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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그 정책의 효율성이다. 사회적 필요의 관점에서 혐오시설의 건설

은 불가피하며 일반적으로 이는 건설 예상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극

심한 반대를 낳는다. 이는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게 되며 그 비용

의 크기는 측정하기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해당 비용의 크기를 효율적인 정

책을 설정함으로써 줄이는 것은 정책 제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응답자들의 설치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 프로빗 모형을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설문 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설문은 두 혐오시설, 사용후핵연료 시설과 송전선로에 대해 진행된 

데이터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해당 시설 설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였다. 두 개의 핵심적인 요인인 시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가 거주지 인근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본 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

을 주요한 해결점으로 삼아왔던 기존의 정책 방향에 건설하고자 하는 혐오시

설에 대한 정보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들

의 수용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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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2015년 10월 

기준 GDP 11위에 위치한 경제 대국이 되었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 이러한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사회 기반 시설과 정책적 도구들

의 필요성이 부상하였다. 유승훈 과 정군오 (2004)에 따르면 전력 수요는 경

제 성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였으며, 한국은 엄청난 전기 수요와 경제 크기

에 비해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전력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건설은 최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시설들의 대부분은 송전선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등과 같은 시설들로 혐오

시설이라 불리며 건설 예상 지역 주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건설을 시작하

기 전 입지 선정 단계부터 많은 차질을 빚고 있어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1978년 시작되었으며(한국수력원자력, 2008), 2014

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36.6%를 담당하고 있다. 화석 연료의 사용

은 연료의 고갈로 인해 발전용으로 그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보다 원자

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영일, 2011). 현재 총 

23개의 원자력 발전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750톤의 핵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는 2038년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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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승, 외., 2015), 최근 운영하게 된 경주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이 입지

선정부터 운영하기까지 28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고려하면 해당 시설 설치 

및 운영은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쟁점 중 하나인 송전선로는 154kV 송전으로 서울과 평양을 잇는 것

을 시작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현재 최고 765kV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

선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송전선 길이는 2013년 기준 32,048 C-km에 달

한다 (이성규, 2014). 송전선로 정책의 방향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마찬

가지로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맞이하며 추가적인 건설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을 교체하거나 기존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송전선로의 추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을 고려할 때,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현상을 NIMBY라고 부른다. 이는 “Not In My Back Yard”의 줄임말로

써 거주지 인근에 건설되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혐오시설의 건

설에 대한 반대 현상이다. 이 신조어는 1980년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

면서 그와 함께 사회 기반 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에 탄생하였다.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은 대부분의 필수적인 시설들의 건설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듦과 동시에 국가 행정 실행을 방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었다  

(Dear, 1992). 

 국내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건설에 차질을 빚었던 사회 제반 시설 

건설 의 대표적인 예로는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있다. 해당 시설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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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연료 저장시설로써 1986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4번의 건설 후보지 

변경을 걸쳐 2005년 11월에 마침내 월성에 건설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외에도 위천의 산업공단, 새만금 간척사업 프로젝트, 서울 외곽순환도로, 경부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가 과거에 있었으며, 현재에도 

삼척과 영덕에 건설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와 여러 화학 공장 및 타이어 공장 

등의 건설이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현상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혜미, 2015).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현상이 사회적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의 영향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찾았던 핵심적인 발견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건

설 예정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정보의 양과 해당 시설 건설 프로젝트 시행 

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의 크기와 비례하며 이러한 요소들

이 정책 집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Kraft & Clary, 1991). 

 이러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혐오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를 예상 건설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탐색에 

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를 시설에 대한 정보와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설정하여 이를 분석해보고

자 한다. 2014년 실시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요소가 두 혐오시설, 사용후핵연료 시설과 송전선로의 거주지 인근 건설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 항목

들을 변수로 다루기에 적절한 순서 프로빗 모형을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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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을 설정하고 결과에 대한 추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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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2.1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연구 

 

 

 지역 이기주의 현상은 NIMBY라는 신조어로 불렸으며, 거주지 인근에 달

갑지 않은 개발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해 단체적으로 취하는 반대 전략과 보호

무역론적 태도를 말한다(Dear, 1992). 사회적으로 큰 화제거리가 되어왔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혐오시

설 건설에 영향을 미치며 해당 요인들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

는데 도움을 주는지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개발을 위한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Armour (1991)

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비용과 편익이 관련된 경제적 

요인, 두 번째는 지역 개발로 건설되는 시설이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 및 위험

요인 등 기술적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요인이다. 이 외에 추가적

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 입지선정 절차, 신뢰도가 결여된 공

공관계 또한 원인으로 뽑힐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Kraft & Clary(1991)는 사회 기반 시설들의 설치를 고려할 때 시민들의 

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하였다.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객관적인 분석이 아닌 일방적인 반대 현상을 만든다는 것을 



6 

 

관찰하였다.  Nelkin (1977)는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문제

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연구하였는데, 공공의 참여로 발생하는 반응은 

기술 문제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일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Slovic (1987)은 또한 건설 예정 지역 인근 거주자들이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오해가 촉진되고 과잉반응이 형성이 된다고 하

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과잉반응이 나타나게 되

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정도를 가늠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Mamanian & Morell (1990)은 또한 위와 같이 위험한 기술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의 제공이 정부 또는 기관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는 신뢰감의 저

하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정책 집행 참여를 원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Bachrach & Zautra (1985)는 지역 주민들이 그들 커뮤니티에 위협이 생

길 경우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하였으며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이 이기주의로 

발전하여 혐오시설들의 건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Kasperson (1986)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폰서가 주민들의 이익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반대하게 되며, 이렇

게 생성되는 불신은 스폰서가 행하는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게 되어 해당 시설의 건설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Amour (1992)와  Petts (1995) 또한 정부 및 제도의 신뢰도는 혐오시설 건

설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프로젝

트 스폰서와 지역 주민은 해당 시설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주고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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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와 시설 건설을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불신이 반대를 만들어 낸다. 채

경석 (2008)은 과거 한국에 있었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정부, 그리고 집행 사업자의 

갈등은 정부의 정책적 집행이 주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가지게 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어 극심한 반대를 만들어내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관 또는 정부의 투명성 및 신뢰도,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혐오시설의 건설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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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혐오시설 관련 정책 실행에 관련된 연구 

 

 

정책의 실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정

책의 목표가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도, 해당 정책의 수혜

자인 국민들이 해당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의미가 

없어진다. 현대 정책에서 국민에게 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질

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이 중 혐오시설 입지 정책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입지로 여겨지며 이에 “분배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김형구, 

1994). 

혐오시설은 해당 시설이 만들어내는 기술적 위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설

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기술적 위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Slovic (1992) 과 Slovic (2000)은 일반 시민들은 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일상화된 정도에 따라 인지하며, 방사성 폐기물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X-ray

는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 하였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위험 

인식이 아닌 위험하다는 불안함과 해당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지

식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002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거주민들의 주된 이유는 해당 시설에 대

한 이해의 부족이며(조성경, 2005), 기술에 대한 지식 증가가 기술 위험에 대

한 인지도 또한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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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선정으로 인한 갈등은 해당 시설로 인한 지역 공동체에 고용의 증대, 

관광지, 경제적 보상 등과 같은 이익을 가져오는 반면, 시설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과 오염 등의 해로운 효과로 인한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갈등 양상이다(홍수정 & 이선우, 2012). 입지 갈등은  Armour (1991)에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 요인,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 요인에 의해 발

생하며,  박복순 (2001)은 지역적 문화와 인식의 차이로 인해 해당 시설의 

입지 갈등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언급하였다. 

또한 홍성훈 (2001)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시설 설치 집행은 

불가능하다 하였고,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수용자인 주민들의 참여를 통

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Kraft & Clary, 1991). 실제로 주민들과

의 협상을 통한 설득과 타협 대신 강경 진행을 고집하여 극심한 반대에 부딪

힌 경우가 있으며(김철규 & 조성익, 2004), 해당 사태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의 실패사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행정 기관의 무능과 

독단이 혐오시설 유치에 있어 주민의 반대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며 (Lee 

& Lee, 2005; 김창민, 2007), 경제적인 보상은 혐오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

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 수행 기관의 신뢰도와 함께 해야 하는 요소임을 말

하고 있다. 

기술과 관련된 위험은 지식과 사회 갈등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며(Douglas 

& Wildavsky, 1982) 대부분의 혐오시설은 오랜 사용 및 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과 관련된 위험 불확실성은 낮지만 갈등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속하게 된

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시설과 같은 시설의 경우 기술 관련 위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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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그리고 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도 필수적인 요인이다. 손호중 과 

채원호 (2005)는 국내에 있었던 부안군 사용후핵연료 시설 건설 사건을 예로 

들며 정부의 신뢰도있는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두 가지 시설이 건설이 되는 형태였으나 정부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시

설을 위험한 시설에 비해 과대 홍보를 하였고, 위험 시설의 경우 건설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였으며 해당 시설 

건설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보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였는데, 보도를 통해 “장소, 생산물, 기술, 사람과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가 생

성이 되면 해당 기술은 오명(Stigma), 즉 오해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유

사한 다른 기술보다 더 위험하게 인지된다 (김태기 외., 2005; 조성경, 2005; 

Slovic, 2000). 

해외의 혐오시설 또한 비슷한 요인에서 성공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 로카

쇼촌에 원자력과 관련한 우라늄 농축 공장 및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 

재처리 공장 등이 대규모로 건설이 되었고, 이 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은 지역 주민과 정부의 끊임없는 소통이었다(임기철 & 황석원, 

2005). 스웨덴의 경우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 일관성있는 정책 운

영,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함을 통해 단순 지질 조사조차 실시하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시설 설치를 이뤄낼 수 있었다(정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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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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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문 항목을 이용한 순서 프로빗 모형 

 

 

Hausman & Lo (1992)은 경험적으로 순서 프로빗(ordered probit)모형이 

종속 변수가 이산적(discrete)일 때 사용하는 선형 회귀 모형 중 일반화된 분

석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순서 프로빗 모형은 Aitchison & Silvey 

(1957)와 Ashford (1959)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Gurland et al., 

(1960)에 의해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상황을 포함하여 일반화되었다.  

순서 프로빗 모형은 범주형 종속 변수(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을 

다루는데 있어서 적합한 모형이다. 순서를 이루지 않은 다항 로짓 또는 프로

빗(multinomial logit or probit) 또는 네스티드 로짓 또는 프로빗(nested 

logit or probit)의 경우, 종속 변수가 범주를 이루고 있을 때 순서를 이루고 

있는 변수 환경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Duncan et al., 1998). 이는 다

항 로짓 모형은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 독립(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이라는 범주형 종속 변수와는 맞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있

으며(Ben-Akiva & Lerman, 1985), 다항 프로빗의 경우 닫힌 형태의 우도

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Greene, 2000).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여러 종류의 평가를 하도록 질문을 받게 된다. 그들 

질문들은 대게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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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음 중 하나로 답

하시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러한 질문의 응답 특징은 순서를 이루는 응답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일

반적인 이산 선택 모형으로 분석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정규 로짓 모

형(standard logit model)으로 분석을 한다고 가정하면, 모형 하에서는 각 응

답을 서로 다른 대안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로짓 모형은 각 대안에 대

하 독립적인 오차항을 가지므로 대안들이 순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

이 발생하게 된다(Train, 2009).  

 순서형 프로빗 모형은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같이 이산적인 순서를 이루는 

응답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를 이루는 응답을 더 잘 표현하는 모형을 구현하고자하였으며, 이를 위해 

응답자의 선호가 어떠한 특정 수준을 이루고 그 수준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기대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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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및 방법론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진술 선호를 분석하는 이산 

선택 모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수 많은 설문 항목 중에서 결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요인 별로 분리하여, 각 요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 분석은 여러 변수들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할 

때 해당 변수들의 공통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분석 기법으로 분석에 활용할 

변수를 선정하고 요인들로 군집시킬 때 유용하다.  

요인분석은 Charles B. Spearman에 의해 널리 쓰이게 된 용어로써 

Harman (1976)은 다음과 같은 통계적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특징, 설문 항목 등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개별 요소들

을 변수라 하자. N 은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수, 즉 개인의 수를 의미하고 n

은 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하자. j 는 변수의 순서를 나타내며 j 는 

1,2, ,n 의 값을 가지고 i 는 개인의 순서를 나타내며 1,2, ,N 의 값을 가진다.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jiX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관측된 값을 가지는 특

정 변수를 의미하게 된다. 특정 변수에 대한 N개의 관측치에 대한 평균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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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 측정된 값 
jiX 에 대한 편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X X
ji ji j
         (2) 

 

변수 
jX 에 대한 표본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2

x
ji

s
j N


         (3) 

 

모집단의 분산은 2

j 로 나타낸다. 위에서 구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측정치의 

단위로 취하고, 개인 i 에 대한 변수 j 의 표준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x
ji

z
ji s

j

         (4) 

 

jz 의 분산은 1을 가진다. 

두 변수 j 와 k 에 대한 표본의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6 

 

x x
ji ki

s
jk N


        (5)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모집단의 모수는 
jk 로 나타낼 수 있다. 상관계수는 

모집단에서 공통적으로 
jk 로 나타내며 표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2 2

s z z x x
jk ji jiki ki

r
jk s s N

j x xk ji ki

 
  

 

     (6) 

 

위의 값들을 통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가장 큰 분산을 가지는 요인을 추출

하고 최고의 관측된 상관 계수를 만들어낸다. 이를 위해 Harold Hotelling에 

의해 고안된 주성분 분석이란 방법을 통해 성분 분석을 진행하여 변수들의 요

인을 선별해낸다. 이를 선형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1 2 2
z a F a F a F d Umj jm j jj j

        1,2, ,j n   (7) 

 

m 은 n 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n 개의 관측된 변수들이 각각 m 개의 공통 

요인  1 2, , , mF F F 과 하나의 특정 요인  jU 에 의해 설명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

다. 공통 요인은 변수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설명하게 되고 각 특

정 요인은 해당 변수  jz 의 오차를 포함한 설명되지 않은 분산을 설명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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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요인들의 계수들은 추정되어야 하는 모수값이며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으로 부른다. 

이에 요인 분석 모형은 개인 i 에 대한 변수 j 의 값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

m
z a F d U

ji jp pi j ji
p

 


   1,2, , ; 1,2, ,i N j n    (8) 

 

여기서 piF
는 각 개인 i 에 대한 공통요인 p 의 값을 나타내며, 각 m 개 

jp pia F
 항은 선형 함수에 대응하는 요인의 기여도를 나타내며 

j jid U 는 관측된 

측정치 
jiz 에 대한 잔차오차를 의미한다. F 와 U 는 평균 0, 분산 1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며 n 개의 특정 요인들은 서로에 대해 독립이며 m 개의 공통 요

인들에 대해서도 독립이다. 

요인을 추출 한 후 해당 요인들이 적절하게 연구에서 설정한 각 변수들이 

설명하는 요인으로 묶였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Kim & 

Shin (2015)는 스마트 워치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가설을 세

운 후 설문조사 중 각 요인들을 설명하는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인분

석을 진행하고 총 5가지의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5가지의 통계량은 각각 변수

들의 내적일관성 그리고 수렴타당도를 판별하며, 요인 분석을 통해 선별한 요

인들에 대해 각 변수들이 적절한 내적일관성과 수렴타당도를 보인다면 변수들

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고려된 변수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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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적절히 설명하고, 해당 요인들은 변수들을 대표하여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본 연구에서 또

한 요인 분석을 진행하고 변수를 요인 별로 묶는 과정에서 통계량을 확인하여 

각 요인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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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Cronbach’s Alpha 

 

Cronbach’s Alpha는 Cronbach (1951)에 처음 소개된 각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에 근거하여 신뢰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수이다. Cronbach’s Alpha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11
1

n
Vin i

n Vt




 



 
 
 
 
 

       (9) 

 

여기서 tV 는 응답자들의 총점에 대한 분산, iV 는 i 번째 문항에 응답한 응

답자들의 점수에 대한 분산, 그리고 n 은 문항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

식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각 문항들이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이고, 

문제는 이 지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가 이다.  

여러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지수는 0.7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Nunnally & Bernstein (1978)는 신뢰도는 0.7 이

상의 값을 가질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언급하고 있다. Spector et 

al. (2002)는 0.7 이상의 Cronbach’s Alpha값을 가지는 경우, 해당 지표들이 

적합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George & Mallery (2011)에서 또한 0.7 이상의 Cronbach’s Alpha값은 수

용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0.7의 값을 기준으로 해당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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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특정 요인에 적절한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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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Factor loading 

 

앞서 보인 것과 같이 요인 적재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특정 변수에 대한 N개의 관측치에 대한 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X
ji

X
j N


         (10) 

 

실제 측정된 값 
jiX 에 대한 편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X X
ji ji j
         (11) 

 

변수 
jX 에 대한 표본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2

x
ji

s
j N


         (12) 

 

모집단의 분산은 2

j 로 나타낸다. 위에서 구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측정치의 

단위로 취하고, 개인 i 에 대한 변수 j 의 표준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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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ji

z
ji s

j

         (13) 

 

jz 의 분산은 1을 가진다. 

두 변수 j 와 k 에 대한 표본의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x x
ji ki

s
jk N


        (14)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모집단의 모수는 
jk 로 나타낼 수 있다. 상관계수는 

모집단에서 공통적으로 
jk 로 나타내며 표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2 2

s z z x x
jk ji jiki ki

r
jk s s N

j x xk ji ki

 
  

 

     (15) 

 

위의 값들을 통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가장 큰 분산을 가지는 요인을 추출

하고 최고의 관측된 상관 계수를 만들어낸다. 이를 요인 분석을 위한 선형 모

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1 2 2
z a F a F a F d Umj jm j jj j

        1,2, ,j 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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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은 n 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n 개의 관측된 변수들이 각각 m 개의 공통 

요인  1 2, , , mF F F 과 하나의 특정 요인  jU 에 의해 설명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

다. 공통 요인은 변수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설명하게 되고 각 특

정 요인은 해당 변수  jz 의 오차를 포함한 설명되지 않은 분산을 설명하게 된

다. 이 때 각 요인들의 추정되어야 하는 모수값이 요인 적재량을 의미한다. 

요인 분석을 통한 통계적 검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통계량들의 수준을 어떻

게 정하는가 이다.  Hairet al. (1998)은 주성분들에 대한 요인 계수값, 요인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요인 매트릭스 또는 패턴 매트릭스를 통해 표본의 

크기에 따라 그 수준을 경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였고,  Field (2005)와  

Guadagnoli & Velicer (1988)은 4개 혹은 그 이상의 적재량들이 한 요인에 

대해 있을 때는 표본 크기와는 상관 없이 0.6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고 하

였다.  Stevens (1992)은 0.4가 임계값이 되며 표본 크기에 상관없이 0.4 

이상의 값을 보여야 유의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Tabachnick & Fidell 

(2007)와 Comrey & Lee (1992)은 임계값들을 더 엄중히 적용하면 0.32는 

안 좋음, 0.45는 괜찮음, 0.55는 좋음, 0.63은 매우 좋음, 그리고 0.71은 훌륭

함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MacCallum et al. (1999) 과 MacCallum et 

al. (2001)은 요인 분석 모형에서 0.6 이상의 값을 보이면 충분하다 하였으며 

표본수가 작을 경우 0.7이상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표본수가 충분한 경우 0.6

을 임계값으로 놓고 요인 적재량을 판별한다면 무리가 없음을 선행연구를 통

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6 이상의 요인적재량 값을 보이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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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은 대표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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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Composite reliability 

 

Feldt & Brennan (1989)는 가중치가 부여된 요소들의 선형 조합으로 이루

어진 성분(Composite)에 대한 통계적인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고전 검

사 이론(Classical Test Theory)을 통한 성분 점수의 신뢰도(the reliability 

of composite scores)를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성분 L 은 n 개의 가중치가 부여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n
L w X

i i
i

 


        (17) 

 

iX 는 요소 i 에 대한 점수를 의미하고 
iw 는 가중치이다. 

각 요소들 간의 오차는 선형적으로 독립이라 가정하면, 성분 신뢰도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Feldt & Brennan, 1989; Thissen & Wainer, 2001; 

Webb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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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8) 

 

ir 는 요소 i 의 신뢰도, 2

iX 는 요소 i 에 대한 분산, 2

, ie X 는 요소 i 에 대한 

오차 분산, ,i jX X 는 요소 i 와 j 에 대한 공분산, 
,i jr 는 요소 i 와 j 에 대한 상

관도, 2

c 는 성분 점수의 분산, 2

,c e 는 성분 점수의 오차 분산을 각각 의미한다 

(He, 2009). 이를 요인 분석에 맞게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
i

c

i i




 




 

       (19) 

 

c 는 성분 신뢰도, 
i 는 요소 i 에 대한 요인 적재량, 그리고 

i 는 오차의 

분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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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Bagozzi & Yi (1988)에서는 성분 신뢰도는 0.6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며 분산추출지수는 0.5이상이 적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한다.  

Nunnally & Bernstein (1978)는 0.7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이 신뢰도의 기

준이 된다 하였으며, Kim & Shin (2015)에서 또한 성분 신뢰도는 0.7, 그리

고 분산추출지수는 0.5이상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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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답한 거주지 인근 혐오시설 설치

와 관련된 의향에 자료로부터 선별한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확률 효용 모형(Random Utility Model) 중 하나는 순서 프로빗 모

형(Ordered Probit Model)을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한다.  

순서 프로빗 모형은 잠재 변수 프레임워크에 기반하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인 특징을 지닌다. 

 

*y
i i i

 X β         (21) 

 

식 (21)에서 *

iy 는 잠재 변수, 즉 관찰되지 않은 독립 변수를 의미하고 이

는 실제 관찰할 수 있는 이산값을 가지는 독립 변수를 측정하는 잠재 변수이

다. 
iX 는  1k  로 구성된 관찰된 설명 변수들의 벡터이다. β 는 이들 설명변

수에 대한 모수 값을 이루는  1k   벡터이고, 
i 는 임의의 오류 항을 의미하

며 프로빗 모형의 가정으로 인해 평균 0, 분산 1을 가지는 정규 분포로 가정

된다. i 는 i 번째 개인의 속성들을 의미한다. 

주어진 개인에 대하여, 설명변수들의 값이 높을 경우 더 높은 값의 관찰되

지 않은 독립 변수 값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각 설명변수들은 이산적인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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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관찰 변수기 때문에 *

iy 에 대응되는 관찰된 독립 변수 값을 
iy 라 하면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4

*2
4 3

*3
3 2

*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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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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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k y k
i

y if k y k
i i

if k y k
i

if k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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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각 
1 2 3 4, , ,k k k k 값들은 문턱값들을 의미하는 알려지지 않은 모수들이며 추정되

어야 하는 값이다. 

모형의 모수들은 최대 우도 측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s을 

통해 추정되며(Long, 1997), 이를 통해 각 문턱값들에 대한 추정과 개인 i 에 

대한 모수값을 추정하게 된다.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로 가정되기 때문에 선택확률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해낼 수 있다. 여기서 iV 는 i 라는 개인에 대한 간접 효용 함수를 의미

한다. 간접 효용 함수는 위에 제시한 효용 함수 중 측정할 수 있는 효용을 나

타내며 측정 불가능한 효용은 오차항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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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결과적으로 
iy 는 

i 의 분포의 모양에 따라 
iV  주변에 분포되게 된다. 즉 

i 가 정규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iy  또한 정규분포를 이루며 

iV  주변에 분포하

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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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사용후핵연료 시설 

 

 본 연구에서는 순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시설 관련 설문 

데이터 분석을 위해 대상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표 1] 사용후핵연료 시설 관련 변수 

변수 설정값 

사용후핵연료 인지도 - 개념 info_1 

사용후핵연료 인지도 - 보관방법 종류 info_2 

사용후핵연료 인지도 - 재처리 개념 info_3 

사용후핵연료 인지도 - 관련정책 info_4 

원자력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info_5 

정부신뢰도 - 안전관리 및 치안 유지 gov_1 

정부신뢰도 - 경기 회복 노력 gov_2 

정부신뢰도 - 물가 안정 노력 gov_3 

정부신뢰도 - 일관된 정책 집행 gov_4 

정부신뢰도 - 부패척결 및 청렴의식 gov_5 

정부신뢰도 - 언론 자율성 보장 gov_6 

정부신뢰도 - 전반적 신뢰도 gov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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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변수는 설문 항목들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문이 진행되었

으며, 각 변수는 제시된 설정값으로 설정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택된 변

수들은 설문지 상에 1)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 2) 정

부의 신뢰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진행하

여 연구에서 가정한 것처럼 1) 사용후핵연료의 정보 그리고 2) 정부의 신뢰

도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눠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순서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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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요인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 주성분 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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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후핵연료 시설 관련 변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분석수 

info_1 2.94 .808 400 

info_2 2.92 .900 400 

info_3 2.92 .946 400 

info_4 2.76 .911 400 

info_5 3.42 .815 400 

gov_1 3.38 .801 400 

gov_2 3.11 .820 400 

gov_3 3.04 .883 400 

gov_4 2.81 .860 400 

gov_5 2.68 .897 400 

gov_6 3.08 .822 400 

gov_7 3.06 .673 400 

 

 다음으로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변수들간의 상관

성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Kaiser-Meyer-Olkin의 KMO 통계량은 전체 자료 

및 개별 자료의 표본 적합도를 평가하며 이 또한 Nunnally & Bernstein 

(1978)에서 언급한 것처럼 0.7이상의 값을 지니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본이

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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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용후핵연료 시설 관련 변수 KMO와 Bartlett 검정값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5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369.969 

자유도 66 

유의확률 .000 

 

검정값이 KMO 측도는 0.7이상을 만족하고 유의하게 검정되었으므로 

위 변수들은 요인분석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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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용후핵연료 시설 관련 변수 설명된 총분산 

성

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4.381 36.511 36.511 4.381 36.511 36.511 4.118 34.320 34.320 

2 2.904 24.198 60.709 2.904 24.198 60.709 3.167 26.389 60.709 

3 .950 7.916 68.625       

4 .736 6.132 74.757       

5 .606 5.053 79.811       

6 .521 4.340 84.151       

7 .398 3.319 87.470       

8 .355 2.962 90.432       

9 .342 2.850 93.282       

10 .329 2.740 96.023       

11 .286 2.381 98.404       

12 .192 1.596 100.00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다음은 해당 자료들이 성분별로 나눴을 때 전체 자료의 총분산을 얼마나 설

명하는지 나타내주는 도표이다. 2개의 요인이 전체의 60.709%의 분산을 설

명해주며 두 주 요인으로 선택한 변수들을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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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분석 진행 시 요인회전은 베리멕스 방법을 택하였으며, 이는 각 요인

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직각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각 열의 요인적

재량을 제곱하여 분산을 최대화시킨 뒤 각 요인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회전된 

성분행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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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용후핵연료 시설 관련 변수 회정된 성분행렬 

  

성분 

1 2 

info_1 .003 .851 

info_2 .166 .811 

info_3 .065 .855 

info_4 .225 .818 

info_5 -.114 .612 

gov_1 .683 .131 

gov_2 .717 .097 

gov_3 .735 .089 

gov_4 .760 -.012 

gov_5 .753 -.003 

gov_6 .726 .017 

gov_7 .912 .032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3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각 회전된 성분값은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의미하며 0.6이상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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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값을 가지면 해당 성분을 설명하는 변수로 고려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수용 의향

을 분석하기 위해 두 요인으로 변수들을 나눌 수 있으며, 두 요인은 연구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의 정보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로 나타

난다. 

 다음으로 해당 요인들, 그리고 각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들이 적절한 내적

일관성(Internal Reliability)과 수렴타당도(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를 보이는지 검증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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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용후핵연료 관련 변수 내적일관성과 수렴타당도 판별 

요인 항목 

내적일관성 수렴타당도 

크론백 

알파 

항목 총 

연관성 
요인적재량 성분신뢰도 분산추출지수 

Information 

info_1 

0.8513 

0.729 0.851 

0.892 0.6163 

info_2 0.698 0.811 

info_3 0.747 0.855 

info_4 0.723 0.818 

info_5 0.429 0.612 

Government 

reliability 

gov_1 

0.8713 

0.578 0.683 

0.904 0.5701 

gov_2 0.615 0.717 

gov_3 0.63 0.735 

gov_4 0.652 0.76 

gov_5 0.641 0.753 

gov_6 0.613 0.726 

gov_7 0.864 0.912 

 

 각 변수들은 해당 요인에 대해 내적 일관성을 설명하는 크론백 알파

(Cronbach’s  )와 성분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을 0.7이상 가지므

로,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정보와 관련된 요인인 Information과 정부의 신뢰도

와 관련된 요인인 Government reliability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변수들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 또한 

0.5 이상의 값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 보이고자 하는 변수들이 일관되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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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설명하는가에 대한 통계량의 기준을 모두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두 

요인을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대표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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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송전선로 

 

본 연구에서는 순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송전선로 관련 설문 데이터 분석

을 위해 대상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표 7] 송전선로 관련 변수 

변수 설정값 

송전선로 인지도 - 초고압 송전선로 종류 info_1 

송전선로 인지도 - 초고압 송전선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영향 info_2 

정부신뢰도 - 안전관리 및 치안 유지 gov_1 

정부신뢰도 - 경기 회복 노력 gov_2 

정부신뢰도 - 물가 안정 노력 gov_3 

정부신뢰도 - 일관된 정책 집행 gov_4 

정부신뢰도 - 부패척결 및 청렴의식 gov_5 

정부신뢰도 - 언론 자율성 보장 gov_6 

정부신뢰도 - 전반적 신뢰도 gov_7 

 

 각 변수는 설문 항목들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문이 진행되었

으며, 각 변수는 제시된 설정값으로 설정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택된 변

수들은 설문지 상에 1) 송전선로와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 2)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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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진행하여 연

구에서 가정한 것처럼 1) 송전선로의 정보 그리고 2) 정부의 신뢰도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눠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순서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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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요인분석은 사용후핵연료 시설과 마찬가지로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 주성분 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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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송전선로 관련 변수 기술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분석수 

info_1 2.55 .790 400 

info_2 3.13 .896 400 

gov_1 3.38 .801 400 

gov_2 3.11 .820 400 

gov_3 3.04 .883 400 

gov_4 2.81 .860 400 

gov_5 2.68 .897 400 

gov_6 3.08 .822 400 

gov_7 3.06 .673 400 

 

 다음으로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변수들간의 상관

성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Kaiser-Meyer-Olkin의 KMO 통계량은 전체 자료 

및 개별 자료의 표본 적합도를 평가하며, 0.7이상의 값을 지니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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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송전선로 관련 변수 KMO와 Bartlett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2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634.687 

자유도 36 

유의확률 .000 

 

 검정값이 KMO 측도는 0.7이상을 만족하고 유의하게 검정되었으므

로 위 변수들은 요인분석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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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송전선로 관련 변수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4.191 46.567 46.567 4.191 46.567 46.567 4.036 44.844 44.844 

2 1.499 16.657 63.224 1.499 16.657 63.224 1.654 18.380 63.224 

3 .906 10.065 73.289       

4 .616 6.846 80.135       

5 .512 5.687 85.822       

6 .421 4.675 90.497       

7 .343 3.810 94.306       

8 .319 3.545 97.851       

9 .193 2.149 100.00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다음은 해당 자료들이 성분별로 나눴을 때 전체 자료의 총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나타내주는 도표이다. 2개의 요인이 전체의 63.224%의 분산을 

설명해주며 두 주 요인으로 선택한 변수들을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요인분석 진행 시 요인회전은 베리멕스 방법을 택하였으며, 이는 각 요인

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직각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각 열의 요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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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을 제곱하여 분산을 최대화시킨 뒤 각 요인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회전된 

성분행렬은 다음과 같다. 

 

[표 11] 송전선로 관련 변수 회정된 성분행렬 

 
성분 

1 2 

info_1 .233 .814 

info_2 -.067 .892 

gov_1 .645 .307 

gov_2 .701 .171 

gov_3 .715 .199 

gov_4 .756 .087 

gov_5 .776 -.086 

gov_6 .750 -.081 

gov_7 .906 .109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3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각 회전된 성분값은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의미하며 0.6이상의 절

대값을 가지면 해당 성분을 설명하는 변수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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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송전선로 수용 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두 요인으로 변수들을 나눌 수 있으며, 두 요인은 연구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송전선로의 정보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해당 요인들, 그리고 각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들이 적절한 내적

일관성(Internal Reliability)과 수렴타당도(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를 보이는지 검증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 항목 

내적일관성 수렴타당도 

크론백 

알파 

항목 

총 

연관성 

요인적재량 성분신뢰도 분산추출지수 

Information 
info_1 

0.6959 
0.538 0.814 

0.843 0.7276 
info_2 0.538 0.892 

Government 

reliability 

gov_1 

0.8713 

0.578 0.645 

0.901 0.5623 

gov_2 0.615 0.701 

gov_3 0.63 0.715 

gov_4 0.652 0.756 

gov_5 0.641 0.776 

gov_6 0.613 0.75 

gov_7 0.864 0.906 

 

 각 변수들은 해당 요인에 대해 내적 일관성을 설명하는 크론백 알파

(Cronbach’s Alpha)와 성분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값을 0.7이상 가지

므로, 정부의 신뢰도와 관련된 요인인 Government reliability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송전선로 정보라는 요인과 관련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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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크론백 알파 값은 0.7에 근접하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에 두 

변수는 일관성이 없는 변수로 생각하여 요인을 묶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따로 분석하였다.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두 요인 다 0.5 이상의 값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 보이고자 하는 변수들이 

일관되게 요인을 설명하는가에 대한 통계량의 기준을 모두 만족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크론백 알파 값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송전

선로와 관련된 변수들은 분리하여 설명하고 정부의 신뢰도와 관련된 변수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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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 분석 

 

 

4.1 자료의 구성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4년 7월 전문 리서치업체에 의뢰되어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된 설문 결과이다. 서울, 인천, 신도시(일

산/분당),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만 20~59세 남녀 400명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들의 표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두 혐오시설, 

사용후핵연료 처리장과 송전선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에 활

용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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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전체   400 100% 

성별 남자 182 45.50% 

  여자 218 54.50% 

연령 20대 97 24.25% 

  30대 203 57.50% 

  40대 107 26.75% 

  50대 93 23.2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1 40.25% 

  대학교 졸업 이상 239 59.75% 

월 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 63 15.75% 

  
25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108 27.00% 

  
35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95 23.75% 

  
450만원 초과 ~ 550만원 

이하 
79 19.75% 

  550만원 초과 55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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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둘로 나눴으며 월 평균 소득은 주관

식으로 응답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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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정 결과 및 결과 분석 

 

 

 결과값 추정은 소프트웨어 STATA version 13.1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4.2.1 사용후핵연료 시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시설 설치 의향에 대해 분

석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에 사용된 질문인 ‘귀하께서는 사용후핵

연료 보관시설을 본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자의 수용성과 관련된 문항을 5점 척도

로 응답한 결과에 대하여 모형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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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용후핵연료 시설 추정 결과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y <-             

info 0.33858 0.08366 4.05 0 0.1746 0.50255 

gov 0.17346 0.0917 1.89 0.059 -0.0063 0.35319 

info <-             

sex -0.3061 0.10416 -2.94 0.003 -0.5103 -0.102 

age -0.0004 0.00631 -0.06 0.951 -0.0128 0.01199 

edu 0.1275 0.11292 1.13 0.259 -0.0938 0.34882 

income 0.00261 0.00396 0.66 0.511 -0.0052 0.01037 

gov <-             

sex -0.0399 0.10345 -0.39 0.7 -0.2426 0.16288 

age -0.0121 0.0063 -1.92 0.055 -0.0244 0.00027 

edu -0.1717 0.11278 -1.52 0.128 -0.3928 0.04935 

income 0.01933 0.00402 4.81 0 0.01145 0.02721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y             

/cut1 0.49533 0.34259 1.45 0.148 -0.1761 1.16679 

/cut2 2.36072 0.35638 6.62 0 1.66222 3.05922 

/cut3 3.09381 0.36901 8.38 0 2.37057 3.81704 

/cut4 4.18542 0.42983 9.74 0 3.34297 5.0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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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시설에 대한 응답자들의 거주지 인근 해당 시설 수용 의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 두 요인에 

대하여 양의 계수 값을 가지며 신뢰도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이 사용후핵연료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가 높을수록 시설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시설과 관련해서 설문 응답자들이 응답한 질문들은 해당 시설

에 대한 개념, 보관방법의 종류, 재처리 개념, 관련정책, 그리고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이해도였다. 실제 국내 부안군에 있었던 사용후핵연료 시설 건설과 

관련된 사태는 왜 사용후핵연료 시설과 관련하여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주어

져야 하며 이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정보로 대

표되어 사용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공한다.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은 그 보관방법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르게 인식되며 재처리 기능의 유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효과도 달라지게 된다. 방사선 준위에 따라 사용후핵연

료는 분리가 되는데 부안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준위로 분류되는 폐기

물이며 장기간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

한 연료는 재처리 과정을 통해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군사적 

용도의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형태이다(장

웅성, 2014). 이는 최근 지진 피해로 누출 사고를 겪은 후쿠시마의 습식 저장

과는 다른 건식 저장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2020년 세계 시장규모는 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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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원자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

을 받고 있다(GlobalData, 2011).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 해당 

시설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검증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시설은 단일 부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후보 부지들을 동일 선

상에 놓고 부지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부지 선정에 있어 필요한 모든 요소

들이 갖춰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 만큼 하나의 요인이라도 기준을 맞추

지 못하면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Slovic (2000)에서 언급

했듯이 사용후핵연료 시설과 같은 경우 친숙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이 해당 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더 크게 인지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이런 오해

를 막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시설 수용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정

부의 정책은 진화해왔으며 때문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정책의 올바른 이해가 있

다면 시설 수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양한 요인들이 사용후핵연료 시설과 얽혀있기 때문에 설문에서 사용되었

던 본 연구의 변수들은 각각 해당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정보들이라 할 수 있

으며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수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설의 정보에 대해서 성별에 대한 추정 결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음의 계수 값을 가진다. 이는 남성일수록 여성보다 사용후핵연료 시설

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Doomekamp (1991)은 고등 교육과

정에 들어서면서 직업교육을 받게 되고 기술적인 교육 또는 비 기술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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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게 되는 기로에서 남학생들은 기술적인 교육 여학생들은 비 기술적

인 교육을 선택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선택 격차의 폭은 커졌고 결국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손경애 (2002) 또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행태를 분석하면서 기술적 정보를 활용하고 접근하는 능력 및 적극성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우수함을 발견했고, Tugend (2013)는 금융지식

과 같은 전문지식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정답률이 높고 이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과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지식 수준을 보임을 환

경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반해 나이,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은 통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시설

의 정보와 관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결과값을 보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국내에 있었던 사용후핵연료 시설 관련 사건들을 분

석한 연구들에서 시설 수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나이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정부의 안전관리 및 치안 유지, 경기 회복 노

력, 물가 안정 노력, 일관된 정책 집행, 부패척결 및 청렴의식, 언론 자율성 

보장, 전반적 신뢰도에 대한 신뢰를 묻는 것들이었다.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과 물가 안정 노력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은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정부 지지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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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chgaessner, 1991; Rattinger, 1991), 국가 경제 여건, 경제정책 등 전반

적인 경제적 노력의 결과가 정부지지도에 영향을 준다(이곤수, 2009). 또한 

김태기 외., (2005), 조성경 (2005), Slovic (2000)에서 언급하였듯이 미디

어의 보도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신뢰도를 만들어내는 도구

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신뢰도에 영향

을 주게 된다. 즉, 전반적인 정부의 신뢰도에는 변수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다

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에서 보인 것처럼 정부 신뢰도는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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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송전선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기반으로 송전선로 설치 의향에 대해 분석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에 사용된 질문인 ‘귀하께서는 초고압 송전시설을 

본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

십니까?’에 대한 응답자의 수용성과 관련된 문항을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에 

대하여 모형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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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송전선로 추정 결과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y <-             

info_1 0.400811 0.09158 4.38 0 0.221317 0.580305 

info_2 -0.33414 0.077191 -4.33 0 -0.48543 -0.18285 

gov 0.312673 0.097922 3.19 0.001 0.120749 0.504596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info_1 <-             

sex -0.21271 0.111883 -1.9 0.057 -0.43199 0.00658 

age -0.00774 0.006777 -1.14 0.254 -0.02102 0.005544 

edu -0.18399 0.121534 -1.51 0.13 -0.42219 0.054213 

income 0.013524 0.004289 3.15 0.002 0.005118 0.02193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info_2 <-             

sex -0.11677 0.110421 -1.06 0.29 -0.33319 0.099656 

age 0.007629 0.006713 1.14 0.256 -0.00553 0.020786 

edu -0.0731 0.120146 -0.61 0.543 -0.30858 0.162386 

income -0.00101 0.004211 -0.24 0.81 -0.00926 0.007243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gov <-             

sex -0.03988 0.103449 -0.39 0.7 -0.24264 0.162878 

age -0.01209 0.006304 -1.92 0.055 -0.02444 0.0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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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0.1717 0.112783 -1.52 0.128 -0.39275 0.049354 

income 0.019327 0.004022 4.81 0 0.011445 0.027209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y             

/cut1 -0.4082 0.33641 -1.21 0.225 -1.06755 0.251152 

/cut2 1.509597 0.337891 4.47 0 0.847342 2.171851 

/cut3 2.105741 0.344994 6.1 0 1.429565 2.781916 

 

 결과를 분석하면 각 변수, 그리고 요인이 실제 응답자의 거주지 인근 송전

선로 건설 수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전선로의 정보 중 초고압 송전선로의 종류와 관련된 정보는 양의 계수 값

을 가지며, 응답자의 거주지 인근 송전선로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가져오는 위험성은 전자파 방출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히 높은 

송전탑을 건설하고 주민들의 거주시설과 거리를 이격한 뒤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과 전문가 집단이라 불릴 수 있는 프

로젝트 진행사인 한국전력의 인식은 크게 엇갈린다. 홍성만 과 최홍석 

(2008)에 따르면 주민들의 60.3%가 ‘송변전시설의 전자파가 매우 크게 영향

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측은 ‘크게 영향을 준다’가 30.5%, 

‘보통이다’가 34.3%, ‘적게 영향을 준다(26.1%)’로 차이를 보였다. 만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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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신뢰감을 바탕으로 전달할 수 있

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초고압 송전선로의 종류에 따라 존재하는 경제성, 송전 효율 등의 차

이를 인지할수록 해당 시설 건설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이것이 인근 지역

일지라도 건설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선택이 개인적인 이익에 

치우친 것이 아닌 상위의 국가 경제 전망과 같은 사회지향적인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발견했다(권혁용, 2008; 정한울, 2007).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초고압선은 765kV 송전선로이며 2002년 동양에서는 최초로 설치 운영하였

다. 기존의 345kV 송전선로보다 첫 번째, 철탑 1기당 약 5배의 송전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53%의 토지사용으로 같은 양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으며, 세 번째, 26%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네 번째, 0.26%의 전력손실

률을 보이는 기존 345kV에 비해 0.05%의 손실률을 보인다는 점 등이 장점

으로 뽑힌다. 

또한 송전선로의 경우 교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도구

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공단과 같은 대규모 시설 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송전선로 건설 지역 주민들의 이권과 직

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사회지향적 경

향은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자신의 지역 사회 발전에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과 국가 발전에 있어 큰 효율을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해당 시

설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주민들의 수용성을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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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대입하였을 때 남성일수록, 그리고 수입이 많을

수록 초고압 송전선로 종류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사용

후핵연료 시설에서 밝혔듯 Doomekamp (1991)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남성의 

경우 기술과 연관된 지식에 대한 관심도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

고, 이에 따른 결과로 초고압 송전선로의 종류에 대한 정보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국내에 있었던 사용후핵연료 시설 관련 사건들을 분

석한 연구들에서 시설 수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나이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  

반면 송전선로의 정보 중 다른 하나인 초고압 송전선로가 환경과 인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음의 계수 값을 가지며, 거주지 인근 송전선로 건설

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에 관련된 정보

가 해당 시설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가정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설문의 질문 자체가 해로운 영향에 대한 영향

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응답자가 더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설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결과이다. 때문에 해당 시

설의 직접적인 해로움에 대한 정보는 시설의 수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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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시설에서 사용된 변수들과 같은 변

수들이 사용되었으며, 송전시설과 관련된 정부 신뢰도의 영향은 사용후핵연료 

시설과 일맥상통한다.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과 물가 안정 노력과 같은 경제

적인 요인들은 정부의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Kirchgaessner, 

1991; Rattinger, 1991), 전반적인 경제적 노력의 결과가 또한 정부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곤수, 2009). 또한 김태기 외. (2005), 조성경 

(2005), Slovic (2000)에서 언급하였듯이 미디어의 보도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신뢰도에 영향력을 가지므로 중요한 도구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의 신뢰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다방면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 신뢰도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

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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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혐오시설 설치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집행은 하나의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정책 또

한 진화해 나갔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Armour (1991)에서 언급하듯 

사회 기반 시설의 설치는 첫 번째, 비용과 편익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두 번

째, 기술로 발생하는 위험성 및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기술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및 프로젝트 실행 단체와 관련된 정치적 요인으로 갈등이 발

생한다. 

국내의 혐오시설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 요인을 

간과한 체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여 해결을 모색하다 실패한 경우가 다수 존재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주 월성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시설은 정책 

집행에 있어 오랜 시행착오를 겪었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는 초기에 

일방적인 건설을 추진하였고, 시설 설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

으며 국민들과 소통을 단절했고 반감을 키웠다(이은경, 2009). 이후 갈등에 

부딪히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방촉법이라는 법률 명시를 통해 1993년 12월 500억원 규모의 보상

금 및 추가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문제 해결

에 집중하였다. 

이후 경제적 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을 이끌어냈고 부지 선정에 있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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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추가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굴업도라는 섬을 1994

년 부지로 선정하였다(조성경, 2005). 하지만 기술적인 위험성이 드러남에 따

라 다시 사용후핵연료 시설 설치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기술적 위험성을 간과

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정부는 제도를 여러 번 바꾸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이

는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어수선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왔고, 보상

금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3000억원 수준으로 올렸음에도 사용후핵연료 

시설 설치는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굴업도 이후 제도를 개편하고 보상금을 올려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하고자 한 정부는 부안군의 설치 신청을 받아 시설 설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시설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또 다시 건설에 실패하게 된다. 

행정기관은 시설 설치를 진행함에 있어 안이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불신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에게 제시된 자료 또한 부정확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였다(Lee & Lee, 2005; 김창민, 2007). 주민들의 반대가 시

설에 대한 위험성을 실제보다 더 크게 인지하고 있고 시설 설치를 진행하는 

정부와 관련 부처에 대한 불신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체 강경 

진행을 통해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바랬으며(김철규 와 조성익, 2004), 심지

어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루는 시설에 대한 설치에 관한 사실을 축소하여 은폐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더욱 국민들은 분노하였다(손호중 과 채원호, 

2005). 이러한 모습을 (김철규 와 조성익, 2004)은 오직 경제적 보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실패사례라고 언급하였으며, 채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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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은 연구를 통해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서 정보 공개와 지역 주민 수

용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즉, 경제적인 요인은 

사회 기반 시설, 특히 혐오시설의 설치에 있어 유일한 갈등 요소가 아니며, 

기술적인 요인들에 대한 안정감과 정치적인 신뢰감을 줄 때 갈등이 비로소 해

소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결과를 통해 설문 응답자들의 시설 수용성이 시설에 대한 정보와 

정부의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결

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혐오시설 설치에 있어 발생하는 기술적인 요소에 대

한 갈등 그리고 정치적 요인에 대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설문 결과를 통해 도출해냄으로써 정부의 효율

적인 정책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두 혐오시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혐오시설에 대한 응답자들의 수용성이 

증가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송전선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혐오시설

에 대한 직접적인 해로움이 담긴 정보들은 수용성을 떨어뜨린다. 정부는 혐오

시설 건설을 고려할 때 목표가 되는 여러 입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술적인 

위험성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시설에 대한 정보가 증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

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과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전

달함으로써 수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

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손호중 과 채원호 (2005), (Lee & Le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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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2007)에서 보였듯이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은 주민들의 반감을 만들어내고 Slovic (1987)이 지적한 것과 같이 오히

려 기술적인 위험성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인식되는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에 혐오시설 인근 거주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 및 수행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줄 수 있기에 

주민 수용성을 올리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한 혐오시설 인

근 거주자들의 해당 시설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

다. 이에 더 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서 여러 대상 입지 중에 정부에 대해 

더 좋은 신뢰도를 보이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목표 지역에 실행되고 있는 여러 정부의 정책의 실행률을 

높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혐오시설의 건설을 추진한다면 보

다 유연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함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성을 올리는 것이다. 

박희봉 외. (2003)는 국내에서 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적신뢰, 단체참여, 정치참여 및 관심,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

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

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씀과 동시에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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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본 연구의 설문 데이터는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18일간 전

문 리서치업체에 의뢰되어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된 

설문 결과이다. 서울, 인천, 신도시(일산/분당),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

하는 만 20~5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A형, B형 두 가지 설

문 유형의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본 부록에서는 두 유형 중 A형 설문지를 수

록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만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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