계를 분석

하였는데, 상대적 이점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이 부합하지 못하여 

혁신이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기존 연구들

로저스(Rogers 1995)가 제시한 혁신확산의 요인들 중 혁신의 속성

들이 혁신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

양한 편이다(Tornatzky 외 1982; Rogers 2004; 유명환 2008; 박숙진 

2009). 그런데 혁신의 속성에 따른 혁신의 채택과 확산에 관한 연

구들의 대부분은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이나 농업기술 등

의 선택 등 민간 영역(시장)에서 일어난 사례를 대상으로 하며, 공

공부문의 사례, 즉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과 혁신의 속성을 연결

시킨 연구사례는 드물다(Griliches 1957; Goldman 1992; Rogers 

2004).

혁신의 속성을 정책의 확산에 적용한 대표적인 해외 연구 사

례로는 니콜슨-크로티의 연구가 있다(Nicholson-Crotty 2009). 니

콜슨-크로티의 연구는, 정책이 너무 복잡하지만 않다면 현저성(顯

著性: policy’s salience)이 높은 정책일수록 빠르게 정책이 확산되

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정책의 기제가 너무 

복잡하지 않는 한 뚜렷한 특징이 있어서 눈에 잘 띄는 정책이나 매

스미디어와 같은 의사소통의 경로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잘 부각된 

정책들이 잘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의 연구사례로는 기존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상대적 

이점, 적합성 등 새로운 정책이 갖는 속성(policy attributes)이 정

책의 채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

가 있다(Makse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주정부들이 채택한 다양

한 범죄정책(criminal justice policy)들을 혁신의 속성에 따라 분류

하고 각 속성들이 정책의 채택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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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social structure), 규범(norms), 의견선도자(opinion leaders) 

등이 정책채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주장하였다 특히 혁

신확산을 위해서는 사회네트워크와 그 속에 구성원들의 집단 정체

감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로저스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주목하여 혁신채택의 패턴을 탐구하거나 혁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은 찾으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로저스가 혁신의 채택과 확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다섯 

가지 혁신의 속성들로 정책의 확산사례를 분석한 국내연구는 없

다. 이에 이 글에서는 로저스가 정리한 다섯 가지의 혁신 속성들이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 사례인 버스환승제가 갖는 혁신 속성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속성들과 버스환승제의 채택과 확산 사이에 유

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정책혁신으로서의 버스환승제

1. 개관

1) 도입 배경

1990년대 이후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급속한 증가는 필연적

으로 도로교통의 혼잡을 가중시켜 시내버스의 운행여건 악화로 이

어지며, 이는 다시 버스경영여건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

속되어 왔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내버스산업의 악순환 고리를 

혁신의 속성에 기초하여 국내 정책채택의 사례를 연구한 사례

는 거의 없으며 시간, 사회체제 등 혁신확산의 결정요인으로 주제

의 범위를 넓히더라도 연구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이동기 2000; 이

승종 2004; 남재걸 2007). 이 중 남재걸의 연구(2007)의 연구는 혁

신확산요인으로 혁신체제에 주목하였는데, 사회체제 대한 혁신의 

적합성(compatibility with social system) 개념을 사용하여 지역혁

신체제가 정착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혁신

성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

(EU)등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의 체제

와 혁신의 내용이 조화를 잘 이룰 때 혁신의 확산은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승종의 연구(2004)는 로저스의 시간요인에 주목하여 지방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

는 혁신을 채택하는 단체가 혁신자(innovators),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s), 초기 다수(early majority), 후기 다수((late majority), 느

림보(laggards)의 분포를 보이며 이 분포가 로저스의 혁신확산모

형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천대윤(2008)은 혁신의 성격혁신의 도

입에 있어서는 지역혁신체제와 (의사소통의 채널인) 사회네트워크

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동기(2000)와 홍준현(2006)은 단체장의 

의지가 혁신의 채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규현과 오장균의 연구(2000)는 혁신이 확산되는 데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로저스가 지적한 요인 중 사회체제(social system)에 주목

하였다. 혁신확산은 사회시스템의 구성원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정한 경로들을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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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여 통행시간 단축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되

었다. 즉 기존의 버스시스템에서 배차간격이 길어 환승 시 많은 시

간이 소요되었던 노선들에 배차간격의 조정과 동시 환승(Timed 

Transfer System) 등을 통하여 환승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버스 이

용자들의 총 통행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는 사례분석의 대상이 되는 버스환승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편, 현재 버스환승제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종류

환승이란 통행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첫 번째 교통수단에서 다음 교통수단

으로 갈아타는 것을 지칭한다.3 따라서 시내버스환승제는 일반적

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경우 일정한 요

금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지칭한다. 버스환승제의 종류는 승객의 

부담금 정도에 따라 무료, 차등 환승제, 환승 할인제로 나눌 수 있

고, 환승 할인제에는 단순 환승 할인제와 변형된 할인제도인 거리 

비례 환승 할인제가 있다. 그리고 환승 처리방식에 따른 분류에 따

라 하차 시 기준 환승제와 승차 시 기준 환승제로 나뉜다.4

무료 또는 차등환승제는 일정 시간 내에 두 번째 이후 버스 이

용 시 무료로 또는 최소한의 필요 요금만 내고 타는 제도이다. 요

금혜택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이용까지만 적용되지만 김해시의 경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2004)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모니터링 

연구 참조.

4　 서울시교통국이 발간한 서울버스체계개편의 이해(2004)의 설명에 의함.

끊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

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버스 이용 증가를 위해서 버스노선과 배차・정차 시간 정보의 제

공, 노선의 합리적 조정, 신형버스로의 교체 등 버스 이용 자체의 

편리성과 쾌적성 등의 제고하였고, 두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 시 할

인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이용자에게 실

질적인 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버스환승제는 두 번째 방

안의 핵심적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창안된 것은 아

니다. 이미 일본 오사카나 캐나다의 밴쿠버 등에서 사회복지 차원

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안양시에서 최초로 벤치마킹하여 도입

한 이래 많은 도시들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버스환승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에

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버스 이용 수요를 증대시켜 대중교통 활

성화 유도하며, 더 나아가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2 따라서 시내버스의 환승시스템이 도시

교통체계 내에 도입될 경우, 지정된 환승지점을 중심으로 적자 노

선의 노선 조정, 버스운행대수 조절, 배차간격 조정, 운행속도 조정 

등을 통해 운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이용객들로 하여금 대

중교통 운행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시내버스서

비스에 대한 수요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의 실질적 감소 외에도 환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2000) 시내버스 산업정책과 구조조정 방향 연

구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2004)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모니

터링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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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중이다.

한편, 환승처리방식에 따라 하차 시 기준환승제와 승차 시 기

준 환승제도로 나뉜다.7 이 방식은 버스 이용 횟수가 아니라 환승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기준으로 환승 여부를 결정한다. 먼저 하차 

시 기준환승제는 하차 기준으로 환승시간을 적용한다. 거리비례

환승할인의 경우처럼 하차 시 인식 단말기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

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광역시인 울산과 부산

에 적용 중에 있다. 승차 시 기준 환승제는 김해에서 최초로 도입

된 제도로 승차 기준으로 환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하

차 인식 단말기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교통 체증이 심하여 탑승시간

이 너무 길어지거나 환승할 버스가 너무 늦게 올 경우 환승이 인정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 규모가 작고 배차

간격이 길지 않는 지역에 적합한 제도이며 김해시 같은 비교적 작

7　 한국교통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대중교통환승요금 할인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참조.

우 승차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요금

혜택이 있다. 무료 환승제의 경우 같은 급의 버스로 환승하거나 급

이 높은 버스에서 낮은 버스로 환승 시 추가 부담 없이 타는 제도

이고, 차등환승제는 급이 낮은 버스에서 급이 높은 버스로 환승할 

때 버스 간의 운임 차이만큼 더 내고 타는 제도로, 환승제를 채택

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실시되고 있다.5

환승할인제는 첫 번째 버스의 이용 시 요금을 다 내고, 두 번

째 이용부터 탑승 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하여주는 제도인데, 일

정 금액을 단순히 할인해주는 정액환승할인제와 환승할인제에 거

리비례요금제를 혼합한 거리비례 환승할인제가 있다.6 정액환승

할인은 한때 경기도 지역의 버스 환승시 적용되었으나 수도권 통

합환승요금제도가 실시되면서 폐지되었다. 거리비례환승할인제는 

현금 승차인 경우에는 몇 차례든 표준요금(최대 운임)을 내게 하

고, 교통카드로 승차 및 환승 시에는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

과하는 형태이다. 카드 할인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카드 이용률

을 높이며,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요금을 산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차 단말기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비

용이 많이 들고 요금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실제 요금 전산처리 시 

시스템 오류가 자주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

여 전국을 통틀어 오직 서울특별시에서만 거리비례환승할인제도

5　 무료 및 차등환승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런던시가 실시하는 환승요금체계

를 들 수 있다.

6　 정액환승할인제를 실시하는 예로는 일본 오사카시의 버스-지하철 간 환승 시 100

엔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들 수 있다.

표 1. 버스환승제의 종류

버스환승제 종류 특징

승객부담금

산정 방식에

따른 분류

무료 또는 차등 환승제 일정 시간 내 또는 두 번째 탑승 시 무료임(서울

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채택함)

환승할인제 두 번째 탑승 시에 일정 금액을 할인해줌

거리비례환승할인제 거리비례 요금제와 환승 할인제를 혼합한 형태

임(서울시에서 적용)

환승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

하차 시 기준환승제 인식단말기가 별도로 필요함(울산, 부산, 대구

에서 적용)

승차 시 기준환승제 승차 기준으로 환승시간 적용

한국교통개발연구원, 200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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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chumpeter 1934; Walker 1969).

혁신의 과정적 측면에서도 버스환승제를 살펴보아도 버스환

승제의 도입 및 확산은 지방정부의 혁신확산으로 정의될 수 있다. 

버스환승제는 창안 → 채택 → 실시 → 확산 → 폐기 등의 단계를 

따르고 있다. 창안은 모방의 단계도 포함하는 것으로, 초기 채택자

인 안양시나 서울시 역시 유럽과 일본의 대도시 요금체계를 참고

하여 환승제를 도입하였으며, 채택 후 지역 사정에 맞게 제도의 내

용을 일부 수정하여 버스환승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다른 지방정

부 역시 서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버스환승제를 학습, 모방하

였고 이것이 확산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다음으로 버스환승제가 혁신에 해당한다면, 로저스(Rogers 

1995)의 혁신확산의 모형에서 언급한 혁신의 5가지 속성을 내포하

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특성들은 최초의 혁신(버스환승제)의 도입 

이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점에 착안하여 로저스가 제시한 

혁신의 속성요인이 버스환승제의 도입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

었는지를 분석고자 한다.

혁신확산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혁신의 속성들이 혁

신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역별 버스

환승제의 도입 시기의 차이나 확산의 범위에 있어서도 혁신의 속

성들이 혁신 도입에 긍정적일수록, 그 지역의 혁신 도입의 시기는 

더 빨라지고 확산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버스환승제의 확산 과정에서 혁신의 특성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버스환승제가 갖는 혁신의 속성을 간략히 

은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시내버스에 대해

서는 승차 시 기준으로, 시외버스의 경우 하차 시를 기준으로 환승

시간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버스요금의 할인이나 감면

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

으로 인한 결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으로 메꿔주는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8

2. 정책혁신으로서의 버스환승제

이 글에서는 버스환승제의 도입은 단순한 대중교통사업의 도입이 

아닌 일종의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사례로 보고자 한다.9 버스환승

제의 도입은 기존에 이루어지던 버스체계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에 기초하여 도시교통체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것(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재편)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앞에서 본 혁신의 개념

과 일맥상통한다. 버스환승제가 해당 지역에서 완전히 새롭게 발

명된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아니고 이미 타 지역에서 실시된 것을 

모방이나 학습을 통하여 도입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버스운

행체계와 노선, 요금체계 변경 등 대중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는 점에서 버스환승제의 도입은 혁신확산의 사례로 여겨질 수 

8　 버스환승에 따른 민간버스업자에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제11조 3과 제12조 2에 의거한다.

9　 사업(program)과 정책(policy)은 용어상 다르게 쓰일 때도 있지만, 워커(Walker) 

등 초기 정책혁신을 연구한 학자들은 새로운 사업 도입 역시 정책혁신의 범주에 포

함시켰다. 정책학에서 분류상으로도 사업은 일종의 하위정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

한 정의는 타당하다.



210 211지방자치시대의 정책혁신의 확산

부 지역 또는 특정된 시간동안 시범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

악하는 것이다. 혁신은 기존의 아이디어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

지고 있어서 채택자 입장에서는 혁신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혁신이 만약 시험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면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감소될 수 있다. 버스환승제의 시범실시 

여부는 제도의 채택과 확산에 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버스환승제 성과의 관찰 가능성 역시 혁신의 불확실성을 줄

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버스환승제를 실시한 결

과 그 성과가 정책결정자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잘 알려질 수 있는

지에 따라 혁신의 도입과 확산 양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혁신의 복잡성은 혁신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하

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데, 버스환승제를 주민들이 얼마나 쉽

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혁신의 도입하는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많은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처

럼 젊은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버스환승제가 더 쉽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IV  정책혁신으로서 

  버스환승제 확산 분석

버스환승제 확산의 양태와 혁신으로서의 속성이 확산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버스환승제 관련 자료 및 버스환승제 채택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방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스환승제의 상대적 이점이란 환승제가 기존의 버스운영시

스템보다 더 이점이 많다는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경제적 이

점과 사회적 선호성 측면으로 구분된다.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경

제적 이점은, 버스환승제의 도입 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용주

민 입장에서는 버스요금할인, 노선개편에 따른 편의성 증대, 버스 

대기시간 감소 등을 들 수 있고, 버스운송업체의 경우 증가된 이용

객 확보로 수익성 증가, 노선개편에 따른 업체별 과도한 경쟁해소, 

지방정부의 손실보전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선호성 측면

에서 상대적 이점은 선도적으로 버스환승제를 도입하는 지방정부

의 사회적 지위획득을 들 수 있다. 이는 혁신이라는 불확실한 정책

이나 사업을 먼저 도입함으로서 지역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획득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버스환승제의 적합성 여부는 도입되는 환승제와 기존의 사회

적 가치의 조화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합성 여부

는 지역의 기존 대중교통체제와 새로운 제도인 버스환승제가 얼마

나 적절하게 호환되어서 시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

편 버스환승제 이전에 도입된 바 있는 새 사업에 대한 경험 역시 

혁신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지역 주민들이 혁신을 얼마나 친숙하게 여길 수 있냐가 성공적인 

혁신 도입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전에 비슷한 경험을 가

지고 있는 지역일수록 새로운 혁신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확실성이 

적어 혁신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버스환승제의 시험 가능성은 버스환승제가 시행되기 전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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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를 구한 후에 메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10

1. 버스환승제의 도입과 확산

시내버스환승제도는 2004년도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

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울산, 청주, 대전, 마산, 순천, 대구, 

전주, 제주, 부산, 창원, 천안, 광주, 군산, 목포, 춘천, 아산, 원주, 

인천, 익산, 여수, 진주, 양산, 포항, 안동, 구미, 경산, 강릉, 보령, 

태배, 통영, 논산, 김해, 동해, 제천 순으로 버스환승제를 도입하였

다. 기초자치단체를 가진 대부분의 광역시는 광역 단위로 버스환

승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도 단위로는 유일하게 경기도만 통합환

승제로 광역단위로 버스환승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 밖의 대부

분의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위로 환승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경

남 지역에서는 부산, 김해, 양산 지역과 마산, 창원 지역 경북 지역

에는 대구, 경산처럼 기초단위로 채택하여 광역단위로 환승제를 

확대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 〈표 2〉는 자치단체별 버스환승제의 

도입 현황을 시기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지역별 버스환승제 채택률로 다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2004년을 기준으로 총 128개의 자치단체 중 37개의 자

치단체가 버스환승제를 채택하여 평균적으로 28.9%의 채택률을 

보였다.11 특별 및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6개 광역시가 모

10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하순부터 1월 중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 자

치단체는 가나다순으로 군산시, 경기도, 경산시, 경주시, 남원시, 동해시, 보령시, 

부산광역시, 상주시, 순천시, 서산시, 서울특별시, 안동시, 울산광역시, 원주시, 익

산시, 전주시, 제주도, 청주시 등이었다.

11　 전국 77개 시, 88개 군, 69개 구의 기초자치단체 중 광역단위로 채택된 서울, 광

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버스환승제와 관련하여 발표된 정기 발행

물, 논문연구보고서, 각종 통계자료, 언론보도, 정부발간 자료 세

미나 자료와 아울러 전문가들의 토론회 결과물 등을 참고하였고 

각 지역의 버스환승제 도입 현황과 정책수행능력을 대변하는 재정 

현황 등은 각 시군의 홈페이지, 통계연보 등에서 수집하였다. 한

편, 인터넷과 신문기사를 통한 미디어 자료는 지역에 따른 버스환

승제에 관한 상대적 이점, 관찰 가능성, 시험 가능성, 복잡성 등 측

정하기 힘든 요소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다.

문헌연구에 대한 보완으로써, 버스환승제 관련 각 지역의 담

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버스환승제 담

당자와 전화인터뷰는 문헌조사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혁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혁신의 속성 중 이전의 혁

신의 경험과 지역 내 사회적 가치와 혁신의 적합성 여부는 문헌조

사를 통해서만 관찰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버스환승제의 특성이 채택의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버스환승제를 도입한 지역들을 선도자, 초기 채

택자, 후기 채택자, 미 채택자로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책을 입안한 해당 공무원이 파악되고, 응답요청을 수락한 경우

에 한하여 인터뷰를 하였기 때문에 총 조사 대상자는 총 19개 시 

19명으로 초기에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선도채택자+초기채택자)가 

8개, 채택 자치단체 중 비교적 늦게 채택한 자치단체가 8개, 아직 

채택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3개로 제한되었다. 조사는 준비된 개방

형 질문지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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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경기도의 주도로 도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버스환

승제를 도입한 경우를 제외하면, 충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버

스환승제 채택률이 4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의 기초자치단체들이 36.8%의 채택률을 보였다. 전라남도, 전라

북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버스환승제도 채택률은 각각 18.1%, 

21.4%였고, 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27.7%의 채택률을 보였

다. 수도권, 충남, 경남 지역만이 평균을 웃도는 채택률을 보였고,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이는 지역은 전라남・북도 지역이었다. 즉 

버스환승제 확산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 그리고 지역

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

체적으로 제한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버스환승제의 확산 역시 혁신의 과정으로 본다면 확산 과정상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현황에서 본 것처럼 환승제의 도입은 한두 

해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로저

스(Rogers)가 제시한 확산요인들 중 시간요인을 포함하며, 시기별 

분석을 통하여 확산의 진행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2〉은 전국적으로 버스환승제의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혁신의 도입시기에 따라 선도적 채택자, 초기

채택자, 후기채택자, 비채택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기별 

채택률을 이용하여 확산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12

첫 번째 그림은 선도적 채택자 그룹으로 전면적인 버스환승제

12　 로저스(Rogers)의 시간요인에 의한 채택자 그룹은 혁신자, 초기 채택자, 초기 다

수, 후기 다수, 느림보로 구분하는데 이 글에서는 맞게 선발 채택자, 초기채택자, 

후기 채택자, 비 채택자로 재구성하였다.

두 채택하였지만 기초시의 경우 27.2%만이 채택하여 광역시에 비

해 낮은 수준의 채택률을 보였다. 광역도(道)별로 구분하여 볼 경

역 도시, 경기도는 하나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표 2. 자치단체별 버스환승제의 도입 현황

채택 자치단체 채택 시기 채택 자치단체 채택 시기

안양시 2002년 9월 익산시 2008년 1월

서울시 2004년 7월 군산시 2008년 1월

울산시 2004년 10월 여수시 2008년 3월

청주시 2005년 2월 진주시 2008년 9월

대전시 2005년 3월 양산시 2008년 9월

마산시 2005년 6월 포항시 2008년 11월

순천시 2006년 2월 안동시 2008년 11월

대구시 2006년 2월 구미시 2008년 11월

전주시 2006년 3월 경산시 2009년 1월

제주도 2006년 3월 강릉시 2009년 1월

부산시 2006년 5월 보령시 2009년 6월

창원시 2006년 5월 태백시 2010년 1월

천안시 2006년 11월 통영시 2010년 1월

광주시 2006년 12월 논산시 2010년 4월

목포시 2007년 2월 김해시 2010년 4월

춘천시 2007년 6월 동해시 2010년 7월

아산시 2007년 6월 제천시 2010년 7월

경기도 2007년 7월 거제시 2010년 7월

원주시 2007년 10월 충주시 2011년 8월

인천시 2007년 10월

자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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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음 실시한 서울을 포함하여, 울산, 대전, 청주시 등 버스환승

제가 2004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환승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들이 포함된다.13 선도적 채택자 그룹은 광역자치단체 3곳과 도청

소재지 1곳, 그리고 기초시 1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그림

은, 선도적 채택자 그룹에 더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버스환

승제를 도입한 초기채택자 그룹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 순천, 전

주, 제주, 부산, 창원, 천안, 광주, 군산, 목포, 춘천, 아산, 경기도, 

원주, 인천 등의 순서로 버스환승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초기채택

자 그룹 역시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춘천을 비롯하여 다수의 광

역자치단체와 도청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대표도시가 포함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역 대표도시는 아닐지라도 순천, 군산처럼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 비교적 빠르게 버스환승제를 도입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세 번째 그림은 2008년부터 2009년도에 버스

환승제를 도입한 후기채택자 그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익산, 여수, 

진주, 양산, 포항, 안동, 구미, 경산, 강릉, 보령, 태백, 통영, 논산, 

김해, 동해, 제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선도적 채택은 수도권에서 시작되었지

만, 특별히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초기, 후기로 오면서

도 여러 지역에서 각각 확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표 1〉의 도입

현황과 〈그림 2〉를 종합하여 보면, 초기에 버스환승제를 도입한 지

역에는 대체로 광역자치단체나 도청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

13　 안양의 경우 2002년에 최초로 버스환승제를 도입하였지만 전면적으로 버스환승

제를 도입한 것은 경기도에 의하여 통합환승요금체계가 도입된 이후라 그림에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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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버스환승제의 확산



218 219지방자치시대의 정책혁신의 확산

2. 혁신 속성들과 버스환승제의 채택・확산

버스환승제의 혁신의 확산실태와 확산유형을 통하여 버스환승제

의 확산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버스환승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체로 수도권, 경상도 지역에 편중되어 확산되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확산의 비율 역시 평균적으로 28.9%의 채

택률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확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산의 양태는 선발, 초기 채택자가 대부분 광역도시 및 도청소재

지를 지역이고 이후에 버스환승제가 도입되는 지역이 인접 기초자

치단체라는 점에서 대도시로부터 소도시로 확산이라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버스환승제의 확산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

해 혁신의 속성들이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1) 상대적 이점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은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보았

듯이 개혁이 이전의 아이디어보다 더 낫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

한다(Rogers 1995, 212). 확산 연구자들은 상대적 이점이 혁신의 

채택률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대부분 동의

하고 있다. 상대적 이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버스환승제를 도입할 

유인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상대적 이점은 경제적 이익, 낮은 

초기 비용, 불안감 감소, 사회적 지위, 시간과 노력의 절약, 즉각적

인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버스환승제는 이러한 종류의 상대

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박숙진 2009, 165).

버스환승제 도입 이전까지 대다수의 지역의 버스요금 체계는 

정액요금제로 거리에 상관없이 승차 횟수에 따라 매번 요금을 지

았고, 후기 채택자 그룹에는 주로 선발 및 초기 채택자의 인접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많이 속해 있어서, 버스환승제의 확산이 

광역에서 기초로 확산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

편 그림 2는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버스환승제의 확산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제한적이고 불균형적인 확산이 이

루어지는 곳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나 제주도의 경우, 상위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가 일괄

적으로 버스환승제를 도입하여 도(道) 행정구역 내 모든 자치단체

들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경우는 전형적인 수직적 확산의 예라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의 생활권이 겹치는 영역이 많

고, 인근 도시로 통근하는 인구가 많다는 지리인구학적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각 도시들이 개별적으로 버스환승

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전체 지역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버스환승제가 

도입된 것이다.14 제주도의 경우 도의 행정구역 면적 자체가 작고, 

관광지구가 많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인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도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적인 버스환승

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버스환승

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4　 2007년부터 2010년에 걸쳐 수도권 지역 도시들 사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에 

통합 환승제도가 도입되게 된 이유 역시 수도권지역 각 도시들의 생활권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인구가 인근 도시로 통근하는 인구학적 특징 때문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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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계하여준다. 이러한 노선 조정을 통하여 기존 노선 길이가 줄

어들어 총 버스운행시간이 감소하고, 운행 횟수는 더 증가되는 이

점이 있다(남혜경 2009; 김현우 외 2009). 〈표 6〉을 보면 요금부담 측

면에서 뿐만 아니라 버스 대기시간 측면에서도 버스환승제가 이전

의 제도에 비해 이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장거리 

이용객과 단거리 이용객 사이에서 요금 부담상 형평성이 더 향상되

며, 카드 이용으로 수입금 역시 더 투명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한편, 버스운영업체의 경제적 이점은 버스환승제 도입 이후에 

늘어난 버스이용객으로 인한 수익률 증가와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개선 등 경영환경개선이 버스운영업체에 작용하는 경제적 이점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버스환승제로 평균 지불 요금 자체가 

낮아짐에 따라 요금수입에서는 손실이 있지만, 이러한 손실 역시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보전(補塡)된다.

불하는 방식이었다. 버스환승을 할 때마다 요금을 다시 지불하였

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상대적 이점이 그리 크지 않았

다. 또한 버스 운행 업체가 줄어드는 이용객의 수와 수익노선 위주

로 편중된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이봉구 2003). 

버스환승제의 도입은 기존의 버스운행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상대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점은 경제

적 이점과 사회적 선호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경제적인 이점

경제적 이점은 버스 이용 승객인 지역주민과 버스 운영 업체

가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을 말한다. 우선 버스 이용자인 지역 주

민의 측면에서는 버스대기시간 감소, 환승할인, 버스노선체계 개

편에 의한 편의성 증대 등의 편익을 가진다.

버스환승제 도입 이후 통합거리 비례제로 지역에 따라 무료 

또는 차등환승제로 인하여 일정 시간 내에 정해진 횟수 또는 무제

한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전의 제도에 비해서 버

스 이용 주민들이 더 많은 경제적 편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대중

교통체계개편성과에 관한 이원규의 연구(2007)는 광역자치단체의 

환승제 이전과 이후를 평가한 자료에서 서울시를 예를 들어 요금

체계 개편 후 지불요금 측면에서 통행당 버스요금이 620원에서 개

편 후 574원으로 버스환승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버스요금 부담이 

50원 정도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표 8 참조).

버스환승제는 단순히 버스환승 시 요금상 이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승의 편리성을 위하여 환승지점 확보를 위하여 노선망을 

표 3. 서울시 요금체계 성과지표

목표 지표 개편 전 개편 후 성과

지불요금 

형평성

요금체계 

변화

평균 7.5km 2.08개의 복합수

단 이용 시, 1,292원 지불

평균 22.55Km 2.10개의 복합

수단 이용 시, 1,310원 지불

개편 전과 동일한 조건하

에서 각각 평균 800원과 

1,300원 부담

향상

합리적인 

수단 선택

환승 승객 수 

변화

환승 부담이 큰 균일제 환승 부담이 적은 대중교

통 통합요금거리비례제

향상

저렴한 요금 통행당 요금

(버스)
620원 574원 향상

수입금 

투명성

카드 이용률

(버스)
77.4% 90.2% 향상

자료: 이원규, 2007, 재인용



222 223지방자치시대의 정책혁신의 확산

에 승객들도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안동시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 인터뷰

한편, 버스환승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버스환승제의 

경제적 이점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환승제가 가지는 이점보다는 환

승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시민의 대중교통 활성화로 버스운영업체의 수익은 증가될 수 있으나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을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함에 따라 부담

이 가중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경우 인구가 많지 않아서 버스환

승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크지 않아요. 따라서 환승으로 인하여 버

스운영업체의 수익성 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행정청이 환

승할인 요금의 비용을 다 보상할 수 없으므로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환승제가 가지는 경제적 이점은 별로 없

을 것으로 판단되어 환승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남원시 버스 담당 공무원 인터뷰

이와 같이 버스환승제가 가지는 경제적 이점은 지역별로 차이

를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버스환승제를 도입한 지

역은 대부분 버스환승제가 가지는 경제적 이점을 인정하면서 버스환

승제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버스환승제

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버스환승제의 경제적 이점보다는 무

료환승제로 발생하는 환승보조금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 상대적 이

점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버스환승제 도입으로 인하여 지역 주

민들은 요금할인 및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물론 배차

시간 감소 및 노선개편으로 인한 편의성의 증대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으며, 버스 운송업체 역시 승객 증가로 인한 수요 확보와 지방자

치단체의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분 보전으로 운영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갖는다. 이와 같이 경제적 이점은 버

스환승제를 도입하는 상당한 유인이 될 수 있다. 인터뷰 조사에서도 

버스환승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버스환승제에 대한 경제

적 이점에 동의하는 응답을 하였다. 아래의 글은 버스환승제를 도입

한 지역의 담당공무원과 심층 인터뷰한 내용이다. 대부분 버스환승

제가 내포한 경제적 이점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이러한 이점이 버스

환승제를 도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5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런 것처럼 시내버스환승제 도입으로 주민 및 

버스운영업체 모두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용객은 환승제 이전보다 요금지불이 줄어들었으며, 환승제로 인하여 

업체는 대중교통활성화가 이루어져 이용객 증가로 운송수입이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대중교통과 버스 담당 공무원 인터뷰

저희 시의 경우 2011년 상반기 무료 환승 건수가 193,000건으로 작

년 동일기간에 비해 약 40%증가하였으며 환승요금이 무료이기 때문

15　 버스환승제를 채택한 모든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들(16개)에서 상대적 이점이 

버스환승제 도입의 주된 이점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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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이 버스환승제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광역시나 지역 내에서 인구가 상대적

으로 많은 도시에서 나왔다. 다음은 사회적 선호성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다.

당연히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단체가 사회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의 첫 도입은 그만큼 저항세력이 많고 거세

며 그만한 시련을 이겨내야만 제도의 첫 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

니다. 특히 버스환승제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환승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혁신적인 리더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

도 단체장의 다음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명성

은 버스환승제 도입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버스 담당 공무원 인터뷰

환승제를 먼저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보다 시행

을 늦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서 초기에 환승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자치단체도 모두가 환승제

를 도입한 후가 되면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환승제에 참여하

려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산시 버스환승제 담당 공무원 인터뷰

반면에 사회적 명성은 버스환승제 도입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지역도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환승제가 가져다주는 이

점이 더 크기 때문에 환승제를 도입하였지만, 사회적 명성은 환승

(2) 사회적 선호

사회적인 선호성은 버스환승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대

적 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로저스(Rogers 1995)는 사회적 명성

을 얻기 위해 대부분의 지역이 혁신을 모방하려는 행동을 취한다

는 트레이드의 연구(Trade 1903)를 인용하여 혁신을 먼저 도입하

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

진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버스환승제 사례의 경우, 초기에 대부

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초기 수용자로서 버스환승제를 채택하였다. 

광역자치단체들은 버스환승제를 먼저 도입함으로서 지역을 대표

하는 자치단체라는 사회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고 채택 지역의 단

체장 역시 혁신적인 리더라는 사회적 명성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동기(2000)와 김혜정(2006)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혁신채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사회적 선

호성 측면에서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사회적인 위상이 향상되

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통하여 선거에서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거

나 그 이상의 정치적 성장을 지향한다. 이 글의 분석사례인 버스환

승제의 전격적인 도입과 청계천 복원으로 정치적 성공을 거둔 이

명박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인터뷰 조사 역시 환승제 채택에 사회적인 선호성과 관련된 

상대적 이점을 있음을 뒷받침하여준다. 즉 지역에서 혁신을 먼저 

도입하는 것이 주민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사

회적인 지위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이점과 환승제를 도입하지 않

았을 때 주민편의에 무관심한 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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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내에 정착이 더디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들이 세금을 사용하여 공공재를 공급

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형평성을 향상

시키는 서민정책을 선호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정책 혁신의 일환으

로 시도되는 버스환승제와 지역공동체의 가치관 사이에 부적합성

(incompatibilit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적어도 평균비용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는 기존의 공공요금 체계상 

버스요금 부담을 낮추는 환승제는 기존의 공공서비스요금정책에

도 잘 부합한다. 더 나아가 버스환승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정립이라는 상위목표에도 직접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제도는 지역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버스환승제 담당 공무원 인터뷰

자가용 증가, 고유가 및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서민들의 교통수단

인 대중교통을 발전시키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슬로건과 적합하

다고 생각됩니다.

–안동시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 인터뷰

제에 대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사회적 명성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더 많이 작용한

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환승제를 도입하는 것이지 사회적 명성

을 얻기 위해 버스환승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버스 담당 공무원 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직 환승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

역에서는 버스환승제의 경제적 이점을 높게 보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버스환승제를 채택한 대부분 지역에서 상대적 이점을 인정

하고 있었고 또한 상대적 이점이 환승제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이점 중에서는 주민교통

비용 경감, 버스 수요 증가, 교통혼잡 감소와 같은 경제적 이점이 

사회적 선호나 명성보다 환승제 도입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2) 제도 적합성

혁신의 확산은 혁신이 가지는 상대적 이점 이외에 지역 공동

체가 공유하는 가치, 이전에 채택, 시행된 기술이나 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의 가치나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새로운 개혁의 채택 속도가 증가되고 확산의 범위가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반대로 기존 시스템과 조화를 이

루지 못할 때는 혁신의 채택이 어렵게 되거나 도입되더라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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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 제도 도입은 초기에 채택한 자치단체에서 더 자주 관

찰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최초로 시내버스환승제도를 도입한 

안양시의 경우,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노선을 운행하는 특정 버스들에 대하여서만 시범적으로 환

승시스템을 운용한 바 있다.17 아래의 인터뷰 내용들은 시험 가능

성이 버스환승제의 원활한 도입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버스환승제는 전면 실시가 2010년 ○월 ○일 이루어졌는데 이전에 

시내 노선 2곳에 대하여 한 달간 시범운행을 실시하였고 운행상 발

생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말기 처리문

제, 노선개편에 대한 항의, 환승시간 문제 등을 발견하여 수정, 보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 인터뷰

한편, 시범실시를 통하여 정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볼 수 

있는 경우, 다른 도시에서의 환승제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 내

에서 정책실험을 통하여 정책을 도입, 확대할 수 있다. 즉 내부실험

(internal experiment)이 가능한 경우, 외부실험(external experiment)

에 의존하는 사회적 학습 기제(social learning mechanism)에 의한 확

이서울뉴스 2004.7.14, 환경 & 교통면).

17　 “안양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시는 오는 9월부터 만안구 석수2동 LG빌리지~의왕시 갈매지구

(12.3km)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16-1번 버스(8대)를 환승버스로 지정해 무

료 환승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일보 2002.7.21, 사회면). 

기존의 연구들은 혁신을 채택한 경험이 있는 도시에서는 버스

환승제 혁신이 더 잘 정착되는 경향이 있었다. 버스환승제의 경우 

기존의 버스이용체계와 달리 이용객들은 카드단말기 사용과 갈아

타는 환승역, 버스노선의 개편 등을 숙지해야 하고 버스 운영을 관

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노선을 고려한 환승시간 및 환승운

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3) 제도의 시험 가능성

혁신을 채택함에 있어 그것의 시험 가능성(trialability)은 혁신

의 도입과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즉 시험해볼 수 있는 새 

아이디어는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보다 빨리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Rogers 1995). 버스환승제의 경우 상당수의 도시에서 버스환승제

를 도입하기 전에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거나 부분적으로 제

도를 실시하였다. 제도의 시범운영(test)을 통해 기존 제도에 대한 

상대적 이점의 존재 여부나 도심 교통체계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환승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

스템 오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해서, 버스카드 사용 방법과 버스환승정류

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16

16　 서울특별시의 경우, 버스환승제의 선도적 채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시장 취임 기념일)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시험이나 제도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시점에서 다소 급하게 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강행한 사례에 해

당한다. 결국 환승정보처리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거나 승

객들이 단말기 사용 미숙으로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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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아서 똑같은 정책이 아니더라도 선행 채택자의 도움

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

변 지역에서 버스환승제가 실시되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도입 시 반

영하였습니다.

–동해시 버스 담당 공무원 인터뷰

4) 성과의 관찰 가능성

관찰 가능성(observability)은 혁신의 결과나 성과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관찰되고 의사소통

되는 반면, 다른 혁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되거나 그것의 면

모를 설명하기 어렵다(김영석 1998). 로저스(Rogers 1995)는 혁신

의 관찰 가능성을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관찰 가능하다는 

것은 기술이나 기기들과 같이 직접 물리적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결과

물이 관찰 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기술이나 기기들을 사용하기 위

한 정보(방법, 절차) 등이 잘 인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설명에

서 보는 것처럼 산출(output)에 초점을 맞춘 분류라 할 수 있다. 로

저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결과물이 소프트

웨어적인 결과물보다 훨씬 관찰이 용이하다고 설명하였다.

버스환승제의 하드웨어적인 결과물은 버스환승제 실시로 인

해서 바뀐 버스환승정류장, 환승교통정보시스템, 중앙차선로와 같

은 물리적인 운영체제 및 시설의 변화 등으로, 정책효과의 측면에

산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게 된다.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같은 대도

시들은 (버스환승제에 대한) 자체적인 시범실시 역량이 있었기 때문

에, 자신들의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버스환승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Makse 외 2011).

우리 시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가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에만 적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마을버스까지 확대하여 버스환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버

스환승제 경험 유무가 버스환승제 도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주시 버스환승제 담당 공무원 인터뷰

그러나 시범실시에는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가능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시범실시를 한다고 해서 항상 혁신의 상대적 이

점과 적합성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혁신에 대한 직접적 시범실시가 어렵거나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이미 혁신을 도입한 다른 지역의 경험

으로부터 혁신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이런 경

우, 의도하지 않게 정책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Angrist 외 1991). 이렇게 인근 지역에서 버스환승제 혁신이 도입된 

경우, 해당 지역의 버스환승제에 대한 채택율은 높아지게 되는데, 이

는 다음에 나오는 정책결과에 대한 관찰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항상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주변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많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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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제의 발전과 같은 보다 추상적인 성과는 더더욱 관찰하기 힘

들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성과는 시행착오나 시민들의 인식 변화

와 같은 과정을 거쳐 더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뷰 조사에서도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직접적 성과 면에서는 버

스환승제의 이점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간접적인 

성과는 쉽게 관찰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관찰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변 지역에서 버스환승제가 실시되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도입 시 반영하였는데 버스환승시스템체계, 노

선변화, 카드단말기시스템과 같은 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편의성은 

쉽게 인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도심의 혼잡비용이나 

대중교통수송증가 등의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측면이라 저

희 시는 직접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도 고려한다

면 버스환승제 도입이 더욱 용이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시 버스 담당 공무원 인터뷰

버스요금 절감, 노선개편 사항, 환승시스템 등의 변화를 통한 이점은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혼잡비용, 대중교통수송부담률과 같

은 요인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시 버스환승제 담당 공무원 인터뷰

버스환승제을 시행을 하면서 시민의 버스요금 절감, 노선개편에 따

른 이용자 편익은 쉽게 관찰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시험 가능성). 

서 보자면 산출(output)에 해당하는 물질적 변화들이라 할 수 있

다. 한편, 버스환승제의 소프트웨어적 결과물은 버스환승제를 운용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실제 환승을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결과물들을 볼 때, 버스환승제의 

경우에도 하드웨어적 결과물이 훨씬 관찰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환승제 도입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단말기 사용방법을 몰라서 

환승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는 환승제의 소프트웨어적 결과물

이 더 인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하여 환승제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일반시민들에게 더욱 관찰되기 어렵다.

한편, 버스환승제는 기술(technology)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만, 어디까지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성과(outcome) 측면에서 관

찰 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환승제의 성과는 버스환승제로부

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포함되는데, 이는 크게 직접적 성과와 간

접적 성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 성과에는 요금 부담 감

소와 같은 화폐로 측정 가능한 혜택이 포함하는데, 이러한 결과물

(성과)들은 직접 시민들의 눈에 보이거나 시민들이 직접 누리는 것

이기 때문에 관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버스환

승제의 간접적인 성과에는 대중교통수송부담률의 증가, 혼잡비용 

감소, 승용차 감소로 인한 환경개선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성과는 

관계당국이나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조사・분석하여 관찰 가능하

게 조작화하거나 숫자화시킨 성과를 제공하였을 때 비로소 일반시

민들이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버스환승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중

교통 중심의 교통체계의 정착, 그리고 제도 운영 과정상 얻게 되

는 간접적인 성과인 관계당국의 노선 관리능력의 향상이나 민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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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다. 버스환승제는 환승하는 버스 간 요금 배분 등 요금체

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엄청난 승하차정보

를 처리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시

장 취임 1주년에 맞추어 서둘러 버스환승제를 전면 도입하였다가 

단말기 오류 문제로 요금을 환불해주는 소동을 빚은 바 있으며 그

러한 오류 문제는 대구광역시나 원주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

하였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첫날 대구와 경산 버스 1478대에서 모

두 3만 9134건의 환승요금 오류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대구

시와 교통카드 사업자들은 오류의 원인을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업

그레이드 과정상의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버스들이 요금인상 프로그램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버스 운행 

과정에서 새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을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서울신문 2011.7.5 경제면(14면)

원주시에서는 시행 1년을 앞두고도 환승을 인식하지 못해 요금이 이

중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월별 교통카드 사용

률과 환승률도 각각 50%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원주시 버

스 환승시스템 관리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시행 초기부

터 교통카드의 잦은 불량과 현 시스템상 시내와 시외를 넘나드는 버

스에서 모드를 변경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환승되지 않는 허점 등이 

이에 반해 버스환승제로 인해 발생되는 혼잡비용 감소, 대중교통수

송률 증가는 쉽게 관찰되지는 못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하여 시행 전

에 검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순천시 버스 담당 공무원 인터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환승제의 도입 전에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 버스환승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 또

는 ‘모방’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은 쉽게 관찰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버스환승제의 특징만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쉽

게 파악이 안 되는 성과 역시 연구용역을 위해 도입하는 지역도 있

었고 이런 정보가 버스환승제를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버스환승제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성과도 잘 관찰될 수 

있게끔 성과정보의 작성 및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제도의 복잡성

복잡성은 혁신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게 느껴

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모든 새 아이디어는 복잡함과 단순함의 연

속선상의 어딘가에 분류되는데, 혁신의 종류에 따라 잠재적 채택

자들에게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

리고 복잡성은 혁신에 있어서 상대적 이점과 적합성만큼 여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혁신이 복잡할수록 혁신의 확산의 속도

는 느려진다(Rogers 1995).

버스환승제라는 혁신이 갖는 첫 번째 복잡성은 기술적인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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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환승여부의 문제 등이 지역의 교통사정에 맞지 않게 실시되

어 버스환승제의 복잡성 문제를 심화시켰다(노컷뉴스, 2005.6.21). 

이와 다른 예로 원주시 역시 환승제 실시 이후 노선변경과 배차간

격 재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시외곽이나 시외권 지

역에서 배차간격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 폐지되거나 변

경되는 노선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용상 혼란을 겪는 문제가 발

생한 바 있다.

지방중소도시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특히 노인 층의 환승에 대한 거

부감이 여전합니다. 노인분들은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여 환승제의 

취지를 어렵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환승 방식이나 특히 환승제는 

카드를 이용해야 환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카드를 발급받고 하시는 

것이 노인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노인들

이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승하는 방법이나 환승 

노선체계를 설명해드리며 버스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줄여드리

고 있어요. 2년 여 시행해본 결과 적응 정도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추

후 환승센터 건립 시 완전히 정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동시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 전화 인터뷰

현재 가끔씩 접수되는 불편사항은 버스환승제의 조건에 대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상황이 접수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카드 사용자가 첫 

차 하차 후 1시간 이내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야 하는데, 매 하차 시

(時)를 기준으로 무료환승 시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든지, 

환승요금은 버스형태별 환승 간 낮은 요금이 되며, 최대 일반시내버

문제로 꼽히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강원일보 2008.9.9 사회면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러시아워나 대규모 축제 개최 등으로 

지역의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데, 트래픽 최대치에 맞춰서 정보시스템의 용량을 크게 하면 평상

시에는 처리용량이 남아돌게 된다. 이렇게 정보시스템의 가외성

(加外性, redundancy)을 추구할 경우, 정보 처리의 오류위험은 감

소시킬 수 있지만 초기에 큰 규모로 투자한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많은 트래픽

(traffic)을 처리할 수 있는 요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큰 

초기투자비용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버스환

승제를 도입하길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보시스템으로 인한 복잡성 외에 환승제 운영제도 자

체에도 복잡성이 존재한다. 승하차 시 카드로 체크를 해야 하며 정

해진 환승시간을 지켜야 하는 등 이용에 있어서 복잡성이 존재한

다. 버스환승제 도입 초기에는 교통카드로 단말기에 체크하는 것

을 잊고 내려서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는 것

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환승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될 경우, 

환승이 적용되는 노선과 버스를 정확히 알고 이용하여야 하는 문

제도 있다. 예를 들어 창원시에서는 처음 버스환승제를 도입했을 

때 마을버스와 좌석버스를 제외한 일반 버스만 실시되었고, 환승

노선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아 환승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만큼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환승방식에서도 환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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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혁신과 확산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 등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건

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 만큼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욕구 수

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발전해가면서 

모든 지방정부들이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혁신정책 등을 추진하

여 왔다.

버스환승제의 도입은 대중교통정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의 혁신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역은 교통 혼잡의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은 차량의 증가에 있

었다. 해마다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추가되어 도로를 점령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 

추세는 1980년도에 52만 8천대에 불과하였지만 현재 약 1,300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다(통계청 2011). 버스환승제

의 도입은 지방정부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도입한 

정책의 혁신이었으며,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주민들의 호응

을 얻는 데 성공하였고, 버스이용율도 상당히 증가시켰다.

이 글은 혁신으로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버스환승제

의 도입과 확산 현상을 혁신확산의 요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버스환승제의 상대적 이점이 클수록 버스환승제를 도입하려

는 성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버스환승

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대적 이점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상대적 이점이 버스환승제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스요금까지 무료 환승요금이 적용되는데, 모든 환승에 전체 금액이 

혜택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 

민원은 지엽적인 것으로 환승제 도입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 버스 담당 공무원 인터뷰

미디어 조사와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인 광역시와 소

도시인 기초시 모두에서 버스환승제의 복잡성이 지역주민들의 환

승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었고, 특히 인근에 농촌 지

역을 끼고 있는 소도시의 경우 단말기 사용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

인 인구비율이 높아 버스환승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버스환승제의 도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버스환승제가 최초로 도입된 지 10년이 되어가고 적지 않는 

수의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스템 오류와 운영상

의 복잡함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위

의 사례들은 환승제의 복잡성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비

용증가가, 혁신으로서 버스환승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더디게 만

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

가 환승제를 이미 실시하는 자치단체들이 제도 자체를 포기할 만

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잦은 발생은 아직 환승제

를 도입하지 않는 소도시 자치단체들이 제도의 도입 시기를 늦추

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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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확산은 다른 지역의 정책경험으로부터 학습함으로써 정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회적 학습기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

로, 선도자 채택 이후 버스환승제의 확산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혁

신속성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버스환승제의 복잡성이 지역 내 버스환승제 도입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다만, 환승시스템

의 잦은 오류와 단말기 사용 미숙 등의 문제 등이 버스환승제의 시

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특히 광역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

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시의 경우 카드단말기를 사용에 익

숙하지 않은 노인들로 인한 복잡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에서 분석된 것처럼 버스환승제는 로저스(Rogers)가 제시한 

5가지 속성, 상대적 이점, 적합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 복잡

성의 특성을 내포한 정책혁신이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버스환승

제의 채택과 확산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도 특히 버스환승제의 상대적 이점이 제도 도입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 이는 로저스(Rogers)가 미국의 사례들을 분석한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나, 상대적 이점이 정책의 도입에 미친 영향

의 크기가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압도한다는 점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Rogers 2004; Makes 외 2011).

적합성의 경우, 상대적 이점과 함께 혁신의 도입과 확산에 가

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속성 중 하나이지만, 버스환승제

의 도입과 확산 사례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체제하에서 각 지역들이 서로 다른 의사결정시

이에 반해 버스환승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은 버스환승제로 인하

여 혜택을 보는 버스이용승객의 수가 적고 환승제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 이점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버

스환승제의 상대적 이점이 크면 클수록 버스환승제를 도입하려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혁신을 먼저 도입하는 단체가 

얻게 되는 선도자로서의 사회적인 명성 역시 어느 정도는 버스환

승제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버스환승제의 적합성이 클수록 버스환승제를 도입하려

는 성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합성은 지역에서 가지

고 있는 가치나 문화와 환승제가 적합하면 환승제를 도입하는 게 

유리하고 혁신의 경험이 있을수록 환승제를 친밀하게 여겨 혁신을 

도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조사에서도 

‘녹색 성장’이라는 지역에 슬로건에 따라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환승제가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고, 환승제

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일수록, 환승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

행착오를 줄이거나 환승제의 이점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 환승

제의 정착이 더 잘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버스환승제가 

전파되는 양태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확산형태로부터 자치능력이

나 재정력 면에서 우수한 대도시가 더 높은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도시로

부터 소도시로의 제도 확산은 소도시는 실패의 위험이 존재하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그 제도를 먼저 도입한 대도시로부

터 학습하는 경향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특히 관찰 가능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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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정보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인프라 등

이 그러한 특성들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환승정보시스템관리와 승하차 단말기 사용 등은 

(정책)혁신의 복잡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로저스(Rogers)

의 연구나 막시(Makse)와 볼든(Volden)의 연구와는 달리 이러한 

복잡성이 버스환승제의 도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나 대중매체 조사의 결과는 오랫동안 

정부시책이 초래하는 불편함을 감내하여 온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내적 특성이, 복잡성이 (정책 확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

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추후 

수행될 정책 확산연구들에서 더 깊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버스환승제의 확산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버스환승제의 채택을 확산시키고자 한

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에 따른 인센티브는 혁신의 상대적 

이점을 증가시켜 혁신의 채택률을 증가시킨다. 다만, 인센티브로 

인한 혁신의 확산은 혁신의 채택률 자체는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혁

신의 질은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자치단체들이 현직 자

치단체들의 자신들의 재정적 여건이나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

적인 세부담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믿고 

무리하게 버스환승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적절히 제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아울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버스환승제는 초기투자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민간버스

스템과 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들 사이에 사회문화적 다

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제도나 정책이 그 지역의 기존 가치

관, 제도 및 문화 등과 잘 조화되느냐 여부가 그 제도와 정책의 도

입에 관한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Makse 외 2011).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완전히 동일한 행정시스템

을 가지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적합성 여부가 상

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제도의 실험 가능성의 경우, 버스환승제의 도입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제도의 확산에 미친 영향은 도시에 따라 달

랐다. 즉 광역시나 도청소재도시와 같이 정책실험역량이 있는 대

도시들이 자체적인 시범실시(internal experiment)를 통하여 먼저 

버스환승제를 도입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들은 이

들 선도도시들이 제도를 채택한 이후에 도입하였다. 여기서 작은 

도시들의 버스환승제 채택은 자연실험으로부터의 학습에 의하여 

확산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확산은 성과

에 대한 관찰 가능성이 높을 때 더 잘 이루어진다. 담당 공무원들

에 대한 인터뷰 결과도 성과에 대한 관찰 가능성이, 정책이 대도시

에서 소도시로 확산되어가는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혁신속성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로저스(Rogers)의 연구

를 포함한 외국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결과)에 대한 관찰 가능성을 통한 정책학습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 체제(social system)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도입한 경

험이 많지 않다는 역사적 특징이나, 잘 구축된 정보통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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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연구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먼저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답변을 거절하는 이유로 인터

뷰조사가 실시된 자치단체의 수가 충분치 못하였다. 또한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정책대상집단인 시민과 버스운영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대적 이점과 적합성 요

인이 버스환승제의 도입과 확산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에서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혁신의 속성의 관점에서 버스환승제의 도입과 확산

을 분석하다보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요

인이 버스환승제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베리

(Berry)와 베리(Berry)의 연구(1990) 등은 정책의 환경적 요인들, 

즉 지역 내의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정책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함을 지적하였지만, 이들의 영향요인들이 버스환승제의 도입

과 확산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

다. 다만, 생활권의 겹침과 통근 인구의 존재, 노인인구의 비율 등

이 버스환승제의 채택과 확산 양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을 담당공무원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재

정적 여건, 인구밀도, 지역소득 등 주요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버스

환승제의 도입과 확산이라는 정책현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

석은 추가적인 후행연구를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다.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버스

환승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의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이는 몇몇 자치단체들

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 적은 기회비용으로 이러한 문

제점을 극복하고 버스환승제 도입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가능성과 관찰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일어난 버스환승제의 확산양태 중 가장 

뚜렷한 특징은 지역별로 정책집행능력이 뛰어난 대도시에서 먼저 

버스환승제를 도입하고, 인근의 소도시들이 뒤따라 버스환승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연방제를 채택한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치능력이 뛰어난 지방정부가 정책을 먼저 도입하여 

정책실험실(experiement lab)의 역할을 하거나, 연방정부가 지방

정부에서 성공한 정책사례를 연방 차원에서 채택함으로써, 정책이 

확산되게 한 사례들이 연구된 바 있는데, 버스환승제의 확산에서

도 비슷한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다(Volden 2006; Shipan 외 2006). 

따라서 대도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가 소도시들로 잘 전달되도록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에서 정

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 정리하여 잠재적 채택자인 자

치단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 확산의 순효과를 증대시킬 필요

가 있다.

이 글은 로저스(Rogers)의 5대 혁신의 속성을 중심으로 버스

환승제라는 정책혁신의 확산을 설명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

만, 혁신 속성을 기초로 한 정책혁신의 확산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 글의 접근방법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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