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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연구는경상북도상주에건립된국제승마경기장건립사업의경제적편익을지역에거주하는

가구들의 지불의사액에 의해 평가한다. 평가기법으로는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법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기초로하되추정의정확성제고를위해 (1)응답자

가 지불의사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 모르겠다고 응답할 수 있는 응답 항목을 추가하였고 (2) 제시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는 지불의사액이 전혀 없는지를 추가 질문하였다.

설문조사는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의 행정상 위치를 고려하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거주 가구를

모집단으로하고일대일개인면접설문조사를통해수집되었다.평가결과,가구당년지불의사액은

1,847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시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된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의

연간 총 편익은 35.6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주요용어: 국제승마경기장, 사회적 편익, 조건부가치평가법.

1. 머리말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위한 경기장 및 일반인의 여가활용 생활승마장 그리고 순수

전문 아마추어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습장 등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2010년 경상북도 상주에

건립된 공공 스포츠시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사업의 편익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동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얻게 되는 편익 증대를 고려하

며, 이러한 무형의 사회적 편익증대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계량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상주국제승마경기장이 건립된 2010년보다 2년 전인 2008년에 실시되었다.

상주 국제승마경기장과 같은 공공 스포츠시설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개방되든지 아니면 이용요금

이 존재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이나 사회적인 공익기능을 위해 잠재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재화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상주 국제승마경기장 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편익 측정방법으로서 조건부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채택한

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비시장재의 편익 혹은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기법으로서,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사회인프라

사업이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용되고 있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가 평가대상에 부여하는 가치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도출한다. 동 평가법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양분선택형 방식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이 단지 “예”

와 “아니오” 두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평가대상에 대한 선호가 불확실하더라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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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로 응답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예”로 응답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 비시장재의 가치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Ready 등, 2001).

또한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실제로 자신에게 제시된 금액뿐만 아니라 어떠한 금액

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추정모형에 반영하지 않으면 역시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존재할수있다.본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의가능성을피하기위해두가지방안을도입하

였다.첫째는응답문항에기존양분선택형질문방식이사용하는 “예”와 “아니오”이외에 “모르겠음”

항목을 추가하였다.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설에 대해 자신이 부여

하는 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이므로 추정 자료에서 배제하였다. 둘째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

“그렇다면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지방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다면 그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은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이며, 만약 “아니오”라고 응답한다면 그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은 첫 번째 질문에서 제시된

금액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큰 경우이다. 추정모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채

택하는 가치평가 과정을 설계한다. 4절과 5절 각각 추정모형과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

절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2. 선행연구

가치평가대상의재화가완전경쟁적시장에서거래될경우해당재화의경제적가치는시장가격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불완전한 비시장재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외의 가치평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는 특히 환경경제학을 중심으로 비시

장재의 가치평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개발되어 왔는데, 간접적 방법과 직접적 방법이 있다.

전자는 평가대상 재화와 관련을 갖는 다른 재화의 시장에서 관측되는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치

평가를도출하며,세부유형으로는여행비용법 (travel cost method)과헤도닉가격기법 (hedonic price

method) 등이 있다. 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경제주체자들의 선호를 직접 분석함으로써 가치평가를

도출하며, 세부유형으로서 조건부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컨조인트분석

법 (conjoint analysis method) 등이 있다 (Carson, 2011; Hanley 등, 2001).

본 연구의 분석방법론인 조건부가치평가법은 비시장재에 대한 가상적인 변화를 소비자들에게 제

시하고각각의변화에따라발생하는소비자들의경제적가치를설문조사를통해추정하는방법이다

(Carson, 2011). 최근에는 실험설계, 조사연구, 계량경제학 추정기법 등의 다른 영역과 결합되어 빠

르게 기법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제품이나 대규모 공학기술개발사업 그리고 법률소송과

관련된 가치측정 등 적용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다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4; Jeong,

2011; Jung과 Park, 201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4), Jeong (2011), Jung과 Park (2011)

등은모두설문지의응답문항에모르겠음”항목이나 “지불수단을추가로지불할의사가전혀없는지

여부”의 추가질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에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설문지에 포함시키고

그 응답결과를 추정과정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방법 면에서 이들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연구의분석대상인스포츠와관련된가치평가혹은편익측정에관한국내연구는산업연관모형

을 이용한 스포츠이벤트의 경제 파급효과 연구가 대부분이며,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하는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고 있어서 Kwak 등 (2008)이 생태체육공원의 편익을 추정한 연구가 유일하다. 반면

에 국외에서는 Johnson과 Whitehead (2000)가 스포츠시설의 가치평가 연구에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처음 도입한 이래 스포츠경기장, 스포츠이벤트, 스포츠팀, 스포츠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가대상에

활용되고 있다. Johnson과 Whitehead (2000)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미국 켄터키주 렉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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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지역에 건립되는 대학 농구 경기장과 마이너리그 야구 경기장의 공공재적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Groothuis 등 (2004)이 미국 피츠버그의 야구와 미식축구 경기를 별도로 치를 수 있는 경기장 건립

편익을 추정하였다.

3. 가치평가의 설계

3.1. 지불의사액 질문방식

조건부가치평가법을이용하는가치평가과정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지불의사액을질문하는방식

이다.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지불의사액을 유도해내기 위하여 현재까지 고안된 지불의사 질문방법은

크게 경매법, 지불카드형식, 양분선택형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이중 양분선택형을 채택

한다 (Freeman, 2003).

Bishop과 Heberlein (1979)에 의해 제시된 양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은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각각의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명시된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

으로서 최근 조건부가치평가법 연구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 (Portney, 1994).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특정금액을 매달 지불해

야할 경우 이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만약 응답자가 합리적이라면 지불의사액이

제시된 금액보다 큰 경우에“예”라고 대답하고 반대 경우에는“아니오”로 대답할 것이다. 추정에 사

용되는계량경제학모형은이러한합리성가정에기초하여설계된다.설문조사에서제시되는금액은

사전설문조사 (pretest)를 통해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5천원 범위의 12개의 제시금액으로 결정하

였으며, 구체적인 금액 수치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8000

원, 10000원, 12000원, 15000원이다.

3.2. 지불수단

동일한금액이제시되더라도지불수단의선택에따라응답자의반응이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지

불수단 선택은 지불의사액 질문방식만큼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세, 기부금, 이용요금 등이 지

불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주국제승마경기장이 공익적인 기능이 강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건설비용이 국비와 함께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매월 추가되는 지방세의 증가를 지불수단으로 선정하였다. 건설사업의 타당성분석에서

고려되는 비용편익 분석기간이 20년∼30년임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지방세의 형태로 제시된 월별

추가세금의 지불이 25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설문지에 명시하였다.

3.3. 모집단 범위와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 지불수단으로 고려되는 지방세를 지불하는 주체는 경상북도 도민이지만, 상주국제승

마경기장 건설비용의 일부를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하는 점 그리고 상주와 대구와의 지리적 거리를

감안하여,본연구의모집단의공간적범위는경상북도와대구의가구로설정하였다.표본선정지역은

도시, 농촌, 산림지대로 구성된 경상북도가 대구시를 원형으로 넓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정된 조사비용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따라서조사대상지역을인구가집중되어있는시로한정하여대구시와함께경상북도의

10개의 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로 하였다. 이처럼 시민만을

표본으로산출하고인구가적은군민을제외함으로써표본의모집단대표성이훼손될가능성을배제

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제약하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칠곡군은 시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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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이 넘는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선정 지역에 포함하였다. 소득의 제약조건과 가구조사임을

감안할때우리나라의조건부가치평가법연구에서일반적으로채택되는설문대상은만 20세이상 65

세 미만의 세대주나 주부이며,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를 경상북도와 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

세 미만의 세대주나 주부로 설정하였다. 조사지역의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얻기 위하여

12개 시와 군의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표본 수를 할당하였으며, 대구의 경우는 대구에 할당된 전체

표본 수를 8개 구와 군의 인구 비율에 비례하여 할당하였다.

설문방법은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을 채택하여, 2008년 7월 7일∼17일 기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4. 설문문항

승마와 승마경기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친숙한 분야가 아니므로, 본 연구는 설

문조사에서 응답자가 단계적으로 상주국제승마경기장 및 승마 일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도록

설문문항을 배치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국제승마경기장의

가치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응답자들을 적응시키는 단계로서 상주의 세계대학생승마선

수권대회 유치와 국제승마경기장 건립예정 사실의 인식 여부 그리고 승마의 효과 및 응답자 개인에

관한 질문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둘째는 국제승마경기장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을 설명하는 지문과

지불의사액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지문 내용은 아래과 같다.

“상주국제승마장은앞으로세계승마대회경기장,일반인을위한생활승마장,청소년을위한정서

순화 및 체육승마 교육장, 년 10회의 전국승마대회 경기장, 체육승마선수 연습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국제적인 홍보 및 생활승마와 엘리트 체육승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1) 승마와 골프를 연계한 새로운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2) 낙동강 700리길 승마 코스 개발,

(3) 산악 승마 트레킹 코스 개발 등과

같이 승마를 활용한 관광·레포츠산업을 육성하고, 마필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FTA

의효율적인대처를위해말축산영농업을본격적으로발전시킬계획입니다.따라서상주국제승마장

건립은 대구경북 경제가 마필관련산업이라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규격의승마장을건립하고운영하기위해서는상당한재원이필요합니다.다음질문은이러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각 가정에 매월 부과되는 지방세가 향후 25년간 인상된다는 상황을 가정하

고 여쭙겠습니다. 비록 가상적인 상황이지만, 귀 댁의 소득과 평소의 지출을 고려하신 후 신중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구성 이외에 상주국제승마경기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주의

지리적 위치와 상주국제승마경기장의 시설조감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보기카드를 별도로 작성

하여 설문조사 응답자가 참조하게 하였다.

4. 추정모형

4.1. 기본추정모형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이 수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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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x′β + ϵ (4.1)

y = 1 (y∗ ≥ b) (4.2)

단,

y∗ :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WTP)

x : 설명변수

y : 지불의사를 표시하면 1의 값을, 지불의사가 없으면 0의 값을 갖는 응답자의 관측 반응

b : 응답자에게 제시된 금액

식 (4.1)은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WTP) y∗을 설명변수 x의 일차함수로서 설정하고 있다. 조건부

가치평가법의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서는 이러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은 직접 관측되지 않고 대신

제시된 금액 b을 응답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만이 관측된다. 만약 합리적인 응답자라면 자

신의 지불의사액이 제시금액보다 큰 경우에 그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할 것이다. 식 (4.2)는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식

(4.1)과 (4.2)에서 y∗는 관측되지 않는 잠재된 종속변수이고 y가 관측되는 종속변수이다.

만약 식 (4.1)의 오차항 ϵ의 조건부 누적분포함수가 다음과 같다면,

−
ϵ

σ
∼ F (· |x) ; 단, σ2 = V ar (ϵ)

관측되는 종속변수 y가 1로 관측될 조건부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y = 1|x) = Pr
(
x′β + ϵ ≥ b|x

)
= Pr

(
−

ϵ

σ
≤ −

1

σ
b+ x′ β

σ
|x

)

= F

(
−
1

σ
b+ x′ β

σ
|x

)
≡ F

(
θ1 (−b) + x′θ2|x

)
(4.3)

단, θ1 = 1/σ, θ2 = β/σ

일반적인 이산선택모형에서는 식 (4.3)의 θ2가 β/σ로 구성되기 때문에, 원래 추정대상인 β는 추정

되지않고 β 와 σ의비율인 β/σ가추정될수있을뿐이다.이경우 β값그자체는추정할수없지만 β

를구성하는요소간의상대적인값은추정될수있다.그러나양분선택형조건부가치평가법의구조에

서는, 추정되는 계수가 θ2 = β/σ 뿐만 아니라 θ1 = 1/σ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계수의 정보를 활용하면

β 값 자체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즉, θ1에 대한 추정값의 역수를 취하면 σ̂ = 1/θ̂1가 되므로 θ2의

추정값에 곱하면 β̂값을 도출할 수 있다.

σ̂ = 1/θ̂1 (4.4)

β̂ = σ̂θ̂2 = θ̂2/θ̂1 (4.5)

대부분의 응용연구에서 오차항 ϵ에 대한 누적분포함수 F는 누적정규분포함수로 가정되든지 (프

로빗모형) 또는 누적로지스틱분포함수 (로짓모형)로 가정된다. 두 분포 모두 형태가 유사하며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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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부분에서 로지스틱분포가 상대적으로 약간 두터운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추정결과가 거의 차

이가 없으나 로짓모형이 상대적으로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응용연구에서 주로 선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로짓모형을 선택하며, 이 경우에 식 (4.3)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게 된다.

Pr (y = 1|x) =
1

1 + exp {−θ1 (−b)− x′θ2}
(4.6)

이 경우에 로짓모형의 추정에 사용되는 최우추정법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L=

n∑
i=1

[
yi ln

{
1

1 + exp (−θ1(−b)− x′
iθ2)

}
+(1− yi) ln

{
1−

1

1+exp (−θ1(−b)− x′
iθ2)

}]
(4.7)

4.2. 추정모형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의 CVM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추정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첫

째는, 응답이 단지 “예”와 “아니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평가대상에 대한 선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둘 중의 하나로 응답하는 경우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는 이러한 상황

에서대부분 “예”로응답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평가대상비시장재의가치가과대추정될가능성이

높다 (Li와 Mattsson, 1995; Champ 등, 1997; Ready 등, 2001). 둘째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

자들의 경우 실제로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제시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만 응답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만약 “아니오” 응답자 중에서 이러한 응답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역시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추정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도입하였다. 첫째는 응답문항에 기존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이 사용하는 “예”와 “아니오”에 추가하여

“모르겠음”을 추가하였다.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설에 대해 자신이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이므로 추정 자료에서 배제하였다. 둘째는 “아니오”라

고 응답한 경우에 “그렇다면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지방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다면 그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은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이며, 만약 “아니오”라고 응답한다면 그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은 첫 번째

질문에서 제시된 금액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큰 경우이다.

첫질문에대한 “아니오”라는응답에대해추가질문을제시하는경우에응답결과는세가지경우를

갖게 되며 각각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예: 지불의사액이 제시금액보다 크거나 같음, y∗ ≥ b

② 아니오-예: 지불의사액이 0보다 작거나 같음, y∗ ≤ 0

③ 아니오-아니오: 지불의사액이 제시금액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큼, 0 < y∗ < b

세 가지 응답결과가 관측될 확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Pr (y∗ ≥ b|x) = Pr
(
x′β + ϵ ≥ b|x

)
= 1/(1 + exp

{
−θ1 (−b)− x′θ2

}
)

②Pr (y∗ ≤ 0|x) = Pr
(
x′β + ϵ ≤ 0|x

)
= 1− 1/(1 + exp

{
−x′θ2

}
)

③Pr (0 < y∗ < b|x) = Pr
(
0 < x′β + ϵ < b|x

)
= 1/(1 + exp

{
−x′θ2

}
)− 1/(1 + exp

{
−θ1 (−b)− x′θ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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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률을 이용하여 최우추정법을 위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nL (θ) =

n∑
i=1

[
y1
i ln

{
1

1 + exp (−θ1(−b)− x′
iθ2)

}
+ y2

i ln

{
1−

1

1 + exp {−x′θ2}

}

+ y3
i ln

{
1

1 + exp {−x′θ2}
−

1

1 + exp {−θ1 (−b)− x′θ2}

}]
(4.8)

단, y1 =

1 if 응답 : 예

0 if 그밖의 경우

y2 =

1 if 응답 : 아니오 - 예

0 if 그밖의 경우

y3 =

1 if 응답 : 아니오 - 아니오

0 if 그밖의 경우

θ1, θ2의 최우추정량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θ ≡

(
θ1

θ2

)
∼ N

(
0, {I(θ)}−1) , (4.9)

단, I(θ) = −E

(
∂2L

∂θ∂θ′

)
.

식 (4.9)에서 주어진 θ1, θ2의 최우추정량의 분포와 식 (4.4)와 (4.5)의 관계로부터, 본 연구에서 관

심의대상인식 (4.1)의지불의사액함수에있는계수인 β 와오차항의표준편차인 σ의추정량분포의

분산은 델타기법 (delta method, Greene, 2008, p. 118)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V ar

(
σ

β

)
= V ar

(
1/θ1

θ2/θ1

)
=

(
−1/θ21 0′

−θ2/θ
2
1 Ik/θ1

)
V ar

(
θ1

θ2

)(
−1/θ21 0′

−θ2/θ
2
1 Ik/θ1

)′

(4.10)

단, Ik는 k × k 항등행렬임.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개인의지불의사액인 y∗ 은추정된식 (4.1)을설명변수의표본평균값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ŷ∗ = x̄′β̂ (4.11)

5. 추정결과

5.1. 기초통계

전체 목표 표본수는 1,200가구로 하였으며, 추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득과 인구사회 변수의 값 그리

고 제시금액의 지불의사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지 않는 응답자를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총 988 가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얻었다.

988명 응답자에 대한 인구사회 기초통계는, 응답자의 남성비율은 45.1%이었고 평균연령은 43세,

평균 교육수준은 고졸이상, 그리고 가구 전체의 평균소득은 332만원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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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 추정모형에서 고려된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제시금액 (단위:원) (-bid)

(2) 상수항 (c)

(3) 상주 더미변수 (dum1)

(4)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의 인식 더미변수 (dum2)

(5) 가족내 성인병환자·장애인 존재 더미변수 (dum3)

(6) 건강증진 관심 더미변수 (dum4)

(7) 향후 승마체험 희망 더미변수 (dum5)

(8) 상주방문경험 더미변수 (dum6)

(9) 성별 더미변수 (dum7)

(10) 연령 (단위:년) (age)

(11) 교육 (단위:년) (edu)

(12) 소득 (단위:원) (inc)

추정에서는 제시금액의 지부의사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선호 불확실 응답자

160명을 제외하였다. 먼저 응답결과 중에서“예”와“아니오”만을 이용하는 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해

식 (4.7)의 계수인 θ1, θ2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1 Initial results estimating equation (4.7)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bid 0.0001 7.0001***

c -2.1505 -3.1442 ***

dum1 1.8653 3.1600***

dum2 0.4408 2.1928**

dum3 0.1722 0.8770

dum4 -0.2055 -0.8326

dum5 0.4985 2.7453 ***

dum6 0.1316 0.7353

dum7 0.4876 3.0078 ***

age 0.0165 1.7988 *

edu 0.0925 0.7462

inc 0.0760 3.0221***

sample size 828

log likelihood -474.9314

likelihood ratio statistic (p-value) 129.7839 (0.0000)

Note: (1) ***, ** and * mean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level of

1%, 5%, and 10%, respectively.

(2) Likelihood ratio statistic is for testing the null hypothesis that all

coefficients except for constant term are zero.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내 성인병환자·장애인 존재 더미변수 (dum3), 건강증진 관심

더미변수 (dum4), 상주방문경험 더미변수 (dum6), 교육 (edu)을 제외하고 다시 추정한 결과는 아

래와 같다. 우도비 검정통계량은 제외된 설명변수들의 설명력이 모두 0이라는 복합가설이 기각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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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Final results estimating equation (4.7)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bid 0.0001 7.0980***

c -1.8205 -4.1443 ***

dum1 1.8558 3.1538***

dum2 0.4609 2.3122 **

dum5 0.4607 2.7168***

dum7 0.5241 3.3059***

age 0.0140 1.7075*

inc 0.0835 3.4984***

sample size 828

log likelihood -476.4254

likelihood ratio statistic 1 (p-value) 126.7959 (0.0000)

likelihood ratio statistic 2 (p-value) 2.9879 (0.5598)

Note: (1) ***, ** and * mean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level of

1%, 5%, and 10%, respectively.

(2) Likelihood ratio statistic 1 is for testing the null hypothesis that all

coefficients except for constant term are zero.

(3) Likelihood ratio statistic 2 is for testing the null hypothesis thatl

coefficients of dum3, dum4, dum6 and edu are all zero.

식 (4.4)와 (4.5)의관계그리고식 (4.10)의델타기법 (delta method)을이용하여,본연구에서관심

의대상인식 (4.1)의지불의사액함수에있는계수인 β에대한추정량과표준편차그리고 t-통계량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5.3에 주어져 있다.

Table 5.3 Estimation results of equation (4.1)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c -12529.7120 -3.437***1

dum1 12772.4217 2.9302***

dum2 3171.9837 2.1983**

dum5 3170.5427 2.5626**

dum7 3607.0685 3.0984***

age 96.2604 1.6908*

inc 574.6496 3.2289***

sample size 828

Note: ***, ** and * mean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level of 1%, 5%, and 10%, respectively.

위의 각 계수 추정값에 해당 설명변수의 표본 평균값을 곱하여 서로 합한 금액이 상주국제승마

경기장 건립에 대한 가구당 월 지불의사액이며,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가구당 년 지불의사액이

되고 다시 2007년 기준 경부권의 총 가구수를 곱하면 국제승마경기장 건립의 년 편익이 된다. 각각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당 월 지불의사액 = 781원

(2) 가구당 년 지불의사액 = 9,366원

(3)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의 편익/년 = 180.684 억원

위의 수치는 “예”와 “아니오” 응답결과만을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

니오” 응답에 대해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지방세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결과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식 (4.8)의 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5.4에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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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Estimation results of equation (4.8)

설명변수 계수 t-통계량

-bid 0.0001 12.1856***

c -1.8075 -4.6952***

dum1 1.8810 3.2322***

dum2 0.4476 2.4987 **

dum5 0.5818 3.9378***

dum7 0.3767 2.7074***

age 0.0129 1.8115*

inc 0.0746 3.5434***

sample size 828

log likelihood -798.4746

likelihood ratio statistic (p-value) 517.3025 (0.0000)

Note: (1) ***, ** and * mean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level of

1%, 5%, and 10%, respectively.

(2) Likelihood ratio statistic is for testing the null hypothesis

that all coefficients except for constant term are zero.

“예”, “아니오” 응답결과만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설명변수들에 있어서 추정계

수의 t-통계량값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으며,이것은추정결과의정확도가제고되었음을의미한다.

다만 로그우도값은 감소하여 모형 전체로는 적합도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식 (4.4)와 (4.5)의 관계 그리고 식 (4.10)의 델타기법(delta method)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관심

의대상인식 (4.1)의지불의사액함수에있는계수인 β에대한추정량과표준편차그리고 t-통계량을

다시 계산한 결과는 Table 5.5에 주어져 있다.

Table 5.5 Estimation results of equation (4.1)

설명변수 계수 t-통계량

c -13116.3973 -4.4387***

dum1 13649.8103 3.1745***

dum2 3247.9604 2.4639**

dum5 4222.1443 3.8183 ***

dum7 2733.7898 2.6722***

age 93.9555 1.8030 *

inc 541.2442 3.4533***

sample size 828

Note: ***, ** and * mean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level of 1%, 5%, and 10%, respectively.

Table 5.3과 Table 5.5를비교하면, “지방세지불의사가전혀없음”여부의추가질문에대한대답을

추정에 활용한 결과, dum1, dum2, dum5에 대한 계수의 추정결과가 하향되었으며, 반면에 상수항,

dum7, age, inc 등의 계수 추정결과는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각 계수 추정값을 이용한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에 대한 가구당 월 지불의사액, 가구당 년

지불의사액, 국제승마경기장 건립의 년 편익은 각각 아래와 같으며, 앞서 “예”, “아니오”의 응답결과

만 이용한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의 편익과 비교하면, 추가 질문을 활용하는 질문이 결과적으로

편익의 추정결과를 하향시켰음을 알 수 있다.

(1) 가구당 월 지불의사액 = 154원

(2) 가구당 년 지불의사액 = 1,847원

(3)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의 편익/년 = 35.638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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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금액은국제승마경기장건립사업에대해대구광역시및경상북도주민이부여하는편익을평가

한것이다.참고로국내의다른편익추정연구에서의가구당년간지불의사액과비교하면,영상정보센

터 건립사업은 8,958원 (Jeong, 2011) 그리고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건립사업은 7,743원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2009)으로 평가된 바 있어서,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상주국제승마경기장

건립사업의 편익의 상대적 크기를 다소 짐작할 수 있다.

6. 결론

최근 국책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비용편익분석

에서 주된 난점은 편익분석 부분이다. 본 연구는 2010년 경상북도 상주에 완공된 국제승마경기장의

건립사업의 편익을 평가하였다. 실증적인 편익 평가방법으로서, 상주 승마장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공 스포츠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편익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기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 (CVM)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조건부가치평가법 형태는 양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을 기초로 하되 추정결과의 정확성을 제

고하기 위해 본인의 선호가 불확실한 응답자를 추정자료에서 배제하고 지불의사액이 전혀 없는지의

추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추정에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평가결과, 가구당 년 지불의사액은 1,847원으로 평가되며 경상북도와 대구시 가구수를 곱하여 계

산된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의 년간 총 편익은 35.6억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불의사액이 전혀 없

는지의 추가 질문은 이러한 추가 질문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평가방법에 비해 편익 추정결과를

하향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추정결과가 보수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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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economic benefit of the project constructing the interna-

tional riding arena having been built at Sangju in Gyeongsangbuk-Do by the willingness

to pay (WTP) of residents in the province. As the evaluation method, the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s adopted with the additional questions

of whether his/her WTP is zero, to improve the statistical accuracy of evaluation re-

sults. Considering the arena’s administrative location, the population of the surveys

for analysis is confined to residents of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survey is

conducted through personal interviews. It turns out that the WTP per household per

year is evaluated as 1,847 won and the total yearly benefit of the Sangju international

horse riding arena is estimated as 3.56 billion won.

Keyword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ternational horse riding arena, social bene-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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