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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자연형 하천은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 비사용적 가

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자연형 하천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타당. ,

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

법 을 이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경천에 대하여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CVM)

였다 연구방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자연형 하천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기본적인 속성과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으로 구분. , , ,

하였고 순창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경천에 대해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년간 약 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이용하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11 .

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인 경제적 편익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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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용어 조건부가치평가법 자연형하천 경제적 편익핵심용어 조건부가치평가법 자연형하천 경제적 편익핵심용어 조건부가치평가법 자연형하천 경제적 편익핵심용어 조건부가치평가법 자연형하천 경제적 편익: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하천공사 등의 토목공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를 시행한다.

경제적 평가에 있어 계량화가 용이한 항목은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지만 계량화할 수 없는 항목들도 많이 있

다 오염피해나 환경자원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하천 산림 등의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에. ,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천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시장의 가격체계에서. ,

배제되어 있어 경제적인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비용이나 가치가 비용편익.

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으로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천공사로 인한 주요 환경변화나 공공재의 비용과 가치를 수치.

화하여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형 하천은 하천공사는 식생 등 생태조건을 고려하는 공사이므로 일반적인 하천 정비에 비해 공사비가

가 증가한다 공사비가 상승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 편익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타당성이 없는10-20% . - ,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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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 하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비용 편익 분석시 편익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 .

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1. .

계획CVM

조사목적의 명확화-

조사방법의 결정-

조사규모의 결정-

설문지 작성

개인속성 설문작성-

지불의지액 설문작성-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실시-

조사자료 분석

자료입력 및 집계-

부적절한 설문지의 제거-

지불의지액 추정-

조사결과 정리

그림 연구의 흐름도그림 연구의 흐름도그림 연구의 흐름도그림 연구의 흐름도1.1.1.1.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순창읍을 통과해서 흐르는 경천으로서 국가하천 섬진강의 지류인 지방 급2

하천이며 순창군 유등면 두승리에서 섬진강으로 유입하고 있다 경천의 순창읍 시가지 구간인 구간에. 1.5km

대해서 년 자연형 하천 공사를 시행하였다2000-2001 .

경제적 편익경제적 편익경제적 편익경제적 편익2.2.2.2.

환경가치와 평가방법환경가치와 평가방법환경가치와 평가방법환경가치와 평가방법2.12.12.12.1

환경은 가치를 평가하기 힘든 가치물로 환경파괴에 대한 사회적 손실과 환경의 개선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대부분은 직접 취급이 가능한 화폐가치로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환경의. ,

가치를 가능한 명시하고 정량화하는 것이다 환경의 경제적 가치는 환경의 개선에 대한 지불의지액.

또는 환경의 악화에 대한 수용하는 의지액 에(Willingness To Pay : WTP), (Willingness To Accept : WTA)

따라 측정하자고 하는 사고방식이 기본이 된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한계가격이나 수요측정을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비시장재의 가치평가방법은 몇 가지

의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 기준은 첫째로 가치측정에 사용되는 정보.

가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서 얻어지는가 아니면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얻어지는가에,

관한 것이고 둘째로 화폐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가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하는가의 구분이,

다 직접 시장을 관찰하는 방법은 제약조건하의 효용극대화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즉 환경자원의. . ,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직접 관찰함으로서 화폐단위로 나타낸 가치가 측정된다 간접적인 방법, .

의 경우 가치는 시장재와 환경서비스 간의 어떤 관계를 토대로 측정된다 이 경우 환경재와 시장재간에는 대, .

체적인 관계나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에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의 분류에 대해 나. 1.

타내었다.



구 분 직접 시장을 관찰하는 방법 가상시장을 이용하는 방법

직접적인

측 정 법
적용사례 거의 없음

조건부 가치측정법

다속성 효용평가법

간접적인

측 정 법

헤도닉 가격기법 여행비용접근법,

회피행동분석법
전술선호기법

표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 분류표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 분류표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 분류표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 분류1.1.1.1.

평가방법의 선정평가방법의 선정평가방법의 선정평가방법의 선정2.22.22.22.2

하천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어떠한 편익을 평가할 것인가 획득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하천. ,

에 대해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정하여 하천의 편익을 추정해야 한다.

하천의 경제적 가치는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가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지불

하려고 하는 유산가치 등 비사용가치도 함께 측정해야 한다 하천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시장기구에 의해 그.

가치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에 대해 실제로 시장이 존재하는 것

처럼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지불의지액을 직접 설문하여 그 가치를 구해야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 을 선정하였다(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기초자료 분석기초자료 분석기초자료 분석기초자료 분석3.3.3.3.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재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따라 공공재의

가치평가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다양한 편익 조사자 정보. ( , ,

지불수단 초기값 등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연구자가 주의를 기울일, )

경우 모두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인 경천에 관하여 직접적(Ciriacy - Wantrup, 1947).

인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을 조사 방법 및 목적에 맞게 항목을 결정하여 표 에 나타내었다2. .

항 목

기본속성 만족 성별 직업 연령 월소득 학력① ② ③ ④ ⑤ ⑥

지불의지액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① ② ③ ④

표 설문항목표 설문항목표 설문항목표 설문항목2.2.2.2.

환경용수 지불의지액은 농업용수 및 홍수방지 등의 이수나 치수를 포함하여 하천의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수를 환경용수로 정의하고 이 가치를 환경경제의 견지에서 평가하였다 생태계 지불의지액은 하천환경의 향.

상과 수질개선처럼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대한 유증가치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재가치가 있다 하지만 생태계의 가치를 어느 것에 둔다고 해도 생태계는 시장경제 안에서 평가.

되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시장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의 유지라든지 존재가치 유증가치. , , ,

등 공통의식의 존재를 화폐가치로 평가하였다 하천환경은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도 귀중하고 독특한 경관과 휴식이 장소로도 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천을 유지하려.

고 할 때의 편익을 조사하였다 즉 하천유지 지불의지액은 귀중하고 독특한 경관 제방도로 이용 레크레이션. , , ,

및 휴식의 공간 등에 대한 금액을 조사하는 것이다 수질향상 지불의지액은 수질개선 대책을 세우고 수질을.

환경기준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조사하였다 경천은 순창읍을 통과하여 흐르.

는 하천이므로 순창읍에 거주하는 총 세대중 세대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3,446 288 .

설문조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에 걸쳐 조사요원들이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2004 2 2004 8 .

기본속성에 대한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의 전체 성별분포는 남성이 여성이 로 나타3. . 53%, 47%

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대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 대 대 세이상 대 순으로. 30 32% , 20 , 40 , 50 , 60 , 10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는 공무원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회사원 자영업 주부30% , , ,

기타 전문직 학생 농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월소득분포는 만원이 로 주를 이루었, , , . 100 200 46%～



고 만원 이하 만원 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별 분포는 대졸이 로, 100 , 200 300 , 300 . 55%～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중졸 초졸 순이었다, , .

구분 인원(%)

성별 만족

남(%) 여(%) 만족(%) 불만족(%)

152(53.5) 138(46.5) 196(67.7) 94(32.3)

연령별

10 20∼ 10(3.3) 4(1.4) 6(1.9) 6(2.1) 4(1.2)

20 30∼ 82(28.3) 26(9.0) 56(19.3) 60(20.7) 22(7.6)

30 40∼ 92(31.7) 52(17.9) 40(13.8) 54(18.6) 38(13.1)

40 50∼ 68(23.5) 34(11.7) 34(11.8) 48(16.6) 20(6.9)

50 60∼ 28(9.7) 26(9.0) 2(0.7) 22(7.6) 6(2.1)

세이상60 10(3.5) 10(3.5) - 6(2.1) 4(1.4)

직업별

학생 18(6.3) 4(1.4) 14(4.9) 14(4.8) 4(1.4)

주부 34(11.7) - 34(11.7) 26(9.0) 8(2.8)

공무원 88(30.3) 58(20.0) 30(10.3) 54(18.6) 34(11.7)

회사원 50(17.2) 38(13.1) 12(4.1) 34(11.7) 16(5.5)

전문직 22(7.6) 12(4.1) 10(3.5) 18(6.2) 4(1.4)

자영업 42(14.5) 20(6.9) 22(7.6) 24(8.3) 18(6.2)

농업 4(1.4) 2(0.7) 2(0.7) 2(0.7) 2(0.7)

기타 32(11.0) 18(6.2) 14(4.8) 24(8.3) 8(2.7)

소득별

월( )

만원이하100 92(31.7) 22(7.6) 70(24.1) 60(20.7) 32(11.0)

만원100 200∼ 132(45.5) 76(26.2) 56(19.3) 80(27.6) 52(17.9)

만원200 300∼ 50(17.3) 42(14.5) 8(2.8) 48(16.6) 2(0.7)

만원이상300 16(5.5) 12(4.1) 4(1.4) 8(2.75) 8(2.75)

학력별

초졸이하 16(5.5) 14(4.8) 2(0.7) 14(4.8) 2(1.7)

중졸 20(6.9) 10(3.45) 10(3.45) 12(4.1) 8(2.8)

고졸 96(33.1) 36(12.4) 60(20.7) 66(22.8) 30(10.3)

대졸이상 158(54.5) 92(31.7) 66(22.8) 104(35.9) 54(18.6)

표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표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표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표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3.3.3.3. 단위 명( : )

지불의지액지불의지액지불의지액지불의지액4.4.4.4.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지불의지액을 합한 전체 지불의지액을 표 에, , , 4.

나타내었다 지불의지액은 남성이 평균. 28,939원이고 여성이 평균 28,445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원 더494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경천에 대해 만족한 대상자가 평균. 28,578원 불,

만족한 대상자가 평균 28,529원으로 만족한 대상자가 불만족한 대상자보다 원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49

로 나타나 만족한 대상자와 불만족한 대상자가 차이가 거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별 지불액은 대가. 10

39,38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 이상이 원 대가 원 대가 원 대가60 36,355 , 40 29,562 , 30 28,153 , 50 27,560, 20

대가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에 의해 높은 지불의지액이 나왔다고 사료된다 직업별 지불의지액은27,499 . .

본 설문에 없는 직업이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주부 학29,784 , , , , ,

생 농업 순이었다 소득별 지불의지액은 월 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원으로 가장 높게 나, . 100 28,663

타났고 만원 만원이상 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지불의지액은 초졸 이하의 학력을, 100 200 , 300 , 200 300 .～ ～

가진 조사대상자가 원으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졸이상 중졸 고졸 순으로 나타났다42,500 , , , .

이는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재에 대한 지불의지액이 높다는 다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

데 이 결과 역시 경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어린이 익사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4.4.4.4.

상관관계 분석상관관계 분석상관관계 분석상관관계 분석4.14.14.14.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편익의 변수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관계란 두 변수간에 밀접도를 의미하며 에서 사이의 값을 가진다 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1 1 . 1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에 근접할수록, -1 . 0



두 변수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얻은 상관계수를 표 에 나타내었다. 5. .

편익에 대한 전체 지불의지액과 생태계에 대한 지불의지액의 상관계수가 로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0.915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분야별 지불의지액 간의 상관계수는 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 것으로 분석0.653 0.915～

되었다 개인특성과 분야별 지불의지액에 대한 상관계수는 사이의 결과가 나타나 개인특성과. -0.177 0.137～

분야별 지불의지액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만족여부가 만족에 대한 지불.

의지액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할수록 지불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

구분 분류 최대 원( ) 최소 원( ) 평균 원( )

성별
남자 14,000 2,000 28,939

여자 2,500 280,000 28,445

만족여부
만족 280,000 2,500 28,578

불만족 120,000 2,000 28,529

연령별

세10 20∼ 65,000 20,000 39,389

세20 30∼ 80,000 4,000 27,499

세30 40∼ 270,000 2,500 28,153

세40 50∼ 280,000 2,000 29,562

세50 60∼ 76,000 4,000 27,560

세이상60 40,000 4,000 36,355

직업별

학생 80,000 6,500 26,678

주부 65,000 3,500 26,903

공무원 270,000 2,000 28,060

회사원 60,000 4,000 28,162

전문직 50,000 4,000 27,928

자영업 60,000 3,100 28,548

농업 28,000 10,000 19,000

기타 43,000 4,000 29,784

소득별

만원 이하100 280,000 3,500 29,600

만원100 200∼ 140,000 2,000 28,663

만원200 300∼ 270,000 4,000 27,615

만원 이상300 50,000 5,000 28,516

학력별

초졸 이하 280,000 4,000 42,500

중졸 65,000 4,000 25,900

고졸 80,000 2,500 25,198

대졸 이상 270,000 2,000 29,506

표 전체의 지불의지액표 전체의 지불의지액표 전체의 지불의지액표 전체의 지불의지액4.4.4.4.

만족

여부
성별 연령 직업 월소득 학력

만족

환경

용수
생태계

하천

유지

수질향

상
전체

만족여부 1 -0.01 -0.018 -0.018 -0.094 0.067 -0.084 -0.115 -0.072 -0.111 -0.111

성별 -0.011 1.000 -0.329 -0.145 -0.404 0.013 -0.144 0.077 0.004 0.002 0.014

연령 -0.018 -0.329 1.000 0.299 0.206 -0.391 -0.125 -0.144 -0.153 -0.167 -0.162

직업 0.016 -0.145 0.299 1.000 -0.035 -0.233 -0.153 -0.150 -0.128 -0.206 -0.177

월소득 -0.094 -0.404 0.206 -0.035 1.000 0.262 0.012 0.017 0.032 0.032 0.024

학력 0.067 0.013 -0.391 -0.233 0.262 1.000 0.137 0.087 0.083 0.124 0.121

만

족

환경용수 -0.084 -0.044 -0.125 -0.153 0.012 0.137 1.000 0.653 0.647 0.682 0.852

생태계 -0.115 0.077 -0.144 -0.150 0.017 0.087 0.653 1.000 0.802 0.786 0.915

하천유지 -0.072 0.004 -0.153 -0.128 0.032 0.083 0.647 0.802 1.000 0.878 0.903

수질향상 -0.121 0.002 -0.167 -0.206 0.032 0.124 0.682 0.786 0.878 1.000 0.911

전체 -0.111 0.014 -0.162 -0.177 0.024 0.121 0.852 0.915 0.903 0.911 1.00

표 각각의 개인특성과 편익의 상관계수표 각각의 개인특성과 편익의 상관계수표 각각의 개인특성과 편익의 상관계수표 각각의 개인특성과 편익의 상관계수5.5.5.5.

조건부가치평가법에 의한 결과조건부가치평가법에 의한 결과조건부가치평가법에 의한 결과조건부가치평가법에 의한 결과4.24.24.24.2

경천의 자연형 하천 정비에 대한 지불의지액을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통해 추정한 결과 한가구당 월평균,

원의 지불의지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천의 총편익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년간으로 계산하면 한가26,872 .



구당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이를 순창읍 가구수 가구로 계산하면 년간 약 억원의 경제322,464 . 3,446 11.1

적 편익이 발생한다 지불기한을 한정하는 경우 설문대상자들이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발생하며 반대로 지불기한에 대해 한정이 없는 경우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회적 할인율,

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년간으로 계산하였다. , .

경천이 공유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자산의 가치가 해당 지역만의 재산이 아니지만 순창읍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순창읍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지불의지액의 평균값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설문조사의 배포범위에 기인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이 갖는 기본적인 한.

계로 처음 계획부터 배포 및 회수 분석하는 과정을 면밀히 한다면 상당한 오류를 축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기존의 하천 정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발생된다 이러한 편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

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시장재화의 비용 편익 분석은 다양하지만 수질 및 자연환경의 분석이 가능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선정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가상적인 변화에 대.

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문항목은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속

성과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지액으로 설정하였다, , , .

본 연구의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경천에 대해 만족할수록 지불의지액이 높게 나타났고 일반 공공재는 학력,

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지액이 높게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편익의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불의지액 간은 굉. ,

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특성과 지불의지액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순창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경천의 경제적 편익은 년간 약 억원으로 산출되었다. 11 .

하천은 공공재이고 비시장재화이므로 설문을 통해 지불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추정한 가치임을 감안한다면

그 가치는 여건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며 그것이 조건부가치평가법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 ,

계에도 불구하고 경천의 가치를 화폐적 형태로 추정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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