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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폐 지역에서 카지노산업의 입지 효과에 한 인식을 분석하기 해 지역주민을 

상으로 다양한 지표를 조사하여 정성  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 지역은 강원남부 폐 지역으로 태

백시, 삼척시, 월군, 정선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폐 지역의 카지노산업이 지

역 주민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 평가하기 한 것이다.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연령, 성

별, 교육정도, 가족 체 월평균 소득, 직업, 거주기간, 과거 업종사여부, 강원랜드 취업여부, 강원랜드 

혜택유무, 카지노 출입여부 등으로 구분하 다. 구체 으로 ‘삶의 질’ 효과 에 ‘이곳의 자연환경에 한 

만족효과’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행복하다’ 2.58로 

다른 지표보다는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중심어 :∣강원랜드∣카지노산업∣입지효과∣인식평가∣지역발전효과∣
Abstract

To evaluate local residence's awareness, qualitative analysis on various indices was don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 districts of Taebaek-Si, Samcheok-Si, Yeongwol-Gun and 

Jeongsun-Gun. The survey considered regional population distribution and used population 

proportion significant extraction method per counties. This is to analyze of regional development 

effect awareness, the research was categorized according to residence, residence period, whether 

worked in the mining industry previously, whether working for Kangwon Land, whether getting 

benefit from casino location, whether entering to casino and quality of life enhancement from 

casino location. As it was As for the quality of life effect, 'satisfactory to nature environment' 

ranked the highest with the number of 2.88 and 'Living in this area is happier than living in 

other area' was 2.58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other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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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강원도 폐 지역에서 카지노 설립 이후 카지노산업

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해 카지노산업의 개념  특성을 살펴보고 폐 지역

의 체산업으로서 정성 여부를 단하기 해 성과

측정기 을 설정하고 지표별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

하여 목 달성도를 다각 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 상지역인 폐 지역은 탄 이 있거나 있었

던 지역과 그 인  지역으로 폐 되거나 석탄생산이 감

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히 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본 연구의 공간  범 로는 이들 폐 지역  

「폐 지역개발 지원에 한 특별법」의 상지역인 

강원남부 폐 지역인 태백시, 삼척시, 월군, 정선군을 

설정하 다. 

이들 지역은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  석탄생

산 도시 으며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핵심 인 에

지자원을 제공되었던 지역이었지만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선

정되었다. 카지노산업이 폐 지역의 체산업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한 강원랜드가 당  목표 로 폐 지

역 발 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해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목 은 폐 지역의 카지노산업이 지

역 주민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 평가하기 한 

것이다. 설문조사 지역은 강원남부 폐 지역으로 태백

시, 삼척시, 월군, 정선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

다. 설문조사의 표집은 연구지역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시⋅군별 인구비

례 층별 유의추출방법을 사용하 다.

조사방법은 사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직  면 조

사와 조사표 배포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하

다. 조사기간은 사 조사와 본조사로 구분 실시하 다. 

사 조사는 2013년 1월 에 수행하고 미비 이 발견

되어 본 조사는 이러한 을 보완하여 4월 에 수행하

다. 본 조사에서 배포한 설문지는 총 750부이며 이 

에서 분석 가능한 700부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

하 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21.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빈도분석, 신뢰성분

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 다. 구체 으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알아보았고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신뢰성분

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변수의 계를 조사하

으며 거주지별, 거주시기별, 업  강원랜드 련 직

업 종사여부 등에 따른 변수들의 특성을 악하기 해 

통계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범주별로 측된 빈

도와 기 빈도의 차이를 살펴 으로써 하나의 확률모

형이 반 으로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검정

하고자 하 다.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정

도, 가족 체 월평균 소득, 직업, 거주기간, 과거 업 

종사 여부, 강원랜드 취업 여부, 강원랜드의 혜택 유무, 

카지노 출입 여부 등으로 구분하 고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Ⅱ. 선행연구 

최성락⋅황혜신(2006)은 기존 강원랜드의 경제  효

과에 한 선행연구는 고용증 , 련업종 매출액 증  

등의 효과에 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지표들은 지역 

개발과는 직 인 련성이 다는 한계 이 있다고 

했다[8]. 최  이 지역이 경제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었

던 기 인 인구증가, 재정자립도, 도로율, 산업인구, 지

가의 5가지 지표를 재 검하여 강원랜드 설립이 지역

개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카지노 개장 이후 인구는 모든 폐 지역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체수는 정체상태라 했다. 사업종

사자는 여타 지역은 변화가 없으나 정선군만 증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지가는 다른 지역은 정체 내지 하락

하는 데 정선군만 증 하고 있다. 폐 지역의 지역개발

을 하여 시행된 카지노 개발은 카지노가 치하고 있

는 정선군에만 지역개발 측면에서 정 인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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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으나 다른 폐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 효과가 나

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10]. 

방극택(2012)은 강원랜드에 카지노 설립 이후 인구 

 세 수, 사업체  종사자수, 지방재정 자립도의 증

감, 공간구조의 변화, 범죄 발생률 등 5개 분야에 한 

향분석을 하 다. 분석 결과 사업체  종사자 수, 지

방재정 자립 도, 도로연장  주택 보 률은 다소 증가

하 으나 인구  범죄 발생률은 감소 는 둔화하는 

추세로써 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한 카지노 입지

는 이 지역의 경제  침체를 둔화시키게 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발 과 성장을 증 시키는 효과는 은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카지노개발 정책이 주변의 

 지역에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과 내

생  발 략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4].

김수성(2008)은 강원랜드가 카지노 심에서 가족

심의 리조트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인식

하는 개발에 한 효과에 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악하 다. 카지노리조트 개발에 따른 

향에 한 인식을 6개요인( 정  경제  향, 부정

 경제  향, 정  사회⋅문화  향, 부정  사

회⋅문화  향, 부정  환경 향, 도박폐해)으로 도

출하 다. 지역주민의 개발에 한 태도와 련된 요인

은 3개요인(지역주민의 이익, 지역에 한 애착심, 개발

에 한 지지도)으로 구분하 다[1].

가설검증결과 카지노리조트 개발에 따른 정 인 

경제  향 인식은 주민의 이익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  경제  향 인식은 유

의한 향 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정 인 경제  

향에 한 인식은 지역에 한 애착심의 증가에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리조트에 따른 사회

⋅문화 인 향 인식은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향

계가 없으나 지역에 한 애착심은 정 인 사회⋅문

화  향이 상승할수록 지역에 한 애착심도 증가한

다는 결과를 확인하 다. 개발에 따른 부정 인 향 

인식이 증가하게 되면 반 로 지역에 한 애착심은 낮

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하 다.

조배행⋅최 희⋅김동희(2005)는 안면도 지역의 

 개발에 한 지역주민의 향지각을 측정하고 

향요인에 한 지역주민의 세분화된 특성에 따른 차

이를 각각 분석해 보았다. 지역주민의 요인분석결과 지

역환경훼손, 지역문화발 , 지역경제발 , 지역문화훼

손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4가지 요인을 인구통

계, 거주지, 인식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거주지와 인식이 인구통계 특성에 비해 지역주민

의 향에 한 집단 간 지각의 차이분석에 상

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 졌다. 지역 개발에 지역주

민의 극 인 호응을 유도하기 해서는 지역주민의 

인구통계뿐 아니라 거주지  인식 특성별로 세분

된 집단에 해 각각의 정책 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

다[9]. 

그동안 카지노개발의 지역발 효과에 해 많은 연

구 자료가 발표되었으나 기존 연구자들의 평가는 고용

창출의 정  평가가 지배 이며 타 부문에서는 부

분 사회  쟁 의 소지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으로 강원도 폐 지역에 카지노설립이 지역 주민

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에 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  정책효과  국

가균형발 의 개발 진지구 선정기 을 활용하고 폐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선정 시 활용했던 건교부 기 의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세분화하여 분석하 다. 

Ⅲ. 지역발전 효과 및 목표달성도 측정

1. 지역발전효과 평가개요
1.1 성과측정의 개요
카지노설립 이후 주민들의 입지효과에 한 인식을 

평가하기 하여 성과측정에 필요한 지표기 은 국가

균형발 특별법1) 지역개발 진지구 지정 시 사용되는 

1) ⌜지역균형개발  지방 소기업육성에 한 법률 제14조(1994,1,7 

제정)⌟ 참조. 국가균형발 법은 참여정부에서 제정한 특별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 하는 국토 역을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

한 시⋅도  에서 개발수 이 히 낙후된 지역에 하여 소득기

반과 생활환경 개선을 하여 개발 진지구가 도입되었다. 이는 도

별 면 의 10% 범  내에서 지정하고, 1개 지구 면 은 150㎢ 이상

으로 하고 있으며, 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

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신과 특성화된 발 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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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기 과 국토해양부가 국의 시⋅군을 상으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하여 채택하는 평가기

을2) 사용하여 카지노 운  10년간의 효과를 객 으

로 평가하 다.

성과측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삼

척지역이 247명(35.3%), 태백지역이 173명(24.7%), 정

선지역이 141명(20.1%), 월지역이 139명(19.9%)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 구성은 50 가 27.1%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60  이상 23.4%, 40  21.0%로 장⋅노년

층이 체 조사 상의  비 (71.5%)을 차지하고 있

다. 

1.2 효과평가에 대한 지표
평가지표는 다양하게 분류하여 지역발  측정지표와 

삶의 질에 한 향상지표 그리고 카지노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정 ⋅부정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세분하 다[13].

첫째, 인구(사회)에 미친 효과(인구의 증감추이, 고령

화 인구의 변화추이) 

둘째,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고용창출효과, 고용소득

효과, 지역 총생산액에 미친 효과, 업종별 사업체  종

사자 수 변화에 미친 효과, 정부개발지원사업의 경제  

효과) 

셋째, 지역공간에 미친 효과( 근성 변화 : 교통의 

근성용이⋅도로연장  포장률 변화추이, 토지의 이용

변화 : 시가지 변화 추이)

넷째, 생활환경에 미친 효과(주거환경변화에 미친 효

과 : 주택보 률⋅주택허가건수⋅상수도보 률⋅하수

도보 률⋅의료기 수⋅교원 1인당 학생수, 문화원시

설 환경개선 효과 : 공연장⋅문화  연수회 ⋅박물  

 미술 ⋅ 화 ) 

다섯째, 지역재정에 미친 효과(재정자립도의 변화추

함으로써 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

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평가지표기 으로 인구의 변화, 

소득수 , 재정력 지수, 사업체 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고령화

지수, 지역 근성을 지표로 사용하 다.

2)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가 국의 시⋅군을 상으로 지역개발 

계획 수립 시 사용했던 지표로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율, 도로율, 

산업인구, 평균지 지가의 5  지표임[16]. 

이, 기 의 지방재정 기여)

여섯째, 강원랜드의 사회공헌효과(사회공헌활동, 복

지재단운용)

일곱째, 지역에 미친 부정  효과(범죄 발생률 추이 

등)

여덟째, 강원랜드에 카지노설립 이후 삶의 질 향상 

효과와 련하여 이러한 지표를 용하여 평가한다.

2. 지역발전 지표별 목표달성도 측정
지역발 에 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하여 앞서 선

정된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정부에서 지역개발정책으로 

추진된 산지원 사업과 카지노개장으로 지역에 미친 

경제  효과, 사회, 경제, 공간, 지방의 재정, 사회

인 기여활동 등 각 지표에 따른 측정결과를 정량 으

로 분석한다.

2.1 인구의 증감추이 
지역발 을 나타내는 지표  가장 일반 인 지표가 

인구증감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폐 지역의 당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  하나는 정주여건 악화에 의한 지

역의 지속 인 인구감소 상이다. 인구의 유출은 지역

의 구매력 감소  경제규모를 축시키기 때문이다. 

강원도 폐 지역의 인구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강원도 폐 지역은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폐 에 따른 산근로자의 감으로 인구

가 1990년 343,284명에서 2000년 238,380명으로 30.56% 

감소하 다. 이는 동기간  강원도 체 감소율 2.10%

와 비교하면 엄청난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가 개장된 이후 10년간(2000-2010)의 인구감소

율은 13.76%이며 최근 5년간(2005-2010)의 인구 감소

율은 3.14%로 크게 완화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인구감소

가 가장 큰 지역은 정선군으로 감소율 42.71%이며 다

음으로 태백시 36.44%, 월군 25.01%, 삼척시 18.19% 

순으로 나타났다. 카지노가 개장한 2000년 이후 10년간

(2000-2010) 지역별 감소율은 정선군 18.23% 월권 

16.03%, 삼척시 11.76%, 태백시 10.773%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05-2010)의 지역별 감소율은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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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태백시 3.23%, 월군2.65%, 삼척시 1.16%로 감

소세가 완화되었다.

이는 노무라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카지노 개장에 따

른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 인하여 인구 감소가 크게 완

화되었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실제 폐 지역 진흥정책

으로 인한 인구 변화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2]. 하

지만 폐 조치 후 반기에 폐 지역을 떠날 사람은 이

미 떠났고 재는 노령자 등 떠날 수 없는 사람만 남아 

인구감소율이 낮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므로 

폐 지역 진흥정책이 인구 증가에 미친 효과는 좀 더 

면 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1. 카지노 입지 전후 인구 증감 추이
                       (기간 : 1990년-2010년, 단위 : 명, %)

구 분 년 도
폐 지역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월군 소계

인구수

`90 89,770 100,544 88,382 64,588 343,284
`93 71,905 95,751 72,900 56,478 298,034
`95 84,877 90,043 61,121 53,405 289,446
`97 60,483 86,103 54,691 50,529 251,806
`00 57,057 82,255 50,631 48,437 238,380
`03 54,043 75,941 46,362 44,134 220,480
`05 52,614 73,434 44,402 41,783 212,233
`07 51,691 71,256 42,048 40,595 205,596
`10 50,913 72,584 41,399 40,674 205,570

증
감
률

카지노 
입지

9̀0-̀00 -36.44 -18.19 -42.71 -25.01 -30.56
9̀0-̀95 -5.45 -10.44 -30.84 -17.31 -15.68
9̀5-̀00 -32.78 -8.65 -17.16 -9.30 -17.64

카지노 
입지후

0̀0-̀10 -10.77 -11.76 -18.23 -16.03 -13.76
0̀0-̀05 -8.44 -12.01 -14.03 -15.93 -12.32
0̀5-̀10 -3.23 -1.16 -6.76 -2.65 -3.14

출처 : 강원통계정보(2012), “시·군별 세대 및 인구”, 당해연도[16]

2.2 유동인구의 변화추이
폐 지역의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것은 카지노산업이 

과거 석탄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고 카지노

산업 외의 체산업 유치가 부진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 으로 그동안 농  인구의 감소

추세에 기인한다. 지역의 상주인구 못지않게 유동인구 

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요하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함으로서 연구 상 지역의 

유동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2]과 같이 2000년 

카지노개장 이후 방문객 수는 날로 증가하여 기 입장

객은 209,349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547,46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 다. 2010년도에는 카지노  리조트 

입장객은 총 4,441,886명으로 1일 평균 약 1만 3천명(월 

평균 약 40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 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1천만 명 시 를 기 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30 의 

은 층이 많아 지역 객의 세 교체와 인 교류가 활

발하다. 폐 지역에 유동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정 인 효과도 있지만 도박 독자를 

양성시킨다는 부정 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유동인구 

증가는 강원랜드의 매출 향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각

종 납세  기 이 증가하여 지역의 소비생활 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표 2. 강원랜드의 연도별 방문객 현황[15]
                 (기간 : 2000년-2010년, 단위 : 명)

구분 계 카지노 리조트
2000년 209,349 209,349 -
2001년 1,024,143 899,590 124,553
2002년 1,040,835 918,698 122,137
2003년 1,733,685 1,547,462 186,223
2004년 1,984,104 1,784,730 199,374
2005년 2,149,293 1,881,559 267,734
2006년 2,616,423 1,793,746 822,677
2007년 4,154,053 2,451,921 1,702,132
2008년 4,346,627 2,914,684 1,422,943
2009년 4,423,716 3,044,972 1,378,744
2010년 4,441,886 3,091,209 1,350,677

2.3 고령인구의 변화추이
지역발 과 인구와의 계에서 인구의 양  증감도 

요하지만 인구의 질  상태 한 요하다. 지역발

이 쇠퇴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잠재력이 큰 고학력자, 

은 층이 유출되고 잠재력이 낮은 학력자, 고령층만 

남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표 3]는 폐 지역 시군별 폐 지역정책(카지노 입

지) ⋅후의 고령화지수를 분석한 것이다. 고령인구 

비율은 1995년 국 25.8%에서 2010년에는 69.7%로 증

가했으나 폐 지역의 월은 53.7%에서 197.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 다. 정선은 39.4%에서 159.5%, 삼척

은 44.9%에서 143.0%, 태백은 24.4%에서 104.2% 순으

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폐 지역으로 충남 보령시가 45.1%에서 

132.3%로, 남의 화순군은 73.1%에서 140.2%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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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경시는 61.1%에서 199.8%로 다른 지역의 폐 지

역 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국의 고령화지수에 비해 폐 지역의 고령화

지수가 매우 높아 폐 지역의 고령화에 비한 정책 수

립의 시 함을 알려주고 있다.

표 3. 폐광지역 고령화지수 변화[3]
 (기간 : 1990년-2010년, 단위 :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25.8 35.0  48.6  69.7
강원도 36.9 49.7  70.4  98.7

태백시 24.4 45.2  68.7 104.2
삼척시 44.9 69.4  68.7 143.0
영월군 53.7 83.6 102.0 197.3
정선군 39.4 70.3 114.5 159.5

충남 47.0 56.4  72.6  89.6
보령시 45.1 67.1  97.7 132.3

전남 45.3 68.5  94.7 127.8
화순군 73.1 73.3  98.4 140.2

경북 45.1 59.2  81.5 111.8
문경시 61.1 98.6 149.2 199.8

주)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 15세 미만) × 100.

2.4 고용창출 효과
체산업의 효과를 나타나는 가장 요한 지표  하

나가 고용효과라고 할 수 있다. 폐 지역의 실업률은 

국평균 실업률을 하회하고 있어서 지표상으로 드러

나는 폐 지역의 고용상황은 비교  양호한 것으로 

악된다. 2010년 재 폐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2.2%로 

이는 국평균 실업률인 3.2%보다 낮은 수치이다3). 

[표 4]는 2010년 재 강원랜드의 지역별 직원 고용 

황을 나타낸 것이다. 강원랜드의 스몰카지노 개장 당

시인 2000년에는 총 고용자가 1,134명에 불과했으나 메

인카지노가 개장한 2003년에는 3,145명으로 약 3배 증

가하 다. 2010년 재 강원랜드에는 2,947명의 임직원

이, 련 력업체에는 1,135명이 고용되어 있어 강원랜

드 카지노의 입지로 총 4,082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폐 지역 진흥정책 이 인 

1988년의 업종사자 43,831명의 9.3%에 불과한 것으

로 카지노산업이 고용측면에서 폐 지역 체산업으로

3) 국가통계포털 주제별 통계(http://www.kosis.kr)의 2010년 기  

국  폐 지역의 실업률은 국평균(3.2%), 폐 지역평균(2.2), 태백

(2.4%), 삼척(2.0%), 월(1.6%), 정선(2.9%).[15]

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강원랜드의 지역별 직원 고용 현황[15]

구  분

강원지역
계

폐 지역 기타 강원 소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2,527 62.0 425 10.4 2,952 72.3 4,082 100

강원
랜드

소계 1,448 57.3 413 14.0 1,861 63.1 2,947 72.2
직원 1,440 - 404 - 1,844 - 2,853 -
간부 8 - 9 -  17 - 94 -

협력 업체 1,079  12 2.8 1,091 37.0 1,135 27.8

주) 계약 직원은 미포함.
 

Ⅳ. 실증분석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조사에서 배포한 설문지는 총 750부이며 이  700

부를 설문조사에 사용하 다. 설문조사의 표집은 지역

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규모비례 확률표본 추출방법

을 변용하여 시·군별 인구비례 층별 유의추출방법을 사

용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정도, 

가족 체 월평균소득, 직업, 거주기간, 과거 업종사

여부, 강원랜드 취업여부, 강원랜드 혜택유무, 카지노 

출입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정  효과  부정  효과

에 해 살펴보았다. 

연구 상 거주지의 실제 인구 구성비 성별 분포는 남

녀 각각 50.6%, 49.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학력 수 은 고졸 이하가 548명(78.3%)으로 체 표본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조사가구의 월 평균 소득

은 200만 원 이하가 체의 반이상(57.7%)을 차지하

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21명(17.3%)으로 가장 높은 비 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폐 지역 합리화정책 이 (1988년)과 강

원랜드 개장 이 (1989-1999년), 그리고 강원랜드 개장

(2000년) 이후로 분류하여 조사하 다. 합리화정책 이

 거주자가 체 상의 62.1%를 차지하고 과거 업

에 종사한 가족이 있는 경우가 61.1%로 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련종사자와 련하여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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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없다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계 5

리커트
1 2 3 4 5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긍정적 
효과

경제적 
효과

지역소득 증대 300 42.9 156 22.3 131 18.7 85 12.1 28 4.0

700 100

2.12
고용창출 284 40.6 141 20.1 151 21.6 82 11.7 42 6.0 2.22
지역경제 활성화 301 43.0 153 21.9 127 18.1 88 12.6 31 4.4 2.13
재정세입 증대 143 20.4 149 21.3 183 26.1 163 23.3 62 8.9 2.78
부동산가치 증대 129 18.4 172 24.6 191 27.3 142 20.3 66 9.4 2.77
카지노이익금 환원 284 35.4 156 22.3 175 25.0 90 12,9 31 4.4 2.28
외부자금 유입 273 39.0 202 28.9 145 20.7 57 8.1 23 3.3 2.07
소계 34.2 23.0 22.5 14.4 5.7 2.33

공간적
효과

교통⋅접근성 개선 88 12.6 120 17.1 183 26.1 196 28.0 113 16.1 3.18
미관⋅주거환경 개선 119 17.0 203 29.0 234 33.4 114 16.3 30 4.3 2.61
편익시설 확충 125 17.9 214 30.6 209 29.9 127 18.1 25 3.6 2.59
시가지확대⋅정비 132 19.9 213 30.4 219 31.3 113 16.1 23 3.3 2.54
소계 16.8 26.7 30.1 19.6 6.8 2.73

사회·
문화교류

사회공헌 활동 249 35.6 190 27.1 128 18.3 101 14.4 32 4.6 2.25
인구 감소 완화 331 47.3 194 27.7 104 14.9 53 7.6 18 2.6 1.90
교류확대⋅자긍심고취 286 40.9 210 30.0 145 20.7 44 6.3 15 2.1 1.98
문화·오락기회 확대 193 27.6 204 29.1 197 28.1 82 11.7 24 3.4 2.34
소계 37.8 28.4 20.5 10.0 3.1 2.11

계 29.6 26.0 24.3 14.6 5.2 2.39

부정적 
효과

치안불안⋅범죄증가 43 6.1 126 18.0 166 23.7 220 31.4 145 20.7 3.42
지역공동체의식 파괴 45 6.4 92 13.1 209 29.9 213 30.4 141 20.1 3.44
도박폐해⋅병리현상 48 6.9 73 10.4 142 20.3 257 36.7 180 25.7 3.64
미풍양속 훼손 42 6.0 103 14.7 173 24.7 197 28.1 185 26.4 3.54
자연환경문제 발생 47 6.7 127 18.1 155 22.1 174 24.9 197 28.1 3.49
물가상승 35 5.0 97 13.9 167 23.9 197 28.1 204 29.1 3.62
지역갈등 심화 50 7.1 75 10.7 117 16.7 165 23.6 293 41.9 3.82

계 6.3 14.1 23.0 29.0 27.4 3.56

표 5. 카지노입지의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인식

가 있는 가족은 36.6%에 불과하고 카지노입지로 인한 

혜택과 련하여 직⋅간 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가

족은 41.7%에 머물고 있다. 카지노 출입과 련하여 

 출입한 이 없는 가족이 76.9%로 나타나 도박 독

이나 주민간의 화감 발생의 소지는 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카지노산업 입지효과에 대한 인식
2.1 지역발전 효과 인식
카지노입지의 따른 지역발  효과 인식을 정  효

과(경제  효과, 공간  효과, 사회⋅문화  효과)와 부

정  효과로 구분하여 총 22개 지표에 해 각각을 

Likert Scale 5  척도로 평가하 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결과 폐 지역 주민은 카지노 입지에 따른 지역

발  효과에 해 체의 55.6%가 정  효과가  

없거나 없다고 하고 19.8%만이 약간 있거나 매우 크다

고 응답하여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간  효과의 정비율이 

26.4%로 가장 높고, 경제  효과와 사회문화  효과는 

각각 20.1%, 13.1%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효과에서 지방재정의 세입증 (2.78)와 부동

산가치 증  효과(2.7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카지노 이익  환원에 따른 지역발 효과(2.28), 

고용창출효과(2.22) 지역경제 활성화(2.12), 지역소득 

증 효과(2,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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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월군 평균 F P

긍정적 
효과

경제적 
효과

지역소득 증대 2.92 2.80 1.64 1.30 2.12 107.768 .000
고용창출 3.06 3.11 1.62 1.33 2.22 149.846 .000
지역경제 활성화 2.98 2.90 1.58 1.28 2.13 131.940 .000
재정세입 증대 3.05 2.91 3.27 1.49 2.78 88.297 .000
부동산가치 증대 3.00 2.83 3.22 1.68 2.77 61.965 .000
카지노 이익금환원 3.02 3.12 1.78 1.36 2.28 140.152 .000
외부 자금유입 2.64 2.75 1.65 1.41 2.07 86.635 .000
소계 2.95 2.92 2.11 1.41 2.67

공간적
효과

교통⋅접근성 개선 3.36 3.26 3.46 2.38 3.18 26.632 .000
미관⋅주거환경 개선 2.92 2.90 2.75 1.71 2.61 50.827 .000
편익시설 확충 2.92 2.74 2.77 1.72 2.59 44.449 .000
시가지확대⋅정비 2.80 2.84 2.70 1.62 2.54 52.867 .000
소계 2.96 2.92 2.38 1.55 2.49

사회
·
문화
교류

사회공헌 활동 3.00 3.06 1.75 1.36 2.25 130.172 .000
인구 감소 완화 2.53 2.52 1.49 1.23 1.90 90.895 .000
교류확대⋅자긍심 고취 2.56 2.52 1.68 1.27 1.98 80.540 .000
문화⋅오락기회 확대 2.72 2.74 2.06 1.95 2.34 27.025 .000
소계 2.90 2.87 2.23 1.53 2.40

계 2.90 2.87 2.23 1.53 2.41

부정적 
효과

치안불안⋅범죄증가 2.86 2.80 3.74 4.20 3.42 68.355 .000
지역공동체의식 파괴 2.88 2.87 3.69 4.28 3.44 27.025 .000
도박폐해⋅병리현상 3.18 3.04 3.87 4.41 3.64 68.355 .000
미풍양속 훼손 2.85 2.79 3.91 4.51 3.54 70.615 .000
자연환경문제 발생 2.70 2.63 3.98 4.49 3.49 56.954 .000
물가상승 3.15 2.98 3.85 4.49 3.62 112.998 .000
지역갈등 심화 3.42 3.12 4.21 4.40 3.82 67.197 .000

계 3.01 2.89 3.89 4.40 3.57 47.099

표 6. 거주지별 카지노입지의 지역발전효과에 대한 인식

공간  효과에서 지역주민의 43.5%가 정  효과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하여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균은 2.73으로 조  낮게 나타

났다. 항목별로 교통  근성 개선효과가 3.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   주거환경과 편익시설확충에 

한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의 연장율과 포장률은 

국평균(20.0%)에 비해 폐 지역 체평균(4.7%)은 

낮은 편이지만 정선의 경우 12.0%로 증가한 것은 카지

노 개장 기의 조기개통과 련된 것으로 단된다. 

사회⋅문화  효과에서 지역주민의 66.2 %가 정  

효과가  없거나 없다고 하고 13.1%는 약간 있거나 

매우 있다고 응답하여 부정  평가가 5배 이상 높게 나

타났다. 체평균은 2.11로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는 문화  오락기회 확 가 2.34 으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사회공헌활동에 한 효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폐 지역의 문화수 이 체 으로 낮은

편으로 삼척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는 화 이 없고 정

선은 종합 문병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월 등은 박물  수는 많지만 지역주민을 한 

시설이 아니라 객을 한 시설로 폐 지역 주민들

이 으로 즐겨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

여 사회·문화에 한 효과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카지노 입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정  효과에서 

체 지역주민의 56.4%는 약간 있거나 매우 크다고 응답

하 으며 20.4%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하여 부정

 평가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평균은 

3.56으로 부정  효과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지역갈등의 심화가 3.82로 가장 높으며 다

음으로 도박폐해  병리 상과 물가상승으로 나타났

다. 지역에 미친 부정 인 효과로서 도박폐해  병리

상으로 치안  5  강력범죄의 도와 폭력이 체

의 99.4%를 차지하고 있다. 가사탕진과 노숙자의 증가

를 가져온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해 카지노산업의 정

비와 육성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건 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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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주지별 지역발전 효과 인식
카지노 유치가 폐 지역의 지역발 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4개 시⋅군별로 지역

주민의 지역발 에 한 효과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하 다. 분석결과는 [표 6]와 같으며 모든 변수의 F통

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민의 거주지에 따

라 지역발 에 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다. 

정  효과에서 정선이 2.9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

로 태백 2,87, 삼척 2.23, 월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카지노가 입지한 정선이 가장 지역발 효과가 크고 

다음으로 근거리의 태백과 삼척이며 가장 원거리인 

월 순으로 지역발  효과를 주민들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효과에 한 주민들의 평가는 구체  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  경제  효과지표 

가운데 지역소득 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정선

군 주민의 정  평가 비 이 4개 시⋅군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창출효과  카지노 이익  환원, 외부재원 

유입은 태백시 주민이 가장 높게, 재정세입 증   부

동산 가치증 는 삼척시 주민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

다. 강원랜드 카지노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실증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  효과의 지표별 평가는 교통⋅ 근성에 한 

개선 효과에 해 삼척이 가장 높고, 시가지 정비 확충

효과는 태백이, 미 과 주거환경 개선효과와 편익시설 

확충은 정선의 지역주민이 정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카지노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실증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교류에 한 효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오락기회의 확 와 사회공헌활동분야는 태백시

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 효과와 교류확   

자 심 고취 효과는 정선군 주민이 가장 정 으로 평

가하고 있다. 이는 강원랜드 카지노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실증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카지노입지에 따른 지역발 의 부정  효과에 한 

지역주민의 체 평균은 3.57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월이 4.4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삼척(3.89), 정

선(3.01), 태백(2.89)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실증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카지노 입지지역과 원거리에 

치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수혜의 정도가 인 지역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2.3 거주기간별 지역발전 효과 인식
카지노 유치가 거주기간별로 지역주민의 지역발 에 

한 효과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는 [표 7]와 같으며 지역소득증 ,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카지노 이익 환원, 미 ⋅주거환경개선, 교류

확 ⋅자 심 고취, 문화⋅오락기회 확 , 자연환경문

제 발생 변수의 F통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민의 거주기간에 따라 이들 부분에서 지역발 에 

한 효과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 기간에 따른 카지노입지의 지역발  효과에 

한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면 카지노 개장(2000년) 이후

에 거주한 주민(2.52)이 석탄합리화 정책이 부터 거주

한 주민(2.36) 보다 카지노 입지의 지역발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일반 으로 거주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지역경제 발 에 한 정  인식이 낮을 

것이라는 Getz(1994)와 Johnson(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12][14].

이를 항목별로 보면 부분의 지표에서 강원랜드 개

장 이후 최근까지 거주한 주민들이 정 으로 평가하

고 있으나 교통  근성 개선효과는 오히려 석탄합리

화 정책이 부터 거주한 주민들의 정  평가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 개선과 편익시설 확충, 시가지 정비효과 

등은 강원랜드 개장 이 부터 거주한 주민들이 가장 높

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거주기간별 카지노입지에 따른 부정  효과

에 한 인식은 석탄합리화 정책이후 강원랜드 개장이

부터 거주한 주민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으며(3.72) 

다음으로 석탄합리화 정책이 부터 거주한 주민(3.53)

이었다. 이는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에 인구유출이 많았

음을 알 수 있으며 신하여 카지노 개발 붐을 타고 유

입된 인구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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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리화
정책이

강원랜드
평균 F P

개장 개장 후

긍정적 
효과

경제적 
효과

지역소득 증대 2.07 2.06 2.44 2.12 3.628 .027
고용창출 2.17 2.17 2.56 2.22 3.792 .023
지역경제 활성화 2.06 2.11 2.52 2.13 5.188 .006
재정세입 증대 2.80 2.71 2.84 2.78  .406 .666
부동산가치 증대 2.76 2.79 2.81 2.77  .088 .916
카지노이익금 환원 2.24 2.23 2.61 2.28 3.799 .023
외부자금 유입 2.02 2.10 2.30 2.07 2.560 .078
소계 2.30 2.31 2.58 2.33

공간적
효과

교통⋅접근성 개선 3.20 3.16 3.08 3.18  .372 .689
미관⋅주거환경 개선 2.61 2.74 2.37 2.61 3.509 .030
편익시설확충 2.58 2.71 2.38 2.59 2.691 .069
시가지 확대⋅정비 2.53 2.65 2.37 2.54 1.970 .140
소계 2.44 2.48 2.57 2.46

사회
·
문화
교류

사회공헌 활동 2.24 2.18 2.44 2.25 1.416 .243
인구감소 완화 1.85 1.92 2.12 1.90 2.462 .086
교류확대⋅자긍심 고취 1.92 2.00 2.30 1.98 5.249 .005
문화⋅오락기회 확대 2.26 2.45 2.52 2.34 3.380 .035
소계 2.35 2.39 2.51 2.39

계 2.36 2.40 2.52 2.39

부정적 
효과

치안불안⋅범죄증가 3.41 3.54 3.25 3.42 1.872 .155
지역공동체의식 파괴 3.42 3.58 3.27 3.44 2.338 .097
도박폐해⋅병리현상 3.60 3.72 3.67 3.64  .732 .481
미풍양속 훼손 3.49 3.71 3.42 3.54 2.682 .069
자연환경문제 발생 3.47 3.71 3.17 3.49 5.704 .003
물가상승 3.55 3.79 3.63 3.62 2.495 .083
지역갈등 심화 3.76 4.00 3.75 3.82 2.445 .087

 계 3.53 3.72 3.45 3.57

표 7. 거주 기간별 카지노 입지의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인식

2.4 카지노입지 혜택여부별 지역발전 효과인식
카지노유치가 폐 지역의 지역발 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 악하기 해 카지노입지 혜택여부별

로 지역주민의 지역발 에 한 효과인식에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치안불안⋅범죄증가를 

제외한 변수들의 F통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카지노입지 혜택여부에 따라 이들 부분에서 지역발

에 한 효과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카지노산

업 입지의 혜택 여부에 따른 지역발  효과에 한 

정 인 측면을 살펴보면 폐 지역의 체평균은 2.39로 

나타났다.    

직 인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이 3.07로 간 혜택

을 받는 집단과 혜택을 받지 않는 집단의 2.49와 2.2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공간  효과  교통⋅

근성 개선이 가장 높은 평균 3.18로 사회⋅문화교류 효

과  인구감소 완화가 가장 낮은 1.90로 조사되었다

지역발 효과에 따른 부정 인 효과인식은 입지혜택

을  받고 있지 않는 집단이 3.67로 직 혜택을 받는 

집단의 3.1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직 인 혜택

을 받고 있는 주민이 정 인 효과에 한 평가가 높

고, 혜택을  받지 않는 주민들은 매우 부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편익의 정도에 따라 상반되게 

평가하고 있을 알 수 있다.

2.5 카지노설립 이후 삶의 질 향상 효과 인식
지역발 은 경제 ⋅공간 ⋅사회  측면의 양  성

장도 요하지만 최근에는 질 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

으므로 카지노 입지에 따른 '삶의 질' 효과에 한 주민

인식을 조사하 다[8].

카지노 입지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한 인식 분석 

결과 [표 9]과 같다. 분석 결과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다

른 지역보다 행복하다', '이곳의 자연환경에 만족 한다'

를 제외한 변수들의 F통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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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혜택 간 혜택 없다 평균 F P

긍정적 효과

경제적 
효과

지역소득 증대 3.05 2.31 1.87 2.12 31.645 .000
고용창출 3.16 2.37 2.00 2.22 26.571 .000
지역경제 활성화 3.15 2.22 1.93 2.13 28.995 .000
재정세입 증대 3.35 3.00 2.58 2.78 15.509 .000
부동산가치 증대 3.25 2.91 2.63 2.77 8.975 .000
카지노이익금 환원 3.35 2.32 2.10 2.28 30.816 .000
외부자금 유입 3.00 2.14 1.90 2.07 28.382 .000
소계 3.19 2.47 2.14 2.34

공간적
효과

교통⋅접근성 개선 3.50 3.33 3.04 3.18 6.062 .002
미관⋅주거환경 개선 2.93 2.67 2.54 2.61 3.923 .020
편익시설 확충 2.93 2.64 2.50 2.59 4.546 .011
시가지확대⋅정비 2.83 2.60 2.46 2.54 3.652 .026
소계 3.05 2.81 2.64 2.73

사회
·
문화
교류

사회공헌 활동 3.20 2.31 2.08 2.25 24.259 .000
인구 감소 완화 2.60 1.95 1.77 1.90 16.582 .000
교류확대⋅자긍심고취 2.80 2.06 1.82 1.98 26.068 .000
문화⋅오락기회 확대 2.98 2.45 2.18 2.34 16.010 .000
소계 2.90 2.19 1.96 2.12

계 3.07 2.49 2.23 2.39

부정적 효과

치안불안⋅범죄증가 3.26 3.32 3.50 3.42 2.279 .103
지역공동체의식 파괴 3.18 3.34 3.54 3.44 4.049 .018
도박폐해⋅병리현상 3.33 3.56 3.73 3.64 3.854 .022
미풍양속 훼손 3.13 3.44 3.65 3.54 6.328 .002
자연환경문제 발생 2.80 3.46 3.61 3.49 11.529 .000
물가상승 3.11 3.59 3.71 3.62 6.925 .001
지역갈등 심화 3.25 3.78 3.92 3.82 7.707 .000

계 3.15 3.50 3.67 3.57

표 8. 카지노입지 혜택여부별 카지노 입지의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인식

구  분

 없다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계 5 리

커트
F P(1) (2) (3) (4) (5)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카지노개발 전 보다 가정생활이 행복해졌다. 262 37.4 241 34.4 134 19.1 47 6.7 16 2.3 700 100 2.02 24.610 .000

카지노개장 전 보다 일과 삶에 만족을 느낀다. 274 39.1 238 34.0 123 17.6 54 7.7 11 1.6 700 100 1.98 32.676 .000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행복하다. 164 23.4 189 27.0 188 26.9 95 13.6 64 9.1 700 100 2.58 1.037 .355

경제수입이 좋아졌다. 317 45.3 211 30.1 95 13.6 59 8.4 18 2.6 700 100 1.92 50.235 .000

지역의 이웃관계가 좋아졌다. 231 33.0 224 32.0 213 30.4 24 3.4 8 1.1 700 100 2.07 9.890 .000

건강이 좋아졌다. 207 29.6 209 29.9 239 34.1 32 4.6 13 1.9 700 100 2.19 4.082 .017

종전보다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231 33.0 224 32.0 150 21.4 74 10.6 21 3.0 700 100 2.18 10.797 .000

생활환경(교육, 보건·편익시설)에 만족한다. 235 33.6 248 35.4 143 20.4 60 8.6 14 2.0 700 100 2.10 12.850 .000

이곳의 자연환경에 만족 한다. 123 17.6 169 24.1 165 23.6 152 21.7 91 13.0 700 100 2.88 .676 .509

나는 지역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316 45.1 202 28.9 125 17.9 41 5.9 14 2.3 700 100 1.91 11.602 .000

나는 장래에 꿈과 희망이 있다. 193 27.6 170 24.3 174 24.9 112 16.0 51 7.3 700 100 2.51 9.224 .000

이 지역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196 28.0 186 26.6 196 28.0 86 12.3 36 5.1 700 100 2.40 9.494 .000

계 32.7 27.8 23.1 9.9 4.2 100 2.17

표 9. 카지노 입지의 삶의 질 향상효과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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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측면의 효

과에 한 지역 주민의 의식을 종합 으로 보면 응답의 

60.5%가  없거나 없다고 하고 14.1%만의 주민은 

약간 있거나 매우 크다고 응답하여 부정  평가가 4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 평균이 2.17로 지역주민들은 카지노 입지가 주

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 구체 으로 ‘삶의 질’ 효과 에 ‘이곳의 자

연환경에 한 만족효과’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행복하

다’ 2.58로 다른 지표보다는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제수입이 더 좋아졌다’는 1.92로, ‘카지노 개

장 보다 일과 삶에 만족을 느낀다.’는 1.98로, ‘나는 지

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1.88로 가장 낮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 Carmichael(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

으로 지역주민들은 카지노 개장 과 비교하여 각종 범

죄 증가와 지역사회의 미풍양속 훼손 등으로 지역 이미

지가 히 훼손되었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인

식하고 있다[11]. 한 주민이 폐 지역의 각종 정책에 

제 로 참여하지 못하여 참여와 자 심 등 ‘삶의 질’에 

부정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강원랜드 카지노산업의 입지가 강원도 폐 지역에 

미친 향을 평가하기 해 사회부문의 사회  변화와 

정주여건 변화, 경제부문의 지역경제변화와 지원사업

의 경제유발효과, 재정부문의 재정자립도, 공간부문의 

공간구조의 변화, 사회  기여 부문의 사회기여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5]. 평가지표는 표 화된 

지표가 없어 평가의 객 성 확보차원에서 정성  평가

를 최소화하고 정량  평가 주로 분석하 다. 분석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문에서 카지노개장 이후(2005년-2010년)

인구감소율이 3.14%로 크게 완화되어 카지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 폐 지역 4개 시⋅군의 노령화지수는 국  강원

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비한 책이 시

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경제부문에서 카지노 체산업의 고용효과는 

과거 업종사자 수와 비교해 보면 9.3%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지난 10년간(2000년-2010년) 지역

총생산액 변화를 보면 폐 지역의 경기가 국  강원

도에 비해 더 침체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카

지노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이 크지만 과거 탄

산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출, 소득증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부문에서 재정자립도는 2010년을 기 으로 국 

52%  강원도 27%에 비해 폐 지역은 18.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공공 산의 지역개발 투자지원 사업으

로 약 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았으나 그 효과가 지

역 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

었다[12].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폐 지역에서 카지노산업의 

입지 효과에 한 인식을 지역주민을 상으로 살펴보

았다. 이를 해 15개 지표에 한 정성  분석을 실시

하 으며 분석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역발  효과 인식에서 지역주민들은 카지노 입지

에 따른 효과에 해 체의 55.6%가 정  효과가 

 없거나 없다고 했으며 19.8%만 약간 있거나 매우 크

다고 응답하여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간  효과의 정비율이 26.4%로 

가장 높고, 경제  효과와 사회문화  효과는 각각 

20.1%, 13.1%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의 지역발 에 한 효과인식에 차이가 있

는지 분석한 결과 거주지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거주기

간⋅과거 업 종사여부⋅강원랜드 취업여부⋅카지노

입지 혜택여부⋅카지노 출입여부에서는 부분 인 변수

에서 지역발 에 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13].

투자 사업이 SOC 등 하드웨어  투자를 지양하고 지

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직  효과가 있는 건강 

 지역인재 육성을 한 의료·교육 등 소 트웨어투자

로 환이 필요하다. 형 문병원과 명문학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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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강력한 지역리더의 배출

을 한 인재 양성함으로서 지역인구 유입을 진하여 

지역발 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  사명도 수행하여 

지역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략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한 석탄의 체산업으로 유치된 기업은 운 수익

을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

도록 지역재생 로그램을 개발하여 극 추진해야 한

다. 본 연구는 강원남부 폐 지역의 카지노 정책을 

심을 한 사례 연구로 폐 지역 진흥정책 체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인 보완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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