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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수돗물의 단수 경험,탁수 이물질 등 수질문제,상수도

공사로 인한 불편 경험,언론매체를 통해 수도 이 터지는 것을 목격

한 경험 등이 수도시설의 안정 인 공 과 수질개선에 한 지불의사액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분석하 다.연구자료는 2014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의 설문자료를 활용하 으며, 국

28개 시군 1,000가구의 설문조사 자료 지불의사에 해 잘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와 지불의사액이 이상치로 단되는 2개의 자료를 제외한

992개의 자료를 사용하 다.다 회귀분석결과 상수도 열 목격은 경

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지불의사액에 (+)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결과는 상수도 열사고를 직 목격한 응답

자는 이를 방지하기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불의사액을 높

게 응답하 기 때문이라고 단되었다.수돗물 이용 단수,맛 이상,

출수불량의 경험은 횟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액에 (-)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이 결과의 원인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동안 요

에 이미 일부가 포함 되었다고 생각하거나,여러 차례의 경험을 겪으

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정부

에 한 막연한 행정 불신의 심리 인 요인으로 추측하 다.그런데 이

러한 요인은 실제의 지불의사액과 다른 왜곡된 결과를 래하여 국익의

증진을 해 추진이 시 한 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물 복지의 후퇴 등

사회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앞으로 수도분야 등 공공

사업에 한 더욱 객 인 편익을 산정하기 해서는 시민들의 지불의

사액에 미치는 향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와

같은 요인들을 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주요어 :수돗물,수돗물 공 ,수돗물 수질개선

학 번 :2015-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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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배경과 필요성

본 연구는 시민들의 수돗물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편한 경험이 수돗

물의 안정 인 공 과 수질개선을 한 사업에 한 지불의사액에 미치

는 향을 연구하여,정부의 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 여

부를 결정하는데 요한 정책자료로 리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

법에 하여 수도사업 분야에서 더욱 세부 으로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제시하고,이를 통해 좀 더 객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데 연구 목 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은 국가 발 과 함께 목할만하게 성장하여 상

수도 수보 율은 2013년 기 95.7%(지방상수도 역상수도 보

율)로 선진국 수 으로 증가하 으며, 역상수도 공업용수도(이하

역상수도)는 국내 수도시설의 47.1%(취수시설 기 )의 공 을 담당하면

서 지역간 수자원 불균형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그러나 1960

년 울산,창원 등에 설치된 기의 역상수도는 내구연수가 도래하고

있으며,2025년경에는 역상수도의 노후화가 34.6%(경과년도 30년 이상

기 )에 이르는 등 시설물 고장,노후화로 인한 사고 험성이 증가하고

있다.2010년에서 2014년까지 최근 5개년간 역상수도 로사고는 333

건이며,이 사고원인이 시설노후인 건수는 103건으로 30.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 역상수도 로는 총 5,191km 82.2%가 단선으

로 구성되어 있어 로사고 는 유지 리 시에는 용수공 단이 불가

피한 실정이며,실제로 2011년에는 구미 역상수도 로사고로 구미시,

칠곡군에 용수공 이 단되면서 51만명이 큰 불편을 겪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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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수도사업은 양 성장보다는 용수공 의 안정성과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한 시기이며,정부 정책차원에서도 이러

한 험요소들을 극복하고 처하기 해 역상수도의 복선화,노후

로 개량을 골자로 하는 역상수도 안정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는 등 안 한 물 공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

지만 역상수도 안정화 사업은 2030년까지 3조 3천억원의 막 한 산

이 소요되는 규모 사업으로 국내 수도요 의 실화율은 2014년 기

83.8% 수 임을 감안하면 자체 인 재원 조달이 실 으로 불가능하여

국고 보조 등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수 인 실정이다.그러나 단없

는 용수공 과 수질개선 등의 공공성의 성격을 띄는 안정화 사업은 투자

비의 회수 등 재무 타당성이 낮아 수익사업에 비하여 정책의 우선순

를 차지하기 어렵다. 한 역상수도 안정화 사업은 2011년도에 개념화

되어 그 간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분석에 정형화된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다.따라서 최근에 「 역 공업용수도 정개량시기 타당성

검토 연구(한국수자원공사,2014)」를 시행하 으며,이 연구에서는 개량

후 효과 사고발생 효과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한 합리 개량시기

와 투자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투자에 따른 편익분석 방법을 개발,시스

템화 하 다.

이와 같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국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하여 선제 으로 역상수도 안정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합리 인

의사 결정을 해 투자평가 방법 연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한정 인 재정에 비하여 역상수도 안정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은 막 하므로,효율 이고 객 인 정부 재정의 사용을 해

서는 경제성 분석과 같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이용되는 의사결정 방법

에 하여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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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목 과 연구문제

1.연구목

수돗물의 단수상황 회피,수질개선 등의 사업과 련하여 무형 편익

의 추정은 일반 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실험선택 근법(Experiment

Choice),회피비용 근법(AvertingCostMethod)등 다양한 방법론이 이

용되고 있다.국내에서는 서울시,울산시,부산시 등을 몇몇 지역을 상

으로 연구가 시행되었다.그러나 이들 방법은 가상 상황을 근거로 하

기 때문에 응답자는 의도 으로 가치를 낮게 제시하는 략 응답의 편

이(strategicbias),실제 시장에서 실 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설 편

이(hypotheticalbias)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김홍균,2002;이제복,

2002),수돗물은 제품의 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심이 높아지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 인 정보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충

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 여제품(low involvementproduct)의

성격을 지닌 수자원으로 의 편이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Enneking,2004;이제복,2002)고 하 다.이러한 편이들은 결과 으

로 수돗물의 단수상황 회피,수질개선 등 무형 인 부분에 한 경제

편익의 산정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연구배경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수도분야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객 인 의사결정을 하여 경제 편익 분석에 리 이용되는 조건

부가치측정법에 하여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며,이 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의 이용불편경험이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상수도 분야에 뿐만 아니라 공공재와 같은 유사 분야

에 한 경제 편익산정 연구에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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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국의 역상수도를 수 인 지자체를 상

으로 시행한 「 역 공업용수도 정개량시기 타당성검토 연구(한

국수자원공사,2014)」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돗물의 단수 경험,

탁수 이물질 등 수질문제,상수도 공사로 인한 불편 경험,직

는 언론매체를 통해 수도 이 열되는 것을 목격한 경험 등이 지불의사

액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자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수돗물의 단수 경험,탁수 이물질 등 수질문제,상수도

공사로 인한 불편 경험,수도 이 열되는 것을 목격한 경험 등이

지불의사액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제 2장 이론 배경과 연구가설

제 1 기존문헌의 검토

1. 여도 이론

여도는 사회심리학에서 Sherifand Cantrll(1947)이 사회 단이론

(socialjudgementtheory)을 바탕으로 연구하면서 자아 개념이라는 개념

을 제시하면서 처음 두되었다.Mitchell(1981)은 여를 특별한 자극이

나 상태에 의해서 고취된 각성과 흥미 의욕의 양을 나타내는 개인

수 의 상태변수라고 하 고,Zaichkowsky(1986)는 여가 제품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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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정서 측면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여수 으로

소비자들은 같은 메시지에도 다르게 반응함을 밝혔다(서연석,2007).

여도에 한 이론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어떤 목 지에 해

지속 으로 갖는 여를 지속 여라 하고 일시 으로 어떤 상에

하여 발생하는 여를 상황 여라고 한다.즉,지속 인 여도는 상

황 인 감정이나 상태보다는 어떤 행 에 가지는 개인의 다소 장기 인

애착이나 지속 인 성질을 가진다는 을 강조하 다.둘째,Laurent와

Kepferer는 어떤 상에 한 여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 하며 상에 한 선택은 실용 동기 뿐 아니라 상

징 가치 혹은 가치-표 동기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여

도를 인지 여도와 감정 여도로 구분하 다.셋째는, 여도를 고

여와 여의 두 가지 범주로 나 는 경우라고 하 다(이종주,2012).

일반 으로 고 여 제품은 소비자가 높은 심도를 가지고 있고 소비

자가 구매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깊게 여하는 것이 보

통이고 구매 결정이 소비자에게 요한 의미를 가지며 의료서비스,자동

차,보석,보험,주책,가구 등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반면 여 제품

은 값이 싸고 구매 요도가 낮으며 상표간에 차이도 별로 없어서 구매

실패 시 별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제품으로 부분의 생활용품과 포장

식품들이 이에 해당한다.이러한 여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며 신속하게 구매 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다(김아

름,2006).

그 다면 연구 상인 수돗물은 고 여제품과 여제품 에 어디에

속할까?Enneking(2004)은 수자원이 공 이나 제품의 질에 문제가 생겼

을 때만 심이 높아지는 여제품 성격(이제복,2002)이라고 하 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의사 결정에 깊이 여

된다고 생각하여 가격을 여수 의 결정에 요 요소로 보지만,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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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여수 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다.즉,같은 종류의

제품이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 고 여 제품이 되기도 하고

여 제품이 되기도 한다(조원 ,2004).따라서 수돗물에 한 여도

역시 과거 수돗물을 이용할 때 단수 는 수질문제와 같은 경험 등의 유

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2.수돗물 는 음용수에 한 지불의사액에 한 선행연구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을 개선하

기 하여 연구하고 조사하며 제도 ‧정책 인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그러나 제한된 재원을 이용하여 효율 인 먹는 물 수질정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먹는 물 수질개선에 따르는 제반 비용(cost)에 한

정보와 함께 시민들이 개선된 수질에 부여하는 가치인 수질개선의 편익

(benefits)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엄 숙,2000).따라서 수돗물의 단수

상황 회피,수질개선 등 무형 편익의 추정을 해 조건부 가치측정법,

실험선택 근법(Experiment Choice), 회피비용 근법(Averting Cost

Method)등 다양한 방법론이 이용되고 있다.

채수복‧강기래(2011)는 역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제 편익에 사용가

치(usevalue)이 외에 단수상황을 해소로 발생하는 비사용가치(nonuse

value)측정을 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단수상황 회피의 경제

가치를 도출하 다.설문 상은 역상수도 건설사업의 수혜 지자체

인 화성시,오산시,안성시,평택시의 수돗물을 사용 인 803가구를 분

석 상으로 하 다.조사결과 체 표본 단수경험이 있는 가구는 약

10.46%밖에 되지 않아 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지만 단수경험이 있는

경우 지불의사가 높을 것으로 추정하 으며,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는 단

수상황 회피에 한 물 1톤(1,000ℓ)당 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지불액은

약 175.4원/㎥으로 기존 수도요 에서 약 23∼34%가 증가하는 수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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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윤 외(2012)는 울산지역의 수돗물 수질 개선에 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용하 으며 다양한

지불의사유도방법 에서 1.5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택하여 분석하되,

응답자 71.5%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여 스 이

크 모형의 용하 다.울산 역시 400개 가구를 상으로 가구조사를

시행하 으며 일 일 개별면 을 통해 수돗물 수질개선 로그램에 한

지불의사 액을 질문하 다.연구결과 지불의사는 교육 소득과 같은

가구 특성변수에 유의하게 향을 받았으며 가구당 월 평균 1,611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시 상수도 수질개선에

한 김재홍(2006)의 연구에서는 이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용하 으며,분석결과 수돗물을 그냥 그 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수질

개선에 한 울산시민들의 수도요 추가지불의사는 가구당 월평균

4,627원으로 나타났다. 한 울산시민 1,003명을 상으로한 시민지불의

사에 기 한 상수도 수질개선의 편익 추정 연구(김재홍,2001)에서는 설

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1%가 상수도 수질개선을 하여 추가지불의사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울산시민들은 그냥 마실 수 있는 수 으로

수돗물 수질이 개선된다면 톤당 평균 470∼523원(1999년 기 )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훈 외(2007)는 서울시 수돗물 수질개선에 한 가구의 WTP를 분

석하기 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용하고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폐

쇄형 질문법을 이용하 으며,무응답 자료를 처치 할 수 있는 모형을 개

발하여 분석하 다.설문 상은 무작 로 추출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

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 주 혹은 주부로 하 으며,일 일 개별면 설

문방법으로 500개 가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 다.분석결과 매월 가구당

WTP는 3,808∼4,434원으로 나타났다. 한 원주시 가구의 상수도 수질

개선에 한 지불의사액 추정 연구(유승훈 외,2006)에서도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용하여 원주시 248가구를 무작 로 추출하여 일 일 개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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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상수도 수질개선 로그램에 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를 조사하 다.분석결과 가구당 월 평균 1,583원에서 2,776원의 지불

의사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희동 외(2011)은 비모수추정법에 의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부산시 가정용수 수질개선에 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 다.이 연구에

서는 무작 표본추출법에 의한 개인면 방법을 통해 665개의 표본을 선

정하 고,분석결과 가정용수 수질개선에 한 부산시 가구당 월 평균

지불의사액은 2009년 기 3,190원∼3,331원으로 추정되었다.

황 순 외(1999)는 부산시를 상으로 수돗물 공 신뢰도에 한 수요

자들의 후생 측정치 도출하 다.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5년에 한

번씩 여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하루씩 단수되는 상황’을 비한 비상

수용 수지에 한 지불의사를 도출 으며,수돗물 공 개선의 평균가

치는 가구당 월 3,570원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복 외(2012)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자로 상수도사업을 운 하는

기 자치단체 12개 기 자치단체를 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 상수도 고객만족도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

상의 주부,지역 세 수와 상수도 보 률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할당추

출로 지역 당 600가구를 추출하여 음용수에 한정하여 경제 가치를 추

정하 다.연구방법은 기존의 근법을 보완하기 해 시선호자료

(Revealedpreference)인 가구의 실제 안 선택 행 정보,개별소비 가

구 특성과 안 특성 정보를 이용하는 이산선택모형을 용하 다.분석

결과 상수도 수질 개선 5등 에서 한 등 의 만족도 상승을 가져오는 1

가구 당 1년 간 경제 가치액은 107,700원으로 도출되었다.기존 연구가

다양한 수질 개선 기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와 일률 으로 비

교하기는 어렵지만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가구당 8,975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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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장 근법을 이용하여 먹는 물 수질개선에 한 지불의사 측정

연구(엄 숙,2000)에서는 먹는 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의 건강 험 감소에 해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 으며,

실험 상 재화는 유해물질인 비소,납,그리고 트리할로메탄으로부터의

건강 험이 다.연구결과 일반 수돗물 한 병을 정 검사한 물 한 병으

로 교환하기 해 비소 실험 참가자들은 평균 으로 1,887원,납 실험 참

가자들은 1,523원,그리고 트리할로메탄 실험 참가자들은 465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며,이러한 지불의사 액은 시 되고 있는 0.5ℓ짜리 생수

한 병의 소매가격의 100∼300% 이상의 가격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

다.

비시장재에 한 지불의사(willingnesstopay :WTP)와 수용의사

(willingnessto accept:WTA)격차에 한 실증분석 연구(엄 숙,

2008)에서는 실험시장 근법을 사용하여 비시장재의 하나인 먹는 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비소,납,트리할로메탄 의 하나)로부터

건강 험 변화에 한 WTP와 WTA를 측정하고 이 두 측정치가 일치

하는지를 검증하 다.연구결과 첫 번째 실험경매에서는 시장재‧비시장

재의 구분없이 WTA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WTP를 과하 다.실험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사 시장재는 WTA와 WTP의 차이가 사라지고

시장평균가격에 수렴하 으나 비시장재인 건강 험변화에 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었다.건강 험이 가장 큰 비소에 해서는 건강 험 감소

에 한 WTP가 건강 험 증가에 한 WTA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은 반면에 건강 험이 상 으로 은 납과 트리할로메탄에 해서는

WTP와 WTA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그리고

실험참가자들은 실험경매 간에 제공된 건강 험정보에 해 합리 으

로 반응하 고,실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경험획득에 의한 학습효과도

정 이었다. 한 WTP는 실험 반에 학습효과가 주로 찰된 반면

에 WTA측정치는 실험경매 후반에 학습효과가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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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비용 근법을 이용한 음용수 수질개선 편익에 한 연구는 1990

년 에 만(Wuetal,2001)과 국내 서울시(김도 ,1994),부산시(Um

etel,2002)를 상으로 BOD 농도,부유물질 농도,트리할로메탄 농도

개선에 하여 시행되었다.연구결과 편익 추정 액은 만의 경우 BOD

농도 개선에 해 두달간 NT $617.24/가구로 분석되었고,부산시는 부

유물질농도 개선에 해 한 달간 $4.10∼6.10/가구로 분석되었으며,서

울시는 트리할로메탄 농도 개선에 하여 월 평균 7,500원∼9,300원의 지

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제복,2012).

채수복(2011)의 연구에서는 단수경험이 지불의사액 미치는 향에

하여 언 하 으나 응답자 단수경험이 있는 가구는 약 10.46%밖에

되지 않아 (2-tailed)5% 수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단수경험이 있

는 경우 지불의사가 높을 것으로 추측하 다.

2011년에 시행한 구미시와 칠곡군의 가구주를 상으로 재 수도요

에 추가로 톤당 얼마의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지불

의사액이 257.4원/㎥으로 나타났고(국토해양부,2011),채수복 등(2011)의

경기 남부지역에서 단수상황 회피에 한 연구에서는 지불의사액이

175.6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 다.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구미시,칠곡군이 2011년에 규모 수돗물 공 단 사고를 겪었기 때문

이라고 추정하 으다(이재범,2013).

엄 숙 외(2014)는「 역 공업용수도 정개량시기 타당성검토

연구(한국수자원공사,2014)」와 련하여 노후한 역상수도 로의 개

선을 통해 수질악화 방지에 따른 사회 비용 감소를 조건부가치측정법

을 용하여 측정하 다.이 연구에서는 국의 47개 역상수도를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로의 길이 노후화의 정도, 로사고 건

수의 차이를 반 하 으며,연구 결과 로사고의 건수가 많을수록,노후

의 비 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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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에 비하여 수질악

화 방지를 한 지불의사여부에 정 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수질악화 방지에 한 가구당 월평균 WTP는 경상남도

거주자들이 1,231원/월로 가장 높고 북지역 거주자들이 260원/월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로사고

를 목격하 거나,상수도 공사로 인해 통행 불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은 수질악화 방지를 해 지불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경험유무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와 같이 수돗물 는 음용수에 한 지불의사액에 한 선행연구에

서는 수돗물 이용과 련한 경험의 유무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다른 분야에서 어떤 경험의 유

무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수정(2013)은 부산에 있는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를 지망하는 여성

275명을 상으로 지원자들의 미의식을 조사하고 경험의 유무에 따라 미

의식이 외모 리행동 지불의사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설

문조사를 통하여 분석에 활용하 으며 미의식이 외모 리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SPSS15.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경험의

유무에 따른 미의식이 외모 리행동 지불의사에 미치는 향에 차이는

Chow test를 통해 검증하 다.연구결과 각각의 외모 리행동의 유경험

집단이 체 으로 외모 리행동 지불의사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Chow test로 외모 리행동의 무경험집단과 유경험집

단을 나 어 외모 리행동의 지불의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두

집단 간 체 으로 유의한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개인 특성과 사용 경험이 이동통신 활성화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이재홍 외,2010)에서는 이동통신 사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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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험이 이동 화요 의 지불 액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연구

결과 웹 사용시간,이메일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이동 화 이용요 의 지

불 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연령과 같은 사용자의 개인 특

성도 이동 화 사용에 향을 미쳤으며,연령이 낮을수록, 한 소득이

높을수록 이동 화를 더 많이 이용하여 이동 화 요 지불 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료콘텐츠의 이용횟수는 이동 화 사용요 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지만,유료콘텐츠의 이용횟수에는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스마트홈 서비스 유형별 이용수 비용지불의사 연구(김

정 외,2015)에서는 소비자를 상으로 스마트홈 서비스에 한 범

서비스 분류를 고려하여 각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의 이용수 과 비용

지불의사를 비교하고 비용지불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

다.스마트홈 서비스 이용자 잠재 이용자를 포함하여 320명을 상으

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 다.연구결과 소비자 특성에 따른 스마트홈

서비스 유형별 이용 비용지불의사에 한 교차분석 결과 서비스 유형

별로 유의한 변수가 차이가 있었으며, 체 서비스 유형에서 공통 으로

경험 특성변수인 이용경험 유무,유용성 평가,이용경험 수 은 소비자

의 비용지불의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2 기존 연구의 한계

여도에 한 이론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돗물은 시민

들에게 이용 불편과 같은 경험의 유무에 따라 고 여 제품이 될 수도 있

고 이 제품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엄 숙 외(2014)연구에

서는 로사고로 인한 통행불편 경험과 로사고 목격 여부 등 주

인식이 지불의사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수돗물의 이용

불편 경험과 같은 요인이 수돗물의 품질개선 는 안정 인 공 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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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액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분야에서 어떤 경험의 유무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외모 리행동의 무경험집단과 유경험집단간에 외모

리행동의 지불의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이동통신의 웹 사용시

간 이메일의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이동 화 이용요 의 지불 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스마트홈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 이용경험 수

은 비용지불의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수돗물의 단수 는 수질문제 등 사용 불편을 겪

었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향

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단수 경험,단수 진행시간,녹물,이물질,탁수,

맛 이상,소독냄새,출수불량 등의 경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지불의사액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개념 거틀과 연구가설

1.개념 거틀

수돗물의 공 단의 단수 경험 는 녹물,이물질 발생,탁도,맛의

이상 등 수질문제와 상수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불편함을 겪은 경험과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직 수도 이 터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는 통행

하는 길에 상수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지불의사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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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개념 거틀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1.단수 경험

‧2.단수 진행시간

‧3.녹물 발생

‧4.이물질 발생

‧5.탁수 발생

‧6.맛 이상 발생

‧7.소독냄새 발생

‧8.출수불량 발생

‧9.수도 열 목격

‧10.수도 열 언론보도 시청

‧11.상수도 공사 목격

‧12.상수도 공사로 교통체증

지불의사액

통제변수

‧성별

‧나이

‧지역

‧교육수

‧소득수

2.연구 가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돗물은 일반 으로 제품의 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심이 높아지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 인 정보에 의

한 평가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 여

제품(low involvementproduct)의 성격을 지닌 수자원의 종류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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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여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으며,같은 제품이 상황에

따라 고 여 제품이 되기도 하고 여 제품이 되기도 한다고 하 다.

따라서 그 동안 수돗물을 이용하면서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

은 수돗물을 일반 으로 여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반 로

수돗물의 용수공 단에 따른 단수 는 녹물 이물질 발생과 같은

수질문제 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상 으로 고 여제품으로 인

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수돗물의 단수상황 회피,수질개선 등 무형 편익의 추정에

리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ValuationMethod),

실험선택 근법(Experiment Choice), 회피비용 근법(Averting Cost

Method)등은 가상 상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응답자는 의도 으로

가치를 낮게 제시하는 략 응답의 편이(strategicbias),실제 시장에

서 실 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설 편이(hypotheticalbias)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이 는 여제품에 하여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고 하 다.

그 다면 수돗물을 여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문

조사의 가상 상황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수돗물의 안정

인 공 과 수질개선에 따른 추가 지불의사에 하여 가설 편이와

력 응답이 편이가 발생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따라서,수돗물에

한 여도가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수돗물의 단수 는 수질문제의 경험과 통행 상수도 공사 목

격,언론매체를 통한 상수도 로사고 는 수돗물 단수 피해지역의 보

도내용 시청,상수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단수상황 회피,수질개선)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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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수돗물의 단수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

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수돗물의 단수 진행시간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

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수돗물 이용 녹물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수돗물 이용 이물질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수돗물 이용 탁수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수돗물 이용 맛 이상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수돗물 이용 소독냄새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수돗물 이용 출수불량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수도 열 목격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언론매체를 통해 수도 열에 한 시청의 경험이 수돗물

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상수도 공사 목격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상수도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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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분석결과

제 1 자료수집과 표본

1.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 역 공업용수도 정개량시기 타당성검토 연

구(한국수자원공사,2014)」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1)를 활용하고자

한다.이 설문조사 자료는 『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

정·보완 연구(제5 )(2008,KDI)』를 용하여 수행하 다.

설문조사 자료는 설문 안을 작성하여 소비자정보센터 련 설문

조사 문가 11명과 연구진을 구성하여 표 집단 토론회(FGI)를 통해 설

문지를 수정하여 사 조사를 시행하 다.설문지 문항은 수돗물의 이용

황,공 시설에 한 이해 정도, 역상수도 로사고 단수 경험,

역상수도 안정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불의사 통계 분류를 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조건부 상품,지불수단 그리고 지불의사

유도방법이 응답자들로 하여 실 으로 그럴듯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

명되어 응답자들이 선호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일 성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문지 보기카드를 작성하여 제시하 다.응답자들의 지불의

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부분의 기존연구와 같이 조사자에 의해 미

리 선정된 액 의 하나를 제시하고 그 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의 여부를‘/아니오’로 답하는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으로,첫 번째 제

시 액에 한 답변에 따라 다른 제시 액을 제시하고 한 번 더 양분선

택형 질문을 하는 이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을 채택하 다.

1)설문조사는 2014년 9월에서 10월까지 28개 시군 1000부에 시행하 으며,자

료를 제공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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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사 상은 47개 역상수도 수지자체 지역별로 1개∼2개

의 도시를 선정하고 역상수도 로매설년도가 20년 이상이며 역상수

도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하 다.이 때 수인구가 가장 많은 수

도권 지역의 설문부수를 30부로 제한하고,지난 5년 동안의 사고건수 가

치를 용하여 각 지역별로 배분하 다.사 조사를 한 최종 설문부

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수도권의 경우 2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도시별

설문부수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 다.사 조사의 반 인 설문

문항은 문가회의와 FGI결과를 반 하여 수정하 다.

<표 3-1>사 조사 설문지역 설문부수

권역 수인구 비율
사고건수

가 치

최종

설문부수　

설문

조사지역

강원지역본부 557,040 2 0.20 6 태백시

경남부산지역본부 3,487,235 12 0.20 16 창원시

구경북지역본부 1,815,424 6 0.11 8 구미시

수도권지역본부 14,426,320 51 -

15 고양시

15 성남시

남지역본부 2,970,520 11 0.12 14 주시

북지역본부 1,818,961 7 0.21 12 부안군

충청지역본부 3,082,667 11 0.15 14 천안시

총 28,158,167 100 100 　

본 조사의 설문 상지는 K-water지역본부 기 으로 도시규모별로 3

∼5개도시 선정하 으며, 로매설년도가 20년이상된 역상수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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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역을 우선선정(20년이하 역상수도 반 시 규모가 작은 군지역

선정)하 다.다음으로는 역상수도 의존도가 높은 지역( 역상수도로

량 공 받거나 공 비율이 높은 지역 우선선정)을 선정하 으며,선정

된 설문 상 지역 설문 부수는 28개 시군 1,000가구로 <표 3>과 같

다.설문부수는 수인구를 기 으로 하되 사고건수 비 ,사 조사 응답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산정하 다. 한 한 도시의 비 이 매우 큰 경우

설문부수를 조정하여 설문부수가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 으

며,설문조사는 경험이 있는 문기 에 의해 훈련된 면 원들을 통하여

인면 법으로 시행하 다.본 조사의 설문내용은 사 조사 결과 등을

반 하여 지불의사액을 이 양분선택형으로 하 다.

<표 3-2>본 조사 설문지역 설문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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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분

부수
시군 역상수도 통수년도

수인구

(명)

설문부수

( 수인구

기 )

최종설문

부수

강원지역

본부
80

태백시 태백권 역

1987년

48,758 35 40

정선군 태백권 역 31,519 23 20

횡성군 원주권 역 2003∼2004년　 31,703 23 20

수도권

지역본부
190

고양시
수도권1,

일산권 역

1단계 :1979년

일산 :1992년
973,622 100 70

성남시 수도권3,4
3단계 :1989년

4단계 :1993년
993,257 102 70

오산시 수도권3∼6

3단계 :1989년

4단계 :1993년

5단계 :1999년

6단계 :2004년

204,527 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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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분

부수
시군 역상수도 통수년도

수인구

(명)

설문부수

( 수인구

기 )

최종설문

부수

수도권

지역본부
60

구리시 수도권3,4
3단계 :1989년

4단계 :1993년
193,725 20 30

과천시 수도권2 2단계 :1980년　70,665 7 30

남지역

본부
150

주

역시
주암 1,2 1단계 :1994년

2단계 :2000년　

1,476,306 120 80

나주시 주암 1,2 66,790 5 20

순천시 양1,2 1단계 :1977년

2단계 :1991년

253,411 21 35

고흥군 양2 44,472 4 15

북지역

본부
120

정읍시 섬진강 1993년 114,679 15 30

주시 주권 역
　1998년　

651,554 86 50

김제시 주권 역 81,053 11 25

부안군 부안 　1998년 58,579 8 15

경남부산

지역본부
150

창원시 창원공업 1976년 1,080,092 117 80

통 시 남강 1,2 1단계 :1989년

2단계 :2003년

138,033 15 30

사천시 남강 1,2 110,384 12 25

창녕군 양 역 2001년　 59,080 6 15

구경북

지역본부
100

구미시 구미 역1,21단계 :1983년

2단계 :1997년　

414,256 48 50

칠곡군 구미 역1 106,258 12 15

경산시 호강 역
1994년

247,916 29 20

천시 호강 역 93,108 11 15

충청지역

본부
150

천안시 청1,2

1단계 :1988년　

2단계 :2002년

523,882 96 70

청주시

(구,청원군

))

청1,2 114,088 21 30

서산시 보령 역
　1997년　

141,991 26 35

태안군 보령 역 42,55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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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1,000개의 설문부수 에서 단수방

지와 수질개선을 한 지불의사를 답할 때 이해하지 못하 다고 답

변한 6명에 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996개의 설문자료를 활용하 다.

2.표본의 특성

<표 3-3>부터 <표 3-4>은 연구 자료의 기 통계량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총 994개의 자료 지불의사액이 이상 치로 단되는

2개의 자료를 제외한 992개의 자료를 사용하 다.

<표 3-3>은 지불의사액의 기 통계량으로 월간 수도요 에 추가로

지불할 최소 지불의사액은 0원이며,최 지불의사액은 9,000원이고 평균

약 964원으로 나타났다.

변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지불의사액( 액) 0 9,000 964.84 1,311.09

<표 3-3>지불의사액( 액)의 기 통계량

<표 3-4>는 지불의사액을 지불의사액이 0원인 경우 미지불,0원 이상

의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는 지불로 구분하여 지불의사여부에 따른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추가로 지불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체 992

명 563명(56.8%)이고 지불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29명(43.2%)

으로 나타났다.

변수 N %

지불의사

여부

미지불 429 43.2

지불 563 56.8

합계 992 100.0

<표 3-4>지불의사여부에 따른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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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

단수경험

0번 518 52.2

1-2번 322 32.5

3-4번 106 10.7

5번 이상 46 4.6

단수시간

0시간 577 58.2

1시간 이하 17 1.7

1-4시간 176 17.7

4-8시간 197 19.9

8시간 이상 25 2.5

녹물경험

0번 894 90.1

1번 50 5.0

2-3번 31 3.1

4번 이상 17 1.7

<표 3-5>수돗물 사용 불편경험 상수도 공사 목격 경험 등의 빈도분석

<표 3-5>은 수돗물 사용 불편경험 상수도 공사목격 등의 경험

여부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먼 단수경험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체 992명 518명(52.2%)로 가장 높았으며 1-2번 332명

(32.5%),3-4번 106명(10.7%),5번 이상 46명(4.6%)순으로 나타났다.단

수시간은 0시간이 577명(58.2%)로 가장 많았고 4-8시간 197명(19.9%),

1-4시간 176명(17.7%),8시간 이상 25명(2.5%),1시간 이하 17명(1.7%)

순으로 나타났다.녹물경험과 이물질경험,탁수경험,맛 이상 경험,냄새

경험,출수불량경험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894명,950명,

875명,924명,763명,890명으로 모두 75%이상 부분을 차지하 으며 1

번 경험하거나 2-3번 경험한 사람이 10% 내외로 나타났다. 수를 목격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5명(13.6%),언론보도를 경험한 사람은 588명

(59.3%),공사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07명(51.1%),교통불편을

경험한 사람은 339명(3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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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

이물질

경험

0번 950 95.8

1번 20 2.0

2-3번 12 1.2

4번 이상 10 1.0

탁수경험

0번 875 88.2

1번 55 5.5

2-3번 45 4.5

4번 이상 17 1.7

맛 이상 경험

0번 924 93.1

1번 36 3.6

2-3번 18 1.8

4번 이상 14 1.4

냄새경험

0번 763 76.9

1번 89 9.0

2-3번 100 10.1

4번 이상 40 4.0

출수불량경험

0번 890 89.7

1번 38 3.8

2-3번 24 2.4

4번 이상 40 4.0

상수도

열 목격

있다 135 13.6

없다 857 86.4

상수도 열 언론보도

시청 경험

있다 588 59.3

없다 404 40.7

상수도 공사 목격 경험
있다 507 51.1

없다 485 48.9

상수도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 경험

있다 339 34.2

없다 653 65.8

합계 9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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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변수의 측정과 분석 방법

1.조작 정의

수돗물에 한 불편 경험은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일반 으로 겪을 수

있는 경험으로「 역 공업용수도 정개량시기 타당성검토 연구

(한국수자원공사,2014)」에서 설문 조사한 단수 경험,단수 진행시간,녹

물 발생,이물질 발생,탁수 발생,맛 이상 발생,소독냄새 발생,출수불

량 발생의 경험과 통행 수도 이 열되는 경을 목격한 경험,방송

매체를 통해 수도 열을 시청한 경험,통행 상수도 을 공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상수도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을 겪었던 경험을 모

두 반 하여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는 이 양분선택형 질문방

식으로 재 월수도요 을 기 으로 이에 몇 %의 비율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는 최종 응답한 지불의사액으로 산정 하 다.

2.변수의 측정

변수의 측정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 역 공업용수

도 정개량시기 타당성검토 연구(한국수자원공사,2014)」의 설문조

사 자료를 활용하 으며,이 설문조사 자료는『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 )(2008,KDI)』를 용하여 작성되

었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용역의 설문조사 항목 수돗물의 이

용불편 경험과 련된 항목으로써,수돗물의 단수 경험,단수 진행시간,

녹물 발생,이물질 발생,탁수 발생,맛 이상 발생,소독 냄새 발생,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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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발생 경험과 수도 이 열되는 경을 목격한 경험,방송매체를

통해 수도 열을 시청한 경험,통행 상수도 을 공사하는 것을 목

격한 경험,상수도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을 겪었던 경험으로 설정하

으며,설문지 항목의 내용과 독립변수의 측정 방법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3-6독립변수 설문지 내용 변수의 측정>

독립변수 설문지 항목 변수의 측정

1.단수

경험횟수

설문지 문10)지난 5년 동안 귀 에서 수돗물이 단수된 경험을 하셨습

니까?

① 없었다 ② 1-2번

③ 3-4번 ④ 5번 이상

⑤ 잘 모르겠다

변수의 측정

0:① 없었다,⑤ 잘 모르겠다

1:② 1-2번

2:③ 3-4번

3:④ 5번 이상

2.단수

진행시간

설문지 문11)가장 최근에 일어난 단수를 생각했을 때(지난 5년 동안,

혹은 그 이 에),단수가 진행된 시간은 어느 정도 습니

까?

① 1시간 이하 ② 1-4시간

③ 4-8시간 ④ 8시간 이상

⑤ 잘 모르겠다 ⑥ 단수된 이 없다  

변수의 측정

0:⑤ 잘 모르겠다,⑥ 단수된 이 없다

1:① 1시간 이하

2:② 1-4시간

3:③ 4-8시간

4:④ 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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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설문지 항목 변수의 측정

3.녹물 발생

4.이물질 발생

5.탁수 발생

6.맛 이상

7.소독 냄새

8.출수불량

설문지 문13)지난 1년 동안 귀 에서 사용하시는 수돗물에서 다

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셨습니까?

구분 (빈도) 아니오

① 수압이 낮았다 번

② 녹물이 나왔다 번

③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번

④ 소독 냄새가 났다 번

⑤ 수돗물이 탁하 다 번

⑥ 수돗물의 맛이 이상하여다 번

⑦ 기타( ) 번

변수의 측정

0:아니오

1: (1번)

2: (2-3번)

3: (4번 이상)

9.수도

열 목격

10.수도 열

언론보도 시청

11.상수도

공사 목격

12.상수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설문지 문 9)귀하는 최근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

거나 경험하 습니까?

구분 아니오

① 수도 이 터진 것을 직 목격하 다.

② 수도 이 터진 것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았다.

③ 통행하는 길에서 상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 다

④ 상하수도 공사로 교통체증이나 불편을

경험하 다

변수의 측정

0:

1: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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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설문조사 항목 수돗물의 단 없는 안정 인 공 과

수질악화 방지에 한 지불의사액으로 설정하 으며,설문지 항목의 내

용은 <표 2-2>과 같다.통제변수는 나이,성별,지역,소득수 ,교육수

으로 설정하 다.

<표 3-7종속변수 설문지 내용>

종속변수 설문지 항목 변수의 측정

지불의사액

설문지 문14) 역상수도 로가 안정화 되어 귀 에서 로

노후화로 인한 수돗물 단수나 수질악화를 염려

하지 않아도 된다면,귀 에서는 매달 수도요 의

___%( 액___원)을 추가로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

십니까?

① ☞ 문14-1로

② 아니오 ☞ 문14-2로

설문지 문14-1)그러면,[제시 액 2배]_____%( 액 _____원)을

추가로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② 아니오

설문지 문14-2)그러면,[제시 액 1/2배]____%( 액 ___원)을

추가로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② 아니오 ☞ 문14-3으로

설문지 문14-3)그러면,최종 지불의사액이 (0)원이십니까?

①

② 아니오 ( 액 원)

3.분석방법

『 비타당성조사를 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2012,KDI‧한국

환경경제학회)』에서는 WTP(WillingToPay)편익의 측정에서 0의 지

불의사의 처리문제에 하여 다루었는데,설문조사의 답변에서 0의 지불

의사의 응답자들이 체 지불의사 추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이 문

제의 해결은 근본 으로 지불거부자와 지불의향자(=양의 지불의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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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처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 다.0의 지불의사는 명시

으로 처리하고 0을 과하는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들만을 상으로

지불의사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regressin)

기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여부와 독립변수간에 향 여부를 우선 단하

고,0의 지불의사의 응답자들이 체 지불의사 추정치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0을 과하는 지불의사의 응답자만을 상으로 지불의

사액과 독립변수간에 향을 단하기 해 다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조사 자료는 문기 인 KDI의

『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 )(2008,

KDI)』를 용하여,문헌연구 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 역을 설정

과 가상시장을 설정하여 설문지를 디자인하 으며,각종 편의를 이고

설문내용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문가 검토와 표

집단 토론 사 조사,제시 액에 한 실험설계 수행 통해 설문조사

자료의 설계 조사를 실시하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항목에 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다.

제 3 분석결과

1.교차분석

<표 3-8>부터 <표 3-19>는 각각의 독립변수에 따라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출수

불량경험은 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6.81,유의확률 0.08로

지불의사여부에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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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단수

시간
0시간

N 249 328  7.11

 0.13% 43.2 56.8

<표 3-9>단수시간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

<표 3-8>은 단수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

정통계량이 2.02,유의확률 0.57로 단수경험에 따라 지불의사여부에 차이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표 3-8>단수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단수

경험

0번
N 226 292

 2.02

 0.57

% 43.6 56.4

1-2번
N 135 187

% 41.9 58.1

3-4번
N 51 55

% 48.1 51.9

5번 이상
N 17 29

% 37.0 63.0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9>은 단수시간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

정통계량이 7.11,유의확률 0.13으로 단수시간에 따라 지불의사여부에 차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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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1시간 이하
N 4 13

% 23.5 76.5

1-4시간
N 68 108

% 38.6 61.4

4-8시간
N 97 100

% 49.2 50.8

8시간 이상
N 11 14

% 44.0 56.0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0>은 녹물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

정통계량이 2.68,유의확률 0.44로 녹물경험에 따라 지불의사여부에 차이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녹물

경험

0번
N 389 505

 2.68

 0.44

% 43.5 56.5

1번
N 17 33

% 34.0 66.0

2-3번
N 16 15

% 51.6 48.4

4번 이상
N 7 10

% 41.2 58.8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0>녹물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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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이물질

경험

이물질

경험

0번
N 413 537

 2.73

 0.43

% 43.5% 56.5%

1번
N 10 10

% 50.0% 50.0%

2-3번
N 3 9

% 25.0% 75.0%

4번 이상
N 3 7

% 30.0% 70.0%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1>이물질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탁수

경험
0번

N 374 501  3.31

 0.35% 42.7 57.3

<표 3-11>는 이물질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2.73,유의확률 0.43으로 이물질경험에 따라 지불의사여부

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표 3-12>은 탁수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

정통계량이 3.31,유의확률 0.35로 탁수경험에 따라 지불의사여부에 차이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표 3-12>탁수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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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맛이상

경험

0번
N 399 525

 0.42

 0.94

% 43.2 56.8

1번
N 16 20

% 44.4 55.6

2-3번
N 7 11

% 38.9 61.1

4번 이상
N 7 7

% 50.0 50.0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3>맛 이상 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1번
N 24 31

% 43.6 56.4

2-3번
N 25 20

% 55.6 44.4

4번 이상
N 6 11

% 35.3 64.7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3>는 맛 이상 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과 카이제

곱 검정통계량이 0.42,유의확률 0.94로 맛 이상 경험에 따라 지불의사여

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표 3-14>은 냄새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

정통계량이 0.88,유의확률 0.83으로 냄새경험에 따라 지불의사여부에 차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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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냄새

경험

냄새

경험

0번
N 333 430

 0.88

 0.83

% 43.6 56.4

1번
N 37 52

% 41.6 58.4

2-3번
N 40 60

% 40.0 60.0

4번 이상
N 19 21

% 47.5 52.5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4>냄새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출수불량

경험

0번
N 380 510

 6.81

 0.08

% 42.7 57.3

1번
N 24 14

% 63.2 36.8

<표 3-15>은 출수불량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과 카이제

곱 검정통계량이 6.81,유의확률 0.08로 출수불량경험에 따라 지불의사여

부에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단할 수 있다.<표 3-13>과 같이

출수불량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거나 2-3번,4번 이상 경험한 경우는

지불의사를 밝힌 사람이 더 많았으며 1번 경험한 사람은 지불의사를 밝

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표 3-15>출수불량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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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수목격

경험

있다
N 54 81

 0.67

 0.41

% 40.0 60.0

없다
N 375 482

% 43.8 56.2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6>상수도 열 목격 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2-3번
N 10 14

% 41.7 58.3

4번 이상
N 15 25

% 37.5 62.5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6>는 상수도 열 목격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

과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0.67,유의확률 0.41로 수목격경험에 따라

지불의사여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표 3-17>은 상수도 열 언론보도 시청 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

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0.01,유의확률 0.97로 언론보도경

험에 따라 지불의사여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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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언론보도

시청 경험

있다
N 254 334

 0.01

 0.97

% 43.2% 56.8%

없다
N 175 229

% 43.3% 56.7%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7>상수도 열 언론보도 시청 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상수도 공사

목격 경험

있다
N 206 301

 2.89

 0.10

% 40.6% 59.4%

없다
N 223 262

% 46.0% 54.0%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8>상수도 공사 목격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표 3-18>는 공사목격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과 카이제

곱 검정통계량이 2.89,유의확률 0.10으로 공사목격경험에 따라 지불의사

여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표 3-19>는 교통 불편 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의 차이가 존재하

는지 단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교차분석 결과 카이

제곱 검정통계량이 2.05,유의확률 0.15로 교통 불편 경험에 따라 지불의

사여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수 있다.



-37-

변수 추정 값 표 편차 P값

단수경험

0번 - - -

1-2번 0.051 0.250 0.840

3-4번 -0.126 0.330 0.704

5번 이상 0.402 0.403 0.319

단수시간

0시간 - - -

1시간 이하 0.701 0.622 0.260

1-4시간 0.118 0.288 0.683

<표 3-20>지불의사여부와 독립변수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지불의사여부

통계량
미지불 지불

교통불편

경험

있다
N 136 203

 2.05

 0.15

% 40.1% 59.9%

없다
N 293 360

% 44.9% 55.1%

합계
N 429 563

% 43.2% 56.8%

<표 3-19>상수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경험에 따른 지불의사여부 교차분석

2.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3-20>은 지불의사여부와 직 경험과 간 경험간의 향여부를

단하기 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분석 결과,

지불의사여부에 출수불량경험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출수불량경험이 1번일 때의 추정 값이 –0.831로

음의 향을 받아 출수불량을 1번 경험했을 경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때보다 지불의사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지불의사여부에 출수

불량경험이 유의한 향을 미치며 그 횟수가 1번일 때 지불의사가 어

지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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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 값 표 편차 P값

4-8시간 -0.284 0.282 0.313

8시간 이상 -0.088 0.494 0.858

녹물경험

0번 - - -

1번 0.498 0.337 0.139

2-3번 -0.463 0.414 0.263

4번 이상 -0.215 0.594 0.718

이물질경험

0번 - - -

1번 -0.229 0.480 0.634

2-3번 1.081 0.768 0.159

4번 이상 0.830 0.982 0.398

탁수경험

0번 - - -

1번 -0.051 0.316 0.873

2-3번 -0.567 0.370 0.126

4번 이상 0.028 0.756 0.970

맛 이상 경험

0번 - - -

1번 0.084 0.389 0.830

2-3번 0.274 0.519 0.598

4번 이상 -0.345 0.623 0.580

냄새경험

0번 - - -

1번 0.090 0.251 0.718

2-3번 0.279 0.253 0.270

4번 이상 -0.475 0.378 0.209

출수불량 경험

0번 - - -

1번 -0.831 0.369 0.024 **

2-3번 0.070 0.442 0.874

4번 이상 0.096 0.369 0.794

수도 열

목격 경험

있다 - - -

없다 -0.119 0.212 0.575

수도 열 언론

보도 시청 경험

있다 - - -

없다 -0.007 0.144 0.959

상수도 공사 목격

경험

있다 - - -

없다 -0.187 0.166 0.259

상수도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 경험

있다 - - -

없다 -0.077 0.180 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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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 값 표 편차 P값

단수경험

0번 - - -

1-2번 10.620 202.185 0.958

3-4번 -609.802 282.483 0.031 **

5번 이상 283.622 319.637 0.375

<표 3-21>지불의사액과 독립변수간 다 회귀분석 결과

3.다 회귀분석

<표 3-21>은 지불의사가 있는 사람만을 상으로 지불의사액과 직·

간 경험간의 향여부를 단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분석 결과,지불의사액에 단수경험,맛 이상 경험,출수불량경험,수

도 열 목격 경험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단수경험이 3-4번일 때의 추정 값이 –609.802로 음의

향을 받아 단수를 3-4번 경험했을 경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때보다

지불의사액이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맛 이상 경험에서는 경험횟수가 4

번 이상일 때의 추정 값이 –1,356.777로 음의 향을 받아 맛 이상을 4

번 이상 경험했을 경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때보다 지불의사액이 작

아진다고 할 수 있다.출수불량경험에서는 경험횟수가 4번 이상일 때의

추정 값이 –489.611로 음의 향을 받아 출수불량을 4번 이상 경험했을

경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때보다 지불의사액이 작아진다고 할 수 있

다.상수도 열 목격 경험에서는 경험했을 때의 추정 값이 +513.851

로 양의 향을 받아 수를 목격한 경험이 없을 때보다 목격한 경험이

있을 경우 지불의사액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즉,지불의사액에 단수경험,맛 이상 경험,출수불량경험, 수목격경

험이 유의한 향을 미치며 단수경험,맛 이상 경험,출수불량의 경우 경

험이 있으면 지불의사액이 작아지고, 수목격 경험이 있으면 지불의사

액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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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 값 표 편차 P값

단수시간

0시간 - - -

1시간 이하 518.149 413.695 0.210

1-4시간 -86.032 230.747 0.709

4-8시간 -11.313 240.472 0.962

8시간 이상 110.336 410.877 0.788

녹물경험

0번 - - -

1번 -258.957 246.032 0.293

2-3번 527.698 380.736 0.166

4번 이상 -108.213 454.426 0.812

이물질경험

0번 - - -

1번 394.035 427.799 0.357

2-3번 712.747 493.280 0.148

4번 이상 642.285 653.379 0.326

탁수경험

0번 - - -

1번 -12.561 259.007 0.961

2-3번 511.789 342.547 0.135

4번 이상 819.259 562.755 0.145

맛 이상 경험

0번 - - -

1번 -137.473 324.382 0.672

2-3번 -529.798 413.131 0.200

4번 이상 -1356.777 586.579 0.021 **

냄새경험

0번 - - -

1번 114.740 206.393 0.578

2-3번 -155.249 207.127 0.454

4번 이상 227.059 333.564 0.496

출수불량

경험

0번 - - -

1번 -479.346 361.796 0.185

2-3번 178.625 355.441 0.615

4번 이상 -489.611 289.047 0.090 *

수도 열

목격 경험

있다 +513.851 168.235 0.002 ***

없다 - - -

수도 열 언론

보도 시청 경험

있다 - - -

없다 -109.536 116.68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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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 값 표 편차 P값

상수도 공사 목격

경험

있다 - - -

없다 151.217 137.584 0.272

상수도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

경험

있다 - - -

없다 -80.852 152.210 0.595

4.가설 채택

다 회귀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총 12개의 가설 에서 3개의

가설이 유의수 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

개의 가설은 유의수 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과 같다.

가설.수돗물의 단수 는 수질문제의 경험과 통행 상수도 공사 목

격,언론매체를 통한 상수도 로사고 는 수돗물 단수 피해지역의 보

도내용 시청 등의 경험 단수경험,맛 이상 경험,출수불량 경험,상수

도 열목격 경험은 수돗물의 안정 인 공 (단수상황 회피,수질개선)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친다.

가설 1.수돗물의 단수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

의사액에 (-) 향을 미친다.

가설 2.수돗물의 단수 진행시간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

불의사액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3.수돗물 이용 녹물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4.수돗물 이용 이물질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5.수돗물 이용 탁수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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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수돗물 이용 맛 이상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 향을 미친다.

가설 7.수돗물 이용 소독냄새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8.수돗물 이용 출수불량 발생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 향을 미친다.

가설 9.수도 열 목격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 향을 미친다.

가설 10.언론매체를 통해 수도 열에 한 시청의 경험이 수돗물

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11.상수도 공사 목격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12.상수도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의 경험이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에 한 지불의사액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성개념과의 계 방향 추정 값 P값 비고

1.단수경험→지불의사액 - (-)609.802 0.031** 3-4번

6.맛 이상 경험→지불의사액 - (-)1356.777 0.021** 4번 이상

8.출수불량 경험→지불의사액 - (-)489.611 0.090* 4번 이상

9.상수도 열 목격 경험→

지불의사액
- (+)513.851 0.002*** 있다.

<표 3-22>가설채택 결과

5.분석결과의 해석

먼 통계 으로 가장 높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상수도 열 목

격의 경험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지불의사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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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상

수도 이 열되었을 때 수에 따른 주변 도로 지 의 침수,교통

통제 등 상수도 수 사고의 효과를 직 목격하 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

서,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불에 하여 목격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

해 높은 지불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단된다.

수돗물 이용 단수 경험,맛 이상 경험,출수불량 경험은 그 경험의

횟수가 많은 경우,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지불의사액이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 결과에 한 원인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동안

매월 지불하는 수도요 에 이미 일부가 포함 되었다고 생각하 거나,여

러 차례의 이용 불편경험을 겪으면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개선

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정부에 한 막연한 행정 불신의 심리

인 요인으로 인해 지불의사액을 보다 낮게 응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이 밖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해당 사업의 경제 편익 산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의사

결정에 필요한 주요 정책 자료에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자칫

반드시 시행이 필요한 사업의 유보 는 취소를 래하여 물 복지의 후

퇴 등 사회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앞으로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가 다른 분야의 공공사업에 한

객 인 경제 편익을 산정하기 해서는 시민들의 지불의사액에 미치

는 향에 하여 계량 인 연구와 질 인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이를 바탕으로 와 같은 요인들을 감할 수

있는 수단에 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아울러 국책 사업뿐

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 한 련이 있는 사업의 추진 시에는 시

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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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정책시사

제 1 요약 시사

1.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

정하기 하여 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데 리 이용되는 조건부가치

측정법에 하여 수도사업 분야에서 더욱 세부 으로 고려해야할 요인들

을 제시하고,이를 통해 좀 더 객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을 두고 수돗물의 이용불편 경험이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 다.

연구문제는 “수돗물의 단수 경험,탁수 이물질 등 수질문제,상수

도 공사로 인한 불편 경험,수도 이 터지는 것을 목격한 경험 등이

지불의사액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로 제시하 다.기존 문헌 검토

결과 수돗물의 품질개선 는 안정 인 공 을 한 지불의사액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는 없지만, 여도 이론의 에서 수돗물은 시민

들에게 이용 불편과 같은 경험의 유무가 지불의사에 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으며,경험유무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향

에 한 몇몇의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돗물에 한 사람들의 이용불편 경험은 수돗물을 이용하면서 일반

으로 겪을 수 있는 단수 경험,단수 진행시간,녹물 발생,이물질 발생,

탁수 발생,맛 이상 발생,소독냄새 발생,출수불량 발생의 경험과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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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 열되는 경을 목격한 경험,방송매체를 통해 수도

열을 시청한 경험,통행 상수도 을 공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상수

도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을 겪었던 경험으로 측정하 으며,지불의사

액는 재 월수도요 을 기 으로 이에 몇 %의 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기 으로 측정하 다.분석 자료는 최근 한국수자원공

사에서 시행한 「 역 공업용수도 정개량시기 타당성검토 연구

(한국수자원공사,2014)」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 으며, 국 28개

시군 1,000가구의 설문조사 자료 에 지불의사에 해 잘 이해하지 못

한 응답자와 지불의사액이 이상치로 단되는 2개의 자료를 제외한 992

개의 자료를 사용하 다.

연구분석에서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regressin)기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여부와 독립변수간에 향 여부를 우선 단하고,0의

지불의사의 응답자들이 체 지불의사 추정치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0을 과하는 지불의사의 응답자만을 상으로 다 회귀분석을

하 다.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불의사여부에 출수불량경험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이 외의 경험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결론 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총 12개의 가설 에서 4개의 가설이

채택되고 나머지 8개 가설은 기각되었다.채택된 가설 유의수 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상수도 열 목격의 경험

은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지불의사액에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의 원인은 상수도 수사고의 효과를

직 목격한 응답자는 이를 방지하기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으며,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 추가 지불의사가 높기 때문이라고

단된다.수돗물 이용 단수 경험,맛 이상 경험은 유의수 0.05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출수불량 경험은 유의수 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의 횟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액에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의 원인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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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동안 매월 지불하는 수도요 에 이미 일부가

포함 되었다고 생각하 거나,여러 차례의 이용 불편경험을 겪으면서 추

가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정부에

한 막연한 행정 불신의 심리 인 요인으로 인해 지불의사액을 보다 낮게

응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학술 함의와 정책 시사

본 연구는 기존 상수도 분야의 지불의사액에 한 연구에 사회심리학

에서 다루는 여도 이론을 용하여 수돗물의 이용불편 경험이 지불의

사액에 미치는 향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도출하 다.그리

고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리 이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법 조사에

하여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 으며,향후 상수도 분야에

뿐만 아니라 공공재와 같은 유사 분야에서 경제 편익과 련된 연구에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한,정부의 재정은 한정 이므로 규모 산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

에 하여 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공공사업에 한 경제성

분석 방법의 일환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용하고 있다.이와 련하

여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의 안정 인 공 수질개선에 한 지불의사

액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도사업에 한 객 인 경제 편익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

보하고 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단된다.

제 2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1.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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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역 공업용수도 정개량시기 타

당성검토 연구(한국수자원공사,2014)」의 설문조사 자료로써 상 지역

을 역상수도 수구역으로 정하고, 역상수도 로의 복선화 노후

개량사업의 수도시설 안정화사업 추진에 한 지불의사를 조사하 으

므로 역상수도 미 수지역의 지방상수도 사업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지불의사액은 이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으로

재 월수도요 을 기 으로 이에 몇 %의 비율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는 최종 응답한 지불의사액으로 산정하 으므로,연구자

의 지불의사액의 산정 방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향후 연구방향

향후 수도사업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사업에 한 올바르고 객

인 경제 편익을 산정하기 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설문에 한 항 응답 정부에 한 행정 불신이 지불

의사액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이를 바탕으로

와 같은 편이들을 감할 수 있는 수단에 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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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aperaimstoanalysishow anexperienceofsupplyinter-

ruptionsorqualityissuesofthetapwater,sightingofleakingwater

from abrokenpipe,etc.12elementsaffectthewillingnesstopayfor

steadysupplyoftapwaterandimprovingtapwaterquality.Itused

thesurveydataofanotherprojectconductedbyK-waterin2014and

used 992 available among 1000 households in 28 cites in Korea.

Multipleregressionanalysisshowedthatanexperienceofsightingof

leakingwaterfrom abrokenpipeinfluencestoincreasethewilling-

nesstopayforthat.Someappearedtoaffecttodecreasethewilling-

nesstopay,butthisresultisthoughttobeduetodistrustofthe

governmentaladministration,etc.So itisnecessary in thefuture

variousstudiesonthese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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