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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정책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

다. 그러나 고도 정책은 재원의 부족, 주민에 대한 규제, 주민지원 사업의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적은 고도 정책 관계자(공무원,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도 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족도 조사 결과,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 정책 요

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생활에 대한 규제 완화, 주민지원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주

민·전문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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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얼과 혼이 담겨있는 소중한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

화재 주변의 각종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문화재를 보존·관

리해 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규제 중심의 문화재 보존정

책은 문화재 주변의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역사문화도시를 

보존하면서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

화를 이룬 전통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

하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역사문화도시 고도古都의 정

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도 향상시키려는 고도보

존육성정책(약칭 ‘고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도

보존육성을 위한 정책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정립·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다. 또한, 고도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고도 사업에 대한 문

제점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공식화, 객관

화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지금

까지 고도에 대한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상

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古都에 대

한 실증적 분석과 연구를 기반으로 고도의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

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 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과 고도 주체

(공무원·주민·전문가)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현재 고도보

존육성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나아가, 만족도 분석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고도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현재 고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

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

위는 고도보존육성정책에 대하여 고도 관계자(공무원, 주민, 

전문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가 가

지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고도보존육성정책의 주요 구

성요소는 고도보존계획, 고도사업, 추진체계, 인력 구조, 예

산, 건축물, 주민지원 사항 등으로 볼 수 있다. 시간적 범위는 

고도보존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고도보

존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를 주 범위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고도 정책과 관련된 문헌

과 자료를 조사하였다. 특히, 고도에 대한 기초조사 후에 

수립된 국토연구원의 고도보존계획을 통해 현황 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음에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고도 지역

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도

에 대한 인식 정도와 고도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

여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

지 고도 관계자 2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

지 중 유효하게 작성된 총 220명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설문지 내용을 기초로 만족도에 대한 통계분석

을 실시하여, 만족도 분석 결과에 따른 고도 정책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나아가 분석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향후 고도보존육성정책의 활력화 방안을 마련하

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고도 정책 현황 분석

1. 고도보존육성정책 성립 배경

1) 고도古都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고도古都는 ‘옛 도읍’1이라 정의하기도 

하고, ‘옛 수도’2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도읍은 서울, 수도, 작

1   국립국어원, 2015, 『표준국어대사전』.

2   민중서림, 2014, 『엣센스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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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회지를 의미한다. 수도는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를 말한다. 도성都城은 임

금이나 황제가 있던 도읍지가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데서 이르던 말로 서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고도古都

는 왕궁이 있던 수도로서 옛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

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법률적 의미로 고도古都

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

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2조).

2) 고도보존육성정책 추진 과정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

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도를 전후해서는 문화재를 보

호하면서 주민생활과 역사문화환경도 고려한 새로운 시도

가 일기 시작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뒷 받

침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3

이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도에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

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4으로 개정(시행 

2012.7.22.)하여 주민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보완·강화

하기에 이르렀다.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하여 수립된 고도보

존계획은 4개 고도 시장·군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

화재청장에게 위임)에게 승인 요청하여 문화재청장이 승인

(2012.3.5.)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고도

보존계획 추진 관련 기관(단체)은 크게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주민협의회로 대별할 수 있다. 중앙정부로서 문화재청

은 고도보존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다. 지방자치단체는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고도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고도의 주민들로 구

성된 주민협의회는 고도보존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고, 주민을 위한 자발적 참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고도보존육성정책 현황 분석5

1) 고도보존계획6 내용

고도보존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범위는 4개 고도별로 시범지구로 

지정(2012. 3. 관보고시)된 지역에 한정되는 데 자세한 범위

는 아래(시범지구 범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시간적 범위

로는 2012년 3월에 문화재청장이 승인한 고도보존계획에 

의거하여 2012년~2021년까지 10년간으로 한다. 내용적 범

위는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역사적문화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시범지구 선정 및 범위 

고도의 전체 범위는 아주 넓기 때문에 전체를 지구로 

지정하면, 모든 지역이 규제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가중되

고, 사업비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

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에 꼭 필요한 일정 지역만을 시범

지구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범지구가 선정되

었다. 선정된 지구 지정 면적은 총 13,097필지 894.4만m2 

로, 경주지구는 277.1만m2, 부여지구는 292.4만m2, 공주지

구는 203.6만m2, 익산지구는 121.3만m2이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현 보존육성지

구)의 범위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3   약칭 ‘고도보존특별법’이라 함.

4   약칭 ‘고도보존육성특별법’이라 함.

5   이하 내용은 국토연구원, 2011, 『경주고도보존계획』을 참고하여 분석하였음.

6   2011년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으로 「고도보존계획」의 명칭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바뀌었음. 그러나, 고도보존계획 내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당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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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보존계획(사업) 주요 내용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된 고도보존사업은 총 81개 사업

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역사적문화환경의 보존육성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경주는 신라왕궁정비, 도심고분공원 조성 사업, 경

주읍성 복원 사업, 한옥주택 지원 사업, 소공원 조성 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부여는 주요사

업으로 사비왕궁터 발굴 정비, 부소산 경관 정비, 사비나성 

복원, 노후주택 정비 사업, 상업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21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주는 공산성 정

비, 고마나루 경관 회복, 제민천 정비, 고도 환경개선, 한옥형 

주거 단지 조성 등 1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산은 금

7   출처 : 국토연구원, 경주 고도보존계획, 2011, p.136. 

 ※ 「역사문화환경지구」는 2011년 고도보존육성특별법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명칭 변경됨(이하 같음).

8   출처 : 국토연구원, 부여 고도보존계획, 2009, p.161.

9   출처 : 국토연구원, 공주 고도보존계획, 2009, p.169.

10   출처 : 국토연구원, 익산 고도보존계획, 2009, p.202.

그림 1.  경주 고도지구 현황7

그림 3.  공주 고도지구 현황9

그림 2.  부여 고도지구 현황8

그림 4.  익산 고도지구 현황10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사비왕궁지구 지정(안)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사비왕궁지구 경계
리경계

지적경계

등고선

하천

시범지구경계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시범지구경계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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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토성 정비, 익산향교 정비, 옥룡천 물길 회복, 이주 단지 

조성 사업 등 17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2012년 

승인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10년간 총 13,4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비가 5,274억원, 지방비 2,260억원, 민

자 등 기타 예산은 5,965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경주가 4,050

억원, 공주 3,230억원, 부여 2,567억원, 익산 3,652억원이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이

라고 할 수 있다.

Ⅲ. 고도 정책에 관한 만족도 조사 연구

1. 만족도 조사 목적

고도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도보존계획

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고, 문화재가 효율적으로 보존·활용

되고, 주민생활이 향상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조

직과 인력, 예산 등 법적·제도적 요인이 원활히 작용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내용들이 실제로 원활히 추진

되고 있는지, 고도 정책 성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고도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부

족한 실정이다. 다만, 고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부분적이

고, 산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문화

재청에서 발행한 「고도보존계획 백서」(2012, p51)에서는 고

도보존특별법을 고도육성특별법으로 개정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 피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주 고도보존계획」(2011, p65)에서는 문화

재 관련 규제로 인해 도심 및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있어 고

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어려움이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 새롭게 수립된 「공주 고도보존육

성기본계획」(2014, p181)에서도 구도심은 공동화되고 낙후

되어 있으며, 노후한 주거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언론매체(대전일보 2009.12.10.)에서도 주민지원 사업이 제

대로 추진되지 않아 고도 주민들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고도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각각 산발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어

떠한 기준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는지 객관적 근거

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도 정책의 문제점

을 전체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만

족도) 조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는 고도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고도의 주요 관

계자인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전문가 22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고도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를 고려

하여 20개의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고도 정책은 고도보존

법을 근거로 고도보존계획에 의하여 고도의 문화유산을 효

율적으로 보존하고,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

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요한 정책적 요소는 위에

서 제시한 고도보존육성정책 분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고

도보존계획, 문화재 보존 활용, 주민생활 요소 등 고도 정책

과 관련된 요소를 20개의 설문 문항으로 작성하였고, 이를 

다시 유사한 종류별로 그룹화하여 8개의 만족도 요인(고

도계획·지구, 법·제도, 재원·예산, 문화재, 주민 활동, 거버

넌스, 지역 경제, 대외 관계)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위의 설

문 내용에 대해 고도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도 관

계 공무원, 지역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도 정책에 대

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고도 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하여 설문내용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고도 정

책의 주요 관계자의 만족도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조

사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만족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고도 정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실증적이

고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하고자 고도 정책 요인을 다음 그



99  Lee Wang-Kee   고도古都보존육성에 관한 만족도 조사 분석 

림과 같이 고도계획·지구, 법·제도, 재원·예산, 문화재, 주

민 활동, 거버넌스, 지역 경제, 대외 관계 등 8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8개 정책 요인에 대하여 고도 

관계자(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도 정책 요인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 공무원 등 고도 관계자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로 정하여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요인과 만족도 분석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은 <그림 5>와 같다.

2) 가설 설정 

상기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고도 정책 요인이 공

무원, 주민, 전문가 등 고도 관련 주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설)“고도 정책 요인들은 고도 주체(공무원, 주민, 전문가)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기 가설에 대해서

는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후반부에서 가설 검증 절차를 거

치고자 한다. 

3. 만족도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만족도 조사 대상은 4개 고도지구의 주민 및 경주·

부여·공주·익산시의 공무원, 그리고 고도와 관련된 전문

가를 중심으로 하였다. 설문 문항은 고도 정책과 관련된 내

용 중심으로 고도보존계획 및 문화재 보존 활용, 주민생활, 

법과 제도, 예산 등을 중심으로 총 20개 항목으로 설문지

를 작성하였으며, 만족도 조사는 2015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30부를 대상자에게 직

접 배포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배포하였으며, 같은 방

법으로 223부를 수집하여, 이 중 부실하게 작성된 3부를 

제외한 총 220부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대상을 주체별

로 보면, 공무원이 47명, 주민이 124명, 전문가는 49명이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주시 42명, 부여군 60명, 공주시 53

명, 익산시 44명, 기타는 21명이다.

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고도 정책 관련 요인으로 고도

계획·지구, 법·제도, 재원·예산, 문화재 보존 활용, 주민생

활, 거버넌스, 지역 경제, 대외 관계 등 8개 영역으로 분류

하고, 이를 다시 20문항으로 세분하였다. 먼저, 고도 계획·

지구에 대한 문항내용은 고도보존육성계획의 수립, 고도

의 지정지구 범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법·제

도에 관한 내용은 고도관련법의 정비, 고도 행정조직의 구

성·운영,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사 안정성 등이 주요 내용

이다. 재원·예산은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와 주민지원 사업

의 예산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재 보존 활용에 

대한 내용은 고도지역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과 무형문

화유산의 보존·활용사항 그리고, 역사 문화 환경의 정비·

개선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주민생활은 주민 지원 사업의 

보상 진행, 주민의 복지 향상, 주민 참여 활동 중심으로 구

성하였다. 거버넌스는 연구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관계주

체간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지역 경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대외 

관계는 고도 정책의 교육·홍보, 고도 정책과 세계유산정책

의 연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자세한 설문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다.

전문가

만족도

주민

만족도

공무원

만족도

만족도

[종속변수]

A  고도 계획·지구

B  법·제도

D  문화재 보존·활용

G  지역 경제

C  재원·예산

F  거버넌스

E  주민생활

H  대외 관계

정책 요인

[독립변수]

그림 5.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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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학적 분석

1) 빈도 분석(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 분석에 응한 220명을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주체별, 직업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이 131명이

고 여성이 88명으로 남성이 59.5%, 여성이 40.0%를 차지하

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20대가 12명, 30대가 30명, 40대가 

59명, 50대 이상이 116명으로 20대 5.5%, 30대 13.6%, 40

대 26.8%, 50대 이상 52.7%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61명, 대졸 108명, 대학원졸 51명으로 고졸 이하가 27.7%, 

대졸이 49.1%, 대학원졸이 23.2%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주 42명, 공주 53명, 부여 60명, 익산 44명, 기타 21명으

표 1.  설문지 문항 내용

구분 분야 문항 내용 문항수

고도

정책 
요인

A 고도 계획 · 지구
A01 고도보존육성계획의 수립·구성

2
A02 고도의 지정지구 범위

B 법 · 제도

B01 고도관련법의 정비

4
B02 고도 관련법의 주민 재산권 보호 

B03 고도 행정조직의 구성·운영

B04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사 안정성

C 재원 · 예산
C01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

2
C02 주민지원 사업의 예산 지원

D 문화재 보존·활용

D01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3D02 무형문화유산의 보존·활용

D03 역사 문화 환경의 정비·개선

E 주민생활

E01 주민 지원 사업 보상 진행

3E02 주민복지 향상

E03 주민 참여 활동

F 거버넌스
F01 연구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2
F02 관계 주체간의 네트워크

G 지역 경제
G01 지역 경제의 활성화

2
G02 관광활성화

H 대외 관계
H01 고도 정책의 교육·홍보

2
H02 고도 정책과 세계유산정책 연계

소계 20

인구 통계
학적 요인

성별 ①남성, ②여성 1

연령 ① 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1

학력 ①고졸 이하, ②대졸, ③대학원졸 1

거주지별 ①경주, ②공주, ③부여, ④익산, ⑤기타 1

주체별 ①공무원, ②주민, ③전문가, ④기타 1

직업별 ①자영업, ②직장인, ③무직(가사), ④기타 1

소계 6

합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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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주 19.1%, 공주 24.1%, 부여 27.3%, 익산 20.0%, 기타 

9.5%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공무원 47명, 주민 124명, 전

문가 49명으로 공무원 21.4%, 주민 56.4%, 전문가 22.3%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31명, 직장인 111명, 무직(가

사) 43명, 기타 35명으로 자영업 14.1%, 직장인 50.5%, 무직

(가사) 19.5%, 기타 15.9%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설문에 응

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2) 타당성 분석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거나 다른 연구에서 개발되

어 검증된 척도를 현재의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몇 개의 요인으로부터 반영되어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일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다(유성모 2013).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KMO(Keiser-Meyer-Olkin) 측도 사용 방법을 통하여 분

석하였다. KMO 측도가 0.9이상이면 매우 흡족하고 일반

적으로 0.7이상이면 요인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분석 결

과 KMO 측도의 값이 0.919로 0.9이상이고 p값이 기준치

인 0.05보다 훨씬 작은 0.000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요인분

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20개 문항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20개 문항을 8개의 요인으로 

줄였기 때문에 비율은 40%가 되겠지만, 누적 %를 살펴보

면 78.086%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0% 이상

의 누적 설명력을 보이면 요인의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8개 요인의 분산 누적률이 78.086%로 

나타나 상당히 설명력이 높다고 하겠다. 고도 정책 요인을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빈도 분석(인구통계학적 분석)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31 59.5

여성 88 40.0

연령

20대 12 5.5

30대 30 13.6

40대 59 26.8

50대 이상 116 52.7

학력

고졸 이하 61 27.7

대졸 108 49.1

대학원졸 51 23.2

거주지

경주 42 19.1

공주 53 24.1

부여 60 27.3

익산 44 20.0

기타 21 9.5

주체별

공무원 47 21.4

주민 124 56.4

전문가 49 22.3

직업별

자영업 31 14.1

직장인 111 50.5

무직 43 19.5

기타 35 15.9

표 3.  고도 정책 요인의 타당성 분석

요인 변수 요인적재량 분산(%) 누적(%)

1
C01 0.734

13.729 13.729
C02 0.713

2
G01 0.757

11.835 25.564
G02 0.611

3
A01 0.771

11.115 36.678
A02 0.812

4

B01 0.467

11.092 47.771
B02 0.742

B03 0.770

B04 0.747

5

D01 0.830

9.271 57.041D02 0.663

D03 0.416

6
H01 0.783

8.773 65.815
H02 0.567

7

E01 0.716

6.468 72.282E02 0.608

E03 0.694

8
F01 0.592

5.804 78.086
F02 0.416

KMO=0.919, Bartlett=2309.752,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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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도 정책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

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고도 계획·지구, 법·제도, 재

원·예산 등 8가지 요인으로 나뉜 각 변수들의 신뢰성을 측

정하였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크론바흐 알

파(Cronbach's-α)는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를 재는 것으로 하나의 척도로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α)가 0.75를 넘으면 내적 일치도는 만족스럽다

고 하고, 최소한 0.6 이상은 되어야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일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박영옥 외 4명 2013). 

본 연구에서 각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변수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α)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도 정책 만족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만족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만족도 분석 결과(평균값 분석)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만족도 

평균값은 2.82로 나타났다.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이 2.32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주요 내용 Cronbach's-α

A. 고도 계획·지구
A01. 고도보존육성계획의 수립·구성

0.764
A02. 고도의 지정지구 범위

B. 법·제도

B01. 고도관련법의 정비

0.754
B02. 고도 관련법의 주민재산권 보호 

B03. 고도 행정조직의 구성·운영

B04.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사 안정성

C. 재원·예산
C01.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

0.682
C02. 주민지원 사업의 예산 지원

D. 문화재 보존·활용

D01.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0.762D02. 무형문화유산의 보존·활용

D03. 역사 문화 환경의 정비·개선

E. 주민생활

E01. 주민 지원 사업 보상 진행

0.715E02. 주민복지 향상

E03. 주민 참여 활동

F. 거버넌스
F01. 연구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0.728
F02. 관계 주체간의 네트워크

G. 지역 경제
G01. 지역 경제의 활성화

0.843
G02. 관광 활성화

H. 대외 관계
H01. 고도 정책의 교육·홍보

0.714
H02. 고도 정책과 세계유산정책 연계

Cronbach's-α=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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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원 확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부정적인 항목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며 고도 정책과 관련한 재원 확보

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고도보존육성계획 수

립·구성의 적절함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2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도보존육성계획의 수립과 구성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항목에 관한 만족

도는 <표 5>와 같다. 

상기 만족도 평균값에서 본 바와 같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이었다. 만족

도가 낮다는 것은 그 만큼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

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를 거

주지별, 주체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먼저, 거

주지별 만족도에서 익산의 만족도 평균은 1.73이고 공주, 경

주, 부여의 만족도 평균은 각각 2.42, 2.43, 2.65로 나타났다. 

이는 익산시 거주자가 공주, 경주, 부여 거주자 보다 상대적

으로 고도사업의 재원에 대한 불만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익산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익산시에 지원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도사업

의 재원 확보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F=10.378, p<0.05). 즉, 거주지에 따라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주체별 만족도를 살펴 보면, 공무원 만족도는 2.38, 

주민의 만족도는 2.33, 그리고 전문가의 만족도는 2.44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의 수준 통계 분석에

서도 주체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0.359, p>0.05). 이것은 주체별 차이

는 없으나 전체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

되면 공무원, 주민, 전문가 모두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와 주체별에 대한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에 대한 만족도 분석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에 대한 거주지별, 주체별 만족도

구분 N 만족도(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거주지별

경주 42 2.43b 0.770

10.378 0.000

공주 53 2.42b 0.719

부여 60 2.65b 0.917

익산 44 1.73a 0.585

기타 21 2.19ab 0.512

주체별

공무원 47 2.38 0.922

0.359 0.699주민 124 2.33 0.793

전문가 49 2.24 0.751

*p<0.05, **p<0.01, ***p<0.001

a : 사후분석에서 부집단 1, b : 사후분석에서 부집단 2

표 5.  전체 항목별 만족도(평균값 분석)

구분 항목 전체 평균 순위

A01 고도보존육성계획의 수립·구성 220 3.28 1

A02 고도의 지정지구 범위 220 3.09 2

B01 고도 관련법의 정비 220 2.93 5

B02 고도관련법의 주민재산권 보호 220 2.55 19

B03 고도행정조직의 구성·운영 220 2.92 6

B04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사안정성 220 2.87 11

C01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 220 2.32 20

C02 주민지원 사업의 예산 지원 220 2.59 18

D01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220 2.97 4

D02 무형문화유산의 보존·활용 220 2.72 15

D03 역사 문화 환경의 정비·개선 220 2.81 12

E01 주민 지원 사업 보상 진행 220 2.60 17

E02 주민복지 향상 220 2.75 14

E03 주민 참여 활동 220 2.90 9

F01 연구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220 2.90 8

F02 관계 주체간의 네트워크 220 2.88 10

G01 지역경제의 활성화 220 2.77 13

G02 관광 활성화 220 2.71 16

H01 고도 정책의 교육·홍보 220 2.90 7

H02 고도 정책과 세계유산정책 연계 220 2.98 3

전체

평균
2.82

11   이와 같이 20개 항목에 대한 거주지별, 주체별 만족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만족도가 가장 낮은 재원 확보 항목에 대한 만족도만 서

술하고 이하 항목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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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 분석 결과, 만족도 

상위 5개 그룹은 고도보존계획(만족도 3.28), 고도의 지정

지구 범위(만족도 3.09), 고도 정책과 세계유산정책 연계(만

족도 2.98), 문화재의 보존 활용(만족도 2.97), 고도 관련법

의 정비(만족도 2.93) 등이다. 반면에 만족도 하위 5개 분야

는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만족도 2.32), 고도 관련법의 주민 

재산권 보호(만족도 2.55), 주민지원 사업의 예산 지원(만족

도 2.59), 주민지원 사업 보상(만족도 2.60), 관광 활성화(만

족도 2.7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도가 낮은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만족도

를 높일 정책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

다. 특히, 만족도 하위 그룹에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주민지

원 사업 등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

목하여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설검증 결과 및 시사점

1)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도 정책 요인들은 고도 주체(공무

원, 주민, 전문가)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개별 문항을 8개의 정책 요인으로 분류하고 독립변수

인 각각의 정책요인이 종속변수인 주체별(공무원, 주민, 전

문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R2(결정계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의미하는 통계량이다. 일

반적으로 좋은 회귀 모형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40% 이

상의 설명력이 요구되며, 60% 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낼 경

우 매우 훌륭한 연구결과로 간주한다(유성모 2013). 베타

(β)는 표준화 회귀계수로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로 종속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활용한다. 베타(β)값이 클수록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판

단한다. 베타(β)값이 0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때 쓰이는 방

법으로 p값이 있는 데, p값이 기준인 0.05보다 작다면 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p값

이 0.05 이상으로 나온다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도 정책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고도 주체(공무원, 

주민, 전문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만족도에 대한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p 영향

공무원

(R2=0.821)

A 고도 계획·지구 0.047 0.710

B 법·제도 0.177 0.183

C 재원·예산 0.200 0.048 정(+)

D 문화재 보존·활용 0.092 0.363

E 주민생활 0.115 0.344

F 거버넌스 0.325 0.018 정(+)

G 지역 경제 0.211 0.055

H 대외 관계 - 0.007 0.945

주민

(R2=1.000)

A 고도 계획·지구 0.146 0.000 정(+)

B 법·제도 0.217 0.000 정(+)

C 재원·예산 0.123 0.000 정(+)

D 문화재 보존·활용 0.165 0.000 정(+)

E 주민생활 0.180 0.000 정(+)

F 거버넌스 0.122 0.000 정(+)

G 지역 경제 0.151 0.000 정(+)

H 대외 관계 0.125 0.000 정(+)

전문가

(R2=1.000)

A 고도 계획·지구 0.146 0.000 정(+)

B 법·제도 0.259 0.000 정(+)

C 재원·예산 0.122 0.000 정(+)

D 문화재 보존·활용 0.205 0.000 정(+)

E 주민생활 0.179 0.000 정(+)

F 거버넌스 0.137 0.000 정(+)

G 지역 경제 0.138 0.000 정(+)

H 대외 관계 0.157 0.00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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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공무원의 만족도 영향 검증 결과, 고도 계획과 지구 

범위, 법·제도, 문화재 보존·활용, 주민생활, 지역 경제, 대

외 관계는 유의 확률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공

무원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유의 확률 p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값

을 가지는 거버넌스와 지역 경제 요인이 공무원의 만족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타(β)값

을 보면 거버넌스의 값이 0.325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큰 값은 지역 경제로 베타(β)값이 0.211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버넌

스 관련 정책과 지역 경제와 관련한 정책 개선을 통해 공무

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주민의 만족

도 영향 검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 확률 p값이 유의수

준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고도 정책 요

인이 주민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베타(β)값을 보면 법·제도의 값이 0.217로 가장 높음

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값은 주민생활로 베타(β)값이 

0.180이고, 세 번째로 큰 값은 문화재 보존·활용으로 베타

(β)값이 0.16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베타(β)값을 가지는 고도 정책의 요

인 중 법·제도, 주민생활, 문화재 보존·활용에 대한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의 만족

도 영향 검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 확률 p값이 유의수

준 0.05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고도 정책 요인

이 전문가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베타(β)값을 보면 법·제도의 값이 0.259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값은 문화재 보존·활용으로 베타

(β)값이 0.205이고, 세 번째로 큰 값은 주민생활로 베타(β)

값이 0.179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베타(β)값을 가지는 고도 정책의 요

인 중 법·제도, 문화재 보존·활용, 주민생활에 대한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

제 중심의 문화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문화재 중심의 규제 정책

은 문화재 주변의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의 쇠퇴

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고자 고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고도보존계획이 수

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고도보존계획은 아직은 초

기 단계이고 재원의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과 

주민지원 사업의 부진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고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

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는 

고도 정책의 문제점을 고도와 관련된 지역과 고도 관련 관

계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객관적이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고도보존육성계획의 수립·구성의 적절함에 대한 만족도

의 평균이 3.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

의 지정지구 범위 만족도는 3.09, 고도 정책과 세계유산정

책 연계 만족도는 2.98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반면에, 고도사업의 재원 확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원 확보

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재원 확보 정책의 필요성이 크

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낮게 나온 만족도는 

고도 관련법의 주민 재산권 보호에 관한 만족도로 2.55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낮게 나타

난 만족도는 주민지원 사업의 예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로 

2.59로 분석되었는 데, 이것은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만족

도가 낮은 하위 그룹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고 하겠다. 특히, 만족도 하위 그룹에 주민 재산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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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주민지원 사업 등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 집중되어 있

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시

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도 정책 요인이 고도 관계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고도 정책 요

인들은 고도 주체(공무원, 주민, 전문가)의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회귀분석 방

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공무원의 만족도 영향 검증의 

결과, 유의 확률 p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거버넌스와 지역경제요인이 공무원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타(β)값을 보면 거버

넌스의 값이 0.325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큰 

값은 지역 경제로 베타(β)값이 0.21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관련 정책 

및 지역 경제와 관련한 정책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만족

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주민의 만

족도 영향 검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 확률 p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타(β)값을 보면 

법·제도의 값이 0.217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로 큰 값은 주민생활로 베타(β)값이 0.180이고, 세 번째로 

큰 값은 문화재 보존·활용으로 베타(β)값이 0.165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높

은 베타(β)값을 가지는 고도 정책의 요인 중 법·제도, 주민

생활, 문화재 보존·활용에 대한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필

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의 만족도 영향 검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 확률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베타(β)값을 보면 법·제도의 값이 0.259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값은 문화재 보존·

활용으로 베타(β)값이 0.205이고, 세 번째로 큰 값은 주민

생활로 베타(β)값이 0.179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베타(β)값을 가지는 

고도 정책의 요인 중 법·제도, 문화재 보존·활용, 주민생활

에 대한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고도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을 고도 정책의 주체인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고도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도 정책의 문제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도 정책의 주요

한 문제점은 재원의 부족, 주민에 대한 규제, 주민지원 사업

의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 주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공무원, 주민, 전문가 그룹, 그

리고 고도 정책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

축하고 고도의 정책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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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atisfaction Survey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Ancient Capital Citie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Korea's revitalization policy on the ancient capital cities, which has been set out for 

preserving and improving living quality of the local communities. Since it was established, the policy has faced 

with constant challenges such as the lack of funding for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a set of recommendation on the problems on the policy. In order for the study, 

it takes objective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blems of the policy by executing survey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stakeholders and policy-makers on the present policy. The survey has display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1. subsidize more budget, 2. set out a policy to reduce the inconvenience of local communities 3. 

establish a supportive program to help the present promotion policy. In addition, the survey analysis has proved 

that the elements of revitalization policy affect to the increase of satisfaction. 

It concludes with a set of recommendation, 1. to secure sufficient budget to implement the policy; 2. to 

reduce a restriction of individual rights; 3. to promote the supporting program of local community; 4. to establish 

governance system with officers, experts, residents, and research institutes.  

Lee Wang-Keea·Jeon Chil-So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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