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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협력·수요현황과 수요측정 방법론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이 기 영, 김 민 철

개 요
기후기술협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4조 제5항1)의 이행을 위한 활동으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

며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부터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취약국의 기술이전 요구가 늘어나고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필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UNFCCC TF가 기후기술
이전 외에 공동 R&D,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기후기
술협력의 전주기적 협력을 권고하고 기후기술협력 시장이 확대되면서 각국은 신
기후체제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CTCN NDE(National Designated Entity)인 과기부는 기후기술을 육성·확보할 수
있는 기후기술로드맵2)을 수립하고(2016), 기후기술협력 중장기계획(2018~2020)3)
을 정비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기후기술협력사업의 선도적 위치를 점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1) 선진국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등 다른 당사자가 협약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 또는 그 접근을 적절히 증진·촉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후기술의 체계적인 확보·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과제(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
지, 전력IT, CCS, 이산화탄소 전환 및 광물화, 공통플랫폼에 속하는 50개 세부기술군)의 기본정보, 핵심 일
정, 주요 성과 도출 시기, 기술적·산업적·학술적 기대성과 및 활용계획 등을 적시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
의를 통해 신규 과제 기획 및 글로벌 협력과제 발굴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출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
원회 의안번호 제9호 문서).
3) 2030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혁신 기후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 전 주기 연구
개발(R&D)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수요기반 현지 맞춤형·문제해결형 R&D 지원체계 및 유망기술 발굴체계를 구
축하고, 기후기술협력사업과 재정의 연계를 통해 중·대형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기술협력을 선도하고 양자협력 기반의 한·개도국 기후기술협력 지원체계 등을 구축한다(출
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의안번호 제3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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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협력은 대상국, 기술을 가진 공여국, 그리고 자금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
워크로 이루어진다.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협력대상국의 개별적 수
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기후기술협력은 공급자 중심, 관성적인
협력, 우선순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왔다.4) 기후기술협력은
정치적·외교적 정책의 특징을 가지므로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 및 규범적 요소
가 반영될 수 있기에 보다 과학적 방법으로 정치적·규범적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기후기술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기후기술관련 국제 전문
기관인

‘기후기술센터

센터·네트워크(CTCN)’와

한국의

‘녹색기술센터

(GTC)’의 기후기술협력·수요현황을 살펴보고 기후기술수요를 측정하는데 사용
되는 방법론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기 후 기 술 협 력 ·수 요 현 황
1. CTCN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 Climate Technology & Network)’는 유엔환경
프로그램(UNEP)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주최하는 UNFCCC의 기술 메
커니즘 운영기관으로, 지역사회, 지방정부, 국가, 다자간 국가 수준에서 기후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기술협력은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재생에너
지(renewable energy),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교통(transport), 산업
(industry), 농업(agriculture), 사회 인프라 구축 및 도시계획(infrastructure and
urban planning),

보건(human health) 등의 분야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감축하고 기

후변화에 적응하는 성과를 증진시키는 국가 간 협력을 의미한다.5) 기후기술협력
은

형태에

assistance)는

따라

CTCN TA,

CDM, JI로

구분된다. CTCN TA(Technical

개발도상국의 기후기술협력수요에 맞춰 적응, 재정, 정책지원 등을

4) 정우수⋅박응희⋅조병선(2008), AHP 기법을 이용한 u-City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56권
5) CTCN의 request form 에서는 기후기술협력분야를 Coastal Zones, Marine and Fisheries, Energy
Efficiency, Transport, Early War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Water, Forestry, Waste
Management, Human Health, Agriculture, Industry, Infrastructure and Urban planning, Carbon
fixation, Renewable energy 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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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를 감축하고 이를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국, 인도를 비롯
하여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CTCN-TA에 비하여 균등한 형태로 수행되
고 있다. JI(Joint implementation)은 선진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부분 유럽에
서 이루어진다(<그림 1> 참조).

<그 림 1> 기 후 기 술 사 업 (CTCN, CDM, JI) 현 황
출처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데이터분석(https://www.ctis.re.kr/ko/analysis/ta.do?key=1597)

CTCN 기술협력 사업의 시작은 기술이전을 원하는 개발도상국 기관이 기술수요
를 직접 등록하는 것이다. CTCN은 기술수요에 맞는 기관과 자금을 매칭하여 수
행하는 역할을 하며, 2014년부터 총 309건의 기술 이전 및 협력 사업을 설계·
집행하여왔다. <그림 2>는 CTCN에 등록된 기후기술 협력수요를 보여준다.
2020년 7월 29일 현재, 기술협력 요청수요는 ‘감축(mitigation : 자원의 활용을 줄이
기 위한 인류의 조정활동 또는 온실가스의 흡수원을 증대시키는 활동)’

52.9%, ‘적응

(adaptation : 인간 및 자연시스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위험
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전반)’

26.3%, ‘감축 및 적응(adaptation and mitigation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감축 및 적응 부문
기술이 병용되거나 다기술이 융·복합된 분야)’

20.8%의 순이다. 국가가 요청하는 경

우가 전체의 71.4%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19.4%)나 지역사회(3.8%)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분야별로는‘농업산림(21.8%,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량의 감소,
숲의 변화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변수나 농업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모니터링하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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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농업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
상수도

관리,

식염수

정화

기술,

식수원

위생상태

개선기술

‘물(18.2%, GIS를 활용한
이전)’,

‘해양수산연안

(16.4%, 해안지역을 기후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습지복원, 해변영양공급 등의 사업을 수
행)’순으로

협력요청이 많았다. 세부부문별 감축기술 수요는 ‘에너지효율성

(35.5%,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기술을 이전·개발)’,
‘재생에너지(26.9%, 바이오매스 연탄재와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전지 차원에서 대규모의
지역난방발전까지 확대하여 공급하기 위한 목적)’,

‘농업(10.8%)’, ‘폐기물 관리

(6.5%)’ 순으로, 적응기술 수요(농업산림 21.8%, 물 18.2%, 해안연안 16.4%, 인프라 구축
과 도시계획·다부문 14.5%)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3>은 기후기술 협력요청 국가의 특징을 보여준다. 중간소득 이하(low
income, lower-middle income economies)

국가가 전체 요청국가의 85.6%를 차지하

고 있으며, 지역으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림 2> CTCN에 요 청 된 분 야 별 기 후 기 술 협 력 수 요 현 황 (2020.8.4.)
출처 : https://unfccc.int/ttclear/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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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 CTCN 기 후 기 술 협 력 수 요 요 청 국 가 의 특 징 (2020.8.4.)
출처 : https://unfccc.int/ttclear/tna

2. GTC
한국의 기후기술협력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6)에 따라 전 부
처가 함께 수립하는 20년 주기의‘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른다. 기후변
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을 통해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하고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을 규정하며, 과기부
Technology Center, 2013.2.설립)

주도의

사업은

주로

GTC(Green

주관·참여 하에 이루어진다. 녹색산업진흥 및

국제협력 전문기관인 GTC는 기후기술협력을 원하는 국가의 전략을 수립하거나
CTCN의 사업에 국내 ODA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GTC는 2016·17년에 기니, 케냐, 온두라스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모델
및 마스터플랜 개발, 부탄 팀푸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전기차 버스도입, 인도
네시아 친환경 바이오매스 사업진출 및 플레어가스 회수설비 설치를 위한 타당
성 조사, 베트남 산업부산물 활용 그린시멘트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및 온실가스
처리지원 사전기획, 방글라데시 연안지역 해수담수화 및 기후탄력적 주택기술지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내용 : ①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②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③온실가스 배출 중
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④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⑦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⑧기후변화의 감시·예측·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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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2018·19년에는 세르비아에 지역에너지 공급기술지원,
에티오피아 대중교통시스템 구축기술지원, 스리랑카 기후스마트도시 구축기술지원
등이 진행되었다(<표-1> 참조).

2018년부터는 국내 기후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기 위하여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과기부가 CTCN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TA 수요목록을 받으면, GTC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기술분야의
TA사업을 공고하는 형태로 세르비아 지역에너지 공급 기술지원, 에티오피아 대중
교통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스리랑카 기후스마트 도시구축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GTC의 주 요 기 후 기 술 협 력 사 업 7)
국가

협력분야

관련기관

부탄

에너지 수요
(수송효율화)

건기연,
㈜트라콤

￭ 부탄 팀푸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전기차 버스 도입 타당성 조사
￭ 부탄 팀푸시 대상 친환경 버스정보시스템 현장장비 개발
￭ 부탄 대상의 ‘녹색교통프로그램’ GCF PPF 제안서 개발 및 제출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화학연

￭ 공업용 당 등 고부가가치 부산물 제조를 위한 친환경 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에너지수요
(산업효율화)

필즈엔지니어
링

￭ 국내 플레어가스 회수기술의 인도네시아 현지 도입을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의 사전 연구를 수행

재생에너지
(태양광)

한국종합기술

￭ 사모서섬 및 인근지역 친환경 관광지구 조성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및
GCF PPF 제안서 작성

베트남

온실가스 고정
(CCUS)

지자연

￭ 국내 스마트팜 기술의 베트남 현지 실증을 위해 기술적 타당성 등
연구

방글라데시

물관리
(수처리)

건기연

￭ CTCN TA로, 국내 컨소시엄으로 방글라데시 마을 단위 해수담수화
기술 및 기후탄력적 주택 기술지원

몽골

재생에너지
농업·축산

KIST

￭ KIST SFS 융합연구단이 개발중인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팜 기술의
현지 실증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의 사전연구

케냐

물관리
(수자원 확보·공급)

건기연, 한전

￭ CTCN TA로,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케냐 수자원 공공-민간협력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기니

기타

-

￭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니의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개발

온두라스

송배전·전력 IT

㈜LS 산전

￭ 온두라스 바이아섬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모델 및
전략을 제시

에티오피아

에너지수요
(수송효율화)

-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지역의 대중교통 중심개발 추진전략 마련

스리랑카

기타

-

￭ 기후변화에 취약한 쿠루네갈라시의 기후변화 위험성 및 취약성을
분석해 우선순위 분야를 도출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세르비아

재생에너지

-

￭ 베오그라드시에 적용가능한 에너지 공급기술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술 선정 및 사업을 기획

인도네시아

과제명 및 주요내용

7) 대한민국 기후산업의 글로벌 진출촉진을 위한 기후기술협력 중장기계획(안)(2018), 및 GTC 내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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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협력 수요측정 방법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기술협력은 외교·정치 기반 하에 수행되는 민관공동
사업이며, 재생에너지, 물, 폐기물 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컨설팅, 건설,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기후기술협력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마다 적절한 분
석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기후기술수요측정 절차에 대해서는 CTCN의 일반화된
방법론인 TNA(Technology Needs Assessment)를 사용하고 있다. 2001년부터 활용
된 TNA는 기술행동계획(TAP)과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개도국
정부가 기후기술이전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자국 보유기술, 우선순위 및 제도적 여
건을 고찰8)하는 활동으로(<그림 4> 참조), 우선순위 섹터와 기술을 결정할 때 계층
화분석(AHP

:

Analytic

Multi-Criteria Analysis),

Hierarchy

Process)과

같은

다기준

분석(MCA

:

비용효과성 분석, 리스크 및 수익성 분석, 최적화 모델 등

의 계량기법을 활용한다. 아래에서는 TNA에 적용될 수 있는 기후기술수요측정의
기술적

방법론으로서

AHP를

포함한

다기준분석,

조건부가치측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및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살펴본다.

<그 림 4> 유 엔 기 후 협 약 의 TNA 절 차 9)

8) 오채운 외(2016), 글로벌 녹색기술 전략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체계화 연
구, 녹색기술센터, p.85
9) 이상훈(2016), 개도국의 녹색기술 수요분석을 위한 기술경영의 역할 ie 매거진, 23(3), pp.39-45

010

1 . 다 기 준 분 석 (M C A )
MCA는

의사결정이

다수의

속성(Multi-attributes)이나

다수의

목적함수

(Multi-objectives)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체계적 접
근방법이다. 잠재적 대안 중 다양한 목표를 충족하는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다목
적 의사결정법(MODM : Multiple Objective Design Making)’과 정해진 대안 중 우선
순위가 높은 대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다속성 의사결정법(MADM : 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에서 주로 활용되는 MADM에는

대안별 평점을 기준별 가중치와 곱하여 합산하는 ‘평점모형(Scoring Method)’, 기
대확률과 효용을 곱하여 계산하는 ‘다속성 효용함수법(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가중치를 부여한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목표달성평가법(Goal

Achievement Method)’,

‘AHP’ 등10)이 있다.

CTCN 및 GTC에서 수요측정에 활용되는 AHP는 문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중요도를 평가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
제의 계층구조를 하향적으로 설정(Structuring)한 뒤 가중치를 부여하고(Weighting)
우선순위를 측정(Measurement)하여 환류(Feedback)하는 단계를 거치며, 전문가에게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보통 9점 척도의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11) 형태의 설문을 실시·분석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그림 4>
참조).

AHP는 다양한 정성적 기준을 일관적·체계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복잡한 의

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다른 MCA에 비하여 선호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의 예비 타당성 평가제도를 비롯한 다수의 정책결
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후기술협력분야에서는 다양한 목표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우선적 섹터와 기술 대안을 발굴하는 데 사용된다.
AHP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을 수량화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12)이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판단으
10) 권용훈·이세구(2013), 지방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다기준분석 연구, pp.63-67
11) 쌍대비교는 평가기준과 평가속성들을 짝지어 비교하는 것으로, 주요 요소가 n개의 세부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면 모두 n(n-1)/2회의 비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하고, 다수 평가자의 쌍대비교
행렬을 통합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한다.
12) 기경석(2019),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에너지 무상원조 사업 정책적 우선순위
도출,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9.14(2),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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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대표적인 결과를 종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13)가 있으므로 논쟁적인
기후기술협력사업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도출한 뒤 AHP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림 4> AHP 모 델 링 14)과 절 차 15)

2 . 조 건 부 가 치 측 정 (C V M )
CVM은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을 실시하여 비경제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계량적 방법으로 진술선호법16)에 해당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CVM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개
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태릉선수촌 확장·이전사업을 분석할 때에 CVM을
13) 박명배(2008),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AHP)에 의한 건강도시 사업 평가기준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9~16
14) https://hal.inria.fr/hal-01615750/document
15) 조홍석·서현정(2018), AHP 분석기법을 활용한 문화재 재난안전도 가중치 평가방안 연구, J. Korean Soc.
Hazard Mitig 2018; 18(5), pp.43-53
16) 환경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간접분석법(현시선호법)과 진술선호법이 있다. 간접분석법은 환경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관련된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소음진동,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관련가격을 측
정하기 어려운 재화에 대한 효용을 평가하는 헤도닉가격법(HPM : Hedonic Price Method), 환경자원에 대
한 여행자의 방문횟수와 소요비용 등을 평가하는 여행비용접근법(TCM : Travel Cost Method), 방어적 지
출금액으로 화경자원의 가치를 추정하는 회피행위접근법(ABM : Avertive Behavior Method)이 있다. 진술
선호법은 자연환경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효용을 드러냄으로써 파악하는 방법으로 CVM과 다양한 속
성을 가진 대안을 다수 제시한 후 이의 선택을 분석하는 컨조인트분석법(CA : Conjoint Analysis)이 있다.
출처 : 이화춘(2010), 환경자원 가치에 대한 의식과 지불의사액 비교 :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적용, 한
국행정과 정책연구 8(1),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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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하였으며 정부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높았던 영월 동강댐 건설, 서울시의
그린벨트 보존에 따른 경제적 가치 측정, 새만금 개발의 가치측정 등에 관한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17)
CVM은 측정대상이 되는 제도 또는 기술을 선정한 뒤, 지불수단·지불의사금액
유도방법 및 제시금액 등이 포함된 설문지를 설계하고 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18)

Administration)패널은

미국의

NOAA(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CVM 수행시 개별적 면담조사를 시행하되 설문에서 기대효

과의 정확한 묘사, 대체재의 제시, 설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할 것 등의 지침19)을 제시한다.
CVM은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환경자원의 가치를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고 특정집
단의 수요를 선택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갈등이 예상되는 기후기술
협력에서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민집단을 대상으로 CVM
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과 분석시점 간의 차이·응답항과 금액단위 구성
등의 편의(bias)가 존재하며, 가상적 상황에서 표현된 선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의사액보다 추정가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3 . 언 어 네 트 워 크 분 석 (S e m an tic N e tw o rk A n aly sis)
언어네트워크분석은 내용분석의 한 방법으로 단어들 사이의 의미 네트워크 행렬
(semantic network matrix)을 구성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 관점에서 시각화한 분석
방법20)이다. 사회네트워크분석은 동태적 연구대상의 구조적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또는 집단 관점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기법으로,
연구대상을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조화하여 노드 간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17) 심기섭(2003),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항만개발의 환경비용 추정, 월간해양수산(226), p.7
18) 고태호 외(2010), CVM을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no.3. pp.135~154
19) ① 개별적 면담조사의 시행 ② WTA(Willingness to Accept : 수취보상액) 보다 WTP(Willingness to
Pay: 지불용의액) 측정 ③ 지불수단으로 양분선택법(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격의 제시) 적용 ④ 고려중인
사업의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표현 ⑤ 응답된 WTP의 지불로 다른 재화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
식시킴 ⑥ 대상 재화의 대체재에 대해 충분히 명시 ⑦ 응답자가 설문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추가질문 포함,
출처 : 김남주 외(2019),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표준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9-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장정우·최경호(201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통계법 내용분석, 통계연구(2012), 제17권제2호,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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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특징이다.21) 언어네트워크분석은 연구대상과 관련한 자료를 선정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코딩하며 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IT 산업정책에서의 주요 정책주장 또는 의제의 파악, 국제협력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과 형태의 모색, 정부의 가치지향과 정책방향을 도출
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정책의 프레임, 즉 정책 내의 이해
관계 반영, 정책목적 달성의 효과성 등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22), 기후기술협력과 관
련하여 각 국가의 중장기전략의 지향성을 점검하고 복수로 진행되는 사업의 연계성
을 규명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언어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
서의 주관성이 한계로 지적된다.

소결
기후기술협력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감축사업이 주로
요청되고 행해진다. 기후기술협력은 OECD가 협력사업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적절
성·효율성·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중, 적절성과 관련
하여서는 협력대상국 측면에서 개발필요, 개발목표, 국가개발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
에 부합하는지, 공여국 측면에서 정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지 사전에 점검
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AHP 등 MCA는 개별국에서 가치의 우선순위와 협력
필요분야를 확인하고, CVM은 협력의 필요성과 효용을 사전에 평가하며, 언어네트워
크분석은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의 연계성과 지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MCA, CVM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므로 정치한 설문지 설계가 필수적이며, 언어네
트워크분석은 코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작업이 필요하다.

*

본 리포트는 녹색기술센터 주요사업[녹색·기후 기술협력을 위한
구:UNFCCC·IPCC·SDG·CPS를 중심으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국제

및

국가정책·제도

분석연

21) Marine, A. and B. Wellman, Social Network Analysis: An introduction, The SAGE Handbook of
Social Network Analysis, 2011 참조
22) 곽창규(2017), 정책프레임 분석을 위한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활용의 주관적 요소 개입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3), pp.26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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