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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인식도, 즉 연구개발의 중

요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 효과성과 사업추진으로 인

한 혜택 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이 정책 지불의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년 구)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

지의 해양과학기술로드맵에 따른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해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하여 수행한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자료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다중회귀분석

및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해양과학기술 연

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인식도로써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적 중

요도, 해양산업의 국가적 중요도, 해양과학기술의 해양산업 및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력,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주도부문(정

부 또는 민간),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필

요성과 효과성 및 가구 혜택에 관한 7가지 유형의 인식도와

정부 해양 및 과학기술 정책의 접촉 정도를 포함하여 8가지

변수를 설정하였고,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불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이론과 선행연구에



의해 지불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내륙 지자체 또는 해안 지자체), 본인의 해양 및 과학

기술 분야 종사여부, 주변인(가족·친척·친구)의 해양 및 과학기

술 분야 종사여부 등의 7가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다중회귀

분석 및 토빗회귀분석 단계에서의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 구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해양과학

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인식도의 차이에 따라 지불의

사가 달라질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과 정부의 해양 및 과학기

술 정책에 대한 접촉 정도의 차이에 따라 지불의사가 달라질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첫 번째 가설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유형별 정책인식도의 차이에

따라 지불의사가 달라질 것이라는 7개의 세부 가설로 구성되

었다.

교차분석 결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인식

도와 정부의 해양 및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접촉 정도의 차이

가 있는 경우 지불의사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및 토빗회귀분석 결과, 정부

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정부의 해

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응답자 가구의 혜택

에 관한 정책인식도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접촉 정도가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소득, 거주지, 본인의

해양 및 과학기술 분야 종사여부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전문적인 정책영역에서도 국민

의 긍정적인 정책인식도와 정책 접촉을 높여야 지불의사라는

형태의 정책지지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 정부 정책 대상 분야에 관한 인

식보다 정부의 정책 그 자체의 필요성, 효과성, 혜택 등에 관

한 인식에 기반하여 자신의 지불의사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경

제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전문적인

정책영역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정책추진방식이 아니라 정책의

최종수요자이자 비용부담자인 국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국민의 정책인식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정책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

지의 모든 과정에서 각종 설명회, 공청회, 정책수요의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수요와 편익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연구개발, 지불의사, 정책인식도, 다중회귀분석,

토빗회귀분석, 조건부가치측정법

학 번 : 2009-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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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의 효과성을 정책의 최종수요자

이자 비용부담자인 국민의 지불의사 금액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영향요인들은 무엇인

지를 국민의 정책인식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의 기치를 걸고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한창이다. 이러

한 국가 신성장동력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첨단 기술이나

바이오 등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창출과 깊이 연

관되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핵심으로

국가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 규모는 2012년 현재

연간 약 16조원에 이르고 있다.

많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은 공공재(public goods)의 성

격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정부가 직접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어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이

지식의 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 또는 수요에 비하여 시장의 수요가 적은 긍

정적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에 보조금을



- 2 -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와 (+)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David, Hall and Toole, 2000, 유승훈, 2004 등).

이와 같은 배경에서 최근의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작은 정부, 공공지출 감축이 지배적인 기조가 되어왔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국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하여는 작은 정부의 예외로서 지속적으로 정부투자를 증가

시켜 왔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중요성과 막대한 투자규모에

도 불구하고 높은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공급자인 정

부와 1차 수요자인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정책수립 및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최종수요자 또는 비용

부담자인 일반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또는 지불의사는 제대

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존의 공급자․전문가적 시각으로만

추진되어 궁극적인 수혜자인 일반국민의 편익 또는 지불의사

와 그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또는 과

다공급 될 위험성이 있고,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추진 방

향 및 내용 또한 일반국민이 원하는 것과 다를 위험성을 가지

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낮추고, 정책갈등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중점 분야와 일반 국민이

원하는 중점 공공연구개발 방향이 다르다는 과학기술정책연구

원(STEPI)의 2011년 분석과1),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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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로 하는 대전․충남지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사

업 관련 정부-지역간 갈등2)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입안단계에서 국민의 편익 또는 지불의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곧 정책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정책효과성 및 정책의 성공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진실된 정책수요인 정책 지불의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승식 이동

현(2010) 등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에

서 국민의 정책 지불의사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며, 그와 같은 연구라 할지라도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

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영향요인들은 무엇이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지불의사액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정광호(2007), 임도빈 외(2012) 등의 최근의 선행연구

1) 이정원 외(2010), “2010년 국가연구개발투자 모니터링 사업보고서”, 과학기술정

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10-24

2) 국민일보(2013.3.5.), [표류하는 갈등과제] 미래부 발목잡혀... ‘과학벨트’ 조성사업

도 기약없어



- 4 -

들에 의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의미

하는 정책인식도(policy understanding)가 정책의 효과성을 높

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

련 정책인식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지불의사에 대해서 정책인식도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인식도 외에 정부의 관련 정책 접촉여부와 성별,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지 여부 및 영향력에 대해서도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불의사에 대한 정책인

식도 등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추진과정에서 국

민의 정책지불의사를 높이고, 정책지지 또는 정책수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

발사업 중에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는 해양과학기

술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세부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국민의 지

불의사액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지불의사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인적 연구대상은 전국

에서 인구비례 할당 추출된 일반국민 1,000명으로 하며, 이를

위해 2012년 12월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에서 (주)리서치



- 5 -

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한 ‘해양과학기술 대국민 인식도 조

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정부부처 보고서, 논문 및 기타 자료,

해양수산부의 ‘해양과학기술 대국민 인식도 조사’ 용역결과 자

료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시장재화의 지불의사

측정방법, 정책인식도 등의 정책 지불의사 영향요인에 대한 이

론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실증연구로

는 해양수산부의 ‘해양과학기술 대국민 인식도 조사’ 용역자료

의 설문조사 데이터 및 SPSS 21.0 및 STATA 1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먼저,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및 정부 정책 접

촉여부의 차이와 정책 지불의사 차이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교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책인식도 및 정부 정책

접촉여부를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그

리고 정책 지불의사를 종속변수로 삼아 최소자승법(OLS)에 의

한 다중회귀분석과 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대

상과 연구방법을 고려한 본 연구의 대체적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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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

과학기술 연구개발(R&D ; research and development)이란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해명해서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산업 혁신과 경제 성

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일반적

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서 찾을 수 있다.(김종범, 199

3, 엄익천 외, 2012)

첫째, 연구개발활동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 공공재는 추가적인 소비가 다른 소비를 구축하지 않

는 비경합성(non-rivaly)과 추가적인 소비가 다른 소비를 배제

할 수 없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진 재화를 의미한

다. 공공재는 이들 특성으로 인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

비에 참여하려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서 무임

승차자(free-rider)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재를 시장의 생산에 맡겨버리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다. 기초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또는 국방․방위 관련 연구개발은 연구개발의 결과

를 소비․활용함에 있어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하여 적정수준의 연구개발 생산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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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개발활동은 많은 경우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

ernality)을 가진다. 외부성이란 어느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

상을 의미한다. 특히, 한 재화의 수요 및 공급에서 긍정적 외

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수요자의 사적 한계편익보다 사회적 한

계편익이 많고, 공급자의 사적 한계비용보다 사회적 한계비용

이 작아진다. 때문에 긍정적 외부성을 가지는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 한계편익 및 한계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공급될 수 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지식의 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 eff

ect) 또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등 다양한 긍

정적 외부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적정수준의 연구개발에 직

접 개입할 수 있다.

셋째, 기술개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도 정부의 개입을 정당

화시킬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 신기술 개발은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신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개척의 위험성이 수반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금융지원, 세제감면, 기술혁신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지원하고자 한다.

참고로, 미래창조과학부(20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

라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약 55조 4,501억원으로서 이 중 정

부 공공부문 R&D 투자는 약 13조 8,221억원으로 전체의 24.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투자규모는 약 41조 4,378억원

(74.7%), 외국부문의 투자는 약 1,902억원(0.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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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추이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3), 2013 과학기술통계백서, p.6 >

<그림 3>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3), 2013 과학기술통계백서, 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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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공정책의

하나로서, 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의 전 단계에서 경제적 가

치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모든 공공정책은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

히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의 대규모 공공정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제38조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 정책 분야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는 크게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3)과 해당 사업의 준비정도, 위험요인 등

에 관한 ‘정책성 분석’, 그리고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성공가

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에 관한 ‘기술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들 세 가지 분석결과는 계층화분석법(AHP)에 의

한 종합평가를 거쳐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되며, 이 중 경제성

분석은 종합평가의 약 40～50%를 차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양희승(2010)에 의하면 연구개

발 정책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특히 편익

추정은 시장변화와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예측하고 적용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3) 기초분야 R&D사업 등 비용-편익 분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사회적 및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등 산출을 통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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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항목 및 구조

< 출처 : 이윤빈(2011),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p.12 >

또한,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정책의 타당성은

여러 연구개발 정책들 간의 우선순위도 결정한다.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

었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타당성이 더욱 높

은 정책만을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의 정책지

지를 얻거나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어

떠한 연구개발 정책의 경제적 가치가 커서 사업 타당성이 높

을수록 그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게 되며,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정책 집행에서의 수용성도 높아지

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과성 또는 성공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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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와 지불의사

1) 재화의 경제적 가치와 지불의사

연구개발은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비시장재화(non-

market goods)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하나의 재화로서 연구

개발의 경제적 가치, 편익 또는 지불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재화의 경제적 가치, 지불의사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Bateman et al(2002), 한국개발연구원(2008) 등에 의하면 재

화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사용 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

(nonuse value)로 구분된다. 사용가치는 소비자가 재화의 직

간접적 사용으로 효용을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미래를 대

비하여 사용선택권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선택가치(option

value)도 포함되어 있다.4)

<그림 5> 재화의 경제적 총가치의 유형

<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판, p.299 >

4) 관점에 따라서는 현재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측면에서 선택가치를 비사용가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KD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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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용가치는 본인의 사용과는 관련이 없는 가치를 의미하

며,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위한 이타적 가치(altruistic value),

미래 세대들의 사용을 위한 유산가치(bequest value), 그리고

사용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존재가치(existence

value)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사용

가치가 대부분이나, 환경, 문화, 공공정책 등 시장에서 거래되

지 않는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에는 사용가치 외에 비사용

가치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불의사(WTP ; Willingness to pay)란 어떤 재화에

대하여 효용(utility)을 가지는 경제적 개인이 그에 대하여 시

장가치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화폐단위로

표시된 지불의사액은 그 재화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된

개인의 효용 또는 편익(benefit)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시장재화의 지불의사 측정과 관련하여 Hicks(1945)는 개인의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보상수요곡선(Compensated demand

curve)에 근거한 보상변화(CV ; Compensating Variation)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와 지불의사

앞서 살펴 본 재화의 경제적 가치와 지불의사 등에 관한 논

의에 기반하여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경

제적 가치 또는 편익을 정의하고 있다.

먼저, 미시적 관점에서 Griliches(1958)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 및 편익을 연구개발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잉여



- 14 -

(consumer surplus)의 증가분으로 보며, Mansfield et al(1977)

는 연구개발 관련 생산자가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연구개발투자 및 혁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증가분을 연구개발의

편익으로 본다.

거시적 관점에서 Hall(1995)은 사회적수입과 사회적비용의

차이를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으로 보고 있으며, Spender(1996)

는 과학기술 지식의 진보, 민간의 수익, 사회에 대한 파급효과

(spillover)을 연구개발투자의 편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

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은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편익분석시 부가가치 증대, 기술거래수입, 생산비용 및 재해·

환경비용 절감 등을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는 관점과

기본 가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중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은 연구개발에 대한 소비자잉여 및 보상변화이며,

이는 곧 개인 및 사회가 가지는 최대 지불의사(WTP)로서 연

구개발의 기본적인 경제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연구개발 지불의사의 측정방법

1) 비시장재화의 지불의사 측정방법

연구개발은 대표적인 비시장재화(non-market goods)로서 비

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또는 지불의사를 측정하는 방법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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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연구개발에 대한 지불의사 측정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008) 등에 따르면 비시장재화의 지불의사를

추정하는 기법은 크게 현시선호접근법과 진술선호접근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현시선호접근법은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비

시장재화와 관련된 시장재화의 가치를 파악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여행비용접근법,

확률효용모형, 헤도닉가격접근법, 회피행위접근법 등이 있다.

진술선호접근법은 비시장재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가

상으로 설정하여 그에 대한 지불의사를 직접 표현하도록 하는

기법으로서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선택모형 등이 있는데, 최근

의 많은 연구들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6> 비시장재화 지불의사 측정방법

<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판, p.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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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1960년대 이후 Davis, Hanemann 등의 학자들이 이론적 기초

를 확립해왔다. 이후 이 기법은 환경사업 등 다양한 정책에 적

용되어 왔으나, 1989년 미국 알라스카 해안에서의 원유수송선

Exxon Valdez호 원유 유출사건에 대하여 미국 국립해양․대

기관리청(NOAA)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환경피해

보상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공공정책 등 비

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Arrow et al, 1993). 우리나라 정부도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정형사

업 편익산정기법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008) 등에 따르면 조건부 가치측정법 수행

은 가상시장의 설정 및 설문지 설계 검증, 표본설계와 설문조

사, 지불의사금액 함수 설정 및 추정의 약 3단계로 나누어진다.

<표 1> 조건부 가치측정법 수행의 3단계

단 계 내 용

가상시장의 설정 및

설문지 설계 검증

가상의 시나리오 설계(공공재 내용, 공급 전 현황 등 상세 설명)

지불의사 유도방법 등 설문지를 설계하고, 사전조사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검증 보완

표본설계 및 설문조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추출방법 결정 및 표본 선택

대인면접법, 우편조사,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 등 수행

지불의사금액 함수

설정 및 추정

자료코딩 및 요약, 무응답률 및 지불거부의사 분석

지불의사 함수 설정 및 추정 등

<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판, p.303 그림 Ⅸ-3 등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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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사용에 있어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유

도하는 방법으로는 입찰게임법, 직접질문법, 지불카드법, 양분

선택형질문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 의

하면 양분선택형질문법이 응답자의 진실된 지불의사를 유도하

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5).

5. 정책인식도와 정책 지불의사

1) 정책인식도

정책인식도(policy understanding)란 공공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정책 지식 정보의 활용능력, 그리고 정책에 대한 가치판

단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학자에 따라서

정책인식도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임도

빈 외(2012)는 정책이해도라는 용어를, 정광호(2007), 최연태

박상인(2011)은 정책리터러시(policy literacy)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는데, 협의의 개념인 정책과정과 내용에 대한 인지 및

파악정도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정책 지식 등의 활용과

가치판단 및 비판능력을 정책인식도로 고려한다면 이들 개념

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양분선택형질문법은 어떠한 제시가격(bid)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방법이며, 특히 양분선택형질문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이중경계양분선택형질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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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인식도와 정책 지불의사 간 관계

정책인식도와 정책 지불의사 간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이론

또는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양 자는 정책효과성과 관

련하여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정책효과성(policy effectiveness)이란 일반적으로 정책목표의

달성도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정책효과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구성하는 각종 정책수단 및 방법들이 사전

에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적합하게 작용하였

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했던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

졌는지 등으로 판단하게 된다.

최근 정책인식도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광호(2007) 등에 따르면 시민의 정

책인식도가 높으면 정책갈등과 정책참여의 불평등 등을 제거

하여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며, 임도빈 외(2012)는

시민의 정책이해도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적응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 협조를 높이게 되어 정책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도도 높아진다고 한다.

한편, 정책효과성은 정책평가 및 분석의 관점에서 정책의 경

제적 가치 또는 지불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시평 외

(1999)에 따르면 정책효과성은 능률성(efficiency), 형평성

(equity), 대응성(responsiveness), 적절성(appropriateness) 등과

함께 정책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며, 노화준(2010)은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중 평가적 접근을 어떤 정책의 값어치나 가치를 결정

하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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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즉, 정책효과성이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기준으

로서 경제적가치로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이며, 공공정책에 대하

여 국민이 평가하는 경제적 가치 또는 지불의사는 정책효과성

이 높을 것으로 판단할수록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김기환(2006)은 공공분야에서의 정책의 효과성을 실질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적 시각을 넘어 서비

스의 최종수요자인 일반 사용자의 계량적 기대 수요, 즉 조건부

가치측정법 등에 따른 지불의사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정책인식도와 정책 지불의사 간

에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긍정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공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책인식도를 가지

는 개인은 그 정책의 효과성 등을 높게 평가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높은 경제적 가치 또는 지불의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인식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 공공정책

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책인식도를 가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

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아질 수 있으며, 부정적인 정책인식도

를 가지는 경우 지불의사는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의 중요성,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긍

정적 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정책과 관

련하여 다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정책 지불의사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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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임승차(free-riding) 유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 공공정책은 공공재(public goods)

로서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y)

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공급될 경우 효율적인 공급량이 달

성되기가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Samuelson(1954),

Andreoni(1988) 등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이기적이

고 합리적인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 공급의 편

익을 누리려는 무임승차(free-riding) 유인을 들고 있다. 정책

에 대한 지불의사의 표출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무임승차 유

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또는 효과

성을 높게 인식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자신의 지불의사를 낮게

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임승차 유인은 다른 사람들이 정

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

에도 이미 정부에서 그 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

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무임승차 유인이 있는 경우라도 과다한 지불의사가 표

출될 수도 있다. 홍종호·엄영숙(2011)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

공공정책의 시행에 대하여 사회적인 지불의사의 총액이 사업

의 비용을 충당해야지만 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일단 그 정책이 시행되어 해당 공공재가 공급된 시점에서

는 실제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더라도 사전적으로 높은

지불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고 한다.

② 이타주의(altruism) 및 자선감(warm-glow)

때로는 개인들의 이타주의 성향이나 자선감 및 도덕적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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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moral satisfaction)이 공공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사람들의 공공재 공급 등에 대한

기부(donation) 행위가 왜 이루어지는지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기부 동기로 이타주의와 자선감에 대해 주목해왔다.

Andreoni(1990)와 Chilton & Hutchinson(2000) 등에 따르면

사람들의 공공재 공급에 대한 기부동기 중 이타주의와 자선감

은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이타주의 성향을 가지는

사람은 공공재 공급의 양 또는 질 자체에서 공적인 편익

(public benefit)을 가지는 것에 비해, 자선감을 가지는 사람은

공적인 편익이 아니라 도덕적 만족감과 같은 사적인 편익

(private benefit)이 공공재 공급에 대한 주된 기부동기라고 한

다. 최근의 연구들은 자선감의 효과에 대하여 더욱 주목하고

있는데, Kahneman & Knetsch(1992)은 밴쿠버 지역 218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환경서비스, 재해예방, 구급장비·인력 등

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 보호, 교통 통제

등 시장에서의 대체재가 없는 재화의 경우 자선감에 의한 공

공재 공급 기여 성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Nunes &

Schokkaert(2003)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지불의사 측

정에서 자선감에 의한 지불의사분을 제외한 “냉정한(cold)” 지

불의사를 도출한 바 있다.

이타주의나 자선감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정책인식도가 낮

아도 정책에 대하여 높은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나 본인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적으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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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책의 효과성이 낮으나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추가적인 재

원을 마련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정책 자체에 대한 인식도는 낮아도 정책에 대한 지불

의사는 높아질 수 있다.

③ 다른 정책분야에 대한 더 높은 선호

사람들은 어떠한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른 정책분야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지불의사를 달리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사

람들이 사적재화의 소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형성하는 것처

럼 공공정책의 지불의사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형성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2014)가 수행한 국

민의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지구온난

화 등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정부의 미

래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정부의 미래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4), 미래사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조사 결과, 미래

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4.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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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형성되어

A라는 정책의 필요성, 중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높게 인

식하더라도 다른 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A정책에 대한 지불의사는 낮게 형성될 수 있다.

④ 강제적인 지불수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공공정책의 시행을 위한 지불수단이 강제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정책인식도와 관계없이 지불의사는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은 지불수단

의 강제성 인식이 지불거부 응답에 대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홍종호·엄영숙(2011)에 따르면 예를 들어 지구환경

위성 탑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불수단을 소득세를 징수

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세금을 보다 강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여 기금 조성에 비해

소득세 징수를 지불수단으로 택할 때 지불의사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통일세

(unification tax) 도입에 대한 국민의 조세 저항(tax revolt) 인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세를 도입키로 한다 해도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조세저항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이 2008년 말 실시했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통일을 위해 국민 1인당 일정액의

부담을 져야 한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

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담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30.4%로 가

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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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최근 진행한 '국민의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가

운데 7명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4명은 통일 비용을 세금

으로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09년 초

실시한 '국민통일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통일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지만 통일에 수반되는 재정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묻는 질문

에는 절반 정도만이 '의향이 있다'고 했다.

- 한국경제(2010.8.15.), “[이명박대통령광복절경축사] 靑 ‘통일세

공론화할 때 됐다‘...논의단계부터 찬반논란 거셀 듯” -

⑤ 정책인식도 간 상충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이 세분화되어 형성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세분화된 정책인식도가 상충된다면 정책 지불의사의

표출 양상도 다양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어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효과성과 산업 및 국가경제 등에 대한 영향력이 낮다고 인식

한다면 지불의사는 낮게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

부 외(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

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2012년 기준 1.46에 불과한 공공연

구기관의 연구생산성(%, 기술료수입/연구비)을 고려할 때 상당

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물이 사업화·산업화되지 못하고 사장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궁

극적인 목적이 국가와 산업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에

기여임에도 그것의 성과가 낮아 현실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연구개발사업에 대

한 지불의사가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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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연구개발 분야 등의 지불의사에 관한 실증연구

신승식 이동현(2010)은 7대 특별/광역시 400여명을 대상으로

무인잠수정 개발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는데, 연 평균 지

불의사 금액은 약 2,094원이며, 소득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진아 박종길 오민경(2011)은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400명 대상으로 건강예보서비스 시행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 및 분석하였는데, 연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약 7,184원으로 나타났으며, 기상정보 효용가치, 기상정

보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 기상정보에 대한 만족도, 기상정보

의 건강에 대한 도움정도, 기상정보 확인빈도 등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진(2012)은 7대 특별 광역시의 600세대를 대상으로 온실

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는데 가구당

연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약 43,512원이며, 녹색생활 실천여부

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경(2001)은 전라북도 농촌지역 4곳 및 도서지역 2곳에

거주하는 150명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이용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3,214원이며, 본인에 대한

보건진료원의 높은 이해도에 기반한 심리적 편안함, 상담 및

설명정도, 의료보호 등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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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외(2007)은 부천시 여월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

들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는데

평당 지불의사금액은 약 190만원이며, 가구 구성원 수와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수형(2003)은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450명을 대상으로 노

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는데, 재가서

비스는 월평균 18,192원, 시설서비스는 월평균 19,293원의 지불

의사가 있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

성, 정부정책 신뢰도, 연령, 결혼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교육수

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헌영 외(2008)은 부산지역 일반인 및 교통약자 550명을 대

상으로 지하철 역사 Barrier-free 시설의 연 평균 지불의사금

액을 조사하였는데, 엘리베이터는 46,224원, 에스컬레이터는

46,239원, 장애인개찰기는 26,838원, 단차해소시설은 26,105원이

며, 지하철 이용만족도, 연령, 학력, Barrier-free 시설 필요성,

응답자 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kerlund 외(1995)는 스웨덴 1,260가구를 대상으로 스웨덴

보건예산의 적정규모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는데, 지

불의사가 있는 가구의 연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635 크로나

(SEK)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ghi & Jan(2008)은 네팔 농촌지역 196명을 대상으로 건

강증진사업의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는데 평균 지불의사금

액은 약 449루피로 나타났으며, 연령, 문맹률, 임신 중 검사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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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대상
종속변수

(지불의사)
독립 및 통제변수

종속변수(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신승식·

이동현

(2010)

7대 특별시/

광역시400여명

무인잠수정
개발사업
(R&D)
지불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나이, 성별, 교육수준,
가계소득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없 음

오진아 외

(2011)

부산·경남지역

만30세~64세

400명

건강예보

서비스

시행시

지불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나이, 성별, 교육수준,
소득, 질환경험, 가족질환경험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없 음

< 기상정보 이용특성 >
기상정보 효용가치,
기상정보 확인빈도,
기상정보와 건강의 중요도,
기상정보 만족도,
기상특보 만족도,
기상정보의 건강에 대한
도움의 정도,
특화된 건강기상 서비스
필요성

< 기상정보 이용특성 >
기상정보 효용가치,
기상정보 확인빈도,
기상정보와 건강의 중요도,
기상정보 만족도,
기상정보의 건강에 대한
도움의 정도

정운진

(2012)

7대 특별시/

광역시600세대

온실가스

감축

지불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가족수, 학력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없 음

< 녹색생활 특성 >
녹색생활 인지도,
녹색생활 실천도

< 녹색생활 특성 >
녹색생활 실천도

박윤경

(2001)

전북 농촌/

도서지역

150명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고용관련

지불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나이, 성별, 직업,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의료보장형태, 입원경험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의료보장형태(의료보호)

< 보건진료소 이용특성 >
보건진료소 이용빈도,
선호하는 진료서비스,
서비스 이용이유 등

< 보건진료소 이용특성 >
선호하는 진료서비스
(보건교육),
서비스 이용이유
(보건진료원에 대한 심리적
편안함, 상담·설명)

수 등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Nomura & Akai(2004)는 도쿄 등 11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90명을 대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

를 조사하였는데,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2,000엔으로 나

타났으며, 재생에너지의 미래 활용도에 대한 의견이 지불의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개발 분야 등의 지불의사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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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대상
종속변수

(지불의사)
독립 및 통제변수

종속변수(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유명한 외

(2007)

부천시

여월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주민

국민임대

주택 임대료

지불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가구 구성원 수, 거주
지역, 가구소득

< 인구통계학적 특성 >
가구 구성원 수

< 국민임대주택 관련 특성 >
현재 지불하는 임대료,
동별 전세가격

< 국민임대주택 관련 특성 >
현재 지불하는 임대료

이수형

(2003)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450명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불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나이, 성별, 결혼여부, 가구

월 소득, 교육수준, 가구형태,

만 65세 이상 노인유무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나이, 결혼여부, 가구 월 소득,

교육수준

< 요양보험 인식 특성 >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

타인도움이 필요한 노인

간병대상 인식수준,

노후대책으로써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필요성,

정부 요양보험정책 신뢰도

< 요양보험 인식 특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성,

정부 요양보험정책 신뢰도

정헌영

(2008)

부산지역

일반인 및

교통약자

550명

지하철역사

Barrier-

Free시설

지불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소득,

응답자 속성

(일반인 및 교통약자)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나이, 학력, 응답자 속성

< 지하철 이용 특성 >

지하철 이용빈도, 이용목적,

타 교통수단 대비 지하철

이용만족도,

기존 지하철 편의시설 만족도,

Barrier-Free 시설 필요성,

Barrier-Free 시설 확충에

있어 중요가치,

Barrier-Free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변화

< 지하철 이용 특성 >

지하철 이용만족도,

Barrier-Free 시설 필요성

Eckerlund외

(1995)

스웨덴

1,260가구

스웨덴
복지예산
적정규모
(지불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나이, 성별, 가구소득

< 인구통계학적 특성 >

가구소득

Borghi외

(2008)

네팔 농촌지역

196명

네팔

건강증진

사업의

지불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문맹률, 자산규모, 나이,

민족, 계층

< 인구통계학적 특성 >

문맹률, 나이

< 건강 관련 특성 >

사산 및 유산 경험, 가정분

만기구 사용여부, 피임여부,

임신 중 검사횟수, 전년도

가구의료비

< 건강 관련 특성 >

임신 중 검사횟수

Nomura외

(2004)

11개 대도시

90명

재생에너지

지불의사

< 환경·재생에너지인식특성>

글로벌 환경문제 관심도 및

중요도, 월간 전기료 납부액,

재생에너지의 미래 활용도에

대한 의견

< 환경·재생에너지인식특성>

재생에너지의 미래 활용도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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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인식도와 정책 지불의사 등에 관한 실증연구

임도빈 외(2012)는 전국 19세 이상 1,205명을 대상으로 외

교 안보, 통일, 교육 등 21개의 공공정책에 대한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는데, 정책이해

도가 높을수록 정책성과인지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안형기 전영상(2011)은 남한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

으로 수질환경규제정책 순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정책이해정도, 정부신뢰도,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등의 변수 중

정책이해정도가 규제정책 순응에 가장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책이해정도는 정책성과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명석 외(2012)는 주출산 연령 여성을 대상으로 저출

산 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저출산 정책의 혜택

경험이 있을수록 정책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정책인식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인식도가 정책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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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앞서 살펴본 공공정책에 대한 지불의사 및 정책인식도의 영

향력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공정책 지불

의사에는 그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지불의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인식도 및 정책이해도가 높을수록 정

책성과, 정책효과, 정책순응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

음도 알 수 있었다. 첫째, 공공정책 지불의사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지불의사금액 추정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영향요인들

이 지불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

둘째, 정책인식도는 정책 지불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불의사 관련 연구에서는 오진

아 외(2011), 이수형(2003), 정헌영(2008), Nomura 외(2004) 등

의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정책인식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인식도 관련 연구에서는

정책인식도의 정책효과성 인식도에 대한 영향 분석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정책인식도가 정책 지불의사에 대해 미치는 영향

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지

불의사 추정 및 지불의사에 대한 정책인식도 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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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연

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 중에서도 공공

재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정책 분야의 하나인 과학기술 연구

개발정책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갖는 정책 지불의사에 대한 영

향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정책인식도 관련 요인을

정책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요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향

요인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하며, 개별 영향요인들이 지불의사

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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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부 해양R&D사업 및 국민인식도 조사 개요

제1절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개요

1.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3

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분야이다.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도

공공기술 위주의 시스템 연구개발로서 목적․수요자․주체 등

의 측면에서 타 부처와 달리 공공재적 성격을 아주 강하게 보

이는 분야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5개 기술분야

예산심의 전문위원회6) 중 우주․항공 연구개발 등과 함께 ‘거

대공공분야’ 전문위원회에 속해있을 정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도 높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다.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2011년 기준

조류․파력 등 해양신․재생에너지와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등 심해저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기술

개발사업, 해양바이오기술을 개발하는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

업 등 13개 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 안에는 140여개 과제가

있다. 2011년의 경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약 1,851억원

으로서 국가 전체연구개발사업의 약 1.24%를 차지하고 있다.

6) 거대공공분야, 에너지환경분야, 주력기간분야, 첨단융합분야, 생명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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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사업

(단위 : 억원, 건)

구 분 ’07 ’08 ’09 ’10 ’11

해양에너지 및 자원 이용
기술개발사업

136 126 220 375 492

(7) (9) (10) (12) (17)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110 117 150 250 262

(9) (16) (13) (19) (18)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108 138 171 225 209

(8) (24) (28) (23) (20)

연구장비 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

325 326 382 290 225

(9) (5) (8) (9) (9)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156 300 514 237 276

(11) (12) (12) (10) (8)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
- - - 20 80

(-) (-) (-) (2) (1)

해양연구기획사업
3 9 8 8 8

(10) (14) (13) (13) (11)

지역R&D역량
강화사업

20 40 45 45 45

(6) (4) (10) (9) (6)

국제공동연구사업
- 10 16 16 17

(-) (6) (8) (7) (5)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 26 55 55 57

(-) (19) (34) (30) (27)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19 36 51 62 97

(3) (10) (14) (18) (13)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
120 123 47 45 56

(7) (6) (8) (6) (8)

첨단물류기술개발사업
- 20 30 3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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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997 1,271 1,689 1,658 1,851

(70) (126) (159) (159) (144)

* ( )는 연도별 지원과제 개수

< 출처 : 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www.nstc.go.kr) 및 구)국토해양부 내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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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학기술 R&D사업 중장기계획 :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양

수산부(구)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17조 제2

항7)에 근거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2004～2008), 해양

과학기술로드맵(2006～2015), 해양과학기술중장기계획(2009～

2013)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2011년에는 2012～2020년 동안의 해양과학기술 투자계획 및

운영전략 마련을 위하여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2012～

2020)”이 2012년 12월 22일 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의

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해양산업진흥

등 해양분야 4대 이슈를 중심으로 2012년에서 2020년 동안의

9년 간 3.6조원을 투자(4대 이슈대응 분야에 3.1조원, 그 외 분

야에 0.5조원)한다는 것이다.

<그림 8>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 이슈 및 주요 추진과제

□ 4대 이슈 및 이슈별 중점기술 달성목표

7)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2항 : 국토해양

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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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전략 및 50개 중점과제( 8개 핵심과제)

분 야 중점과제 분 야 중점과제

해양에너지

01.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기술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26.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02.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27. 해양산성화 관리 기술

03. 미활용 해수열 이용 발전 기술 28. 극지해양이한반도기후에미치는영향

해양장비

04. 해양핵심장비 국산화 기술

해양영토

주권강화

29. 해양 종합관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

05. 해양구조물시공․유지보수수중로봇기술 30.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06. 해저극한지 수중탐사 잠수정 기술 31. 위성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구축

07. 수중무선통신 고도화․산업화 기술

해양자원선점

및

해양경제영토

확보

32.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통합관리 기술

08. 해저플랜트 구축 기반기술 33. 심해저광물자원 확보 및 실용화 기술

산업신소재

09. 해수용존물질의 산업소재화 생산기술 34. 극지 해저자원 보존 및 기반기술

10. 해양생물유래 산업신소재 기술 35. 해외 해양과학기지 활용 다변화를
통한 과학외교 거점 구축

11. 해양신재생에너지기반해수담수화기술

청정한

바다조성

36. 유류·HNS 해양유출사고 대응 기술

12. 해양생명현상 분석을 통한 생리·기능
활용 기술

37. 중금속/유해물질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 기술

13. 이산화탄소 및 농축해수의 산업
소재화 기술 38. 해양폐기물및쓰레기오염대응기술

항만·물류
시스템

14. 해상풍력기반 에너지 자립형 녹색
항만 구축 기술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

39. 연안습지 및 하구역 보존·복원 기술

15. 스마트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 40. 장기해양생태계 관리 기술

16. U기반 해운물류시스템 기반기술 41.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감시·제어 기술

17. 피해저감 항만구조물 개발 및 항만
재해 대응기술

안전한

해양이용

42. 지능형 해양구난 시스템 기술

선박기술

18. 탄소배출 저감 녹색선박 기술 43. 북극해 안전운항 기술

19. 무탄소 동력선박 기술 44. G-Navigation 기술

20. 극한지 운항 선박용 핵심기술 45.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술

21. 위험환경 대응 지능형 무인선박 기술 46. 첨단 항로표지 기술

연안재해
관측·예보

22. 연안재해관리기술

친수공간 및

해양문화창조

47. 초대형해양/항만구조물구축및활용기술

23.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구축 기술
48. 친환경 항만조성 및 신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기술

24. 침식해안관리기술 49. 해양레저 장비개발 및 기반조성 기술

25. 전지구적 통합 해양기후관측 및
예측모델링 기술

50. 해저문화재 관리기술

< 출처 : 구)국토해양부 외(2011),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 >



- 36 -

제2절 해양과학기술 국민인식도 조사

1. 조사 개요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파악하

고, 해양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전

문 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2012년 12월 대

국민 인식도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대국민 인식도 조사는 해양

과학기술과 이에 근거한 해양산업 육성방향 등 다양한 내용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설문지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하여 해양

과학기술,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 및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

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도와 해양과학기술로드맵에 대한 가구

당 지불의사금액(조세부담액)을 조사하였고,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

하고, 로드맵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은 전국

에서 인구비례 할당추출로 1,000명이 추출되었으며, 설문은 인

터넷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2. 정부 해양 R&D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및 비용편익분석 결과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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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연간 지불의사금액(편익)은 36,057.1원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 수를 고려한 연간 총 편

익은 약 6,472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4>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간 지불의사 및 총편익

구분
가구수

(2012년 12월)

평균WTP

(원/가구/연)

연간 총편익

(백만원)

편익 17,090,675 36,057.1 647,249.28

< 출처 : 리서치앤리서치(2012),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p22, 구)국토해양부 정책용역보고서 >

연간 총 편익에 근거한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에 따른 9

년 간(2012～2020년)의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비

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B/C Ratio)가 1.6014에 달

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비용-편익 분석 결과

　항         목 결          과

사회적할인률(%) 5.5%

비용 현가(백만원) 2,809,838 

편익 현가(백만원) 4,499,803 

NPV(백만원) 1,689,966  

B/C Ratio 1.6014  

IRR 14.539%

< 출처 : 리서치앤리서치(2012),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p25, 구)국토해양부 정책용역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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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해양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정책 지불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된 연구문제로 삼는다. 즉, 본 연구

는 앞서 살펴본 정책 지불의사 및 정책인식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와 이와 관련된 정부의 해

양 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가 정책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및 정부 정책 접촉여부

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인구사회학

적 특성이 정책 지불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

고자 한다.

2.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인식 유형에 따른 지불의사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등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핵

심적인 부분인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의 정책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여부 및 정도를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 지불의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의 세부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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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성에 관한 인식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의 세부기준으로서 우선 해양과학

기술의 국가적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인

식도가 정부의 공공정책 자체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면 그와 같은 정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대상분야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같이 다른 정책에 비해 높은 전문

성이 요구되는 정책은 대상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그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해

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에는 정책 대상분야인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에는 먼저 해양과학기술이 국가경

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 등에 있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 다만, 해양과학기술

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정부 해양R&D정

책에 대한 지불의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과학기술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정

부의 R&D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정책 지불의사가

높아질 수 있지만, 다른 과학기술분야 또는 복지 등 다른 분야

가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거나, 국가적 중요성에 따라 이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공공재(public

goods)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려는 무임

승차(free-riding) 유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과학기술이 중요

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지불의사를 낮게 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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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에 관한 인식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에 정책 대상분야에 대한 인식을

포함할 때, 해당 과학기술분야 관련 산업, 즉 해양산업의 국가

적 중요성에 관한 인식도 역시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에 포

함된다 할 것이다.

최근의 해양산업은 해운 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을 넘어

해양플랜트 에너지 자원 등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황기형 김학소(2012) 등에 따르면 새로운 해양산업의 창

출 및 선점을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또

한 전통적 해양산업 역시 산업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부가가

지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해양과학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역시 해양산업 진흥을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의 4대 이슈(핵심 정책목표)의 하나

로 삼을 정도로 해양산업은 해양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양산업이 국가경제 발전 등에 있어 국가적으로 중

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의 한 부

분이 될 것이나, 이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성 인식

과 마찬가지로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해양산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잘 이해하여 국가적으로 해양과학기술 R&D에 대한

투자가 많아야 한다고 인식한다면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하

여 높은 지불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분야가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거나, 이미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



- 41 -

과학기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무임승

차 유인이 있거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현실

적으로 해양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한

다면 해양산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더라도 낮은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다.

3) 해양과학기술의 영향력에 관한 인식

해양과학기술이 해양산업 및 국가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인식 역시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의 세부 인

식도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 역시 정부 해양

R&D정책 지불의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과학기술이 실질적으로 해양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정부 해

양R&D정책에 대하여 높은 지불의사를 형성할 수 있지만, 앞

서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마찬가

지로 다른 분야가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거나, 이미 국가적으

로 많은 해양과학기술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

하거나, 무임승차 유인이 있다면 해양과학기술의 영향력을 높

게 인식하더라도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를 낮게

표출할 수 있다.

4)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R&D) 주도부문에 관한 인식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민간, 즉 시장에서 주도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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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면 정부, 즉 공공에서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역

시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해양과학

기술이 중요하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지라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보다 민간이 더 많은 역량

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에 대한 지지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책분야에 대한 더 높은 선호, 이미 정부가

해양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인식, 무임승차 유인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양과학기술 R&D를 주도해야 한

다고 생각하더라도 낮은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다.

5)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R&D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은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다. 특

히 해양수산부의 국민인식도 조사 및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에 따른 연구개발 정책계획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 분석하기 때문에 동 로드맵에 따른 연구개발

정책 추진계획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정책 지불의사에 직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책분야에 대한 더 높은 선호, 이미 정부가

해양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인식, 무임승차 유인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해양과학기술 R&D 정책에 대한 필요

성을 높게 인식하더라도 낮은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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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R&D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

정부의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에 따른 연구개발 정책이

계획 대로 얼마나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즉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해양과학기

술 정책 인식도의 세부 인식도 중에서도 정책 필요성 인식도

등과 함께 해양과학기술 정책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정책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정책

에 대한 지불의사 역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정책분야에 대한 더 높은 선호, 이미 정부가

해양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인식, 무임승차 유인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더라도 지불의사

가 낮을 수 있으며, 정책효과성을 낮게 인식하더라도 이타주의

(altruism) 또는 자선감(warm-glow)에 의해 더 많은 정부예산

투입을 통해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

우에는 높은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다.

7) 정부 해양과학기술 R&D 정책의 가구혜택에 관한 인식

마지막으로,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에 따른 정부의 해양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이 궁극적으로 본인의 가구에 혜택을

얼마나 줄 것인지가 정책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과학

기술 정책인식도의 세부 인식도에 포함될 수 있다.

합리적 경제인(Homo-economicus)으로서 정책의 최종수요자

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는 그 정책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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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본인에게 얼마나 혜택 또는 편익을 줄 것인지에 대

한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필요

하고 또한 정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

더라도 그 정책의 혜택이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는

다면 정책을 지지하거나, 정책 추진을 위한 지불의사가 낮을

수 있다.

물론, 정책의 혜택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시장재화인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이 본인이 아닐지라도 본인 가구의 자식세대에 대한 혜택

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거나, 비경제적 측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그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긍정적인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다른 정책분야에 대한 더 높은 선호, 이미 정부가

해양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인식, 무임승차 유인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해양과학기술 R&D 정책이 본인 가구

에 높은 혜택을 준다고 인식해도 낮은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

으며, 이타적 동기 또는 자선감이 커서 정부 해양과학기술

R&D 정책이 다른 가구 또는 국가적으로 혜택이 클 것으로 인

식한다면 본인 가구에는 큰 혜택이 없더라도 높은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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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연구문제 및 정책인식도 세부유형을 고려하여

<그림 9>의 연구모형과 분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9>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ㅇ 해양과학기술 정책 인식도

정부 해양R&D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

- 해양산업의 중요성

- 해양과학기술의 영향력

- 해양R&D 주도부문

- 정부 해양R&D 필요성

- 정부 해양R&D 효과성

- 정부 해양R&D로 인한 혜택

➡

ㅇ 정부의 해양 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

통제변수

ㅇ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 연령

- 학력

- 가계소득

- 거주지(내륙 또는 해안)

- 본인의 해양 과학기술 관련

종사여부

- 주변 사람(가족 친척 친구)의

해양 과학기술 관련 종사여부



- 46 -

< 가 설 >

H1 : 해양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의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 H1가설의 세부가설

H1a : 해양과학기술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H1b : 해양산업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H1c : 해양과학기술의 영향력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H1d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주도부문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H1e : 정부의 해양R&D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H1f : 정부의 해양R&D 효과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H1g : 정부의 해양R&D로 인한 가구혜택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H2 :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정책 접촉정도에 따라 정부 해양

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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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 및 분석

1. 표본 설계

본 연구는 연구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2년

12월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해양과학기술 국

민인식도 조사’의 표본 1,000명 중 지불의사를 ‘모름’으로 대답

한 1명의 응답자를 제외한 999명의 응답자를 본 연구의 표본으

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변수 설정 및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도에 관한 인식’,

‘해양산업의 국가적 중요도에 관한 인식’, ‘해양과학기술의 해

양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인식’, ‘해양과

학기술 연구개발 주도부문에 관한 인식’,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로 인한

가구혜택에 관한 인식’의 해양과학기술 정책 인식도를 나타내

는 7개 변수와 ‘정부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접촉여부’

를 포함한 8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부 해양과

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 금액’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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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로서는 이론과 선행연구에 의해 지불의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내륙

또는 해안)’, ‘본인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 ‘주변 사람

(가족 친척 친구)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관한 7개 변수를 설정하였다.

8개의 독립변수 중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도’와 ‘해양

산업의 국가적 중요도’, ‘정부 해양R&D 필요성’, ‘정부 해양

R&D 효과성’, ‘정부 해양R&D의 가구혜택’은 해양수산부의 국

민인식도 조사의 원 설문지 항목과 같이 응답유형을 Likert 5

점 척도로 설정하였고, ‘해양R&D 주도부문’은 본 연구 목적에

따라 해양수산부 설문항목 및 조사결과에서의 응답유형 순서

를 변경하여 3점 척도화하였으며, ‘정부 해양 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는 원 설문항목 및 조사결과를 접촉 없음과 주 1회

이상 접촉 있음의 2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종속변수인 ‘정부 해양R&D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액’은 해양

수산부 조사결과를 0원의 지불의사(지불의사 없음)부터 60001

원 이상의 지불의사까지의 7개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구간별

변수값은 분석방법을 고려하여 지불의사 없음은 “0”으로,

60001원 이상의 지불의사는 “60001”로, 나머지 5개 구간은 구

간 중간값(mid-point)8)으로 설정하였다.

8) 예를 들어 1원~5000원의 지불의사 구간의 변수값은 구간 중간값인 2500원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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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에서는

원 설문항목 및 조사결과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은 2점

척도로, ‘월 가구소득’은 7점 척도로 설정하였으며, ‘거주지’는

원 설문항목 및 조사결과의 16개의 광역지자체를 해당 지자체

가 해안을 끼고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지자체의 집행조직에 과

단위 이상 해양정책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근거

하여 2점 척도 변수(내륙지자체 또는 해안지자체)9)로 변환하

였고, ‘본인의 해양 및 과학기술 종사여부’ 및 ‘주변사람의 해

양 및 과학기술 종사여부’는 2점 척도는 유지하되 응답유형 순

서를 변경하였다.

특히,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중 ‘정부 해양 과학기술 정책

접촉빈도’, ‘성별’, ‘거주지’, ‘본인의 해양 및 과학기술 종사여부’

및 ‘주변사람의 해양 및 과학기술 종사여부’의 5개 변수는 다

중회귀분석 및 토빗회귀분석에서 더미변수(dummy)로 분석될

것을 감안하여 척도를 0과 1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의 변수 및 척도 설정 결과를 <표 6>으로 정

리하였다.

9) 내륙지자체(5개)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 해안지자체 : 나머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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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 및 척도의 설정

변 수 척 도

독

립

변

수

해양

과학

기술

정책

인식도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도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별로 중요하지 않음
3. 보통
4. 어느정도 중요함
5. 아주 중요함해양산업의 국가적 중요도

해양과학기술의 영향력

1. 전혀 그렇지 않음
2. 별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어느정도 영향 미침
5. 많은 영향을 미침

해양R&D 주도부문
1. 민간부문
2. 어느 부문이든 상관없음
3. 정부부문

정부해양R&D 필요성

1. 전혀 필요없음
2. 별로 필요없음
3. 보통
4. 조금 필요함
5. 매우 필요함

정부해양R&D 효과성

1. 전혀 효과 없음
2. 별로 효과 없음
3. 보통
4. 어느정도 효과 있음
5. 효과가 매우 큼

정부 해양R&D의

본인가구에대한혜택

1. 전혀 없음
2. 별로 없음
3. 보통
4. 대체로 있음
5. 매우 있음

정부 해양 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
0. 접하지 않음

1. 주 1회 이상 접함

통

제

변

수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 별 0. 여성 1. 남성

연 령
1.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학 력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재학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이상

월 가구소득

1. 100만원 이하
2. 101～150만원
3. 151～200만원
4. 201～250만원
5. 251～300만원
6. 301～400만원
7. 401～500만원
8. 501～600만원
9. 601만원 이상

거주지
0. 내륙 지자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1. 해안 지자체
(기타 11개 광역지자체)

본인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 0. 종사하지 않음

1. 종사함가족 친척 친구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

종속변수

로드맵에 따른 정부

해양R&D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액

0 : 지불의사 없음(0원)
2500 : 1원～5000원
7500 : 5001원～10000원
15000 : 10001원～20000원
30000 : 20001원～40000원
50000 : 40001원～60000원
60001 : 60001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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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의사의 분석 방법론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토빗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해양과학기술 정책 인식도의 차이 및 정부 해양 과학

기술 정책 접촉여부가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에 대

한 지불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교차분석(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변환하였는데,

8개의 독립변수 중 Likert 5점 척도로 설정된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도’, ‘해양산업의 국가적 중요도’, ‘정부 해양R&D

필요성’, ‘정부 해양R&D 효과성’, ‘정부 해양R&D의 가구혜택’

변수는 Likert 3점 척도로 변환하였으며10), 종속변수인 정책

지불의사는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변환하여 분

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정책 인식도 및 정부 해양 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가 정책 지불의사금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가 “지불의사 없음”과

10) 예를 들어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도’는 회귀분석을 위하여 변수 척도를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 2. 별로 중요하지 않음 – 3. 보통 – 4. 어느 정도 중
요함 – 5. 아주 중요함>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교차분석을 위해서 
<1. 중요하지 않음(기존의 ’전혀 중요하지 않음‘ 및 ’별로 중요하지 않음) - 2. 보
통 – 3. 중요함(기존의 ‘어느 정도 중요함’ 및 ‘아주 중요함’)>의 Likert 3점 척도
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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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1원 이상 지불의사 있음”의 구간에서 좌우측으로 절단

(censored)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토빗회귀분석(Tobit Analysis)

도 함께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및 토빗회귀분석 단계에서는 앞서 변수 설정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중 ‘정부 해양

또는 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 ‘성별’, ‘거주지’, ‘본인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 ‘주변 사람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

사여부’의 5개 변수를 속성상 더미변수(dummy)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다중회귀분석 및 토빗회귀분석은 각각 3개의 모델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는데, 모델1은 독립변수 중 해양과학기술 정

책인식도 관련 변수와 종속 변수만을 모델에 포함하였고, 모델

2는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 독립변수를 모델1

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켰으며, 모델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

한 통제변수를 모델2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구

성한 모델들 간의 설명력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를 살펴보고, 독립변수인 해양과학기술 인식도 관련 변수와 정

부의 해양․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가 정책 지불의사에 미치

는 영향 정도가 일관성있게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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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기초통계량 분석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총 999명의 응답자(표본)는 성별, 연령, 학력, 월 가구소득,

거구지 등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

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48.9%와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

령별로는 19세에서 29세가 18.8%, 30대가 21.0%, 40대가

22.1%, 50대가 19.2%, 60대 이상이 18.8%를 차지하고 있다. 학

력별로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가 3.7%, 고등학교 졸업 21.1%,

대학교 재학 6.1%, 대학교 졸업 59.5%, 대학원 졸업 이상

9.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월 가구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3.2%, 101만원

에서 150만원이 4.3%, 151만원에서 200만원이 6.5%, 201만원에

서 250만원이 9.9%, 251만원에서 300만원이 10.7%, 301만원에

서 400만원이 19.2%, 401만원에서 500만원이 17.6%, 501만원에

서 600만원이 11.9%, 601만원 이상이 16.6%를 차지하고 있으

며, 거주지별로 보면 내륙 지자체가 46.7%, 해안이 있는 지자

체가 53.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본인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를 보면 해양 과학기술

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96.7%, 종사하는 사람이 3.3%로 나

타났고, 주변 사람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에서는 해

양 과학기술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93.2%, 종사하는 사람이

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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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 도 %

■ 전 체 ■ 999 100.0

성별
여 성 489 48.9

남 성 510 51.1

연령

1 9 ～ 2 9 세 188 18.8

3 0 대 210 21.0

4 0 대 221 22.1

5 0 대 192 19.2

6 0 대 이 상 188 18.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7 3.7

고 등 학 교 졸 업 211 21.1

대 학 교 재 학 61 6.1

대 학 교 졸 업 594 59.5

대 학원 졸업 이상 96 9.6

월 가구소득

1 0 0 만 원 이 하 32 3.2

1 0 1 ～ 1 5 0 만 원 43 4.3

1 5 1 ～ 2 0 0 만 원 65 6.5

2 0 1 ～ 2 5 0 만 원 99 9.9

2 5 1 ～ 3 0 0 만 원 107 10.7

3 0 1 ～ 4 0 0 만 원 192 19.2

4 0 1 ～ 5 0 0 만 원 176 17.6

5 0 1 ～ 6 0 0 만 원 119 11.9

6 0 1 만 원 이 상 166 16.6

거주지
내 륙 지 자 체 467 46.7

해 안 지 자 체 532 53.3

본인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

종 사 하 지 않 음 966 96.7

종 사 함 33 3.3

주변사람의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

종 사 하 지 않 음 931 93.2

종 사 함 6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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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999 0 1 0.51 0.500

연령 999 1 5 2.98 1.382

학력 999 1 5 3.50 1.043

월 가구소득 999 1 9 6.08 2.174

거주지

(내륙지자체 또는 해안지자체)
999 0 1 0.53 0.499

본인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
999 0 1 0.03 0.179

가족 친척 친구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
999 0 1 0.07 0.252

2. 통제변수의 기술통계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통제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

면 <표 8>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녀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은 40대를 중심으로 19～29세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응답자의 평균학력은 대학교 재학 이상

임을 알 수 있으며, 월 가구소득은 평균 301만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로 보면 해안이 있는 지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

이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본인 및 주변사람들은 대부분 해양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통제변수의 기술통계치

3.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기술통계치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및 정부 정책 접촉여부 관련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인 정부 해양R&D 정책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

금액의 기술통계치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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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해양

과학

기술

정책

인식도

해양과학기술의 중요도 999 1 5 4.41 0.686

해양산업의 중요도 999 1 5 4.38 0.669

해양과학기술의 영향력 999 1 5 4.34 0.683

해양R&D 주도부분 999 1 3 2.47 0.697

정부의 해양 R&D 필요성 999 1 5 4.06 1.156

정부의 해양 R&D 효과성 999 1 5 4.06 0.757

정부해양 R&D의 가구혜택 999 1 5 3.52 0.924

정부 해양 과학기술 정책 접촉 여부 999 0 1 0.58 0.494

<종속변수>

정부 해양R&D정책 지불의사 999 0 60001 23090.74 22435.330

독립변수 중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와 관련해서 응답자들

은 평균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4.41)과 해양산업의 중

요성(4.38), 해양과학기술의 국가경제 등에 대한 영향력(4.34)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상대적으

로 정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인식(2.47)하고 있으며,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필요성(4.06)과 효과성(4.06) 및

가구 혜택(3.52) 평균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정책을 주 1회 이상 접하는 사람

이 접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인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평균적으로 10001원에서 20000원 및 20001원에서 40000원의

구간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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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토빗분석에 앞서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차이 및 정부 해양 과학기술정책 접촉여부에 따라 정부 해양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의 차이가 있는지 여

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

다.

앞서 분석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차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독립변수 중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도’, ‘해

양산업의 국가적 중요도’, ‘정부 해양R&D 필요성’, ‘정부 해양

R&D 효과성’, ‘정부 해양R&D의 가구혜택’ 변수를 Likert 3점

척도로, 종속변수인 정책 지불의사는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변환하였고, 모든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및 정부 해양 과학기술정책 접촉

여부와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 간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의

유의수준에서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관련 7개의 세부인식

도 및 정부 해양 과학기술정책 접촉여부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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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교차분석 결과

지불의사

해양과학기술정책인식도
및 정부정책 접촉 여부

총계
지불의사

없음

지불의사

있음

Pearson



총 계 999 186 813

해

양

과

학

기

술

정

책

인

식

도

해양과학

기술의

국가적

중요도

중요하지

않음
14 8 6

61.500***
보통 60 31 29

중요함 925 147 778

해양산업의

국가적

중요도

중요하지

않음
10 6 4

63.298***
보통 63 33 30

중요함 926 147 779

해양과학

기술의

영향력

영향력 없음 12 6 6

78.986***보통 75 41 34

영향력 있음 912 139 773

해양R&D

주도부문

민간 118 33 85

7.801***상관없음 296 53 243

정부 585 100 485

정부의

해양R&D

필요성

필요없음 167 42 125

112.254***보통 106 57 49

필요함 726 87 639

정부의

해양R&D

효과성

효과없음 28 17 11

137.190***보통 151 71 80

효과있음 820 98 722

정부해양

R&D의

가구혜택

혜택없음 132 53 79

96.953***보통 318 88 230

혜택있음 549 45 504

정부해양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

접하지 않음 423 116 307
37.534***

주1회이상 576 70 506

 주 :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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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

식하는 집단일수록, 해양과학기술의 해양산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정부부문에서 주도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

록,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정책으로 인한 가구혜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그리고 정부의 해양 과학기술 정책을 접하는 집단일수록 정부

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을 것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차분석은 기본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

를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양과학기술의 정책인식도가

정책 지불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60 -

제3절 다중회귀분석(OLS분석)

1.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및 정부 해양 과학기술 정책 접촉

여부가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금

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최소자승

법(OLS)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중회귀분

석에 앞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와 상

대적 영향력 그리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중 더미(dummy) 변수인 ‘정부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 ‘성별’, ‘거주지’, ‘본인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사여부’, ‘주변사람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종

사여부’의 5개 변수는 상관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통제

변수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는 모두 연속형 변수로 가정하였다.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관련 독립변수들 간에는 1% 유의

수준에서 대부분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변수 간 상관도는 ‘해양과학기술의 중

요도’와 ‘해양산업의 중요도’ 간의 0.721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관련 변수들과 종속변

수인 정책 지불의사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대부분 1% 유

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불의사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독립변수는 ‘정부 해양

R&D의 가구혜택(0.319)’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학력’, ‘월 가구소득’이 1% 유의수준에서 지

불의사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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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WTP

(1)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도 11

(2) 해양산업의

국가적 중요도
0.721** 11

(3) 해양과학기술의

영향력
0.644** 0.681** 11

(4) 해양R&D 주도부문 0.084** 0.048 0.067* 11

(5) 정부 해양R&D

필요성
0.470** 0.415** 0.412** 0.088** 11

(6) 정부 해양R&D

효과성
0.509** 0.486** 0.517** 0.097** 0.561** 11

(7) 정부 해양R&D의

가구 혜택
0.316** 0.277** 0.320** 0.024 0.391** 0.581** 11

(8) 연령 0.127** 0.134** 0.093** 0.022 0.186** 0.109** 0.095** 11

(9) 학력 0.074* 0.041 0.087** 0.042 0.022 0.087** 0.068* -0.238** 11

(10) 월 가구소득 0.168** 0.158** 0.148** 0.071* 0.150** 0.181** 0.155** 0.001 0.296** 11

정부해양R&D정책

지불의사(WTP)
0.172** 0.151** 0.177** 0.029 0.229** 0.258** 0.266** 0.057 0.110** 0.146** 11

주 : ** 및 *는 상관계수가 각각 1% 및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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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회귀분석이 분석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원칙적으로 독립

변수들은 상호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독립변

수들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하여 완벽한 상호 독립이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으로 인해 독립

변수들의 개별 설명량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서는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확

인할 수 있는데, 공차한계의 값이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계수

가 10이상이라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표 12>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더미변수를 제외한 독립변

수와 통제변수 모두에서 공차한계가 0.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

수도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다.

<표 12>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

구 분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계수
(VIF)

독

립

변

수

해양과학기술의 중요도 0.404 2.447

해양산업의 중요도 0.389 2.568

해양과학기술의 영향력 0.456 2.194

해양R&D 주도부분 0.981 1.019

정부의 해양 R&D 필요성 0.618 1.619

정부의 해양 R&D 효과성 0.451 2.217

정부 해양R&D 가구혜택 0.627 1.595

통
제
변
수

연 령 0.894 1.118

학 력 0.823 1.216

월 가구소득 0.86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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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1)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분석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모델로 구성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다중회귀분석(OLS) 결과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종속변수 :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액

모형1 모형2 모형3

독

립

변

수

해
양
과
학
기
술

정
책
인
식
도

해양과학기술 중요도 472.452
(1544.487)

619.694
(1525.952)

567.793
(1518.159)

해양산업 중요도 -511.672
(1611.253)

-1089.386
(1595.719)

-1172.810
(1585.746)

해양과학기술 영향력 1317.132
(1461.436)

1322.466
(1443.635)

965.106
(1435.978)

해양R&D주도부문 172.690
(979.700)

170.756
(967.767)

-0.092
(958.820)

정부해양R&D필요성 1919.045***

(738.090)
1817.914**

(729.373)
1661.262**

(728.688)

정부해양R&D효과성 2534.655*

(1324.831)
2712.682**

(1309.167)
2317.896*

(1301.056)

정부해양R&D에 따른 가구혜택 4002.884***

(907.503)
3136.305***

(912.669)
3146.434***

(905.135)

해양․과학기술정책 접촉여부(dummy) 7088.049***

(1401.156)
5975.084***

(1408.190)

통

제

변

수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별(dummy) 3537.491**

(1364.914)

연령 546.561
(506.520)

학력 1142.040
(699.669)

월 가구소득 657.098**

(326.581)

거주지(dummy) 2786.745**

(1334.846)
본인의 해양․과학기술 종사여부
(dummy)

10152.021**

(4172.500)

주변사람의해양․과학기술종사여부
(dummy)

-481.382
(2949.680)

상수항 -15084.181***

(5509.357)
-14564.127***

(5443.220)
-22367.575***

(5885.416)

R2 0.096 0.119 0.144

Adjusted R2 0.090 0.112 0.131

F-test 15.037*** 16.683*** 11.068***

주 : (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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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델1

독립변수 중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관련 변수와 종속 변

수인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지불의사만을

모델에 포함한 모델1은 다중회귀분석결과 모델의 설명력을 나

타내는 수정된 R2값은 0.090이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통계량 값은 15.037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정부 해양R&D 필요성(1919.045)’, ‘정부

해양R&D에 따른 가구혜택(4002.884)’이 1% 유의수준에서, ‘정

부 해양R&D 효과성(2534.655)’이 10% 유의수준에서 정부 해

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해양R&D정책이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정부 해양R&D정책이 가구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모델2

모델1에 정부 해양 과학기술정책 접촉여부 독립변수를 추가

적으로 포함시킨 모델2는 다중회귀분석결과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2값은 0.112이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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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통계량 값은 16.683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정부 해양R&D 필요성(1817.914)’, ‘정부

해양R&D 효과성(2712.682)’이 5% 유의수준에서, ‘정부 해양

R&D에 따른 가구혜택(3136.305)’, ‘정부 해양 과학기술정책 접

촉여부(7088.049)’가 1% 유의수준에서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델2의 분석결과에서는 모델1과 같이 정부 해양&D정책

이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을 것이며 가구에 많은 혜택을 준다

고 인식할수록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게 되며, 또한 정부의 해

양 과학기술정책을 접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접하는 사람이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모델3

모델2에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시킨 모델3는

다중회귀분석결과 수정된 R2값은 0.131이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통계량 값은 11.06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에서는 ‘정부 해양R&D 필요성(1661.262)’이 5% 유

의수준에서, ‘정부 해양R&D 효과성(2317.896)’이 10% 유의수

준에서, ‘정부 해양R&D에 따른 가구혜택(3146.434)’와 ‘정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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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과학기술정책 접촉여부(5975.084)’가 1% 유의수준에서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3537.491)’, ‘월 가구소득(657.098)’, ‘거

주지(2786.745)’, ‘본인의 해양 과학기술 종사여부(10152.021)’이

5% 유의수준에서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델3의 분석결과에서는 모델2와 같이 정부 해양R&D정

책이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을 것이며 가구에 많은 혜택을 준

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정부의 해양 과학기술정책을 접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접하는 사람이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내륙보다 해안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해양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종사하는 경우가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게 될 것임도 알 수 있다.

2) 가설 검증

이상의 세 가지 모델을 통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에 따른 가설

의 검증결과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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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다중회귀분석(OLS)의 가설 검증결과

가설 내 용 검증결과

H1a
해양과학기술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기각

H1b
해양산업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기각

H1c
해양과학기술 영향력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기각

H1d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주도부문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기각

H1e
정부의 해양R&D 정책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

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채택

H1f
정부의 해양R&D 정책 효과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

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채택

H1g
정부의 해양R&D 정책으로 인한 가구혜택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채택

H2
정부의 해양 과학기술 정책 접촉정도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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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토빗회귀분석

1. 종속변수의 절단과 토빗회귀분석

토빗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값이 특정영역에서 제한되어 종

속변수의 일부가 절단(censored)되는 경우 활용하는 분석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인 ‘정부 해양R&D사업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7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종속변

수의 값11)이 “0원”와 “60001원 이상”의 영역에서 제한되어 자

료가 절단되어 있다. <표 15>의 종속변수 빈도분석 결과를 보

면 절단된 자료의 수는 종속변수 값 중 지불의사금액 하한인

0원에서 186개(left-censored), 상한인 60001원 이상에서 146개

(right-censored)로서 전체 999개 중 332개(33.2%)임을 알 수 있다.

<표 15> 종속변수자료 빈도분석 결과 및 절단자료

구 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지불의사 없음(left-censored) 0 186 18.6

1원～5000원 지불의사 있음 2500 129 12.9

5001원～10000원 지불의사 있음 7500 130 13.0

10001원～20000원 지불의사 있음 15000 138 13.8

20001원～40000원 지불의사 있음 30000 128 12.8

40001원～60000원 지불의사 있음 50000 142 14.2

60001원 이상의 지불의사 있음
(right-censored)

60001 146 14.6

합 계 999 100.0

11) 앞서 변수 및 척도 설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불의사 없음” 및 “60001원 이
상의 지불의사 있음”을 제외한 5개 구간에서는 구간 중간값(mid-point)으로 변수
값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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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1) 토빗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분석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모델로 구성

하여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토빗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종속변수 :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액

모형1 모형2 모형3

독

립

변

수

해
양
과
학
기
술

정
책
인
식
도

해양과학기술 중요도 851.682
(2273.949)

988.297
(2244.486)

1045.317
(2228.522)

해양산업 중요도 -242.699
(2349.516)

-1114.965
(2322.084)

-1117.049
(2299.595)

해양과학기술 영향력 3000.936
(2126.321)

3049.005
(2099.66)

2320.225
(2077.371)

해양R&D주도부문 837.400
(1424.657)

857.554
(1405.430)

677.431
(1386.759)

정부해양R&D필요성 2860.444***

(1064.520)
2736.983***

(1050.543)
2520.903**

(1044.575)

정부해양R&D효과성 4792.792**

(1939.298)
5070.814***

(1914.760)
4485.473**

(1892.772)

정부해양R&D에 따른 가구혜택 6332.718***

(1316.681)
4977.746***

(1318.917)
5015.034***

(1303.298)

해양․과학기술정책 접촉여부(dummy) 11155.720***

(2023.608)
9650.369***

(2022.523)

통

제

변

수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별(dummy) 3600.761*

(1965.131)

연령 543.210
(734.058)

학력 1786.834*

(1011.735)

월 가구소득 1158.151**

(474.677)

거주지(dummy) 4333.437**

(1925.388)
본인의 해양․과학기술 종사여부
(dummy)

17407.560***

(6031.742)

주변사람의해양․과학기술종사여부
(dummy)

-775.961
(4209.832)

상수항 -49696.340***

(8555.259)
-49026.340***

(8449.948)
-61238.240***

(9078.059)

sigma 29694.730
(884.3808)

29250.350
(869.854)

28769.910
(854.517)

로그우도 -8136.814 -8121.650 -8105.754

Pseudo R2 0.0082 0.0101 0.0120

left-censored (지불의사액≤0) 186

uncensored observations 667

right-censored (지불의사액≥60001) 146

주 : (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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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델1

독립변수 중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관련 변수와 종속 변

수인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지불의사만을

모델에 포함한 모델1은 토빗회귀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를 나

타내는 Pseudo R2값은 0.0082이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정부 해양R&D 필요성(2860.444)’, ‘정부

해양R&D에 따른 가구혜택(6332.718)’이 1% 유의수준에서, ‘정

부 해양R&D 효과성(4792.792)’이 5% 유의수준에서 정부 해양

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해양R&D정책이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정부 해양R&D정책이 가구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다중회귀분석(OLS)의 모델1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② 모델2

모델1에 정부 해양 과학기술정책 접촉여부 독립변수를 추가

적으로 포함시킨 모델2는 토빗회귀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Pseudo R2값은 0.0101이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정부 해양R&D 필요성(2736.983)’,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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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R&D 효과성(5070.814)’, ‘정부 해양R&D에 따른 가구혜택

(4977.746)’, ‘정부 해양 과학기술정책 접촉여부(11155.720)’가

1% 유의수준에서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델2의 분석결과에서는 모델1과 같이 정부 해양&D정책

이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을 것이며 가구에 많은 혜택을 준다

고 인식할수록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게 되고, 또한 정부의 해

양 과학기술정책을 접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접하는 사람이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다중회귀분석(OLS)의 모델2의 분석결과와 동일하

다.

③ 모델3

모델2에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시킨 모델3은

토빗회귀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Pseudo R2값은

0.0120이다.

독립변수에서는 ‘정부 해양R&D 필요성(2520.903)’, ‘정부 해

양R&D 효과성(4485.473)’이 5% 유의수준에서, ‘정부 해양R&D

에 따른 가구혜택(5015.034)’과 ‘정부 해양 과학기술정책 접촉

여부(9650.369)’가 1% 유의수준에서 정부 해양R&D정책에 대

한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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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에서는 ‘성별(3600.761)’, ‘학력(1786.834)’이 10% 유

의수준에서, ‘월 가구소득(1158.151)’, ‘거주지(4333.437)’가 5%

유의수준에서, ‘본인의 해양 과학기술 종사여부(17407.560)’가

1% 유의수준에서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델3의 분석결과에서는 모델2와 같이 정부 해양R&D정

책이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을 것이며 가구에 많은 혜택을 준

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정부의 해양 과학기술정책을 접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접하는 사람이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 및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

에 비해 남성이, 내륙보다 해안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

이 해양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종사하는

경우가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게 될 것임도 알 수 있다. 이 결

과는 앞서 살펴본 다중회귀분석(OLS)의 모델3의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다.12)

2) 가설 검증

이상의 세 가지 모델을 통한 토빗회귀분석결과에 따른 가설

의 검증결과는 <표 17>과 같으며, 이는 다중회귀분석(OLS)의

가설검증결과와 동일하다.

12) 앞서 다중회귀분석(OLS) 모델3의 분석결과에서는 통제변수 중 ‘학력’은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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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토빗회귀분석의 가설 검증결과

가설 내 용 검증결과

H1a
해양과학기술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기각

H1b
해양산업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기각

H1c
해양과학기술 영향력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기각

H1d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주도부문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기각

H1e
정부의 해양R&D 정책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

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채택

H1f
정부의 해양R&D 정책 효과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

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채택

H1g
정부의 해양R&D 정책으로 인한 가구혜택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채택

H2
정부의 해양 과학기술 정책 접촉정도에 따라 정부 해양R&D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를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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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종합적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다중회귀분석(OLS) 및 토빗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중에서는 정부의 해양과학

기술 연구개발 정책 그 자체에 대한 필요성, 정책효과성 및 그

로 인한 혜택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

구개발정책에 대한 지불의사, 곧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정책의 경제적가치 또는 편익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인식도에는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이

해 및 활용 비판 능력 외에도 그 정책 대상분야에 대한 제반

지식 정보에 대한 인지 이해 및 비판적 사고가 포함됨에도 불

구하고 정책 대상분야인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

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국

민이 체감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편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즉,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자체의 필요성과

효과성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

책으로부터 얻는 편익 또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려는 지불의사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국민이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에 대하여 무임승차

자(free-rider)가 아닌 합리적 경제인(Homo-economicus)으로

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국민은

정부가 연구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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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따라가는 수동적 주체 또는 무임승차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의 최종수용자 및 비용부담자로서 그 연구개발정책이 얼

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얼마

나 혜택을 줄 것인지를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비용지불의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정책을 접하지 않는 사람

보다 주 1회 이상 정부정책을 접하는 경우 지불의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및 토빗회귀분

석에서 정책인식도 관련 변수에 대한 정책접촉여부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정책 접촉빈도 및 정도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정책지지

및 지불의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먼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정책 지불의사를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다중회귀분석 및 토빗회귀분석에서 정책인식도 관련 독립

변수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지 않았으나,

Sambonmastu(2003), Delli Carini & Keeter(1991) 등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갈등적, 추상적, 비개인적 사안에 관심이

많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책인식도 수준이 높다고 한다. 이

에 고려하여 생각해보면 남성의 경우 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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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높아 정책의 내용이나 효과성 등에 대해서 더욱 잘 이

해할 수 있고, 그 결과 더욱 정확한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

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국가연구개발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이해도를 가지게 되

어 국가연구개발 정책의 필요성, 즉 집행 및 예산지출 필요성

에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해안지자체에 사는 경우 및 해양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러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정

책 지불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인식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정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정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그 정책에 대하여 더욱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본인

가구에 대한 혜택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더 높은 지

불의사를 가질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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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중에서도 해양과학기술 연

구개발사업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분야의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정부 정책 접촉여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 즉 국민이 인식하는 정책의

편익 및 경제적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교차분석 결과,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에 관련된 변

수들인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의 국가적 중요도에 대한 인

식, 해양과학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해양과학기술 연구개

발의 주도부문에 대한 인식,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

책의 필요성, 효과성 및 그로 인한 가구혜택에 대한 인식과 정

부의 정책 접촉여부의 차이에 따라 정책 지불의사 유무의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정책인식도 관련 변수와 정책 접촉

여부를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정

책 지불의사를 종속변수로 삼아 다중회귀분석(OLS)과 토빗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부의 해양과학기

술 연구개발 정책의 필요성, 효과성 및 그로 인한 가구혜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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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과 정부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주 1

회 이상 접함)가 정책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남성),

소득수준, 거주지(해안지자체), 본인의 해양 과학기술분야 종사

여부(종사함)가 정책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토빗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와 동일하게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필요성, 효

과성 및 그로 인한 가구혜택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해양 또는

과학기술 정책 접촉여부(주 1회 이상 접함), 성별(남성), 소득

수준, 거주지(해안지자체), 본인의 해양 과학기술분야 종사여부

(종사함)가 정책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통제변수 중 학력 또한 정

책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전문적인 정책

영역에서도 국민의 긍정적인 정책인식도와 정책 접촉을 높여

야 지불의사라는 형태의 정책지지도가 높아지고 이는 궁극적

으로 그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많은 정책들,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같이 일반국민

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전문적인 분야의 정책들의 추진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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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 내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비해 국민들

에게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획득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국민은 정

책의 최종수요자 및 비용부담자로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선호

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국민의 정책인식도를 높일수록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와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 정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역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이라는 정책분야에 대한

인식보다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자체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에 의해 자신의 지불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국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전문적 영역에서조차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얼마나 추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합리적 경제인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전문적인 정책영역에서도 기존의 공급자적 정책추진 관행을

넘어 최종수요자인 국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 수립과정에서 각종

설명회, 공청회, 정책수요의 분석 및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수

행해야 하며,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등 대규모 정책의 타당성

검토과정에서도 국민의 정책수요 및 편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정책인식

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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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정부는 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정책으로

인한 효과성, 그리고 정책을 추진했을 때 현 세대 및 미래 세

대가 얻게 되는 혜택을 보다 정확하고 상시적으로 알릴 수 있

는 언론 홍보, 교육, 그리고 정부정책에 관한 정보공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인식도 제고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같은 전문적인 정책영역의 경우 이와 같

은 노력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정책인식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인이 국가연구

개발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결과를 얻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국민인식도 자료를 연구자료

표본으로 활용하여 자료 표본의 수집 및 조사에서 한계가 있

었다. 해양수산부의 국민인식도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

져서 정책인식도 또는 지불의사 등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 어

려웠을 가능성이 있으며,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조사된 거주지

를 해안을 끼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내륙/해안으로 구

분함에 따라 실제 응답자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2012년에 실시된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개년도의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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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일반적인 정책에 비해 다

소 생소한 정책분야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분야

에서의 정책인식도가 정책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지 못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인식도를 독립변수로 삼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식도 조사를 활용함에 따라 정책을 얼

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못했으며, 정책 지

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

지 못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 과정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는데,

독립변수인 정책인식도의 종속변수인 정책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위와 같은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

다 정밀한 자료 수집 및 조사와 분석 및 검증을 시도하여 보

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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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factor in willingness to

pay (WTP)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 as government policy. This study especially

examines whether one’s WTP can be influenced by positive

or negative understanding about national R&D programs

including importance of R&D,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R&D programs, and possible benefits from such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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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 set for this analysis was collected from the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Survey’ which the

Research & Research conducted to estimate the WTP for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MST) R&D programs under

the MST Roadmap for 2012-2020 by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MLTM) in 2012.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ant variables, the following data

analysis methodologies are used: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Ordinary

Least-Squares (OLS) method and the Tobit regression

analysis.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is WTP for

the government MST R&D programs, whil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degree of contact with government policies

and the policy understanding about the MST R&D

programs which will include the following 7 types of

understandings: national importance of MST; national

importance of marine industry (MI); influence of MST on

MI and national economy; leading sector of MST R&D –

the government or the private sector - ;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MST R&D programs; and

household benefits from the MST R&D programs. Besides,

the following sev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set as the control variables in the phase of multi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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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bit regression analyses that might have an impact

on the WTP according to the theory and previous studies:

sex; age; academic achievement; income; region of residence

– coastal area or inland area -; and any involvement in

MST related occupations of one and one’s family.

Based on this, the study forms two research hypotheses: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the WTP varies depending on

policy understanding of MST and the government MST

R&D programs; and the second hypothesis is that the WTP

va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ntact with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verify the first hypothesis specifically, this study also

builds seven sub-hypotheses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WTP and seven types of detailed policy

understandings.

The result of cross-tabu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TP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ntact with government policies and policy understanding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obit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policy understandings

related to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MST R&D programs and the household benefits from the

MST R&D programs as well as the degree of contact with

government polici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WTP. Regression analyses also show that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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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region of residence and one’s involvement in the

MST sector have an influence on the WTP.

The results of analyses suggest policy implication as

follows. First, even in a specialized policy area such as

national R&D programs, the more positive policy

understanding and closer contact with government policies a

citizen has, the more public support with higher WTP and

the greater policy validity the government can secure.

Moreover, a citizen is a Homo-economicus who decides

upon his WTP based on the understandings of necessity,

effectiveness of and benefits from the policy itself such as

R&D programs rather than a target area of the policy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enforce a policy by adopting not a supply-oriented approach

but a demand-oriented approach in such a specialized policy

area as R&D.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to take

various measures to enhance the public understandings

about detailed government policies and actively reflect the

public demand and benefits onto its policies by identifying

them at various explanation sessions, public hearings and

analysis on policy demand throughout the course of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 98 -

Keywords : R&D(Research & Development),

WTP(Willingness To pay),

Policy Understand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bit Regression Analysis,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Student Number : 2009-2203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연구대상
	2.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정책
	2.정부 연구개발(R&D)정책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3.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와 지불의사
	4.연구개발 지불의사의 측정방법
	5.정책인식도와 정책 지불의사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연구개발 분야 등의 지불의사에 관한 실증연구
	2.정책인식도와 정책 지불의사 등에 관한 실증연구

	제3절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3장 정부 해양R&D사업 및 국민인식도 조사 개요
	제1절 정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개요
	1.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해양과학기술R&D사업 중장기계획: 2020해양과학기술로드맵

	제2절 해양과학기술 국민인식도 조사
	1.조사 개요
	2.정부 해양R&D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및 비용편익분석 결과


	제4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1.연구 질문
	2.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인식 유형에 따른 지불의사

	제2절 연구모형과 가설
	제3절 자료 및 분석
	1.표본 설계
	2.변수 설정 및 척도
	3.지불의사의 분석 방법론


	제5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기초통계량 분석
	1.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통제변수의 기술통계치
	3.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기술통계치

	제2절 교차분석
	제3절 다중회귀분석(OLS분석)
	1.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2.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
	3.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제4절 토빗회귀분석
	1.종속변수의 절단과 토빗회귀분석
	2.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제5절 종합적 분석결과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연구결과의 요약
	2.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