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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지역개발사업은 공 개발원조의 주요 략사업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의 1차 산업의 육성  개발도상국의 경제 인 

자립 기반을 수립을 해 제공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 개발 사업을 

평가하기 해 다수의 연구들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경제성  

사업성에 한 고려를 하여왔으나, 최근에 다 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의 지역개발 사업의 사회  효과에 한 분석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공 개발원조 사업으로의 지역개발사

업을 사회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는 필리핀의 보홀 지역개발 사업을 상으로 진행하 으며, 

개수로라는 연구 상지의 특성상 리  운용과정에 있어서 사업수

혜지역의 주민들은 력  리조직을 구성하고 운 하고 있었다. 이

에 따라 본고는 력  조직이 사회자본을 증진시켰다는 가설을 설정

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 

사회  효과를 규명하기 해 본 논문은 지역개발사업의 유무에 따

른 사회자본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 다. 행동경제학의 최후통첩게임

을 실시하여, 사업수혜자와 사업비수혜자 간의 사회자본 정도의 차이

를 증명하 다. 최후통첩게임을 통한 사업수혜유무에 따른 최소수용

액은 차이는 사업수혜지역에서의 사회자본이 상 으로 비사업수

혜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서 제시되는 개인  가구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향력  사회자

본 연구에 기본 가정으로 제시되는 거리에 따른 사회자본 정도의 차

이를 통제하기 해서 공간회귀모형을 구성하 다. 공간회귀모형은 

검정과정을 통해 피실험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피실험자에게 

향을 받는 공간시차모형을 용하 고, 이를 통해 구성된 모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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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간효과, 사업수혜여부, 보유자산양이 사회자본 정도에 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통제된 공간회귀모형에 따르면 최후통첩게임에서 사업수혜지역 주

민이 비사업수혜지역 주민에 비해 약 –8.6페소를 최소수용 액을 

게 제시하 으며, 자산규모가 1%단 가 올라갈 때 마다 최소수용 액

은 약 3.03%씩 떨어졌다. 이는“참을 수 있는 불평등 정도”가 사업

수혜지역 일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사

업수혜지역의 사회자본이 비 사업수혜지역에 비해 상 으로 많이 

축 되었다는 것과 함께 자산 규모가 큰 주민의 경우 경제  여유로

움과 평 에 기 하여 향을 받고 따라서 타인에 한 공여의사가 

커진다는 기존 사회자본 연구와 부합하는 사실을 밝 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물을 단순히 지역개발 사업의 유무에 따라 사

회자본이 증진된다고 해석해서는 험하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개

발  운 과정에서 수평 인 계의 모임이 구성원 상호간의 사회 

자본을 증진 시킬 수 있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력  조직을 통

한 운용  리과정에서의 지속  만남이 사회자본 증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후 지역개발 사업

에 있어서도 지속 으로 주민 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요함

을 밝히는 바이다. 

   

주요어 : 지역개발사업, 공 개발원조, 사회자본, 행동경제학, 

        최후통첩게임, 공간회귀분석

학  번 : 2011-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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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

1960년  구미선진국을 바탕으로 개발원조그룹(이하 DAG)가 설립된 

이래로 공 개발원조(이하 ODA)를 통한 각종 사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70년 에 들어와 1960년 의 경제 성장측

면 근 방식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질  원조를 바탕으로 한 지역 

개발 사업들이 두되었다.(한국국제 력단, 2012) 하지만 이후 1980

년 의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연이은 채무불이행 선

언은 선진국에게 원조피로(Aid Fatigue)를 일으켰으며(박형 , 2007) 

이러한 원조피로는 결과 으로 ODA 사업  지역개발 사업의 비율을 

낮추게 하 다. 그러나 12억에 달하는 극빈층  75%가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지역개발사업은 극빈층의 

빈곤해소를 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Anriquez & 

Stamoulis, 2007) 한 많은 수의 개발도상국들의 국가 경제가 여 히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한 심이 지속 으로 필요하다. 한 최근 들어 이슈화가 되고 있는 

BOP(Bottom of Pyramid) 집단의 성장을 해서도 지역개발 사업은 필

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개발 

ODA사업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향력을 평가하려고 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지역개발 사업의 경제  부분에 치우쳐서 

사업의 경과를 통한 농업 생산량 향상  지역 경제 형성에 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지 까지 정성 으로만 다 졌던 지역개발사업

의 사회  향력에 해 을 맞춰 진행할 것이다. 기존의 지역 

개발에 있어 사회  향력에 한 연구는 사업 성공을 한 커뮤니

티의 역량  요성에 한 강조하고 참여 증진  력  계의 

필요성에 한 이야기를 다루어 왔으나 (Korten 1980), (Ostro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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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정량 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제한 인 연구가 

정량 인 연구를 시도하 으나 이 한도 정성 인 연구를 제한 인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계량화시키는 방법에 불과 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지역 개발 사업의 사회  효과를 정량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행동경제학 분야의 게임 실험을 통해 상지역 주민들의 

상호 호혜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한 원인을 통계 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구분 짓는다. 물론 본 연구는 데이터 취득  구축 과정에 

있어서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라는 원천 인 문제 이 제시되나, 본 

연구가 향후 지역개발 공  개발원조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존의 

경제성 분석과는 차별화 된다는 것과 함께 게임이론으로 시도한 새로

운 연구라는 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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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존까지 공 개발원조사업의 사후평가에서 상 으로 

게 고려되었던 사업의 사회  효과의 평가에 집 하 다. 이를 

해 필리핀 보홀의 개수로 지역개발 사업을 사례지역으로 삼고 연구

를 진행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개발 사업의 사회  효과의 분석을 하여 사

회  효과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악하

기 해 행동 경제학 실험(Behavioral Game Experiment)의 하나 인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을 사용하여, 커뮤니티 단 의 사회자

본인 력과 신뢰 정도를 구하 다. 한 실험을 통해 구한 사회  

효과의 리변수인 “최소수용 액”을 분석하기 해 질 , 양  연

구를 동시에 진행하 다. 

양  연구 방법론으로는 게임 이론의 실험 결과물인 “최소수용

액”을 종속 변수로 하여 공간 회귀 분석 모형을 구성하 다. 본 회

귀 모형은 사회 자본에 향을  수 있는 다른 변수(개인특성변수, 

가구특성변수)들을 통제하기 해 고안하 으며 선행 연구에서 밝

진 사회자본의 특성  물리  거리에 한 사회자본 정도 차이를 구

별하기 해 사용하 다. 특히, 본 공간회귀분석모형은 일반시계열 모

형에서 일방 인 계로 주던 변수 간의 향을 상호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 다. 

한, 정량 연구의 해석을 한 해당 지역의 질  연구를 해 두 

차례에 걸쳐 장 답사를 진행하 다. 첫 번째 인터뷰는 사업 수혜자

를 상으로 사업 비과정과 진행과정 그리고 재의 차이에 

으로 질의를 하 고, 두 번째 인터뷰는 사업 비수혜자를 상으로 상

 박탈감의 여부와 함께 지역 변화의 양상에 해 조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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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 연구의 고찰

1. 선행 연구검토

1) 사회 자본의 정의

사회 자본은 상 으로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로써 이에 따

라 연구자 간의 합의 는 공통된 정의를 내리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자 간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

서 사용될 사회자본의 정의를 함축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기

본 으로 사회 자본에 한 기 논의의 정리  정의는 Putnam과 

Coleman에 의해 행해졌다. (Coleman, 1990)은 사회 자본을 비공식

인 사회 계망으로써 참여자가 경제주체로써 상호의 이익을 한 

력  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 Putnam은 기 연구에서 

이탈리아 남북지방정부의 사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사회  자본에 

따른 지역민들 간의 깊은 유 와 계망을 지역 경제 개발에 단 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 이탈리아의 북부지방정부의 수평

이고 극 인 시민참여가 사회 자본을 증진시키고 결과 으로는 

경제 발 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의를 이끌었다. 본 논의는 다시 

World Bank의 연구진들에 의해 차용되어 기존까지의 지역개발 사업

에서이해가 부족했던 지역사회와 경제개발의 계를 해결하는 단  

고리(Missing link)로 사용되었다(Harris & de Renzio, 1997). 이후 본 

사회 자본에 한 논의는 다양하게 제기되어왔고 (Bowles & Gintis, 

2002)는 사회 자본을 한 사회커뮤니티 는 조직 안에서 존재하는 신

뢰와 규범 그리고 이를 어기는 것에 한 처벌까지를 포 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이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실패로 비되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했다. (Hayami, 2009)는 이 게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던 사회 자본을 다시 신뢰(trust)와 력(cooperation)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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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로 치환하 다. 즉, 효과 인 업은 자발 인 구성원의 행 로

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력 인 상호작용은 사회자본의 축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구조  환경의 변화 한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

하 다. 다만, 사회 자본은 그 용 범 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공간  범 를 통해 이 의미를 제한하고자 한다.  

그림 1 사 본  과 범  

Grootaert & Van Bastelaer (2002)

(Grootaert&Van Bastelaer,2002)는 사회 자본을 규모와 인식의 범

에　따라서 같은 네 가지로 구분 지었다. 거시 인 사회 자본은 쉽게 

찰이 가능한 조직 는 단체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제도 등의 행

동양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자본이며, 미시  규모로 규정되는 사

회 자본은 지역 는 커뮤니티 단 에서 존재하는 신뢰와 규범에 의

해 나타나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

는 사회 자본은 사회 구조상 는 제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호 호

혜성을 기반에 둔 습(Social norm)과 신뢰를 심으로 진행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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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인지와 미시  범 에서 이해되는 신뢰, 지역  습(Local 

norms), 가치(Values)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하는 사회 자본 한 커뮤니티 단  내에서 축 된 사회 자본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커뮤니티 단 에서 존재하는 신뢰와 함께 사회

 규범 는 행동양식에 따라 규정되는 행동들을 일컫는다.

2) 사회  향력의 측정 방법론

개발 사업의 사회  향력을 단하는 가장 큰 움직임은 사회  

향력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지표화시키는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이하 SROI)이다(Gair, 2007). 다만 SROI 같은 경우, 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벤토리를 만들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 

는 사례가 많지 않은 사업의 사회  향력을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는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한 다수의 이

해 계자와 수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SROI로 사회  향력을 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학문 으로 진행하기에는 작 이라고 

단하 다. World Bank에서는 사회 자본을 개량화하기 해서 SOcial 

Capital Assesment Tool(이하 SOCAT)을 고안하 는데 이는 개인과 커

뮤니티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발사업 이후 커뮤니티 맵핑을 통한 커뮤

니티의 공유자산의 유무  인식의 정도,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공식

인 는 비공식 인 조직 활동의 여부, 커뮤니티의 집단행동 여부

와 함께 개별가구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다(Krishna & 

Shrader,1999). 다만 SOCAT 한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설문

조사자의 역량  사업 친숙도에 따라 결과 값에 확연한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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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이론의 정의  실험

게임이론은 리 알려진 바와 같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

과 모르겐슈테른(Oskar Morgenstern)에 의해 이론  바탕이 세워졌으

며 내쉬(John F. Nash)에 의해 발 된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특정한 

략  상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해 계자들의 행동을 악하는 방

법론으로써  통해 상호간의 계를 살필 수 있다(Gintis et al., 2003). 

이러한 이해 계자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방법론은 기에는 경제

학에서 산업조직이론에 용되어 독   과  등의 시장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고 경 학에서는 주주와 경쟁자 간의 략  계를 나타

내는 방법론으로 사용되어 다양한 분석틀을 제공하 다.  

이  독재자 게임과 최후통첩게임은 사회자본의 측정하는데 주요

하게 이용하는 실험으로써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 사회자본과 다양한 

변수들의 계가 증명되어 왔다(Bouma et al., 2008). 특히, 기에는 

사회자본의 축 인 사회 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고 결과 으로는 지

역 소득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함께 높은 사회 자본을 지닌 

곳의 경우 극  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높은 ODA 사업 성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되었다(Ostrom 2000). 

앞서 제시한 게임  독재자 게임의 경우 참가자의 공정성, 정의감, 

는 이타심을 보여주는 게임이다. 참여자는 발신자(Sender)와 수신

자(Recipient)로 구분되며, 발신자는 익명의 상태로 익명의 수신자에

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의 일부를 제공한다. 수신자는 이에 해 

어떠한 조건 는 거부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발신자의 “공여정

도”에 따라 참가자(Player)의 공공 는 커뮤니티에 갖는 이타심을 

측정할 수 있다(Hoffman et al., 1996). 기존의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합리 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라는 가정에 따르면 본 독재자 게임에서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그 어떠한 액도 나 어  필요가 없지만, 이

를 악하기 한 실험을 살펴보면 다른 결과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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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Forsythe et al.,1994)는 당시 재학 인 MBA 학생들에

게  5$를 나눠서 184명의 샘 로 진행된 실험을 설계하 는데, 65% 

이상의 발신자 역할을 맡은 학생이 수신자에게 일정 액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Hoffman et al., 1996)이 설계한 10$가 들

어있는 투로 익명 하에 213회에 걸쳐 진행한 실험에서도 62% 이상

의 발신자가 2$ 이상을 익명의 수신자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기본 으로 인간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타  행

동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후통첩게임는 두 참가자가 몫을 나 어 가지는 게임으로 발신자

는 분배할 양을 결정하고 수신자는 분배된 양을 바탕으로 본 상을 

수락할 것인지 거 한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거 을 선택하

게 되면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 아무런 액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 본 실험의 특이 이다. 따라서 앞선 독재자 게임과 마찬가지로 합

리 인 인간이란 제하에서는 수신자는 얼마만큼의 자원 는 재원

이 할당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지만 

(Sanfey et al., 2003)의 실험에서 나타나듯이 총 분배하는 자원 는 

재원의 할당률이 20%이하로 책정되면, 50%이상이 거 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수신자 자신이 처하는 불공정함에 따른 보복심을 

나타낸다(Gintis et al., 2003). 따라서 본 실험에서 책정되는 분배 정도

와 이에 따른 수신자의 수용여부를 통해 참가자  수신자의 보복심 

는 수용할 수 있는 불공정함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4) 게임실험을 통한 사회자본의 측정

사회자본의 측정에 한 표 인 기 실증 연구자인 (Berg et 

al.,1995)에 따르면 사회자본의 지역 단 에서의 주요한 축 은 커뮤

니티 동질성 여부(동일 언어의 사용),  커뮤니티의 존속기간(사회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  기간을 칭함)을 통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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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an et al.,2000)은 독재자 게임을 통해 문화와 성별차이에 따른 

공여 정도를 확인하 다. 연구결과 성별은 주요한 변수가 아니며, 국

가별 즉 문화 차이에 따라 공여 정도의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밝

혔다. 이런 국가별 문화차이는 국가 는 해당 지역에 처해있는 상황

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문화는 경제  불확실성에 기 한 상황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 일본의 어부들이 마을 내에서 정소득을 정하

고 자발 으로 일정 소득이상의 자원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개인당 어

획량 변화에 따른 격한 소득 하락을 막기 한 기 리시스템

(Risk Management)의 일종으로 작동한다는 논의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다(Bowled & Gintis, 2002) 즉, 해당 사회 는 지역 구성원들의 

상호 이득을 한 사회 참여요구에 따라서 사회 자본의 정도를 차이

가 나타나는 것이다. 

Carpenter는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사회 자본이 정규 교육  

직업 교육 여부  가구의 소득 수 에 나타내는 차이가 있음을 명시

하 다(Carpenter, 2002). 이후 방콕과 호치민의 240세 의 슬럼 거주

민을 상으로 실증 분석한 (Carpenter et al., 2004)의 연구는 독립변

인을 성별, 연령, 정규교육기간, 가구원수, 거주연한 등을 두고 종속

변수인 독재자 게임의 결과 값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는 연구를 

지속하 다. (Bouma et al., 2008)는 인도의 다섯 마을 94명의 거주민

을 상으로 한정된 재화(용수 사용) 사용의 분배에 한 설문을 통해 

사회자본의 정도를 밝히고 이에 이어 경제사회  데이터와 사회자본

의 상호 계를 찾는 연구를 통해 개인의 연령, 성별, 문맹, 가구원수, 

농업의존성, 수입, 토지소유정도 에서 농업의존성과 수입, 토지소유

양의 유의미한 계를 갖는 것을 밝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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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지역개발에 한 사회  향력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

을 시도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에서

는 (Hayami, 2009)와 (Coleman, 1990)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의 

정도를 “커뮤니티 는 조직 안에서 내재된 신뢰와 력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개인에게 있어서는 “경제주체로써 비공식  사회

계망 형성을 한 활동”이라고 한정하 다. 따라서 력 정도를 평

가하기 하여 최후통첩게임을 실행하 고, 게임의 결과물을 사회자

본 정도를 측정하는 리변수로 사용하 다.

  앞서 연구방법에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게임의 결과의 분석에서 

머물지 않고, 사업의 수혜지역과 비 수혜지역으로 비교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사업수혜여부에 따른 결과 값의 차이를 분석하

는 것에 목 을 두었다. 다만, (DeFilippis, 2001) 제기한 바와 같이 사

회 자본을 측정하는 방법론  측면에서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를 분석하는 것과 사회 자본을 인 가치로 이해하

는 것에만 치 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 지만, 본 연구가 사회 

자본을 계량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해 

시도되는 연구라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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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상지의 분석

1) 공간  범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필리핀 부에 치한 보홀(Bohol) 섬이

다. 보홀 섬은 필리핀 내 10번째로 큰 섬이며, 총 인구는 114만 명이

며, 면 은 4,117km2이다. 본 연구가 을 맞추는 지역개발 로젝

트는 보홀 섬의 동북쪽 지역에 치한 지역으로 섬의 주도인 

Tagbilaran과는 50km 정도 떨어진 곳의 3개의 Municipality인 San 

Miguel, Ubay, Trinidad이다. 해당 보홀 지역은 필리핀 내에서 구분하

는 기후IV1)로 정의되는 지역으로써 2월에서 5월까지의 강수량이 6월

까지 1월까지의 강수량에 비해 상 으로 어 이모작을 해야 하는 

필리핀 여건 상, 개수로 사업이 필수 인 곳이다. 

본고에서 분석하는 지역개발사업은 1985년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하 JICA)가 작성한 보홀 지역발  략에 따른 

농수로 사업을 기반으로 한 공 개발원조 사업이다. 본 사업은 1993

년, 1996년 잇따라 완공한 Manilao, Capayas 수로를 기반으로 한 1차 

사업과 2008년 5월에 완공한 Bayongan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본고에

서는 2차 사업인 Bayongan 수로 사업을 바탕을 분석한다. 

본 사업진행을 한 자  조달의 주체는 JICA이며, 2002년부터 ㈜

한진에 의해 시공되어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이용되기 시작하 다. 

사업지의 총 상면 은 3,295ha이고 주 농수로의 총 연장거리는 

17.5km이고, 2차 농수로의 총 연장거리는 32.879km, 3차 농수로의 총 

연장거리는 6.309km이다2). 3개의 Municipality(San Miguel, Trinidad, 

Ubay)와 14개의 Barangay3)에 걸쳐 있으며 San Miguel 4곳, Ubay 8곳, 

1) 몬순(monsoon) 후  해 연  씨 25도에  28도를 지하 , 강수량   것

 특징.

2) 수 는 용수  수용능   근가능 에 라 주수 (Main), 2차수 (Lateral), 3차

수 (Sub-lat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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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dad 2곳이다. 

필리핀의 행정구역은 Region, Province, Municipality, Barangay, 

Purok로 순으로 구성되며, 이를 한민국으로 로 들어 설명하면 

Municipality는 시, Barangay는 동단 로 구분될 수 있으며 Purok은 

마을 단 로 구분이 가능하다. Purok은 지리  구분 는 거주 집단

의 규모에 따라 총 20~50명 정도의 인구규모로 구성되며 일반 으로 

8개 정도의 Purok이 한 Barangay를 구성한다. 

그림 1. 연 상지

본 Bayongan 지역개발사업은 력 개수로 사업으로써 수지와 

, 주수로, 2차  3차수로(secondary canals and laterals), 수문, 농지 

배수로로 이루어져있다. 본 사업이 기존 필리핀 내의 개수로사업과 

다른 은 모든 수로가 콘크리트화 되어있고 수문들이 회 식 철문으

로 제공되었다는 이다. 이로 인해 농수의 수가 고, 농부들의 임

의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수로 사업의 특성상 농수로 이용자를 한정된 공간 내에서 구분 

짓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수혜지역과 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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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한, 본 사업지역에서 흥미로운 

은 부분의 거주민들은 본 사업 이 까지만 해도 Cassava4), 고구마 

는 야자수 등의 상 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작물들만 재배했다

는 이다. 주민들의 다수는 농수로 공사 시 장 건설인부로 채용

되었으며, 이후에는 벼를 재배하는 농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2) 시간  범

기본 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Bayongan 수로 사업은 1985년 

JICA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되었으며, 2001년 

Irrigation Association(이하 IA)와 Turnout service areas (이하 TSA)에 

구성에 한 논의를 시작하 다. 2004년 건설을 시작한 이래로 2007

년 11월에서 2008년 3월까지 시험운 을 하고 2008년 5월 체 운행

을 시작하 다.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TSA의 논의를 거쳐 수로 이

용에 한 일정을 조정하 고, 2010년 5월에는 기존의 11개의 IA를 

21개로 늘려 2차수로의 리  운 주체를 세분화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의 기반 산업인 농업과 경제사회  개인 

데이터는 2009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4 기(1년 2모작)를 평균으로 

하는 데이터를 사용하 다. 조사된 데이터는 기본 가구 구성원을 나

타낸 가구 데이터와 경제  수 을 보여주는 소득 데이터  보유자

산 정도가 조사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게임 실험은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45명의 각 Barangay에서 무작 로 선택된 농부를 

상으로 하고 있다5). 표본 구성은 사업의 수혜자는 131명, 비수혜자는 

114명이다. 이후 2013년 4월까지 사회  계망 구성에 한 2차 조

사가 진행되었다. 

4) 남아 리 가 원산지  다  식  고 마  비슷한 뿌리를 생 한다.  

뿌리는 슘과 비타민 그리고 20~25%  말  다. 

5)  택편향(Selection Bias)를 피하  해  Purok 단 에  2~3  출하

여  93개  Purok에  245  사하 에 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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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혜지역의 특성

사업수혜지역은 개수로의 원활한 이용과 리를 해 사업의 

기 단계부터 수로 사용자들 조직을 기획하 다. 본 사업의 주무부

서인 필리핀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이하 NIA)는 JICA로 이

양 받은 사업을 리하기 해 Turnout Service Area(이하 TSA)를 조

직하 다. TSA는 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50명의 가량의 농부로 

구성된 조직으로써 월2회 정기모임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2년 임

기의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TSA를 구성하는 각 농부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구역의 농부를 표한다. 

그림 3 NIA, IA, TSA, 들  계도

요한 은 TSA가 정기 인 모임을 통해 각 농지마다 개수로 

이용에 한 일정을 명시하고 조율한다는 것이다. 한 TSA는 의 

그림4처럼 다시 8~9명의 가량의 농부들로 다시 조직되어 서로의 용수 

이용에 해 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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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 함께 서로를 리 감독하는 체계에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개발  운 과정에서 수평 인 계의 모임이 구성원 상호간의 

사회 자본을 증진 시킬 수 있다”

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해 사업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의 사회

자본 정도를 확인하고 통계  방법론으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여 순

수한 개발 사업의 사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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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  통계량 분석

1. 연구 표본

조사 표본 총 245명은 데이터의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피하기 

해 Barangay보다 한 단계 낮은 단 (행정단 는 Barangay를 최하

로 두고 있지만, 하부 단 인 Purok이 존재) Purok당 2~3명의 무작

로 선별된 가구주를 상으로 기록되었으며, 본 연구의 공간  범

인 18개의 Barangay  11개의 수혜지역과 7개의 비수혜지역을 나타

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사업수 지역과 비수 지역  지리  

사업수혜지역의 조군으로 인 한 사업비수혜지역의 선정함으로써 

사회 자본에 향을  수 있는 사회경제  원인들과 환경  원인을 

통제하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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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기  통계량

본 연구에 참가한 농부들의 기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총 245명 

 52.7%가 해당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개발사업의 수혜지역에 거주하

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밝 진 사회자본과 연 이 있는 사회-경제

 지표를 추출하 다. 선정된 지표는 개인특성변수(가구주)와 가구특

성변수로 나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 특성 변수 값은 아래와 같

다. 

연 별 학
(수학연도)

결 해능

평균 51.196 0.71 6.339 0.91 0.98

편차 12.181 0.454 2.997 0.292 0.141

 1.  통계량 (개 특 변수 비 )

변수는 기존 문헌 연구에서 고려되었던 사회자본 특성에 향을 미

치는 요소들로 추출되었다. 다만, 앞선 언 한 것과 바와 같이 조사

상이 가구주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은 약 51세이며, 표 편차 한 12

세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구주를 상으로 한 조사이

기에 기본 으로 조사 상의 71%가 남자이다. 조사 상자의 평균 

수학연도는 약 6.3년으로써 필리핀의 등교육이 6년인 것을 감안6)하

면, 지역주민의 교육수 이 등교육을 약간 웃도는 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 표1에서 나타난 것처럼, 결혼유무, 문해능력의 경우 

90%, 97%이 해당하고 있어서 부분의 샘 들이 결혼을 한 상태이고 

문해능력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6) 2013  지, 필리핀  등  6 , 고등  4 , 등  재하지 않  10

학  어 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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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를 다시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으로 나눠서 가구주의 상황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데 앞서 언 한 문해능력(t=2.16  

p=0.015)은 각각 사업비수혜지역, 사업수혜지역에서 95.6%, 100%을 가

리키고 있으며, 결혼 여부(t=0.568 p>0.571)는 89.5%, 91.6%를 가리키며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연 별 학
(수학연도)

결 해능

사업
비수
지역

평균
114

52.982 0.658 6.6315 0.89 0.956

편차 11.92 0.477 3.157 0.205 0.206

사업  
수
지역

평균
131

49.641 0.756 6.084 0.91 1

편차 12.181 0.431 2.85 0.278 0

 2.  통계량 (개 특 변수 비 )

한, 연령(t=2.15 p=0.032), 성별(t=1.687 p=0.093), 학력(t=-1.427 

p=0.155) 연령을 제외한 성별과 학력에서 비수혜지역과 수혜지역 사이

의 근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언 한바와 같이 가구주를 

상으로 한 조사이며, Purok 단 에서 무작 로 선별한 샘 들로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가
규모

여 원 
비

토지

(ha)

ha당 미곡
수 량  산

평균 5.93 0.497 1.587 1900 63775

편차 2.299 0.162 1.056 1021 64444

 3.  통계량 (가 특 변수)

 

* 자산은 페소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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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규모는 약 6인가구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가

구 내 여성비율은 약 50%이다. 토지는 가구 당 총 1.6ha를 평균 으

로 소유하고 있으며, ha당 미곡 수확량은 1900kg에 달한다. 총 보유자

산의 평균값은 63,375페소이다. 이에 한 가구특성 변수를 다시 수혜

지역과 비수혜지역으로 나 면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 간의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
규모

여
원 비

토지

(ha)

ha당 
미곡

수 량
 산

사업
비수
지역

평균
114

5.675 0.515 2.08 1314 71145

편차 2.256 0.176 1.193 765 72714

사업  
수
지역

평균
131

6.162 0.482 1.16 2410 56613

편차 2.319 0.147 0.68 554 55678

 4.  통계량 (가 특 변수 비 )

* 자산은 페소단 임

특히, 토지면 (t=-7.506 p<0.00)과 ha당 미곡수확량(t=9.9 p<0.00), 확

연한 차이를 보이며 자산의 양(t=1.14 p=0.078)에서 일정 정도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수로 사업 , 토지 구획정비 사업을 통해 

수량성이 없는 토지에 한 정비를 하 기 때문이며, 미곡농업 특성

인 고비용/고산출을 감당하기 해서는 한 면 의 토지만을 사용

하기 때문이다. 한 개수로 사업의 효과는 ha당 미곡 수확량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흥미로운 은 사업 비수혜지역의 자산

이 수혜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해 추가로 조사

된 수입 비율 데이터를 입 한 결과, 상지역 체는 총 수입의 

45.89%를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사업 수혜지역과 비수

혜지역으로 나  경우, 수혜지역은 56%, 비수혜지역은 34.2%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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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들어난 비수혜지역 주

민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업비수혜지역의 경우 농업이 아닌 일용직등

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비수혜지역 

주민들의 상 으로 많은 수입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한 수입으로 인해 안정 인 고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미곡 농사를 

지향하는 경향 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게임의 실행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후통첩게임을 18개 Barangay에서 하부 행정단 인 

Purok 93개에서 2-3명으로 선별된 농부들을 상으로 실행하 다. 필

리핀 농부의 평균 일 여로 지 되는 100페소7)로 액을 산정하 다. 

게임은 (20페소 지폐 5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에게는 참

가비로 50페소를 지불하 고, 제시된 규칙을 어길 경우, 50페소를 환

수하는 조건을 제시하 다.)

최후통첩게임 (최후통첩 게임)

최후통첩게임은 익명의 상태로 진행되며 발신자(Sender)와 수신자

(Recipient)로 구성된다. 게임의 설계는 100페소를 받은 발신자가 100

페소  원하는 액수를 익명의 수신자에게 달하는 것을 제로 하

며 수신자는 여기서 발신자가 제시하는 액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을 추가하는 게임이다. 이 게 거 하게 될 경우 수신자와 발신자 모

두 해당 액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제학  에서 본다면 수신

7) 100PHP는 USD 2.46 , 한  2800원 가량 다. 는 월드 크 에 른 2011

 필리핀 당 GDP가 USD 2,370  것  가만하 , 한 수  티브 

액 다. 실  필리핀 지역 동   평균  100페  산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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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은 양을 이양 받더라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이 기본 으로 갖고 있는 “불공정함”에 한 부정  인식은 

본 상을 결렬  한다. 본 게임의 결과 값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

는데, 하나는 발신자의 “공여정도”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

(self-interest)과 공정성(fairness)을 측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

신자의 “수신 액”의 확인을 통해 참을 수 있는 “불공정함”을 측

정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수신자에게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을 

제시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수신자가 “참을 수 있는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자본의 

양을 측정하려고 하 다. 이러한 “최소수용 액”은 해당 조직 는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수록 낮은 형태를 보인다. 한 본 

실험도 독재자 게임처럼 수신자 자신이 갖고 있는 액을 나눠  임

의의 발신자를 동일한 Purok 거주민, Barangay 거주민으로 가정하여 

두 번의 질의를 하여 커뮤니티 규모에 따라 지 하는 액이 다른지

도 확인하 다.  

 

(  

수신 )

(1) 수 지역 

(N=131)

( 편차)

(2) 사업 비수 지역 

(N=114)

( 편차)

(3) 평균 간  

차

t 검  |(1)-(2)|

후통첩게

신  

동 한 Purok

24.43

(15.15)

34.83

(19.61)

10.40***

[0.000]

신  

동 한 

Barangay

25.12

(16.47)

34.47

(21.29)

9.36***

[0.000]

*** p<0.01, ** p<0.05, * p<0.10.

 5 후통첩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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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의 T-test를 통해 사업의 수혜지역  비수혜지역 거주민들의 

실험결과가 상이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후통첩 게임을 통해 사업수혜지역 주민들의 최소수용 액 액수

가 비사업수혜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당 사업수혜지역의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불평등 정도가 더 높다

는 것이다. 이에 한 원인을 찾으면 주민들이 공동체 내에서 불평등

함을 감내하면서도 사회 계망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측면에서 이

해하면 된다. 따라서 사업수혜지역의 사회자본이 상 으로 비사업

수혜지역의 그것에 비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 10가구 

내 외의 인원을 갖는 Purok의 거 액수가 80가구로 구성 된 

Barangay에 비해 더 낮은 것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친 감에 따라 

거  액수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본 실험결과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기본 으로 자산 축

량이 많은 사업비수혜지역의 주민들의 상호 호혜  행태가 사업수

혜지역 주민들의 행태보다 낮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

되던 자산 축 량이 많을수록 커뮤니티 내의 평 을 고려하거나 상

인 부로 인해 더 많은 상호 호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배하는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토 로 개 수로 개발 사업을 

한 TSA 조직이 역할이 사회 자본 증 에 다른 변수들보다 상 으

로 큰 향을 미쳤다는 것을 암시 으로 알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

기 해 다음 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진행하기로 한다. 



- 23 -

IV. 연구모형과 추정

1. 연구모형

1) 독립변수의 설정

본 회귀식의 고안은 앞서 제시한 사회자본에 향을  수 있는 다

른 변수를 통제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본 연구 모형을 한 독립

변수의 설정은 기존은 참고문헌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 다. (Berg et 

al.,1995)가 제시한 동일 인종, 동일 언어를 쓰는 집단의 여부는 재 

상지가 Cebuano 지방 방언을 쓰는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Buchan et al.,2000)가 제시한 성별과 문화차이에 

한 고려는 같은 동일 인종, 동일 언어, 동일 주 소득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차이는 고려하지 않으며, 성별 같은 경우 (Buchan et 

al.,2000)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제시하 지만, (Carpenter, 2002)의 남

성의 경우 더 많은 사회생활과 함께 사회  평 을 고려하기 때문에 

독재자 게임 진행 시 더 많은 액을 공여한다는 결과를 확인하기 

하여 변수로 설정하 다. 

이 게 설정된 변수는 개인특성을 확인하기 해 차용된 실험 참여

자(가구주)의 연령, 성별, 학력 (수학연도)과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업수혜여부, 가족구성원의 수, 자산 보유량, 여성 구성원 비

율을 나 어진다. 학력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사회  규범의 

학습이 사회 자본을 증진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본 회

귀식에서 통제하기 두었다 (Hayami, 2009). 연령 한 같은 이유로 같

은 커뮤니티 내 거주기간이 오래 될수록 사회 자본이 많아진다는 기

존 논의를 확인하기 한 리변수로 사용되었다. 사업수혜여부는 앞

서 제시한 가설의 리변수로써 TSA를 참여가 얼마나 사회 자본 축

에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해 설정하 다. 가족구성원의 수

는 기존 커뮤니티에  가족 구성원들의 연결정도를 단순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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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변수로 사용하 다. 특히 Purok의 경우 10가구 내외의 소규모 커뮤

니티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커뮤니티 내의 사회 자본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했다. 여성가족 구성원의 

비율은 기존 (Dufwenberg,M &Muren,A.2006)의 주장처럼 여성 구성

원의 비율이 높은 조직일수록 즉 여성비율이 높은 가구가 상호 호혜

 활동에 더 호의 이라는 것을 확인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자

산규모에 따른 사회 자본 정도의 차이를 통제하기 해서 자산 보유

량을 변수로 함께 두었다. 

최종 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변수들이 모형 구성에 사용되었

다.

1) 개인특성변수

  연령, 성별, 학력

2) 가구특성변수

  사업수혜여부, 가구원 수, 여성구성원 비율, 보유자산량

 

연 별
(1=남 )

수학
연도

사업수
여

(1=사업수 )

가
규모

가 여
비 보 산

연 1 0.093 -0.3494 -0.1368 -0.1784 0.0235 0.0189

별 0.093 1 -0.0599 0.1076 -0.0107 -0.177 0.0735

수학연도 -0.3494 -0.0599 1 -0.0911 0.0447 -0.0502 0.2344

수 여 -0.1368 0.1076 -0.0911 1 0.106 -0.101 -0.1127

가 규모 -0.1784 -0.0107 0.0447 0.106 1 -0.0622 0.0265

여 비 0.0235 -0.177 -0.0502 -0.101 -0.0622 1 -0.0478

보 산 0.0189 0.0735 0.2344 -0.1127 0.0265 -0.0478 1

 6 독립변수들간  상  계

표6에서 나타난 독립변수들의 상 계수를 살피면, 앞서 기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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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처럼, 연령과 수학연도에 음의 상 계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를 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연령이 높

아질수록 정규교육 과정을 못 받은 경향이 본 상  계표를 통해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상 계 , 높은 상 계(>=0.6)은 나타나

지 않기 때문에 본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2) 공간회귀분석모형

종속변수인 게임 데이터(최후통첩게임)를 바탕으로 공간회귀분석모

형을 설정한다. 사회 자본 정도는 근본 으로 개인 간의 거리를 바탕

으로 한 의사소통  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간

자기상 의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한다(Hipp & Perrin, 2009). 특히, 공

간회귀분석모형은 일반시계열 이론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주던 향

을 상호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어서 상호 간의 계를 바탕으

로 사회 자본의 향력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최명섭 외, 2003).

우선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최후통첩게임의 결과 값을 바탕으로 

각 피실험자들의 공간  자기상 성을 Moran’s I 규명하 다. 

Moran’s I는 –1과 1사이의 값을 통해서 공간  자기 상 을 규명하

는 통계량으로써 식은 아래와 같다. 

  

  




  




  



 



  




  



  
 



 --------------------- (1)

   N: 총 피실험자수 

   :  피실험자의 최후통첩게임 결과 값

   :  피실험자의 최후통첩게임 결과 값

    : 최후통첩게임 평균 결과 값

   :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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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가 치 행렬()의 작성은 피실험자 가구 간의 거리의 역수

인 거리조락함수(distance decay function)를 이용하 다. 

        


 ----------------------------- (2)

이는 두 피실험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로의 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사회자본의 기본 가정에 합하다(Hipp & Perrin, 2009). (2)식

을 횡단표 화 (Row standardization) 를 통해 주변 피실험자들에 따

른 평균 인 향력을 계량화하여 나온 역 (global) Moran’s I 값

은 0.1309이며 이에 한 P값은 0.000으로 양의 공간  자기 상 계

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회귀모형을 일반회귀모형

이 아닌 공간회귀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한 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피실험  공간  포

한 피실험자의 공간 분포가 무작 인 분포가 아닌 특정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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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되어 있는 불균형 인 분포를 갖고 있음을 그림5로도 알 수 있

다. 즉, 이러한 공간  자기 상  문제는 통 인 선형분석들이 제

로 하는 측 값과 오차항이 서로 독립 이며 동일한 분포한다는 가

정을 배하게 만든다.

공간자기회귀모형 (Spatial Auto Regressive Model, SAR)이러한 공

간  자기 상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고안되었으며, 공간시차모형

(Spatial Lag Model, SLM)과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SEM)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공간 회귀 모형의 기본 모형은 아래와 같다.

      -------------------------- (3)

         

본 (3)번 식을 바탕으로  ,  가 치 여부에 따라 공간시차모형

과 공간오차모형의 여부가 나뉜다. 공간시차모형의 경우에는  값

을 0으로 놓고 식을 정리한다.

      ---------------------------- (4)

본 (4)번 식은 다시 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 (5)

따라서 회귀계수   를 통해 피실험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피실험자의 향도 받아서 종속변수에 향을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간오차모형에서는 고려되지 못한 변수가 공간변수로써 다른 독

립 변수들에 향을 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값을 0으로 놓

고 식을 정리한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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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는 본식은 다시 시차모형처럼 를 통해 정리하면

         ------------------------ (7)

오차항에 공간승수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시차 모형과 공간오차 모형선택을 해 LM(Lagrange Multiplier) 

테스트를 시행하 고, 이에 따라    수 에서 종속변수가 독립성

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공간시차모형을 본 연구에서 합

한 모형이라고 단하 다. 



- 29 -

(1) (2) (3) (4) (5)

공간효과  (Rho) 0.193 0.177 0.178 0.176 0.179

개 특
변수

연 0.006 0.043 0.040

별(1=남 ) -0.434 0.365 0.415

학 (수학연도) -0.621 -0.279 -0.278

가 특
변수

사업수 여 -7.772 -8.68 -8.857 -8.629 -8.671

보 산양(ln) -3.05 -3.18 -3.033 -3.207

가 원수 -0.136 -0.082

여 원비 0.857 -0.87

상수항 31.713 60.306 69.543 60.282 62.608

모  합
AIC 2140.5 2134.9 2133.8 2138.9 2129.9

Log likelihood -1063.2 -1059.4 -1059.8 -1059.4 -1059.9

*** p<0.01, ** p<0.05, * p<0.10.

2. 연구모형의 해석

 7 후통첩게 과 공간시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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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에서는 독립변수들을 개인특성변수  가구특성변수로 나 어 

입하여 공간시차모형을 통한 최  모형을 산정하 다. 공간가 치 

행렬은 앞서 본문 설명한 것과 같이   


로 횡단표 화 (Row 

standardization) 를 통해 용하 다. 

일반 으로 공간회귀모형의 합성을 단하기 해 사용되는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와 Likelihood 값을 통해 최  모형을 

단하 다.  

AIC=-2*log-likelihood + 2*K  ---------------------- (8)

(모형에 사용된 모수의수)

1)번 모형의 경우,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과 사업수혜여부만 고

려하 다. (2)번 모형은 선행 연구에서 사회 자본에 축 에 주요한 변

수로 사용된 보유자산 규모로 사용하 다. (3)번 모형은 앞서 선정된 

가구특성변수(사업수혜여부, 보유자산, 가구원수, 여성구성원 비율)를 

모두 사용하 고, (4)번 모형은 본 연구에서 언 하 던 개인특성변수

와 가구특성 변수를 모두 사용하 다. (5)번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값을 가지는 변수인 사업수혜여부와 자산보유 정도를 입하여 

모형을 구성하 다.

모든 모형에서 공간변수 (Rho)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사회자본 연구에서 기본 으로 가정하는 사회 자본이 물리  거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내 상호 간의 신뢰와 력을 제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특성과 사업수혜여부만을 고려한 (1)번 모형의 경우 

(2),(3),(4),(5) 모형보다 높은 (Rho)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이후 모형에서 설명된 자산규모 정도를 변수로 갖고 있지 않

아서 이기도 하다. 앞서 기 통계량 단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

비수혜지역이 사업수혜지역보다 보유자산량이 크기 때문에 지역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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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산규모가 집 되어 기본 으로 공간  자기 상 성을 갖고 있

다.

이후 모든 모형에서 개인특성변수 (성별, 연령, 수학연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 샘 이 가구주를 

상으로 purok 단 에서 2~3명씩 무작 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8)번 식이 나타내듯이 (2),(3),(4),(5) 모형들의 비슷한 AIC 값을 가질 

경우, 모수의 수를 임으로써 모형의 합성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최 모형으로는 모수의 수를 임으로써 AIC 값을 가장 낮게 만든 

(5)번 모형이 선택된다. 

최종 으로 선택된 (5)모형에서는 사업수혜여부와 자산규모, 공간

변수 (Rho)가 최후통첩게임의 결과 값에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모형에 따르면 개인이 최후통첩게임의 결과 값(사회자본

의 정도)은 주변이웃의 평균 결과 값의 약 17.8%를 향 받을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인이 갖는 공간 효과   


  

로써 주변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수혜여부에 따라 최후통첩게임의 결과 값(최소수용 액)은 1%

유의수 에서 –8.671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산규모는 

1% 유의수 에서 1%가 높아질 때 결과 값은 –3.207% 낮아지는 것을 

확인 활 수 있다. 이는 “참을 수 있는 불평등 정도”가 사업수혜지

역 일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를 다시 해석하면 

사업수혜지역의 사회자본이 비 사업수혜지역에 비해 상 으로 많

이 축 되었다는 것과 함께 자산 규모가 큰 주민의 경우 경제  여유

로움(Generosity)와 평 (Reputation)에 기 하여 향을 받고 따라서 

타인에 한 공여의사가 커진다는 의견과 부합한다(Hayami, 2009). 사

업수혜여부와 TSA참여에 따른 사회  변화는 부록에서 추가 인 설

명을 통해 자세하게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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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결론

지역개발 사업의 사회  향력을 살펴보기 해서 최후통첩게임

을 진행하고 이를 공간시차모형으로 분석하 다. 최종 으로 선택된 

공간시차모형(5)에서 사업수혜여부와 자산규모, 공간변수 (Rho)가 

최후통첩게임의 결과 값에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

히 사업수혜여부와 자산규모 정도가 사회자본 증진에 효과를 주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후통첩게임에서 사업수혜지역 주민이 

비사업수혜지역 주민에 비해 약 –8.6페소를 최소수용 액을 게 제

시하 으며, 자산규모가 1%단 가 올라갈 때 마다 최소수용 액은 

약 3.033%씩 떨어졌다.

다만, 본 연구를 지역개발 사업의 유무에 따라 사회자본 증진이 된

다고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험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의의는 TSA와 같이 개발  운 과정에서 지속 으로 주민 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요하다고 밝히는 바이다. 

TSA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시사 을 남겼다. 특히 비축된 수

익 (NIA에서는 수로이용 액을 50%를 TSA에게 수로 리비용을 다

시 재교부한다)을 통해 소형 공동 로에 한 콘크리트화 작업, 농기

구 구매, TSA간 소액 출 등의 로그램은 기존까지 존재하지 않았

던 지역 내 농업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발 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이익은 개수로 이용 요 의 높은 수 률 상승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 해 72% 던 수 률이 두 번째 해에는 82%, 지난 해에는 95%의 높

은 수 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TSA 참여가 단순히 용수 사용뿐만 아

니라 농가의 소득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기반을 하고 이에 따라 

농부들이 극 인 참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흥미로

운 은 건설과정 에서 인부로 고용 된 농민들이 건설과정에서 축



- 33 -

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체 으로 소규모 로에 자발 인 콘크리트

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기존의 과학  농으로부터 많은 수혜

를 받은 농민들은 거리낌 없이 기술 수  새로운 기술 습득에 

정 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다수의 농가가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DA)로부터 시범 농으로 선정되어 Hybrid 종자를 

바탕으로 벼농사를 하고 있었다.

많은 수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행해졌고 앞으로도 계획 되어 있다.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  인

라 공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능동 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심으로 하는 주민 

참여는 제한된 인 라 시설의 사용의 한 배분  합리 인 사용

에 향을 미친다 (Acey, 2008). 한, 이는 기존 Putnam(1993)의 이탈

리아 지방정부를 상으로 했던 연구처럼 깊은 유 감과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경제 발 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앞서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수의 주민들이 안정 인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수로 시설을 통한 고정수입을 제공하

는 것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커뮤니티의 재구성은 지역경제성

장 뿐만 아니라 향후 다음 세 를 한 비과정이 될 것이라 상된

다. 한, 본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의 지역개발 

사업이 겪었던 문제로 제기되는 수혜국 정부에 기반시설 이양시에 생

기는 리 소홀  유지보수를 해결하는 단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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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한계

기본 으로 본 사업의 특성상( 개수로 사업의 경우 공간  구분으

로 수혜자를 구분 지을 수 있다.)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기 용이

하나, 원칙 으로 사업에 따른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제에 무

리가 있다. 사업에 따른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는 사업의 시행 

후의 실험을 통해 Difference-In-Difference(이하 DID) 모형을 시행

하여 개발 사업에 참여한 집단(실험군)과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 조군)을 상으로 특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성과물을 비교하

여 개발 사업이 집단의 특성에 미친 향을 악해야 하지만 재 취

득 된 데이터는 모두 사업 이후 진행된 실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가 필요한 연구로는 PSM(성향 수모형)8)

로 구축한 모형으로써 데이터의 취득 시차의 오차를 이기 해 필

요하다. 

8)  향 수모  본  개  사한 특  지닌 샘플들  짝  지어  실험집단

과 비 실험집단  하는 것 다. 는 작   샘플  후를 비 할 , 

 귀모  한계(편 bias  생)를 피하  함 다(Foster, 2003).  귀모

   계를  공변량  통 하는   해 샘플  원래 특

 탕  후를 비 하는  리가 다. 라  PSM  통계  가장 합한 

샘플들  매 하여 하는 비 실험 (non-experimental) 법  그 프 트  

후 계를 살피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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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사업수혜지역의 TSA참여를 통한 사회  변화

앞서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사업수혜지역과 비사업수혜지역의 사회

자본의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부록에서는 장 연구를 

통해 사업수행 여부가 어떻게 사회자본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이 은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

이 사업의 수혜여부가 명확하게 지리 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사업의 수혜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며 인터뷰  조사를 진

행할 수 있었다.

기본 으로 높은 정도의 사회자본은 (Berg et al., 1995)의 논의처럼 

지역 주민들의 긴 한 계망과 함께 잦은 을 제하고 있다. 

한, 개수로의 이용비용은 ha로 단 로 계산되는데 NIA와 TSA는 수

익 을 50  50으로 분배하여, 지역 TSA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시

스템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TSA는 자체  심의를 통해 소형 공동 

로에 한 콘크리트화 작업, 농기구 구매, TSA 내부에서의 소액 

출 등을 하고 있다. 이는 비사업수혜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사업수혜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  활동에 한 경제 인 유인요소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분명 “지역개발 사업 자체가 사회 자본을 증진 시킨다”라고 논의

를 단순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이 많다. 다만, 본고에서 앞서 제시했

던 가설(“개발  운 과정에서 수평 인 계의 모임이 구성원 상

호간의 사회 자본을 증진 시킬 수 있다”)에 집 한다면, 본 지역 개

발 사업을 통해 사회 자본을 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수혜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지역개발사업의 건

설뿐만 아니라 리  운 주체로써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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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 으로 보인다. 한 농업 형태의 변화 한 주요한 향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Cassava의 경우, 수확  재

배에 있어서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나, 미곡 농사의 경우, 모

내기  수확에 있어서 집 된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

회 자본을 증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주요 재  작 에 른 업 주  차  (JIC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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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개수  NIA, IA, TSA 도

▮ 장조사 내용

1.계획과정 

(주민 의견 수렴, 재원 분담,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계 설정)

2.건설과정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주민 분쟁, 주민 고용 등의 여부)

3.운용과정 

(수로 리 조직인 TSA의 운용, 시설운용 교육, 개수로 요  련

1. 계획과정

계획  설계 단계에서 주민 참여는 없었으나 개수로 설치 시 

분쟁의 요소가 있는 농지 보상 문제는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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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실질 으로 기존에 농토로 이용되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경우 토지 무상수용의 경우에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고 인

터뷰  주민이 밝힘)

2. 건설과정

건설과정에서 설계 변경  건설 행 로 한 농지 용 등으로 인

한 분쟁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곳이 아니었음) 개수로 수혜지역(UBAY, SAN 

MIGUEL, TRINIDAD) 지역 외에 토사 매립으로 분쟁이 일어났으나, 해

당 지역 주민을 한진이 고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 었다. 한, 

개수로 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한 민원은 존재하지 않았음(농

지가 아니었던 것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료됨)

3. 운용과정

사업 완료 후, 개수로 사업의 운용 주체는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이하 NIA)으로 변경 되었으며, (공여국과 수혜국의 

한 역할의 분담. 하나의 사업 성공 원인으로 보임) NIA는 개수로

의 로를 운 하는 TSA를 조직하 다.

그림 8 재 운용 고 는 Bayongan 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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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A는 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50명가량의 표 농부들로 구성

- 50명가량의 표 농부는 공동 로를 사용하는 8~9명가량의 농부들

로 다시 구성

- TSA는 월 2회 정기모임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2년 임기의 회장

을 선출함.

- TSA는 논의를 통해 각 농지마다 개수로 이용 스  작성

- 필리핀의 벼농사 시기는 건기/우기로 구분되는데, 종시기  NIA

에서 TSA별로 사  교육을 실시함

- 개수로 이용비용은 Ha 단 로 계산되며, NIA와 TSA가 개수로 

수익 의 50-50로 분배함.

- 개수로의 정비에 한 비용은 NIA에서 TSA로 제공하며 월별로 

일정 액을 제공함(1500페소 가량)

- TSA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비축된 수익 을 통해 소형 공동 

로에 한 콘크리트화 작업, 농기구 구매, TSA간 소액 출 등을 함

              

그림 9 TSA가 건 한 공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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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발췌 

그림10 Inday Salaum (no.21 TSA )

개수로가 있기 , 그녀의 가정은 카사바를 일 년에 한번 정도 재배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개수로가 없는 목 지 던 그녀

의 땅은 황무지에 가까웠고 다른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하

다. 개수로 사업 이후, 재 그녀는 hybrid 벼를 연 2회 수확하고 있

으며 이러한 수익으로 재 세 자녀 모두를 학에 보내고 있다. 세 자

녀들은 수의학, 원 학, 농학등을 수학하고 있으며 공부가 끝난 후 다시 

마을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의 자녀 같은 경우에도 

학을 졸업하고 마을로 돌아와 지역의 등, 고등 교육기 에서 선생님으

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가 경험한 바, 보홀 농업의 미래는 밝고 

앞으로 자녀들도 계속 이 일에 종사했으며 한다. 최근 DA로부터 hybrid 

모종을 재배하며, 높은 수량성을 확인한 바, 앞으로도 계속 으로 새로

운 기술에 근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가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양곡업자가 수매를 하러 올 경우, hybrid 

벼와 신품종 벼에 한 한 가격의 매입이 이 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인데, 따라서 정부의 한 책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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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social impact on the 

local development project 

-A Focused on Bohol official development aids 

project, the Philippines -

Hogeun, Park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onnection 

between local development project(canal gravity irrigation) and 

farmers’ social behavior. From this perspective, paper examines the 

benefits of a rural canal irrigation project, based on hypothesis that 

social behaviors of local farmers are influenced by the availability of 

canal irrigation due to the collective irrigation management required in 

irrigated societies. The present paper (1) measures social behavior 

through behavioral game experiments, and (2) estimates the eff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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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igation, neighborhood, as well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of ultimatum game as the dependent variables, with a 

household survey on 245 villagers in the province of Bohol, the 

Philippines, this paper employs spatial regression modeling in order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each dependent variables under social effects 

within individual farmers.

Hypothesis is that social behavior is fairly associated with 1) 

access to irrigation water in the village, 2) head of household’s 

socioeconomic (e.g age, gender and schoolinhg year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e.g., household size, female ratio, asset). The result 

might indicate that the availability of irrigation water in the village 

does not only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but also enhances social 

relationship among farmers, which would add to the importance of 

irrigation investment in rural areas.

Keywords - Local Development, Official Development Aids, 

           Social Capital, Behavioral Game Experiments,

           Ultimatum Game, Spatia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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