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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최근 신규용수항목으로 인정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경북 영덕

군 영덕오십천을 사례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CVM 방법론에 

여행비용접근의 주요변수인 거리변수를 포함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CV문

항에 대한 저항응답들을 지불의사(WTP) 응답과 결합추정하여 잠재적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상하천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할수록 응답자들의 WTP도 적어지는 거리-소멸

관계가 나타내었으며, 거리변수의 형태에 따라 WTP변화율도 달랐다. 나아가서 최장거리 거주

자 범위 밖에서도 정의 WTP가 측정되어, 전국가구가 수혜자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표본, 저항응답 삭제 그리고 표본선택모형 추정 등 저항응답의 처리에 따라 제시

금액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 결과적으로 표본 WTP도 저항응답 제외 표본은 

2,000원 정도로 표본선택모형은 6,000원 정도로 측정되어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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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includes water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as 

an additional water demand category in water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In response to this change, 

this paper is to measure benefits of providing additional water in Yeondok Ohsip River by apply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is study extended the conventional CVM design by incorporating 

distance variable into WTP function of dichotonomous choice responses and treated protest bids by 

estimating sample-selection models. The empirical analysis exhibited that more than 30% of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as protest bids and the mean of WTP from sample selection models were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whole sample. In addition, the distance variable had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sample WTP regardless of variables forms, and the geographical market area were more 400km, which 

implies that beneficiaries of water service would the households from the whol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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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빈번해져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하천유역

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인 치수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도 소득증대와 주5일제 등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하천의 

레크레이션이나 친수공간으로의 활용 및 경관이나 생태계 보호 등 하천 어메니티 

개선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여건 변화로 댐건설과 같은 수자원 개

발사업의 방향이 생 ․ 공 ․ 농용수 공급 및 홍수방지 중심에서 하천 수질 및 경관 개

선 그리고 물놀이 등 레크레이션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 등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다기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07년에 하천

법에 의하여 환경개선용수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2008년 이후부터 환경개선용수를 용수수요의 

의 신규항목으로 추가하였다(KDI, 2008). 그리고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산

정은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한 하천환경개선사업이나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따른 서

비스와 유사한 비시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개인들이 지불의사에 

기초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KDI가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수자원 관련사업 신규 용수수요항목으로 

인정한 후 처음으로 CVM을 적용하여1) 경상북도 영덕군에 달산댐이 건설될 경우 

가능하게 될 영덕오십천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측정하고자 한다. 달

산댐은 포항시 공업용수 공급과 영덕군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

고 있다. 그러나 댐에서 취수를 하지 않고 댐에서 영덕 오십천으로 용수를 흘려보내

고 하구에서 취수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영덕 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독립적인 편익항목으로 포함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1). 

최근 들어 상관 저류지 조성에 따른 전주천 환경개선용수 공급 CVM 적용 연구

(이주석 외, 2013) 등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그렇기

1) KDI가 2008년에 수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수자원 표준지침(제4판)이 작성되면서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로 낙동강 하류에 환경개선용수가 공급되어 수질개선 편익을 측정하였다(여규동 외, 2008). 그러나 여
규동 외(2008)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CVM이 아니고 대체시설비용법
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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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그동안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북한강 살리기 사업 등 KDI에서 수

행된 하천환경개선사업(KDI, 2009, 2010a, 2010b, 2010c)과 만경강(엄영숙, 2001), 

대전천(임윤택 ․ 이재영, 2005), 청계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그리고 안성천

(유승훈 외, 2009) 등 여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편익을 CVM을 적용하여 산정

하였다.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개선용수 공급으로 인한 편익은 하천환경개선

사업이나 생태하천사업으로 인한 편익과 유사하여 이들 연구에 적용된 CVM 방법

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CVM 방법론이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편익측정 방법론으로 

적용된다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공급될 재화나 서비스의 연간 총편익을 측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표본으로부터 각 가구당(혹은 개인당) 표본 지불의사

(WTP)을 타당하고 정확하게 추정하고, 다음으로 표본 WTP을 모집단에 대하여 합

산하기 위하여 시장영역의 설정이 중요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문헌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각각 독립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WTP 추정의 타

당성 확보와 시장영역 설정노력을 연계하여 실증분석 하고자한다(엄영숙 ․ 홍종호

(2009)와 엄영숙(2010)).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수행되

고 있는 대부분의 CVM연구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지불의사 유도방법의 적용에서 제시된 금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

율이 60-7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자들 중 상당부분이 저항응답자

(protest bids)들일 가능성이 크며 표본 WTP 추정에 편의(bias)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항응답과 가치평가를 동시에 결합추정 하는 표본선택모형

을 적용하여 WTP함수 추정 및 표본WTP 측정의 유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표본 내 가구당 WTP가 아무리 정확히 측정되었더라도 수혜자 모집단이 정의될 

시장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총편익 측정치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

의 평가대상인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은 친수공간 개선으로 사용가치 측면

2) 생태하천조성사업 편익측정을 위해 CVM 이외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진술선호접근법인 컨조인트 분
석이 적용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2000)에 양재천, 온천천, 신천 그리고 유등천 생태하천조성사업 편
익산정을 위해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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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방문자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공공재를 공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천생태계 개선 등 비사용가치를 인정한다면 수혜자 모집단을 공공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수계지역 등으로 한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본 연

구는 하천 레크레이션 수요함수 추정에 많이 쓰이는 현시선호접근법의 일종인 여행

비용접근법(TCM)의 여행비용 산정에 있어서 핵심요소인 거주지로부터 대상하천까

지의 거리변수를 소비자 효용이론에 근거하여 WTP함수에 포함한 뒤, 거리-소멸함

수(distance-decay function)을 추정하여, 총편익 산정을 위한 지리적 시장영역을 설

정하는데 활용하였다. 

II. 환경개선용수 공급의 편익측정 방법론 검토

1. 환경개선용수 개념과 편익

2007년 4월 개정된 ‘하천법’과 댐법에 의거하여 환경개선용수가 기존의 생 ․ 공 ․
농 ․ 발전용수와 같은 목적용수로 하천 어메너티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되었다. 환경

개선용수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물’

이라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인위적인 환경, 즉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물’로 

정의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어규동 외, 2008). 환경개선용수는 하천 고유

의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여 하천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최

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용수와는 다른 개념으로 공공사업으로 전에 흐르던 하천의 

유량보다 더 많은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친수공간 확대 및 하천 어메니티 활용 등 다

양한 개선효과를 발생시키는 유량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하천유지용수는 자체 하천유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조정을 통하여 확보되지만, 

환경개선용수는 자체 하천에서 확보가 어려울 경우 타 하천유역 혹은 수자원공급시

설(댐이나 광역도수로, 농업용 저수지 등)로부터 인위적으로 공급되기도 한다.3) 환

3)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 필요한 하천유지용수는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인위
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환
경개선용수는 하천환경 어메니티 개선 및 생태계 보호 등 무형적 ․ 비시장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
문에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근거가 된다(권형준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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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선용수가 공급되면 하류하천의 유량이 증가하여 오염된 하천수를 희석시킴으

로써 수질이 개선되고, 하천의 유량이 증가하여 건기에도 하천에 물이 흘러서 하천

경관이 향상되어 물놀이, 낚시 및 하천문화행사 개최 등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

능하여 방문자들이 사용가치를 즐길 수 있다. 나아가서 하천개선용수 공급으로 하

천생태계가 복원되거나 개선되어 하천 어메너티 관련 다양한 비사용적 편익이 비방

문자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여규동 외, 2008, 이주석 외, 

2013). 

2. 환경개선용수 공급편익 측정을 위한 비시장가치평가기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환경개선용수 공급으로 인해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편

익은 직접 해당 하천유역을 방문하여 물놀이, 낚시 등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을 즐기

므로써 발생하는 사용가치(use values)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하천

경관개선과 생태계 복원 등은 개인들 스스로 방문하여 즐기는 사용가치와는 상관이 

없이 미래의 사용가능성에 대비하거나, 당대의 이웃이나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또

는 하천 어메너티 개선 그 자제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비사용가치(non-use values)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개인들의 입장에서 사용가치에 기반하든 비사용가치에 기반하든 환경개선용수 

공급으로 발생하는 서비스는 대체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재가 아니다. 이러한 

비시장적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그로 인한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시장가치평가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개인들의 환경개선용수가 공급되

는 하천의 실제 방문비용에 따른 방문빈도의 관계를 추정하는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 TCM)과 가상상황에서 방문의도나 지불의사를 진술하도록 하는 조건

부가치측정법(CVM)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 평가대상 하천에 환경개선용수 공급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경개선용수 공급으로 인하여 방문자와 비방문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편익들을 가능한 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이러한 편익이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해 개인들의 지불의사를 직접 진술하도록 하는 진술선호접근법의 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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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VM은 평가대상과 변화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이 적어 적용에 있어서 매우 

유연하며, 평가대상의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설정된 가상 시나리오 상에서 진술한 선

호에 기초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bias)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CVM의 가상적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개인들의 지불의사를 평가하기 때

문에 개인들이 지불하겠다고 표현한대로 실제로 지불하리하고 보장하기 어려운 가

상적 편의(hypothetical bias)에 직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행비용접근법(TCM)은 환경개선용수가 공급되어 레크레이션이

나 친수활동이 가능하게 된 하천을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데 드는 금전적 ․ 시간적 

비용을 하천의 관련 지점을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가격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일반 

사적재의 수요함수와 유사하게, 해당 지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가격

이 높아서(즉 여행비용이 많이 들어서) 근거리 거주자들에 비해 방문 횟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전체 하에서 방문수요함수를 추정하고, 레크레이션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편익을 측정한다.

비시장재 공급에 대한 가상시나리오에 근거하는 CVM에 비해 TCM은 간접적이

긴 하지만 비시장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천유역에 대해 현시된 선호에 기

초하여 편익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TCM의 

적용은 여행시간 및 방문지점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측정 등 가격변

수의 측정 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나아가서 개인들의 방문수요에 기초한 사용가치

를 사후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존재가치 등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가치를 사전적

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3. CVM 연구에 TCM적 요소의 결합과 거리-소멸함수

환경개선용수 공급으로 개인들이 누리게 될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이나 어메니티 개선 등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가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CVM

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편의를 줄이고 CVM 연구의 유

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용수 공급관련 가상 시나리오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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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WTP) 함수추정에 있어서 대상하천 방문관련 현시선호자료에 기초하는 

TCM적 요소를 경제이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결합하고자 한다. 

전형적인 단일지점 TCM 모형에서 개인들의 효용함수 는 대상지점에 대한 방문

빈도 와 종합재인 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여,   로 나타낸다. 이러한 상

황에서 개인들의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소비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나타내며, 는 

라그랑지 승수를 나타낸다. 은 화폐소득을, 는 노동시간 이외의 총가용 여가시

간을 나타낸다. 
 는 대상지점 방문활동을 위한 총가격으로 입장료, 금전적 비용, 

시간비용 등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거주지로부터 대상지점까지

의 거리 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로 표시할 수 있다. 종합

재인 의 가격은 1로 표준화 하였다. 식 (1)의 제약조건하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

면, 대상지점에 대한 방문수요함수 와 그에 대응하는 간접효용함수 

를 구할 수 있다(Eom and Larson, 2006). 경제이론에 의하면 대상지

점의 방문활동을 위해 드는 여행비용 는 재의 가격과 같은 역할을 하여 간접

효용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제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영덕오십천에 환경개선용수가 공급되어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한 CV문항에 직면한 응답

자 의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여부를 나타내는 상태변수로서 환경개선용수가 공급

되는 상황(  )과 공급되지 않은 현재 상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는 오차

항으로 응답자는 알고 있으나 분석자는 알 수 없는 응답자들의 선호를 나타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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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응답자들의 간접효용함수에 대해 분석자들이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인식은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RUM)의 적용을 가능케 한다(Haab and McConnell, 

2002). 

설문조사에 임한 응답자가 CV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제시된 금액 

를 지불할 의사가 있고, 환경개선용수가 공급되었을 때(  )의 효용이 환경개선

용수가 공급되지 않은 현재 상태(  )의 효용보다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

오차항()이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된(i.i.d) 표준정규분포를 취한다고 가정하

면(즉 ∼
  ), 응답자들이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지불의사를 묻는 

CV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    Pr∆    Pr        
 Pr′     Pr  ′   ′

 (3)4)

여기서 ∆ 는 식 (2)를 효용차등식으로 나타낸 것이며, 관례를 따라서 비확률적인 

부분을 선형함수형태로 개략하였다. 확률 오차항     를 나타내며, 는 표

준정규누적 확률분포를 나타낸다. 응답자들의 여행비용()은 거주지로부터 대상

지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보아, 거리 를 여행비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식 (3)과 같이 표기된 효용차등함수는 프로빗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식 (3)에서 제시된 양분선택형 CVM 연구에서 개인들은 제시된 제시금액 A가 커

질수록 긍정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비사용가치를 포함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개선용수가 공급될 하천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일수록 대상 

하천이 제공하게 될 서비스로부터 느끼는 편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

4) CV문항에 ‘아니오’ 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Pr    Pr ∆ Pr ′  ′로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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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업예정지로부터 멀리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거주하는 

응답자들에 비해 낮은 지불의사를 보이는 거리-소멸(distance-decay) 현상을 보일 수 

있다(Hanley 외, 2003). 다시 말하면 TCM에서 가격변수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거주지로부터 평가대상 지점까지의 거리(distance) d가 소비자 효용이론에 근거하여 

CV 설문조사 자료로 추정되는 지불의사(WTP) 함수의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다.

이처럼 거주지로부터 대상지점까지의 거리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은 CVM 

연구의 유효성 측면 뿐만 아니라, 일단 거리-소멸함수의 계수추정치가 추정되면 이

를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WTP가 제로가 되는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거리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해당 비시장적 서비스의 지리적 시장영역(geographic extent of 

market)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공재나 서비스의 시장영역이 결정되면 이 영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혹은 가구)들을 수혜자로 보아 이들의 WTP를 수직적으로 합하여 총

편익을 구할 수 있다(Freeman, 2003, Smith, 2006, 엄영숙, 2010).5) 

III. 영덕오십천 사례분석을 위한 CVM 연구설계

1. 영덕 오십천의 환경개선용수 공급 

본 실증분석 대상인 영덕 오십천은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기사저수지에서 발원

하여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서천을 비롯한 50개 지천이 흘러들어, 영덕읍을 

돌아 강구항으로 흘러들어가는 ‘영덕의 젖줄로 알려져 있다. 오십천은 총연장이 

45km에 이르며 낙동강 권역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 중 세 번째로 긴 강이다. 영

덕오십천은 과거에 맑은 물과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어 생태적으로 황금은어, 연어, 

장어, 황어 등 동해바다에서 올라오는 풍부한 어류의 서식지였다. 특히 금테두른 황

금은어는 신라시대부터 임금님과 고관대작들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또한 붕어, 

버들치, 미꾸라지, 메기, 꺽지 등 민물고기의 보고였다. 그리고 오십천 주변에는 영

덕군의 특산물인 복숭아의 꽂이 어우러져 경치가 좋은 곳이었다. 

5) 시장영역 내 개개인들의 WTP를 각각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CVM연구를 통해 추
정된 WTP의 표본 집중경향치(표본평균이나 중앙값)에 시장영역 내 개인들의 수(혹은 가구수)를 곱하
여 총편익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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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덕 오십천으로부터 지구별 동심원 거리

주: 지구별 동심원은 표본추출단계가 아니라 추정된 WTP함수로부터 표본WTP 평균을 산정
할 때 적용되었다.

영덕오십천 상류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옥계계곡과 침수정이 있어 여름철 자연

유원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하류에는 매년 7월 말에 황금은어축제가 개최되

어 은어 반두잡이와 민물고기 맨손잡이 등 체험중심의 축제로 전국적으로 많은 관

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영덕오십천에서 하천골재 채취가 이루어

지면서 중상류 유역에 건천화로 일부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수변경관이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특히 비가 적게 오는 동절기에 건천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영덕오십천의 생태환경을 나타내는 사진들과 

건천화 과정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 사진으로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영덕오

십천에 옛날만큼 풍부한 양에는 못 미치지만 폭 50미터 깊이 약 10센티 정도의 물

이 영덕 오십천에 연중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6) 그리하면 영덕오십천의 과거 자연환경 및 생태 일부가 회복되

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덕오십천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은 수자원공사가 영덕오십천 상류에서 건설하
여 영덕지역에 생황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포항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
는 달산댐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해진다. 그러나 본 CVM 설문조사는 ｢영덕오십천 건천화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라는 제목 하에서 실시되었고, 응답자들에게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확보를 위
한 CV문항을 질문하기 까지 달산댐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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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류 자연이 수려한 옥계계곡과 하류의 황금은어 축제를 연계하여 오십천 중류

에서도 관광ㆍ문화 및 레크레이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상류계곡 자연유원지 사진과 황금은어축제 체험활

동 사진 등을 보조자료로 보기카드에서 제시하였다. 

보기카드 제시 후 설문지의 CV문항에서 영덕오십천의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해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게 되어 향후 5년간 한시

적으로 가구 총 소득세의 인상을 통하여 재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소득세를 지

불수단으로 선택하였다. 그런 다음 여러 용도의 소득의 지출을 고려하되 영덕오십

천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만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선정된 여러 추가세금 금액 중의 하

나를 제시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예/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는 단

일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을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채택하였다. 

CV문항 이외에도 우리나라 하천 유량이나 수질에 대한 인식, 하천 여가활동, 영

덕오십천 유역에 대한 인지 및 방문빈도와 비용지출, 방문목적 그리고 동행자 등 영

덕오십천 방문패턴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달산댐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영덕오

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대한 지불의사를 질문한 다음에 간단히 제시하고 응답자

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2. 조사 및 표본설계

작성된 설문지 초안을 관광 관련 학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검토한 다음, 영덕

오십천이 고향이거나 영덕오십천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표적집

단토론회(FGI)를 개최하여 잠재적 응답자들이 CV문항에 대해 분석자가 의도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된 설문지를 100명의 잠재적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전조사 과정에서는 개방형 질문법을 사용하여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확보를 위

오십천 건천화 과정을 개선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어진 제시금액 대한 지불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달산댐 건설계획이 아니더라도 경상북도가 형산강, 오십천 그리고 왕피천을 아우
르는 동해 3강 프로젝트(영남일보, 2014)를, 그리고 영덕군이 추진하는 오십천 정비사업(대구일보, 
2013) 등이 지역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어서 정부 공공사업 제시는 단지 가상시나리오 만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설문에서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보기카드와 설문지는 
한국개발연구원(2011)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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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불의사를 유도하고, 여기서 얻어진 지불의사 금액의 범위를 기초로 하여 본 조

사의 양분선택형 질문에서 제시될 초기 제시금액(bids)을 500원부터 10,000원까지 

총 7개로 정하였다. 영덕오십천 수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가세금을 낼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변의 동기를 이해하고 지불거부의사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후속 질문을 하였다. 

동해안에 위치한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으로 발생할 편익은 친수공간 여

가활동 등 사용가치는 물론 하천생태계 개선 등 비사용가치도 포함하기 때문에 오

십천 방문객들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사는 비방문자들도 비사용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특정지역 하천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서비스이지만 지방공공재로 간

주하여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기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CVM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황금은어 축제나 복사꽂 문화축제 등에 참

여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영덕군 2014). 또한 이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정의 

WTP를 갖는 지리적 시장영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Smith, 1993, 

Loomis 1996, Pate and Loomis, 1997, Bateman and Langford, 1997, Hanley et al., 

2003, 엄영숙, 2009) 

전국가구를 표본틀로 정하기는 했지만, 인접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영덕오십

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향유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아 영덕과 

포항 포함한 경북, 경남,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을 인접지역으로, 그 외의 지역을 비

인접지역으로 구분하여 5:5로 임의 할당하였다. 나아가서 인접지역 중에서도 영덕 

오십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포항, 영덕 지역과 그 이외 지역을 1:1:3으

로 임의 할당하였다.7) 그런 다음 통상적인 가구방문 면접조사의 표본추출법에 의거

하여 지역 단위별로 단계별 층화추출법을 사용하되 성별ㆍ연령별 비중을 고려하였

다. 지불수단이 소득세 증가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를 

7) 포항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표본추출을 할당한 것은 영덕군 인접지역이기도 하지만, 영덕오십천 환경개
선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할 달산댐의 광역도수로가 포항산업단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본 CV설문
조사는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대한 WTP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후반부에 달산댐 
건설사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도 질문하였다. 물론 응답자들이 영덕오십천 관련 CV문항에 대한 답
변을 할 때까지 달산댐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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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주관 하에 훈련된 면접원들이 2010년 7월 동

안 1,00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대인면접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000명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총 3,592가구에 대한 방문 및 접촉시도가 이루어

졌다. 이들 조사실패 2,592 가구들 중 45%인 1,153명이 ‘응답거절’과 ‘조사중단’ 등 

본인의 참여의사와 관련이 있었고, 나머지 55%는 부재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가구

원이 아니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였다. 그리하여 본인의 참여의사여부와 

관련이 있는 1,439 가구를 단위-무응답자(unit non response)로 간주하면 CV 설문조

사 응답율은 41%(=1,000/2,439)로 계산된다. 

IV. 실증분석 결과

 1. CV문항에 대한 반응분포와 저항응답 그리고 표본선택모형

영덕오십천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시된 추가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CV문항에 대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반응분포를 보였다. 

표본 중 269명(26.9%)이 제시금액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731명의 응답자들 중 364명이 환경개선용수 공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거나, 판단을 위한 정보부족 혹은 정부의 계획을 믿을 수 없다는 이

유로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이들 그룹은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추가세금에 

대해 본인들의 선호나 지불능력을 반영하여 진술하지 않고 CV문항에 응답하기를 

저항한(protest bids) 응답자들로 볼 수 있다(Batemann et al., 2004).

이들 저항응답자들을 모두 ‘아니오’ 응답으로 처리하여 전체표본으로(식 3)의 확

률효용모형을 추정할 경우 단순모형의 경우에 상수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

나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항응답자들을 이상치로 

간주하여 표본에서 제외하고 지불의사함수를 추정하기도 한다(Mitchell and Carson, 

1989). 그러나 저항응답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저항응답자 그룹의 표본특성이 

나머지 그룹의 표본특성과 다를 경우 지불의사함수 추정결과에 표본선택 편의

(sample selection bias)가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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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그룹별 표본의 특성과 비교

변수명 CV응답 참여그룹 저항응답 그룹 t-통계량
a

제시금액(천원)   2.928(2.04)   3.346(2.053) －3.11***

거리(km) 214.5(122.8) 207.9(126.1)   0.80

영덕오십천 방문경험 여부(0,1 명목척도)   0.26(0.42)   0.21(0.41)   2.17**

가구소득(연평균 백만원)  39.228(16.14)  38.364(14.69)   0.84

교육수준(년)  12.7(2.5)  12.9(2.5) －1.59

자녀 수(명)   0.8(0.88)   0.85(0.89) －0.86

용수량 풍부정도 인식(0–10 서열척도)   4.96(2.17)   4.61(2.10)   2.48***

하천수량 부족 문제 심각도(0–5 서열척도)   3.28(0.97)   3.17(0.96)   1.71*

친환경적 댐 건설 찬성여부(0,1 명목척도)   0.64(0.48)   0.38(0.5)   4.72***

포항 ․ 영덕군 거주자(0,1 명목척도)   0.18(0.38)   0.21(0.41) －1.66*

영남지역 거주자(0,1 명목척도)   0.29(0.45)   0.32(0.47) －1.12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각 표본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를 나타냄. 
    2. a: CV응답 참여그룹과 저항응답 그룹의 각 변수들의 동분산을 가졌다는 F검정을 대

체로 기각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동분산 가정 하에서, 두 그룹에서 각 변수들의 평
균이 같은 모집단에서 왔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통계량을 나타냄.

    3. *는 10% 유의준에서, **는 10%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는 1% 유의수준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있음.

<표 1> CV문항에 대한 반응분포와 저항응답(protest bids)

응답유형 분류 인원 수 (비율)

제시금액에 ‘예’ 응답 269명 (26.9%)

‘아니오’ 응답

저항응답 아님 367명 (36.7%)

저항응답으로 분류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
364

(36.4%)
판단을 위한 정보 부족

정부계획을 믿을 수 없음

<표 2>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CV문항 응답참여 그룹과 저항응답 그룹

으로 구분하여 표본의 특성을 요약･비교하고 있다. 우선 CVM 실험설계변수인 제

시금액의 분포는 저항응답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에도 오십천 

방문경험, 용수량이나 하천수량에 대한 인식, 친환경적 댐 건설에 대한 태도들이 두 

그룹 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두 그룹의 표본특성이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표본선택편의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응답자들이 CV문항 응답 참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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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 여부를 동시에 결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CV

문항 응답에 참여할 것인지(  )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  )의 의사결정은 식 

(4)와 같이 잠재변수  로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if   ′  ≥ 
   , if   ′     (4)

여기서  는 분석자들에게 관찰되지 않은 CV응답 참여여부의 성향을 나타내는 지

수이고, 는 응답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며, 확률변수   역시 표준정규

분포를 취한다고 가정한다(∼
  . 

이제 식 (3)과 (4)에 근거하여 응답자들의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대한 

WYP 진술은 3가지 반응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CV문항 응답에 참여하기로 선택

한 응답자들 중에서 제시금액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유형(    )과 부정적

으로 응답하는 유형(    ), 그리고 CV문항 응답에 저항하기로 선택한 유형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응답유형에 기초하여 CV응답 참여선택과 

지불의사 선택모형의 오차항들의 결합확률을 구하여 결합추정하는 로그우도 함수

는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Strazzera et al., 2003a,b, Greene, 2008; 엄영숙 ․
홍종호, 2009).

ℒ  
 



log′′  
 



 log′ ′ 
 
 



 log ′
 (5)

 
여기서  ⋅⋅  는 이변량 표준정규분포 누적확률함수를 나타내며, 이때 는 

확률변수 와 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제시금액 지불의사여부

와 CV응답 참여여부를 각각 나타내는 이산적 명목지수를 나타낸다. 식 (5)의 로그

우도함수는 이변량 프로빗모형(bivariate probit)으로 완전정보 최대우도(FIML) 추

정법을 사용하여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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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 표기된 두 반응모형을 결합추정 하는 과정에서 상관계수 를 추정할 수 

있으며, 저항응답자들의 분석표본 포함여부에 따라 표본 WTP 추정치에 미치는 영

향을 통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즉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하고 CV문항 응답에 참여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표본WTP의 평균을 구하면 식 (3)과 식 (5)로부터 식 (6)이 

도출된다(Strazzera et al., 2003b, Greene, 2008).

∆     
  

 
 ′
 ′

 (6)

 

식 (6)에서 두 번째 항이 바로 표본WTP 측정에 도입될 표본선택에 기인한 편의

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라면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함으로써 표본WTP 평균은 

과소평가될 것이며, 반대로   라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상관계수 

의 부호는 경제이론에 기초하기 보다는 해당 표본의 저항응답자와 CV문항 응답자

들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존문헌에서도 Strazzera et al. (2003a)와 엄영숙 ․
홍종호(2009)의 연구에서는 양의 상관계수가 추정된 반면에 Strazzera et al. (2003b)

과 Harpman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음의 상관계수가 추정되었다.

 

 2. CV응답 참여여부모형과 지불의사함수 추정결과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 관련 CVM 문항에 대한 저항응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식 (4)의 CV응답 참여여부 의사결정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은 전체 표본을 사용하였

으며 모형 (3)-(5)는 <표 4>에서 제시될 지불의사함수와 결합하여 표본선택모형의 

일부로 추정하였다. 우선 CV문항에서 제시된 금액이 클수록 영덕오십천 환경개선

용수 공급을 위한 지불의사에 가부간에 진술을 하기 보다는 저항응답자(protest 

bids)가 될 가능성이 컸다. 인접지역인 포항시나 영덕군 거주자들 그리고 영남권 거

주자들일수록 CV문항에 대해 본인의 선호를 나타내기보다는 저항응답을 할 가능성

이 컸다. 반면에 영덕오십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일 수록 저항응답을 할 

가능성이 적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천에 수량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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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V응답 참여여부 프로빗 모형 추정치

전체표본
a

표본선택모형
b

모형 1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절편
0.766

(2.915)
0.484

(2.339)
0.683

(2.894)
0.668

(2.780)

제시금액
－0.061

(－3.064)
－0.052

(－2.626)
－0.056

(－2.840)
－0.057

(－2.877)

영덕오십천 방문횟수
0.443

(3.060)
0.653

(4.919)
0.609

(4.282)
0.595

(4.183)

하천수량 부족문제 심각도
0.06

(1.416)
0.038

(1.111)
0.047

(1.257)
0.049

(1.277)

교육수준
－0.029

(－1.711)
－0.017

(－1.252)
－0.019

(－1.308)
－0.019

(－1.288)

포항 ․ 영덕군 거주자
－0.47

(－2.905)
－0.221

(－1.529)
－0.585

(－3.565)
－0.614

(－3.716)

영남지역 거주자
－0.216

(－2.224)
－0.64

(－0.826)
－0.317

(－3.507)
－0.235

(－2.575)

  상관계수
－0.86

(－21.88)
－0.81

(－10.71)
－0.78

(－8.212)

N 1,000 1,000 1,000 1,000

LogL －642.9 －1024.7 －970.7 －965.7

주: 1. 괄호 안의 수치들은 t-통계량을 나타내며, Log L은 계산된 로그우도함수의 극대치를 
나타냄.

    2. a: 전체표본을 사용한 모형 (1)은 총 1,000명 중 CV응답 참여자 636명()과 저항 
응답자 364명()으로 구분된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프로빗 모형을 추정
하였음. 

    3. b: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식 (5)와 같은 결합확률로부터 도출된 로그우도함수를 FIML
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CV응답 참여선택 모형 추정치가 <표 4>의 모형
(3)에서 (5)에서 제시된 지불의사함수 추정치와 동시에 표본선택 모형의 일부로 추
정되었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항응답자가 될 가능성이 적었다. 

<표 4>는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대한 WTP함수를 확률효용모형 형태

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항응답자들의 처리방식에 따라 3가지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모형 (1)은 저항응답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표본(1,000명)을 사

용하였고, 모형 (2)는 저항응답자들을 단순히 제외하고 CV응답 참여자들(636명)만

을 표본으로 하여 추정하였다. 모형 (3)-(5)는 전체표본을 사용하되 저항응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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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불의사여부 확률효용모형 추정치

 전체표본 저항응답 제외         표본선택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절편
－0.0387
(－0.506)

0.436
(4.813)

0.641
(7.618)

1.338
(7.034)

0.901
(4.920)

제시금액
－0.206

(－8.667)
－0.225

(－8.218)
－0.103

(－3.663)
－0.153

(－3.939)
－0.164

(－3.691)

가구소득
0.518

(1.654)
0.0617
(1.872)

거리
－0.281

(－5.529)

Ln(거리)
－0.363

(－5.927)

친환경적 댐 건설 
태도

0.403
(4.083)

0.430
(3.979)

용수량 풍부정도 
인식

－0.0681
(－3.237)

－0.0767
(－3.391)

자녀 수
－0.089

(－1.857)
－0.097

(－1.895)

  상관계수
－0.76

(－21.88)
－0.71

(－10.71)
－0.69

(－8.357)

N 1,000 636 1,000 1,000 1,000

Mean LogL －485.1 －481.1 －1024.7 －970.7 －962.2

R2 0.16  0.17

WTP 표본평균
1,938

(3.157)
6,223

(5,995)
5,053

(4.319)
4,031

(3.691)

95% 신뢰구간
0.709

~3.142a
3,459

~7,985
3,417

~8,306
2.720

~6.951

표본
WTP
(원)

0 ~ 100kmb 7,996 7,532

101~200km 6,310 4,911

201~300km 4,413 3,681

301~400km 2,436 2,883

430km 이내 0.898 2,415

주: 1. 괄호 안의 수치들은 t-통계량을 나타내며, Log L은 게싼된 로그우도함수의 극대치를 
나타냄.

   2. a: 표준 WTP의 신뢰구간은 Krinsky-Robb 접근법을 사용하여 1,000번 반복추정하여 
얻는 표본WTP의 경험적 분포로부터 계산되었음

   3. b: 지구별 WTP를 추정할 때 각 구간의 중앙값인 50km, 150km, 250km, 350km, 그리고 
430km를 각 구간의 대표값으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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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역할을 고려한 표본선택모형(식 (5))을 완전정보 최대우도(FIML) 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모형 (1)-(3)은 절편과 제시금액 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하

는 단순모형이고 모형 (4)와 (5)는 제시금액 이외에 응답자들의 인식 및 태도 그리

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되, 거리변수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었

다. 기존문헌에 사용된 함수형태를 고려하여 모형 (4)에서는 거리변수가 선형함수 

형태로(Loomis, 1993, Bateman and Langford, 1997) 그리고 모형 (5)에서는 로그함

수 형태로(Pate and Loomis, 1997, Hanley et al. (2003)) 포함되었다.8)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계수

추정치는 저항응답자들의 처리방식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계수추정치의 부

호와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 (1)을 제외하고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전체표본을 사용한 단순모형(모형 1)에서 절편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데 반하여,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하고 추정한 단순모형(모형 2)이나 표본선택

모형(모형 3-5)에서 절편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지불의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인 제시금액은 예상한 대로 표본의 

구성이나 추정모형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졌다. 즉 응답자 가

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액이 클수록 ‘예’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런데 

표본선택편의를 고려한 단순모형(모형 (3))에서 제시금액 변수의 계수추정치(－0.103)

가 그렇지 않은 모형들(모형 (1)-(2))의 계수추정치들(－0.206∼－0.225)에 비해 절

대값으로 보았을 때 반절 이하로 적은 것이 눈에 띈다.9)

표본선택모형들인 모형 (4)와 (5)에서 제시금액 변수 이외에 거리변수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 영덕오십천으로부터 멀리 거주하는 응답자일수

로 CV문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세금 납부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커서 환경개선용수공급으로 인해 즐

8) 기존문헌에서는 거리변수가 선형이든 로그형태이든 한 가지 함수형태로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는 선형
과 로그형태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아가서 선형과 로그형
태 이외에도 거리의 제곱항을 포함하거나 소득변수 등 다른 변수들과 교차항으로 포함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9) 효용격차모형 형태의 지불의사함수 추정에 있어서 제시금액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표본 WTP 측정식에
서는 분모로 쓰이기 때문에, 표본선택편의를 고려한 모형 (3)에서의 계수추정치가 가장 작다는 것은 
후술하겠지만 모형 (3)의 계수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한 표본 WTP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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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게 될 레크레이션이나 여가활동이 응답자들에게 정상재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15세미만의 아이들이 많은 가구일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각종 용수공급을 위해 사용할 물이 우리나라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일수록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CV문항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소

규모 친환경적 댐 건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영덕오십천 환경

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추가세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모형 (3)-(5)의 하단에 제시되었듯이 표본선택편의의 존재여부를 식별해 줄 상관

계수 추정치가 －0.71에서 －0.76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식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계수 의 추정치가 0보다 적기 때문에 저항응답자들을 제외

한 표본을 사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 함수추정치는 하항편의가 발생할 것이고, 따

라서 표본 WTP 평균 역시 과소추정 될 수 있다. <표 4>의 하단에는 확률효용모형

의 계수추정치를 사용하여 응답자들이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으로 즐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익을 표본평균 WTP로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저항응답 

고려하지 않고 전체표본을 사용한 모형 (1)에서는 상수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평균 WTP를 계산하지 않았다. 반면에 저항응답자를 제외하고 추정한 모형 (2)

의 경우 평균 WTP가 1,938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4>에서 제시된 음의 상관계수

() 추정치에서 예상되었듯이 표본선택편의를 보정하기 위하여 FIML을 적용한 단

순모형(모형 3)의 경우 평균 WTP가 6,223원으로 추정되었다. 

단일양분선택형 CV응답을 사용하여 추정한 확률효용모형의 거리-소멸함수 관계

를 적용하여 영덕오십천으로부터 거리구간에 따라 다른 표본 WTP를 측정할 수 있

다. <표 4>의 하단부에 영덕오십천으로부터 100km 간격으로 표본 내 최장거리인 

430km 이내에 대해 지구별(zone)로 표본WTP를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WTP함수 

모형 (4)와 모형 (5)의 추정에서 거리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진데

서 예견된 대로 영덕오십천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가구당 지불의사도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리변수의 포

함형태에 따라 표본 WTP의 변화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거리변수가 로그형태

로 포함되었을 때(모형 5) 영덕오십천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표본 WTP 감소

율이 커서 선형함수 형태로 포함되었을 때(모형 4)보다 표본 WTP가 적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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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m 이상 멀어지면서 상황이 역전되어 거리변수가 로그함수형태로 포함되었을 

때 선형함수형태와 비교하여 표본 WTP가 오히려 커졌다. 즉 거리변수가 로그형태

로 포함되었을 때 원거리 거주자들의 WTP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표본 내에서 가장 원거리 거주자의 거리인 430km을 적용

하더라도 거리변수의 형태에 관계없이 양의 WTP를 내포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경상북도 동해안에 위치한 영덕오십천을 지점으로 동심원을 그렸을 때 표본 

내 최장거리 반경 안에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었다. 즉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서비스의 지리적 시장영역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사회적 여건변화로 하천이 제공하는 다양한 비시장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KDI에서도 수자원개발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환경개선용

수 공급을 신규수요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하천의 기능유지를 위해 흘러야 

하는 하천유지용수와는 달리 하천개선용수는 자체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위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비용에 따른 편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추세에 부응하여 경북 영덕군에 달산댐이 건설될 경우 가능해지는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CVM 연구결과를 비용-편익분석에 활용하고자 할 때 편의를 줄이고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다, 우선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공급으로 레크레이션 및 문화 ․ 관광활동 등 하천여가활동에 대한 

TCM 적용에 있어서 중요변수인 거주지로부터의 거리변수를 소비자효용이론의 틀 

안에서 양분선택형 CVM 응답자료를 활용한 WTP함수 추정에 설명변수로 포함하

였다. WTP함수에 거리변수가 포함됨으로써 WTP의 거리-소멸현상에 대한 실증분

석이 가능하여 CVM 연구의 이론적 유효성 검정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서비스의 수혜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지리적 시장영역 설정이 가능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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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상황에 대한 추가세금 지불의사를 묻는 CVM 

질문에 상당수 응답자들이 본인의 선호를 나타내기보다는 저항응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WTP함수 추정에서 저항응답과 지불의사 응답을 동시에 결합추정하

는 표본선택모형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70년대 이후 골재채취로 건천화 되어가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오십천에 환경개선용수 공급으로 상류 계곡유원지와 하류의 문화축제 

등과 연계한 하천여가활동의 활성화와 경관 및 생태계 복원 등에 따른 편익측정을 

사례로 하였다. 전국 주요 시군에 거주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을 5:5로 임의 할당하여 CVM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본의 36% 정

도(364명)가 저항응답자로 분류되었다. 

저항응답을 한 응답자들이 표본 WTP에 편의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본선택모형을 추정한 결과 저항응답 가능성과 지불의사 여부결정과 관련

된 확률오차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추정되어, 저항응답자들을 단순히 제외

하고 추정하였을 경우 표본 WTP가 과소추정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구체

적으로 표본 WTP를 측정한 결과 저항응답자를 단순히 제외하였을 경우 표본 WTP

는 2,000원 정도로 측정된 반면 표본선택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 6,000원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가구당 표본 WTP 평균의 차이가 이 정도라면 관련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이다. 

영덕오십천 비방문자들도 비사용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아 전국가구를 모집

단으로 설정하고 표본을 추출한 뒤 WTP 함수추정에 거리변수를 포함한 결과 거리

변수의 형태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 영덕오십천에서 먼 

거리에 사는 응답자들일수록 CV문항에서 제시된 추가세금에 긍정적으로 답할 가능

성이 적었고, 따라서 표본 WTP도 적어지는 거리-소멸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거리의 변화에 따른 표본 WTP의 변화율은 거리변수가 선형 혹은 로그형태로 포함

되었는지에 따라 달랐다. 더욱이 표본WTP를 측정한 결과 영덕오십천으로부터 최장

거리인 430km 범위 밖에서도 오십천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대해 정의 WTP가 존

재함을 시사하였다. 이는 영덕오십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서비스의 지리적 

시장영역이 전국의 가구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접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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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접지역의 표본추출 비율을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전국의 가구들을 모집단으로 

상정하고 표본을 추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전국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더라도 기존 CVM 연구들은 대체로 표본으로부터 측정

된 WTP 표본 집중경향치를 모집단인 전국가구 수에 일률적으로 곱하여 총편익을 

합산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과 달리 본 연구에서 추정한 거리-소멸관계에 기초하여 

대상하천으로부터 100km 지구별로 구분하여 표본 WTP를 추정한 다음 그 지구 내 

가구 수를 곱한 뒤 합산을 하였을 때 연간 총편익이 약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사용가치를 포괄하는 비시장적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사업이나 정책

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잠재적 편의 발생 가능성에도 불

구하고 아직은 CVM을 대체할 만한 비시장가치평가기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

구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CVM 설문지 디자인 단계에서 거리변수 등 몇 가지 

변수를 추가하거나, CV응답에 후속질문을 하는 등 약간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평가

대상 비시장재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표본의 

특성을 반영한 가구당 표본 WTP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아울러 공간적 

할인을 통한 총편익으로 합산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시장적 서비스 

공급의 편익측정에 확대적용 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단순히 거리변수만 포함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방문자 중심의 방문수요함수와 비방문

자들도 포함한 CVM의 WTP함수를 체계적으로 결합추정 하는 등 CVM 연구의 내

재적 유효성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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