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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시철도 사업 중에서 신교통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용인의정부부산-김해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중이며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신교

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신교통 시스템은 철도 및 교통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만 일반의 시민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대중교

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교통 시스템은 당

초 지하철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어 노선은 지하구간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설계단계에서 처음으로 고가

구조물로 파악하게 되었고 또한 신교통 시스템의 특징에 의

해 그 구조물의 규모도 상이한 것으로 이해되어, 도시환경, 경

관, 소음 등에 의해 사적 재산권의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들 신교통 시스템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해서는

기본계획단계에서 행정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

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 기본계획 단

계에서 정보 공유나 의사 표명의 기회가 공청회만으로 제한

되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철도 사업의 절차에서 주민참

여(Public Involvement:PI) 형식으로써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가 시행되고 있으나 계획·설계 단계에서 노선 주변 주민

의 의견에 대해 Feed-Back 할 기회가 없어 철도 계획의 타당

성과 그 계획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설계단계에서 건설의 필요성과 공익성에 관한 논쟁이 표면

화되어 노선에 대한 반대 의견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

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계획에서 PI

의 이론이나 실시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PI 제도에 관

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PI 활동에 착안한 실

증 분석에 기초하여 계획 절차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의 효과

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

서 철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사

업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PI 활동이 실질적으로 어

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PI가 철도사업의 절차 상에서 계획단계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nflict management considering justification of planning decision by

public involvement (PI) in the context of Korea as an approach to prevent conflicts for railway projects and to achieve con-

sensus building between public and governments.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railway planning, we examined the before and after survey on the light rail transit (LRT) planning that was pre-

viously conducted. We first conducted estimation on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related to acceptance of LRT

planning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onflict management activities and acceptance are

positively related. We also discussed as follows: the level of recognition of railway project influences positive effects

regardless of conflict management activities, the most important factor with respect to the acceptance is awareness for plan-

ning necessity.

Keywords : Public involvement:PI, Justification of plann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eptance conciousness

초 록 본 논문은 신교통 시스템인 경량전철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 추진과정에 진행하여 온 국민참여

(Public Involvement) 활동 사례를 대상으로 정보공유 이전과 이후의 신교통(LRT) 기본계획(Master Plan)에 대한

수용의식의 변화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설문조사, 홍보자료 제공,

오픈하우스 및 공청회(Public Hearing) 개최 등과 같은 PI 활동이 신교통(LRT)기본계획에 대한 중도적 의사표현

에서 확실한 의사 표명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상 분석결과 철도사업의 PI는 해당 사업의 수용의식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형성이라는 결과물보다는 국민들에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기회와 함께 철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주요어 : 국민참여, 계획수립의 정당성,구조방정식모형, 수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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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는 것과 이 단계에서 신교통 시스템에 대한 상

세한 정보제공이나 다양한 PI 활동이 실시되어 온 고양시 신

교통(LRT)시스템 사업을 사례로 하여 PI 활동 효과를 평가

하는 실증 분석을 통하여 PI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증명함

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구성은 우선 고양시 신교통(LRT)시스템 사업과 PI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PI 활동 전·후의 시민 의식 조사나

효과의 평가, 정량적 분석을 하기 위한 공분산 구조방정식

을 이용하여 사업의 수용의식을 평가토록 한다

2. 국민참여(PI) 활동)의 평가 방법 고찰

국민참여 활동의 평가를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al

Equation Model:SEM)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형은 어떤 현상

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분석 기법

으로 가설검정에 주로 사용되는 통계적인 분석방법이다. 구

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

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모형을 의미하는데 공분산구조 방

정식이라고도 부른다.

Bollen(1989)은 구조방정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한 발

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로분석, 잠재변수

의 모형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분산 측정 방법을 사용한 것

이다. 구조방정식은 원래 Joreskog-Keesling-Wiley에 의해 개발

된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형은 Joreskog(1970), Joreskog

와 외(1970), Joreskog와 Sorbom(1979)에 의해 개발된 LISREL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한동안 구조방정

식모형은 LISREL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AMOS 등

많은 구조방정식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교통분야에 사용된 구조방정식모형은 통행행태(travel behavior)

분석을 위해 주로 적용되었는데, Den Boon(1980)는 차량보

유와 이용행태에 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Lyon(1981)

은 통행수단선택과 행태를 결합한 동적모형의 구조방정식을

개발하였다. Tardiff(1976)와 Dobson과 외(1978)는 구조방정

식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통행 행태와 태도(travel behavior and attitudes)에 관한 구

조방정식 모델을 개발했다. 그리고 Charles River Associates

(1978)와 Allaman과 외(1981)는 통행수요에 대한 모형작업

에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방정식모형을 개발하였

다. 이상과 같이 추상적인 변수를 도입하여 모형화하거나, 그

의식구조의 인과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SEM이 적용되고 있

다. 김현(2006)은 도로계획 절차상의 수용의식의 인과관계

에 관한 가설을 설계하여 SEM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고, 도로사업의 수용의식에 관한 메커니즘을 현

실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PI 운영에 관한 SP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PI 도입 이전 단계에서 그 효과를 분

석하고 있다

3. 고양시 신교통시스템 사업의 PI활동과 

설문조사 개요

3.1 고양시 신교통시스템 사업의 활동

기본계획의 노선안은 2개의 대안이 있는데, 노선 1은 도

Fig. 1 Content of PI stage in LRT master pla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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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광지와 신규 택지 개발지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노선

2는 노선 1안을 기존 주택지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기

존 주택지구의 주민이 신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축의 필

요성을 호소해 노선 2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고양시는 건

설비 상승과 이로 인한 경제성의 저하를 고려하여 노선 1

안을 추진하였다.

현재 도시철도사업에서는 1) 계획단계에서의 시민 참가 기

회의 부족, 2) 철도 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이해 부

족, 3) 시민 의견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의 부재 등에 의해

절차나 계획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다.

본 사례의 PI 활동에서는 상기의 1), 2)가 신교통 시스템

사업에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써 우선

계획 단계에서 정보 제공을 실시하면서 사업의 인지도 및 사

업의 필요성, 노선안의 평가, 공청회에 필요한 정보 수요 등

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청회 실시 전에 시

민의 니즈에 대응한 정보 제공을 팜플렛이나 오픈 하우스를

통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PI 활동은 시민 참가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철도사업의 시행체계나 의견 교환 과정은 사업의

개요, 필요성, 기대 효과 등 사업의 타당성만을 강조하는 정

보가 제공되었지만 본 사례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정

보가 제공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논하였으

며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는 구체적 노선과 역위치 등 기술적

내용에 관하여 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진

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의 의견에 대한 Feed-Back

체계를 Fig. 1과 같이 도입하였다.

본 PI 활동에서는 계획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실시하여

시민과의 의견 교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계획에 반

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계획 절차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2 시민의식 조사의 개요

의식 조사는 Fig. 2와 같은 인과 관계에 근거하여 개인

속성, 사업 인지도, 사업의 필요성, 기본 계획의 수용성 등

의 4가지의 인식 항목에 대해 PI 활동 전후 시점을 조사하

였다.

PI 활동 전의 조사는 신교통 시스템 사업의 노선 주변 주

민에 대한 방문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하고 PI 활동 후의 조

사는 공청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유효 샘

플 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샘플은 신뢰수준 9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조사2는 PI활동을 수행한

조사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였기에 조사1의 무작위 대상자와

는 표본의 한계가 있다.

4. PI 활동의 효과분석

4.1 인지도

우선적으로 PI 활동이 신교통 시스템 사업의 인지도에 어

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PI 활

동 전에는「모른다」및「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

수준으로부터 PI 활동 후에는「알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

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신교통 시스템과 그 노선에 대한 인

지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PI 활동이 계획 단계

에서의 정보 제공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4.2 신교통시스템 사업의 필요성

신교통 시스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신교통 시스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뭐

라고도 말할 수 없다」의 비율이 PI 활동 전에는 35%, PI

활동 후에는 25%로 변화하였다. 즉, 환경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PI 활동 전에는「뭐

라고도 말할 수 없다」가 42%로 가장 높았지만, PI 활동

후에는「필요하다」혹은「필요없다」라는 의식을 명확하

게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PI 활동 전에는 각 항목에 대

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뭐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

고 하는 의식 수준을 나타내었지만 PI 활동 후에는 주어

진 정보에 기초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Table 1 Number of survey sample

조사 노선 주변 기타 합계 목표 샘플 수

PI 활동 전

(조사 1)
465 61 506 >304

PI 활동 후

(조사 2)
40 59 99 >85

Fig. 2 Relation of acceptance consciousness in LRT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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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교통시스템 사업의 인지도와 필요성과의 관계분석

이상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PI 활동이 신교통 시스템 사

업에 대한 인지도나 필요성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교통 시스템 사업

의 인지도가 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가설에 대해 검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PI 활동에서 개

선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한다.

이 가설 모델은 구조 방정식을 이용하여 Fig. 5와 같은 고

전적 다중 지표 모델로써 표현된다. 이 모델은 두 개의 인

자분석 모델을 조합한 모델이며 각각의 인자 간에서는 회귀

분석적인 인자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모델의 정식화는 측정 방정식과 구조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3 Change of awareness on LRT system

Fig. 4  Change of necessity on LRT system

Fig. 5 Structure equation model of relation and necessity

awareness on L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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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구조방정식,

(3)

여기서 β의 β = 0구조방정식

X131~X133 :관측내생변수 벡터

X111~X113 : 관측외생변수 벡터

(eta) : 내생적 잠재변수 벡터 (latent dependent variable)

(ksi) : 외생적 잠재변수벡터 (latent independent variable) 

δ (delta): X131~X133 : 측정오차항 벡터

ε (epsilon) : X111~X113 : 측정오차항 벡터

Λx :외생요인들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관측변수들과 관련계수

Λy : 내생요인들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관측변수들과 관련계수

Γ (gamma) : 외생요인과 내생요인을 연결해주는 행렬계수

B (beta) : 내생요인과 내생요인을 연결해주는 행렬계수

ζ (zeta) :잠재내생변수와 잠재외생변수간 오차

모델 추정의 결과, 조사 1과 조사 2의 모델에 있어서 x2

값이 유의수준 0.05 이하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델 채택

이 가능하다. 또한 신교통 시스템 사업의 인지도가 그 사업

의 필요성에 주는 γ의 부호가 양인 것에 의해「신교통 시

스템 사업의 인지도가 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라는 것이 증명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모델의 적합도

지표는 조사1은 GFI=1.00, AFGI=0.98, RMSEA=0.032 이고

조사2는 GFI=0.97, AFGI=0.91, RMSEA=0.091로 값이 기존

치에 적합하기에 모델의 설명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

다.

PI 활동 전후에서의 사업의 인지도가 사업의 필요성에 주

는 규정력(γ)는 0.27→0.34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PI 활

동에 의해 사업의 인지도를 증가시키면 신교통 시스템 사업

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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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 analysis of awareness and necessity

변수
조사1 조사2

parameter t-value parameter t-value

λy1
0.86 - 0.98 -

λy2
0.91 9.66 0.96 25.56

λy3
0.84 24.75 0.95 23.80

λx1
0.57 - 1.05 -

λx2 0.88 16.09 1.22 9.69

λx3 1.02 9.51 0.66 3.12

γ 0.27 5.38 0.34 2.26

ζ 0.32 6.06 1.06 3.01

x2 7.58 <11.07 10.77 < 12.59

df 5 6

GFI 1.00 0.97

AGFI 0.98 0.91

RMSEA 0.032 0.091

Fig. 6 Receptive change on LRT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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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PI 활동은 신교통 시스템 사업이 계

획단계에서 사업의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증가시

키고 있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4.4 수용의식의 효과분석

PI 활동 전후의 수용 의식에 대해서는「환경 친화도」,「편

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구축」,「도시 관광의 창출」이라

고 하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부터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수용 의식의 변화의 특징은「뭐라고도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중립적인 의식이 28%로부터 13%로 감소하여

15%가 찬성 혹은 반대의 수용의식으로 변화하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관광 창출의 관점에서는 높게 평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 기본 계획 노선안에 대한 수용 의식

은 PI 활동 전후로 찬성이 40%에서 45%, 반대가 30%에서

40%로 변화하였다. 여기에서 반대 의식이 높아진 것은 신

교통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점인 수용성이 반대로 이동하였

기 때문이다. 즉, 시민은 당초, 신교통 시스템이 지하방식으

로 통과 할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PI 활동에 의해 고가 구조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고 이해하였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신교통 사업에 대한 인

지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Fig. 2에 나타낸 수용의식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

해 가설모형을 작성하였는 바 Fig. 7과 같은 모형이 구성되

었다.

이를 구조방정식으로 정식화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조사 1과 조사 2의 모델의 x2값이 유의수준 0.05 이하가 되

어 모델 채택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거주지 등의 개인 속

성과 관계없는 인과관계 패스를 삭제한 수정 모델에서는 모

델 설명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수정

모델은 통계적으로 채택할 수 없지만 노선 통과안에 대한 수

용의식 형성 프로세스에 관한 경향을 판단할 수는 있을 것

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고양시 신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단

계에서 정보 제공, 시민과의 의견 교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계획 절차의 정당성이나 타당성

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PI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PI 활

동 사례에 근거한 PI 활동 효과의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는

데 우선 PI 활동은 신교통 시스템 사업의 인지도를 향상시

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명을 가능하게 하

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수용 의식도 또한 사업에 대한 정

보 습득을 통하여 찬성과 반대가 좀더 명확해지는 변화 효

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I 활동에 의한 사업 인지도의 증가는 사업의 필요

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PI 활동은 철도사업

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를 기반으로 PI 활동은 계획 절차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확

보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계획단계에서 철도사업에 의한 도시 경관 및 환경

변화나 노선 선정 기준에 관한 정보 부족은 기본계획(안)의

수용 의식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 수 있

었다.

이상 분석결과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PI는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PI 활동이 해당 사업의 수용의식이 부정적 혹

은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형성

이라는 결과물 생산보다는 국민들에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과 사업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제도화된 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본 연구의 사례는 국민참여(PI) 활동에 따른 사업에 대

한 수용의식을 인지도,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간접적으로 도

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직접적으로 수용의식을 평가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

문은 신교통 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노선 주변 및

일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순 조사 분석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이해관계자는 승용차운전자, 노선주변 주택소유

Fig. 7 Relation of acceptance consciousness in LRT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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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중교통이용자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또한 공

급자 측면에서 지자체,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

기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

여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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