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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재해예방, 경제적 가치, 인프라, 제한급수

학 번 : 2016-24450

우리나라 인프라는 점차 고령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

는 인프라의 고령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예방적 유지관리가 중요

하게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예방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방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예방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산정방법을 탐색하고, SOC

안전에 관한 예방적 가치 즉, 유지관리의 효용성을 편익의 개념으로 살

펴보았다.

재해의 유형은 상당히 많으므로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용수댐의

취수탑이 지진으로 손괴”되어 단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하여

제한급수에 따른 피해규모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

본적으로 ‘제한급수가 발생하여 입는 경제적 피해의 크기는 재해예방

대책의 경제적 가치와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경제적 가치 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

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2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모형은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산정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모형이며, 경제학적 근거를 토대로 환경자

원과 같은 다양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산정연구에 활발히 적용되

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CVM은 실제 개인의 선호체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관찰하

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시장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진술하

게 하여 평균값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측정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

으며, 설문 설계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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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제한급수와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제한급수의 지속기간, 발생

계절 등 개인이 겪었던 경험의 조건이 상이할 수 있고, 수돗물 사용 환

경 또한 개인적으로 편차가 크므로 급수제한에 대한 불편의 인식 범위

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모형은 회피행동분석법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제안하였는데, 제한급수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구체적인

절수행동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예상되는 행동에 따른 최소한의 대체

용품․서비스 구입비용과 노동력 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피해규모로 산

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도사업의

편익측정 방법론이라는 특징이 있다.

CVM은 설문조사 표본수와 전문 조사원을 통한 일대일 면접 실시 등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었고, 시나리오 기법은 단수상황에서의 절수행

동이나 대체물품․서비스 등의 인자결정이 필요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

로 피해규모나 예방의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산정하는 단계까지 진

행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은 앞으로의 개선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시

나리오 기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의 물사용 행태에 대한 실험이나

연구 결과가 확충된다면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용수공급과 관련된 재해예방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추가적인 용수판매 확대와 같은 편익이

없더라도 노후 SOC 재해 예방의 효용성 검토의 신뢰성 제고 및 예방투

자 의사결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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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인프라에서 재난에 취약한 요소가 발견된다면 사전에 대비(보강)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재난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있으므로 사전대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사후에 대응(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만

약 재난을 대비하여 예방투자를 실시한다면, 재난발생 자체를 방지하거

나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피해와 같이 예방투자의 효과를 계량하

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재난 예방비용의 투자 효과를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확인하

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적절한 예방투자를 회피하거

나 주저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 재난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

적 가치를 검토해 봄으로써 SOC 안전에 관한 예방적 가치 즉, 유지관

리의 효용성을 편익의 개념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재해예방사업은 각

분야별로 광범위한 유형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용수공급 중단 상황

으로 한정하여 재난(용수공급 중단)시 유발될 수 있는 피해와 불편을

경제적 가치로 어떻게 산정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진행하였다.

재난 발생 시나리오는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수원인 용수댐의 취

수탑이 지진으로 손괴되어 수돗물 취수가 중단되는 상황”으로 설정하였

고, 해당 취수탑을 사전에 보강하면 제한급수나 단수를 예방할 수 있으

므로 단수사태를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의 경제적 가치 산정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용수댐과 취수탑에 대한 시설물 기능 등은 제2절에 별

도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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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취수탑 개선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방

법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우선, 용수공급 중단사태와 같은 재난 발생의

개연성은 취수탑의 내진 안정성 평가와 같은 공학적 분석을 통해 비교

적 명료하게 판단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예산과 노후 SOC

의 유지관리 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공감대 등이 형성되지 못한 상

황에서는재해예방 사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산편성의 의사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노후 SOC의 유지관리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공감

대가 형성된다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급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근거와 재해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도시 개발 등에 따른 지구온실 효과

등 기후 변화가 발생하여 기상이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상 조

건으로 인하여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최근 재난의 복구보다는 예방 및 대비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를 복구하는 ‘복

구’ 중심의 재난관리는 최근에 들어서면서 ‘예방’ 및 ‘대비’를 중시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재해 대응과 복구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

어나 위험과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예방 및 대비 중심

으로 재난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탈피하여 예방 및 대비를 위한 다양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가 시행되고 있고, 재난 예방을 위한 R&D 투자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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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패러다임 역시 변화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정책은 1960년대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

과를 신설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근대적 업무가 시작되면서 추진되

었다. 이후 1970～1980년대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규

모가 대형화되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

고,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으로 국가가 재난에 직접 대처하기 시작

하였다.

1990년대에는 점차 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게 되

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정과 재

해영향평가제와 같은 법․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다. 2000년대에는 수

해방지대책과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대

책이 마련되었고,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 재난관리의 전문화

및 일원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재난 복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재난 대응, 대비,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으로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SOC 고령화 시대 도래 및 설계기준 지속강화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수혜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안전 및 유

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는 기 구축된 인프

라의 내용년수를 고려한 인프라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적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1970～80년대에 집약적으

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준공후 30～40년이 경

과되고 있는 고령화된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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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개인의 주거안전 문제도 물론이지만 국가 전체의 안전에 영향

을 미치는 각 분야별 인프라 유지관리 문제에는 많은 연구와 투자에 관

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어떤 시점에서 설정한 시설물의 설계기준은 당시 사회의 경제적 수준

과 연관성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재난발생 및 피해경험

이 반영되면서 안전에 관한 설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과거에 구축된 인프라의 경우에는 설치 당시 적용된 설계

기준의 요구수준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안전 및 서비스 수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연으로부터 공급되는 물과 공기 등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발전에 수반되어 환경에 유

해한 오염원의 성분이나 발생강도의 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과 기술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와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SOC 구조물 설계기준의 개념

은 대부분은 강우, 바람, 홍수, 지진, 교통량 등 자연현상과 서비스 수준

의 강도를 구조물 특성에 맞게 외력하중 조건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때

설계하중의 크기는 기 발생크기의 통계적 빈도해석 등을 통해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현상은 최근 들어 그 강도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즉 과거 설계당시 빈도해석의 결과에서 예측한 크기는 그

빈도보다 더 짧은 주기에서 나타날 확률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

장에 따라 과거보다 현재에는 설계기준의 강도를 더 높게 설정하여 안

전도를 강화하고 있다. 자연현상은 불확실성으로 그 발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발생된 크기의 변화는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

구축된 인프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방적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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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 위협요인 증가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에서 규모 5.8의 지진

이 발생하였다. 1978년 대한민국 지진관측 이래 역대 최강의 지진이었

다. 이 지진으로 부산에 있는 80층 고층 건물이 흔들렸으며, 서울 종로

구에서도 3～5초간 건물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지진 여파로 당시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에게 대피령이 내려

졌다. 또한 부산 도시철도 1～4호선이 5분간 정지되었고, 울산화력발전

소의 LNG 복합화력발전 4호기가 가동을 중지했으며, 월성원자력발전소

도 1～4호기에 수동으로 가동 중지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카카오톡이

일시적으로 불통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는 규슈와 쓰시마

섬 등 서부 일부 지역에서도 지진이 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도 5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경주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여진을 통해 재난은 그 발생 가능성만으로

도 충분히 해당지역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실제로도 삶의 안

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KBS 뉴스(2017.01.06.) 경주 또 지진 잇따라…“불안하고 겁나요”

<앵커 멘트>

경주의 한 유치원 앞 도로 CCTV가 요동칩니다.

인근 상가 지역에서도 5초 정도 이어진 떨림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주시 남남서쪽 11㎞ 지점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5시 31분쯤. 2분 뒤에 규모 2.2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넉달 전 발생한 강진의 통상적 여진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5백 차례를 넘어선 여진에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 않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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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주시 내남면) “일어나는 중에 우울컥 거려 가지고 베개를

안고 넘어졌어요.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라 조금 더 있으니까 또

여진이 났어요”

○○○(경주시 내남면) “지진이 나면 문 열고 밖에 나가기가 바쁜

데...불안하더라구요. 여기 안 살아 본 사람은 모르지 그걸.”

더욱이 여진이 계속되는 중이었던 2016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치바는

한반도 통과시간이 불과 10시간 정도였지만 강우의 강도는 강력하여 하

천의 범람 등을 유발하며 지진피해지역에 피해를 가중시켰다. 이와 같

이 자연재해는 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발생을 원천적으

로 제거할 수 도 없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위협요소이다. 이를 통해

다시금 국가의 기반시설은 공공재로서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안전성

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2절 연구설계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해예방사업을 하나의 특정한 사업형태로 분

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발생의 유형으로 ‘용수

공급의 중단 상황’을 가상하고 이러한 경우에 유발될 수 있는 피해와

불편을 예측해 봄으로써 용수공급의 안전을 확보하는 유형의 재해예방

사업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용수공급이 중단되었던 과거의 대표적인 재난 유형으로는 기상학적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원이 고갈되어 장기간 제한급수가 불가피하였던

경우와 예상치 못한 심각한 수준의 시설물 손괴사고가 발생하여 복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면서 용수공급이 단절된 경우 등이 있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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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정한 용수공급 중단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광역상수도 수원지인

용수댐에 설치된 취수탑1) 지진 안정성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였다.

취수탑과 관련하여 용수공급이 중단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2014년에 작성한『용수댐 안전성 강화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검토하면, 현재의 댐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1)은 댐체 뿐만 아니라 취

수탑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기준에는 취수탑이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시

용수공급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Risk를 대비하여 취수탑의 안전성 강

화(보강)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6년에 발간한『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

회별 분석 보고서』에도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의 보강대책 마련 필요성

을 지적하고 있다. 상기 보고서가 지적한 지진대비 취수탑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는 댐체와 취수탑이 가장 중요

하다. 지진 발생 시 ‘댐체’가 손상될 경우 댐이 붕괴되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시설

인 ‘취수탑’이 지진으로 기능을 상실할 경우 대규모 용수공급 중

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댐 설계기준 을 적용

한 내진 안전성 평가결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모든 댐의 ‘댐

체’는 내진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정되었지만2), 14개 용수댐에

설치된 총 17개 취수탑 중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취수탑의 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1) 용수댐 취수탑의 기능은 댐의 저수를 취수(Intake) 하는데 있으며, 취수된 물은

관로를 통해 정수장으로 공급되어 수돗물로 정수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2) 2012～201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내진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검증하였다.



- 8 -

2. 연구수행절차

첫째, 재난관리에 관한 이론과 인프라에 대한 예방적 유지관리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헌 및 연구성과를 조사하여 예방적 사업의

가치 산정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련분야 연구 경향을 조사한다.

둘째, 인프라 고령화 실태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투자의 의사결

정에 필요한 이슈와 인프라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재해발생 가능

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셋째, 재해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

하고, 재해관련 사회적 비용 산정에 적용된 방법별로 연구사례를 조사

하여 비교 분석한다.

넷째, 앞 단계에서 설정한 재해시나리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비

용투자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정 모형을 실제 구축하고 적용된 방법론

에 대해 평가한다.

<표 1-1> 연구수행절차 및 검토계획

1.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재난관리 이론, 공공재 특성, 

예방의 경제적 가치

⇩
2. 이슈도출

재해예방사업 의사결정 제약 이슈 및

재난 검토유형 선정

⇩
3. 재해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사례 검토

비시장재화의 편익 추정 방법론 검토

⇩
시나리오 기반 경제적 가치 추정방법론 검토

⇩
적용방법별 사례연구 및 특성분석

⇩
4. 모형구축 및 평가

재해예방(용수분야) 경제적 가치 산정모형 구축

⇩
각 모형별 경제적 가치 산정모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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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

금회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진 발생시 취수탑

손상에 의한 용수공급중단 Risk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

데, 그 가치의 크기는 용수를 사용하던 사람이 Risk가 실제 상황이 되

어 용수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의 크기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경제적 가치의 크기를 산

정하는 방법인데,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여 용수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가

상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개인들이 진술하

는 선호를 토대로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Risk가 실제 상황이 될 경우 발생할 피해와 불편사

항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직접 그 크기를 추정해 보는 접근방식이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CVM 설문조

사를 직접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분석모형을 구축할 것이며, 선행연구

사례 검토를 통해 용수공급의 신뢰도 개선에 관한 WTP 분석사례와 시

나리오에 의한 검토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은 아래

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재해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 분석모형 비교틀

시나리오 작성 및 피해영향 추정

 - 일상생활불편(추가 노동력)

 - 대체물품․서비스 비용

 - 영업․생산중단 손실 등 

CVM 선행연구 분석

 - 측정대상 가치 및 내용

 - CVM 설문조사내용

 - WTP 산정 결과 평가

재해예방 가치산정 모형 평가

경제학적 방법론 분석시나리오 방법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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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재난관리 원론

1. 재난의 개념

재난 또는 재해(disaster)란 통상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 달하

였을 경우를 가리킨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

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피해’라고 정의하

고 있으며, 이는 재난관련 법규 및 재난관련 기관에 의하여 재난의 개

념이 정해져 왔다.

재난(災難, disaster) 이라는 용어는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

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한다. 또한 재난 또는 재해의 어원을 분석해 보면

dis는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

라는 의미이다.

즉 재해는 별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재앙이라는 뜻이 된다. 어

원 분석에서와 같이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을 의미하는 재난은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지칭하는 것이고, 현대사회

에 들어와서는 대규모 인적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

었다(류충, 2001)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는 프리츠(C. Fritz)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그는 “재난은 어떤 사회나 비교적 자족적인 사회조직에 심대한 피해를

입혀서 그 사회구성원이나 물리적 시설의 손실로 인하여 사회구조가 교

란되고 그 사회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이 장애를 받게 되는 사건으로서,

우연적이거나 통제 불가능하며 시․공간상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실

제적 또는 위협적 사건”으로 정의하였다(Fritz, 1961: 655).

미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이란 통상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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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오고 또한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이 자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보통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부문 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

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할 때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기구들은 재난이란 “사회의 기본 조직 및 정상 기능을 와

해시키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큰 재해로써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접시설, 생활 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

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란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난

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를 말한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

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

비와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이상의 재난의 개념에서 볼 때 재난은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일정 수

준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 재해의 경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재난 발생의 추이는 과거의 자연적 요인 위주에서 점

차 기술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보다는 인명 피해와 2차

적인 영향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양기근 외 2014).

2. 재난의 특성

재난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구

성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시에도 이러한 재난을 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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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은 여러 학자들의 지적과 같이 기본적으로 상호

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 등의 특성(Turner, 1978: Comfort, 1988: 이창

원 외, 2003: 양기근, 2004)을 가지고 있다.

가. 누적성(Cumulativity)

터너(Turner, 1978)는 재난을 청천벽력의 뜻밖의 사고(bolts from the

blue)라는 시각이 아니라 누적성(cumulativity), 즉 배양(incubating) 과

정의 시각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재난은 가시적 발생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위험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로

보는 것이다. 즉, 비가시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발발 요인이 재난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비가시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 발발 요인은 단순히 재난의 발생에

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전개 과정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자연재난인 지진이나 태풍의 경우에도 그 피해는 자연재난의

강도와 규모 등 그 자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능력의 부족,

관리체계의 구조적인 결함, 재난에 대한 개인과 조직의 타성에 기인한

재난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지도 등에 의존하게 된다.(재난관리론 2014,

대영문화사)

나. 불확실성(Uncertainty)

재난은 부정형으로 진화하며 불확실하다는 의미인데, 우선 재난에 대

한 기존의 분명한 특성이 변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재난관리 조직도

정상적인 대응의 단순한 확대를 넘어선 선례가 없는 조치들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난은 선형적(linear)․기계적

(mechanical)인 과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non-linear)․유

기적 혹은 진화적(evolutionary)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Hill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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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불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으로는 미국 내의 위험에 대

한 대응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한 드라벡(Drabek, 1985),

“위기관리 조직의 경계성”(김영평, 1994), “위험의 가장 주된 내재적 속

성 혹은 인간의 예측 능력의 한계”(최병선, 1994), “위험의 사전적 의미

로서 불확실성”(정익재, 1994), “위기발생의 예측 불가능성”(이재은,

2000) 등이 있다.

또한, 불확실성은 누적성이나 복잡성과는 달리 재난의 모든 과정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위험 발생 전의 경우 비가시적인

요인들은 누적되고 배양되면서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때 이런 요

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재난 자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게 된다.

다. 복잡성(Complexity)․상호작용성(Reciprocal action)

복잡성은 재난 자체의 복잡성과 재난의 발생 후에 관련된 기관들 간

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복잡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재난

자체의 복잡성의 경우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재난의 강도, 규모,

그리고 최초 재난과 관련된 다른 재난의 발생이 그것이다(Hills, 1998).

예를 들어, 지진의 경우 지진의 강도와 규모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난의 복잡성의 원인 중의 하나는 재난이 상호작용성을 지니

기 때문이다. 재난의 발발은 대체로 단일한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다. 물

론 어떤 특정한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요인

들과 재난의 발생에 상호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의

발생 이후에도 재난은 피해 주민의 반응, 피해지역의 기반시설 등의 요

인들과 계속된 상호작용을 동반하면서 진행된다.

결국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총체적으로 재난의 피해 강도와 범위

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과거 재난의 경험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재난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 혹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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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에서 예기치 못한 일련의 재난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자연재난은 국제정치적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고, 민족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나 물리적 환경의 심대한 혹은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통신 수단이나 교통수단이 두절되어 고립되

는 상황속에서는 재난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 간에는 새로운 상호작용이

발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화되고 불완전하며 심지어 부정확한 정

보에 근거한 소문 속에서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특정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난 상황하에서는 기존의 관료적 규범과는 다른

비상적 규범(Emergency norms)이 생기게 된다(Schneider, 1992)

3. 재난관리 이론(Disaster Management Theory)

재난 발생의 원인과 배경에 관하여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이론적 접근

이 있다. 이러한 세 이론은 재난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

난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도 다르다.

가.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

재난배양이론은 터너(Barry Turner)의 1978년 저작 「인적재난(Man

Made Disaster)」에서 제기된 것으로, 주로 재난 발생의 사회적․문화

적 측면에 주목한다. 터너의 주된 관심은 재난이 발생하는 해당 사회의

사전 조건(precondition)들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재난이 이미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재난 발전의 초기 단계인 배

양(incubation) 단계에서부터 사회 속에서는 재난이 잠재되어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난의 배양에 대한 강조는 재난 그 자체

보다는 재난을 야기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사전적인 관심을 기울여

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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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사전적 배양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재난 발생 이후

의 준비나 대응 단계에서 재난을 측정하고 대처하는 것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소위 재난평가에서 흔히 무시되었던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난과 관련된 조직문화의 맹

점, 부적절한 정보, 의사소통의 문제점, 오차 수정의 실패, 안전 규제 도

입의 실패 등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의 문화, 정보를 수집

하고 처리할 때 모호성, 복잡성 등으로 야기되는 불확실성 등을 심각하

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Turner, 1978; Short & Rosa, 1998). 페로

(Charles Perrow)는 이후에 이러한 인식을 더욱 발전시켜서 후술하는

정상사건이론(Normal Accidents Theory)을 제시하였다.

나. 정상사건이론(Normal Accident Theory)

이 개념은 페로의 1984년 저작 「정상사고(Normal Accident)」에 처

음으로 소개되었다. 그는 현대 사회의 기술적․조직적 시스템의 특성을

복잡하고 꽉 짜여진(tightly-coupled) 데에서 찾는다. 복잡하고 꽉 짜여

진 기술적 체계는 필연적으로 사고(accidents)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정상사건이론의 핵심 주장인데, 우선 복잡성의 문제부터 살펴

보면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이해

하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체계의 요소들이 다중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가 다

양하게 나타나게 되며, 요소들 간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

패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한편 ‘꽉 짜여진 체계’란 단일성이 높

고, 변형이 적으며, 시간 의존적인 생산과정을 거치는 체계를 의미한다.

흔히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대체가 쉽

지 않은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체계는 체계 내에 안전 기제가 내장되

어 있지만, 그 개선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Rijpm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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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잡하고 꽉 짜여진 체계에서 예기치 않은 조그만 사건이 발

생하게 되면 그것은 곧 가속화 과정을 거쳐 거대한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즉, 복잡성과 꽉 짜여짐의 조합은 재난의 발생을 불가

피하게 만들며 재난의 확대를 촉진하게 된다. 페로(Perrow, 1984)는 이

렇게 발생하는 재난을 ‘정상’사고(normal accident)라고 명명하였다. 이

러한 견해는 재난 발생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관리에 대하여

는 일종의 비관적 자세를 위하는 입장이다.

다.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

버클리(Berkely) 학파는 뛰어난 안전 기록을 성취하고 있는 조직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조직 전략을 연구했다(Robert, 1993). 위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복잡성과 꽉 짜여진 체계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

을 낮출 수 있는 조직의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사고는 예

방할 수 있고, 조직의 안전에 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고도

신뢰이론의 핵심이다.

고도신뢰이론은 정상사건이론의 비관적 측면에 대한 반발과, 과거 결

정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 결정의 전통에 대한 수정을 근

간으로 한다. 고도신뢰이론의 재난관리 전략으로는 구체적으로 ①가외

성(redundancy)의 전략, ②의사 결정 분권화(de-centralizaton) 전략, ③

관점의 유연화(conceptual slacks) 전략, ④조직학습(organization

learning) 전략 등이 있으며, 이들은 현대 재난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Rijpma, 1997)

① 가외성의 전략: 고가외성의 원리란 부분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

분이 그 역할을 보충하거나 실패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의미한

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을 유지하여 의사 결정의 분권화를 도

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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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전략: 의사 결정(decision making)의 탈집중화

혹은 분권화를 도모한다(Weick, 1987).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의사 결정을 분권화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꽉 짜여진 기술조직 체계에서는 한 부분의 의사 결정의 결과

가 미칠 영향을 알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즉, 부분적인 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분권

화전략은 체계 전체의 의사 결정의 조정과 체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③ 관점의 유연화 전략: 조직 한 부분의 성급하고 부적절한 의사 결

정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조직의 기술 체계와 생산 과정에 대한 다

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동시에 유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강

도 높은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전략이 관점의 유연화

전략이다.

④ 조직학습 전략: 어떠한 부분 조직도 전체 체계의 기술과 생산과정

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지 않도록 조직을 설계함으로써 상호 조정

과 협의를 거쳐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간의

시도 및 비용을 수반하는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즉 훈련과 모의실험

등을 통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재난관리와 관련된 세 가지 중 이론을 보면, 재난배양이론

과 정상사건이론은 재난이 이미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현대 사회의 꽉 짜여진 조직에서는 필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으로 상당히 비관적인 관점이고, 그에 반하여 고도신뢰이론은 적절한

전략을 통하여 재난을 방지하여 조직 안전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상당히 낙관적인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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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탁(Petak)의 재난관리모형

페탁(Petak)의 총체적 재난관리과정은 재난 발생 이전의 예방․완화

(mitigation), 대비․계획(preparedness) 단계와 재난 발생이후의 대응

(response), 복구(recovery) 단계로 구성된 과정모형에 입각한다. 페탁의

모형은 1970년대 말 미국의 “전국 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 에서의 연구결과로서 오늘날 많은 재난관리자들에

게서 선택되어 지고 있다.

재난발생 시점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사전 재난관리와 사후 재난

관리로 나뉘어지는 폐탁의 4단계 재난관리 모형은 각 과정이 개별적이

고 독립적 성격이 아닌 상호순환적인 관계이다. 모형의 각 단계별 내용

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완화(mitigation)는 위험감소 계획을 결정·집행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려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예방은 재난이 실제로 발생

하기 전에 재난 촉발요인을 제거하거나 재난요인이 표출되지 않도록 억

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McLoughlin, 1985: 166).

예방단계 활동으로는 사전예방 대책의 수립, 재난영향의 예측 및 평

가, 안전기준 설정, 재난 요인 사전 제거, 위험요인에의 노출 감소 등이

있다. 구체적인 세부 활동으로는 규제 및 법령의 정비, 재난 취약시설

(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규제, 주요 재난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

의 수립, 재난 업무의 전담요원 확보, 위험 시설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 재난영향의 감소를 위한 강제 규제방안 마련, 기상정보

및 재난취약요인에 대한 분석 등이 있다.

이러한 예방활동을 통해 인명 구조와 부상의 감소, 재산상 손실 예방

이나 손실의 감소, 사회적 혼란과 스트레스의 최소화, 중요 시설물의 유

지, 사회 기반시설의 보호, 정신적 건강 보호 등과 같은 성과나 편익을

얻을 수 있다(Godschalk, 1991: 131; 이재은 2002: 169).

둘째, 대비(preparedness)는 재난 발생시의 대응활동을 사전에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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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대응능력 개발 활동을 말한다(Clary, 1985: 20; Petak, 1985: 3;

McLoughlin, 1985: 166).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은 사전 훈련 및 협조체

제의 유지, 대응 자원의 확보 및 비축, 그리고 재난경보 체제의 구축 등

이 포함된다.

셋째, 대응(response)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기관들의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실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대응 활동은 예방, 대비 단

계의 활동과 연계하여 제2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복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최소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Drabek,

1985: 85; Petak, 1985: 3). 대응단계의 주요 활동으로는 대응기관 사이

의 협조 및 조정, 피해자 보호 및 구호조치,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등이 있다.

넷째, 복구(recovery)는 피해지역이 재난발생 직후부터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 과정으로서, 초기 위기상황으로

부터 정상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

한다. 복구단계의 활동으로는 복구 상황의 점검 및 관리, 피해 파악 및

긴급지원, 재난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있으며, 세부적인 활

동으로는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의 우선순위 결정, 복구장비 및

복구예산확보를 위한방안 마련, 복구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들과의 협조,

피해상황의 집계, 긴급지원물품의 제공, 피해자 보상 및 배상관리, 위기

발생 원인 및 문제점 조사, 개선안의 마련 및 유사 재난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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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프라 재난관리

1. 인프라의 중요성

인프라(Infrastructure)란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

하고, 삶의 질 향상과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며, 대

부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경부ㆍ호남ㆍ영동ㆍ남해 고속도로가 완공되었

고, 한강에는 마포ㆍ잠실ㆍ영동ㆍ반포ㆍ천호ㆍ성수대교가 완공되는 등

많은 인프라가 집약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해서 현재 30년 이상이 경과하

고 있다. 인프라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지만, 최근 고령화된 인프라의 비

중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에는 준공된 지 50여년 지난 경주 산대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되

었고, 구미와 여수산업단지에서 고위험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뿐만 아

니라, 노후 상수도관의 파열, 배수관 노후화에 따른 녹물 공급 등 안전사

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성수대교는 준공된 지 15년밖에 안된 1994년

에 부실시공의 결과로 붕괴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는 등 준공 이후의 정기 점검과 유지ㆍ보수가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표 2-1> 인프라의 안전사고 사례

인프라 사고 내용 사고 시기 준공 시기 사고시 경과년수

경주 산대저수지 제방 붕괴 2013년 4월 1964년 49년

구미공단 화학물질 누출 2013년 3월 1973년 40년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1979년 15년

지하철 2호선 터널 벽 붕괴 1992년 8월 1984년 8년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2013) 자료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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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고령화 실태

현대경제연구원(2013)은 인프라의 고령화에 대한 분석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자료의 한계에 따라 운송(교량, 터널, 항만, 옹벽), 수자원

(댐, 하천, 상하수도), 산업(산업단지)으로 인프라를 분류하였다. 참고로

OECD에서는 인프라를 크게 운송(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에너지(발전,

송배전, 송유관, 가스관), 물(상하수도 등), 통신(무선, 유선, 인터넷)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프라 고령화(Infrastructure Aging)의 판단기준을 법정 내용연수(耐

用年數)3)의 하한인 30년으로 하고, 인프라 고령화율은 전체 시설 가운

데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최소 30년,

최대 50년)이지만, 1970년대의 집중적인 인프라 구축과 국민들의 안전

을 감안하여 내용연수 하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채택하였다(현대경제연

구원, 2013).

시설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재점

검하는 요건으로 ‘30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를 정

하고 있어서,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로 ‘도시정비법’에는 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 최소 요

건이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 이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인프라별 고령화율(전체 시설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의 비중)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7가지 인프라 14,544개 시설 가운데

내용연수(30년)를 초과한 시설이 1,352개소에 달하며 고령화율은 평균

9.3%로서, 인프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이다(현대경제연구

원, 2013). 이와 같은 ‘인프라 고령화 시대’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면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개

3)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을 법인세법에서 정한 것을 법정 내
용년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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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적용한 결과이다.

인프라 분류에서 수자원 인프라의 고령화율은 20.5%로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댐의 고령화율이 55.9%로서 모든 인프라 가운데 가장 높

은 수준이고, 하천시설의 고령화율도 20.1%로 높은 편에 속한다. 운송

인프라의 고령화율은 6.3%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운송 인프라 가

운데 항만은 13.1%, 옹벽은 12.7%로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산업 인프라 가운데 ‘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비율

(면적 기준)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면적 개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단순한 시간경과 기준 보다는 사용성 등 리모델링과 보수를 위한 다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표 2-2> 인프라 고령화율 평가결과

운송 에너지․공익
인프라
전체교량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 상수도

산업
단지

5.7
(465)

5.0
(106)

13.1
(39)

12.7
(109)

55.9
(292)

20.1
(232)

7.7
(109)

54.2
(-)

9.3
(1,352)

철도
28.5

철도
8.8

갑문
50.0

도로
0.7

다목적
25.1

하구둑
18.2

공업용
16.7

도로
3.1

도로
3.1

계류시설
12.8

철도
60.5

발전용
42.1

수문
20.3

지방
12.4

복개
14.6

지하
3.5

건축물
0.8

용수전용
57.6

제방
18.4

광역
5.1

지방상수도
42.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2010년말 개소 기준. 괄호( )는 개소.

2. ‘댐’에는 저수지 포함. ‘산업단지’는 면적 기준

3. 고령화율 = (‘30년 경과’ 시설의 개소/전체 시설의 개소) * 100

4. 인프라전체고령화율은 ‘산업단지’를제외한 7개인프라를기준으로계산함

위 연구 결과의 인프라별 고령화 실태를 인프라 분류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운송시설 중에서는 철도교량의 고령화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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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로서 가장 심각하며, 전체 8,177개 교량의 고령화율은 5.7%로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내용연수(30년)를 초과한 시설이 465개소에 달하

고 있다. 항만의 경우도 고령화율이 13.1%로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으며, 옹벽의 경우는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면서 구축되어 국

민 안전과 매우 밀접한데, 내용연수(30년)를 초과한 고령화율 12.7%에

달하고, 특히 철도 옹벽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두 번째 분류인 수자원 인프라 중에서는 댐(저수지 포함)의 고령화율

이 55.9%로서 가장 심각하고, 하천시설(20.1%)과 상하수도(7.7%)도 비

교적 고령화가 빠른 편이다. 특히, 전체 523개 댐(저수지 포함) 가운데

내용연수(30년)를 초과한 시설이292개(고령화율 55.9%)로서 모든 인프

라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며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용수전용 댐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재난관리의 정보비대칭

오금호(2007)는 정보경제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재난관리 상황에 적용하여 시장구조와 정부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한 한

계점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로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재난관리

주체(지자체)의 예방투자노력 미흡의 원인을 비대칭정보 관점에서 재해

석 하였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예방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지만, 예방사업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예방투자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예방사업을 무시하였던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가 커지게 되고 피해규모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예방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부족한 예산이지만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지역에

서는 동일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발생하

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예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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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지원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예방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경감되어 정부의

지원이 줄게 되는 지역주민에게는 예방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오

히려 저하시키게 된다는 것이다(오금호, 2007)

사회(중앙정부)가 복구지원을 함에 있어서 재난관리주체들의 예방노

력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예방투자 노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주체들은 예방투자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지 재해가 발생하여 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 절차만 반

복할 뿐, 예방투자나 해당지역의 취약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

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경제학에서 말하는 역선택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난관리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현상으로 재난관리주

체의 역선택 의사결정 경향은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이익을 위하여 행동

을 하게 되는 것이며, 전체 사회에서는 예방사업을 위한 투자가 저조하

게 되어 사회적인 안전망이 파괴되어진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에 직면하

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확보하

는데 있어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오금호, 2007)

한편, 현대경제연구원(2013)은 고령화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유지관리

예산의 원활한 투자와 이를 위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의 선행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1970년대의 집중적인 사회기반시설 건설 이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인프라 고령화율이 9.3%에 도달했고, 향후 급속

한 고령화 추세가 예상되는 바, 유지관리 투자가 확충되지 않는다면, 안

전사고와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가에서와 같이 産學硏官의 전문가들

로 구성된 범부처형 ‘인프라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인프

라 안전성을 평가하여 고령화된 인프라의 개선체계의 구축 및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2개 연구를 검토하면 ‘예방’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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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게 된다. 특히 재해를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는 막대하

지만 예방노력과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적 시스템 구축과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 국가의 재난관

리 수준은 페탁의 재난모형의 3,4단계인 대응과 복구단계에만 머무르게

되고 예방․완화, 대비와 같은 단계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제3절 예방의 편익

1. 예방의 가치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의미를

먼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가치평가’ 라는 말이 의

미하는 바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 진 후에는 ‘왜’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당 재화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해나가야 한다.

본 절에서는 ‘예방’ 이라고 하는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및 가치평

가에 대한 정의와 가치평가 필요성, 어떤 기법들을 이용해 가치평가 수

행이 가능할 지를 선행연구와 경제학 기반의 논거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예방의 가치 정의

예방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까다롭고 쉽지

않다. 그것은 ‘가치’ 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주관성 때문일 것

이다. 예를 들어 예방의 가치는 화폐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예방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에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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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지가 있겠지만 합리적인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

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방사업의 가치를 논할 때 ‘가치’는 화폐액으로 환산될 수 있

다고 간주한다. 즉 예방으로 인해 얻는 가치는 항상 화폐액으로 표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폐액으로 환산된 가치는 ‘경제학적 가치’가 되

고, 경제학적 가치는 일반적인 화폐 가치보다 구체적인 개념이 된다. 경

제학적 가치는 사람들이 어떤 재화에 대해 매기는 화폐적 가치이다.

이진권․임영아(2007)는 일반적인 화폐가치와 경제학적 가치의 분명

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떤 재화A의 생산원가가 100원인

데 시장에서는 1,000원에 거래된다고 하자. 이 경우 재화A에는 100원과

1,000원의 두 가지 화폐가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재화A의 경제학적 가

치는 실제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재화의 가치를 매기는 ‘시장가격’ 즉

1,00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치’를 사람들에 의해 화폐로 평가

되고 환산된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방’은 그 행위로서 발생하는 긍정적 변화와 예방을 하지 않은 경우

에 나타나는 부정적 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테

면 ‘예방’의 가치는 재난을 막음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감

소시키는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일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게 되는 피해와 불편의 크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예

방의 가치’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또는 피해에 대해 사람들이 매

기는 화폐액으로 정의를 짓는다.

나. 비시장재화의 가치 분류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일반적인 재화의 경제학적 가치는 시장가격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때의 시장가격은 최대지불의사액(최

대 WTP) 보다는 낮게, 최저수용의사액(최저 WTA) 보다는 높게 형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개인이 각각 그 재화에 대해 매기는 정

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평균적인 경제학적 가치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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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많은 비시장재화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통해 가치를 추정해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 및 분류가 필요한 것이며

유효한 가치평가기법이 요구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다소의 이견이

있지만 이러한 비시장재화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분

류될 수 있다(DTLR, 2002).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도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비시장재화의 가치 분류

총 경제적 가치

비사용가치

존재가치선택가치실제사용가치
(직접 & 간접)

사용가치

타인
(이타주의)

유산가치
(미래세대)

본인

* 자료 : DTLR(2002)

사용가치는 환경과 같은 비시장재화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

생하는 편익에 대한 경제학적 가치인 실제사용가치와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미래에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

에 대한 경제학적 가치인 선택가치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실제사용가치를 직접사용가치와 간접사용가치로 좀 더 세분화

하기도 한다.

비사용가치는 말 그대로 자원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경제학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비시장재화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부

터 발생하는 편익인 경제학적 가치인 존재가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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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통상적으로 어떤 비시장재화의 가치가 얼마라는 것은 사용가치와 비

사용가치를 모두 포괄한 총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비사용가치를 추정

하는 것은 성격상 쉽지 않을 것이고, 산정에도 많은 제약과 가정이 수

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총가치 추정시 비사용가

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최근에는 총가치에 비사용가치를 포함시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조건부가치측정법’ 등과 같은 진술선호법이 환경자원과

같은 비시장재화의 가치 추정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원인이기

도 하다(이진권․임영아, 2007). 즉 현시선호법은 사용가치 추정에 국한

되어 이용될 수 있는 반면, 조건부가치측정법과 같은 진술선호법은 비

사용가치를 포함한 가치 추정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현시선호법과 진술

선호법 등의 가치추정기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3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수돗물 공급 신뢰도의 경제적 가치

물은 문화생활 및 산업생산의 필수적 투입요소로서 하루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김주환 외 2인,

2010). 우리나라 상수도는 보급률이 98.1% (환경부, 2012)에 이를 정도

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인프라 구축 수준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돌발적인 수질사고와 단수사고 방지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꾸

준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질사고나 단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므로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선영, 2015). 왜냐하면, 오늘날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수도 보급이라는 수량 측면

이 주요한 이슈였지만, 현재는 단순한 상수도 공급 여부를 넘어 안전하

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관심이 크게 되었다. 단수가 없는 용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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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은 단수에 의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공

장조업 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박선영

외 2인, 2015).

일반적으로 용수공급 사업의 총 가치도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

용가치(nonuse value)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사용가치에 국한하

여 경제적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가령, 한 도시에서

인구 유입 혹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용수 수요량이 그 도시가 갖고 있

는 공급능력의 10%를 초과하게 된다면, 과거의 경제성 분석시 편익은

증가되는 10% 물량 사용가치만 반영되고 있으나, 용수 공급사업의 경

제적 가치를 고려함에 있어서 단순히 직접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

미시행 시의 수도공급 제한으로 인한 단수상황의 불편함에 대한 비사용

가치도 경제적 가치에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 전·후의 비교가 아닌 미래 어느 시점에

서의 시행·미시행에 따른 편익의 증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미시행에 따른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용수 수급 불안정 문제와 함께 제

한적 단수 조치상황에서의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이 제공하는 단수상황으로부터의 위협 해소라는 경제적 가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채수복․강기래, 2011).

장래에는 국가 인프라의 노후화나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난 발생, 환

경의 악화 등으로 안전하게 용수를 사용하는데 많은 위협요인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인데, 채수복․강기래(2011)의 연구를 검토해 보자면 단수를 예방하

는 가치의 속성은 처음 용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얻게 되는 위생환경의

개선, 산업기반 등의 직접편익 보다 단수로 인한 피해와 같은 손실의

발생을 예방하는 존재적 가치 즉, 비사용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처음 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얻는 가치의 크기와

재난을 예방하지 못하여 물을 사용할 수 없어질 때 손실되는 가치의 크

기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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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돗물의 공급신뢰도 개선 및 단수 회피에 대한 편익을 경

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한 국내․외 선행연구 사례는 <표 2-3>

와 같이 조사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편익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은 크게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및 선택실험

법(Choice Experiment, C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치추정기법의 특

성상 비사용가치를 포함하여 해당사업의 총가치를 추정한 연구들이다.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의 분류, 가치추정 방법

들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표 2-3> 수돗물의 공급신뢰도 개선 및 단수 회피 편익연구 목록

구분 저자 연구지역 방법 설문대상

공

급

신

뢰

도

개

선

Howe et

al.(1994)

미국

콜로라도

주의 도시

CVM

콜로라도주의 도시 중 공급신뢰도가
낮고 높은 도시로 나누어 각 도시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공급신뢰도
변화에 대한 후생 측정

황영순

외(1999)
부산시 CVM

부산시의 수돗물 공급신뢰도 개
선에 대한 후생 측정

Willis et

al.(2005)
영국 요크셔 CE

요크셔에서 단수가 발생한 지역
의 일반 가구와 기업체를 대상으
로 단수 상황에 따른 후생 측정

단

수

회

피

Blamey et

al.(1999)
호주 캔버라 CE

캔버라의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 조합의 단수 상황에 따른
후생 측정

Griffin and

Mjelde(2000)
미국 텍사스 CVM

텍사스주 7개 도시의 가구들에게
표준 단수상황에 대한 후생 측정

채수복․강기래

(2011)

경기남부

4개 도시
CVM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단수상황
회피에 대한 후생 측정

출처 : 구미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의 경제적 편익분석(박선영 외 2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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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기법

1. 가치 추정 필요성

후생경제학의 파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 개념은 정부가 개입

하여 정책을 통해 공공재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이론적 조건을 제시한다. 즉, 만일 특정 공공재에 대한 어떤 정부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합이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보다 크다면

결과적으로 그 정책은 파레토 향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공공재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듯

어떤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방법이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이다.

비시장재화는 일반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게 되며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파레토 향상이 기대되는 정책들이 효율적인 정책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과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

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EPA 혹은

영국의 DEFRA(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등은 어떤 정책이 수행되기 전 반드시 비용-편익 측면에서 효

과성을 분석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편익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정책을 실행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자원의 상태변화에 대한 편익의 추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편익은 각 개인이 비시장재화의 상태변화에 부여하는

가치를 알아내고 개인별 가치들을 종합함으로써 추정될 수 있다. 해당

정책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은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바로 해당 자원의 상태변화에 대한 편익 추정값이 된다.

결과적으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지 않고서는 비용-편익 분석

이 불가능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해당 정책의 효율

성을 검증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가치 추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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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뢰성 있는 가치

추정은 신뢰성 있는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신뢰성 있

는 비용-편익 분석만이 해당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근거

를 제공하므로 신뢰할만한 가치의 추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

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가치 추정기법

재난 예방의 가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비시장재화이다. 이러한 속성의 재화에 시장

가격을 매겨 가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설

령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비시장재화를 평가하더라도 이는 단지 추정

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시장에서 통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비시장재화의 가치의 추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된다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경제학적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여섯 가지 방법론이 있다. 크게는 소비

자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선택한 행위를 분석하는 현시선호법(revealed

preference method: RP)과 설문 등을 통한 가상적 시장상황에 기반을

두고 소비자들의 행위를 분석하는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 SP),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가치추정 결과를 이용하는 편익이전

법(benefit transfer method)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간접방법인 현시선호법은 대상 비시장재화의 사용가치 위주로 측정하

는 방법으로 헤도닉가격법(hedodic price method), 여행비용접근법

(travel cost method), 회피행동분석법(avert behavior method) 등이 있

다. 이 방법은 비시장재화와 연관이 있는 재화가 거래되는 대체시장

(surrogate market)에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

한다. 대체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 행위를 통해 나타난 시장자료를

활용하여 재화에 대한 가상 수요곡선을 추정하고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 개념을 이용하여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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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법인 진술선호법은 소비자들에게 가상적 시장(hypothetical

market)상황을 제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최대지

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을 유도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

하는 방법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컨조

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등이 해당한다. <표 2-4>는 이러한 기

법들의 특성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2-4> 경제적 가치 추정기법별 특성

구분
현시선호법 진술선호법

편익
이전법헤도닉

가격법
여행

비용법
회피행동
분석법

조건부가치
측정법

컨조인트
분석법

추정방식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직접적 간접적 간접적

추정가치
분류

사용가치 사용가치 사용가치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

적용대상
(환경자원 기준)

대기,수질,
소음 등

여가가치, 
경관 등

대기,수질, 
질병 등

모든 자원 모든 자원
선행연구가 
축적된 자원

추정방식
헤도닉

가겨계수
수요곡선

가계생산
함수

WTP, 
WTA

선택,등급, 
순위

점추정, 
메타분석

장점
주택가격 등 
실제 시장
자료 이용

실제 경험에 
대한 질문

의료비 등의 
실자료 이용

모든 자원, 
비사용가치 
추정 가능

모든 자원, 
비사용가치 
추정 가능

자료수집 용이
(선행연구 활용)

한계점
적 용 가 능 
자원 제약

여 가 관 련 
자원에 국한

자 료 수 집 
한계,적용
가능 자원 
제약적

가상성 및 
설문설계에 
민감한 편의 
발생, 정보
수집비용 막대

가상성 및 
설문설계에 
민감한 편의 
발생, 정보수집
비용 다소큼

대 상 자 원 
특 수 성 이 
간과될 수 
있음

* 자료 : 이진권․임영아(2007)

가. 헤도닉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재화의 다양성은 각 재화의 다양한 가격에 의해 간접적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하나의 특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동일한 두 재화의 시

장가격이 다르다면 그 가격차이는 특성의 차이가 가지는 가치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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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헤도닉가격법은 시장가격의 이러한 성격과 다양한 시

장정보를 이용해 헤도닉가격함수(hedonic price function)를 추정함으로

써 대상 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내는 기법이다.

헤도닉가격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화와 관련 있는 재화의 대체시장(surrogate market)을　이

용하여 간접적으로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장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편익을 추정하는 대표적 방법

으로 Rosen(1974)에 의해 처음 이론이 소개된 이후 1970년대와 1980년

대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은 주거지의 대기질이나 소음도, 녹지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 훌륭한 자연경관과 쾌적한 환경을 지닌 지역에 입지해

있는 주택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헤도닉가격법은 이처럼 자연환경이 주택과 같은 자산의 가치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의 가치와 환경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평가대상의 가치가 이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나 특

성들의 가격으로 분할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주택의 경우 주

변의 자연환경이나 대기질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황경수ㆍ고태호(2004)에 따르면, 이 방법의 장점으론 기존의 시장 가

격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조사자의 주관과 자의성을 피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주택시장에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대한 매우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나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

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누락될 가능성, 여러 환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용

가치만 측정할 뿐 비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이 방법을 이용한 국내 연구로는 김종원(1997), 임영식 · 전영섭

(1993) 등이 대기질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하고 대기

질의 편익을 분석하였고 김용주·김규호(2007)는 대구광역시의 공원녹지

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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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비용법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 중 가

장 먼저 제안된 방법이며, 특정 환경자원에 대한 방문수요에 근거해 그

자원의 가치를 추정한다. 즉 특정 환경자원에 대한 방문횟수와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 정보를 통해 여행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그 자원에 방문하

기 위한 WTP의 근사값을 도출함으로써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방법

론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여행비용법은 자연경관, 관광

지, 야외 레크레이션 등과 같은 여가 가치를 지닌 환경자원의 가치추정

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행비용법은 관광지나 문화유적지 등의 자연환경을 찾아가 즐기는

데에 사람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환경의 가치추정의 근거로 삼는

데, 이 방법은 여행자가 어떤 특정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때 지불하고

자 하는 여행비용 속에 해당 장소에 대한 여행자의 가치 평가가 내재되

어 있다고 보고 가치를 추정한다.

이 방법은 특정 지역의 관광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비교적 평가

하기 쉽지만, 여행 목적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여행비용이 발생하지 않

는 경우 적용하기 곤란하다. 또한 여행 목적지가 여러 곳이거나 여행자

가 장기 체류를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여행비용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

다는 한계와 여행시간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간단하지 않다

는 제약이 있다.

여행비용법의 또 다른 문제는 공공재로서의 환경의 가치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해 과소평가할 개연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을 이용한 국

내외 연구로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평가한 산림청 임업연구원(1991)이

있고, 해외연구로는 미국 아이다호주의 휴양낚시터의 가치를 평가한

Donnelly et al.(1985)와 엘크수렵지의 가치를 평가한 Sorg and

Nelson(198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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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피행동분석법

회피행동분석법은 비시장재화의 상태악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행동을 통해 그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방어

행동분석법(defensive behavior analysis method)이라고도 불린다. 구체

적으로 그러한 개인의 회피행동은 시장을 통한 거래행위로써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특정 재화의 상태악화로 인해 개인의 가계생산함수에서 발

생하는 지출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변화한 지출추정액은 결과적

으로 특정 환경을 초기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WTP로 해설될 수 있

다.

예컨대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된 경우 사람들은 정수기를 구매하거나

생수를 사 마심으로써 수질악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 할 것이고 따라

서 수질악화로 인해 유발된 사람들의 회피행위관련 시장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통해 사람들의 정수기 구매비용 및 생수 구입비용 등의 지출함

수를 추정함으로써 수질을 원래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WTP를 추정해

낼 수 있을 것이다(이진권․임영아, 2007).

회피행동분석법 역시 자료수집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사람들의 실제

시장 활동에 기초하여 환경자원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회피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해당자원의 상태변화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비사용가치 추정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알고 싶은 바와 같이 지진 발생으로 취수탑과 같은 용수

공급시설의 손괴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사람들은 식수로서 병물생수를 확보하거나 목욕․세탁

등과 같은 물사용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 등을 구매하여

단수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활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현실성 있게 수립할 수 있고 지

출비용을 계산한다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통해 원래 사용하던 물의 가

치를 유지시키는 재난예방(취수탑의 내진 안전성 향상)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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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특정 비시장재화에

관련한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그

재화에 대한 WTP를 직접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비시장재화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가치 뿐 아니라 비사

용가치 추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으나, 일대일

면접 등을 위한 자료수집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실제 선호가 아닌 진술

된 선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정결과에 다양한 편의가 내포되

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소비자가 비시장재화의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을 하여야 할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 설문 응

답자에게 제시한 후, 이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답변 자료를 이용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공공재나 환경재의 가치추정

에 사용되는 여행비용접근법이나 특성가격법 등의 간접방법상의 한계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던 중 등장한 조건부가치평가법은 공공재 및

환경재에 대한 응답자의 최대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

으로부터 환경재의 총가치, 즉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환경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계량화 할 수도 없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설

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개인의 보상잉여나 대등잉여를 직

접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특정 환경재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 환경재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비사용 가치)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재의 사용가치뿐 아니

라 존재가치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를

분석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개인

이 행할 행위를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류를 범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설문지의 작성, 설문조사, 사후 분석과정에서 세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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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요하다(황경수ㆍ고태호, 2004).　

조건부가치평가법 자원 및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받

아들여졌지만 이 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설계, 마케팅, 정치

과학, 심리학, 사회학, 보건학, 관광, 수산 등의 다른 영역과 결합되어

그 적용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질, 수질, 휴양

(Recreation) 등 다양한 분야의 가치측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CVM은 주로 학문적 범위 내에서 연구되었으나,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암스 사운드 해협(Prince William Sound)

에서 유조선 엑손발데즈(Exxon Valdez)호가 암초에 좌초되어 3만 6천

톤의 원유가 유출돼 1,700㎞의 해안선을 뒤덮은 불행한 사건에 대한 가

치측정에 적용되면서 주요 정부부서, 국제기구, 연구소 등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81년에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는 환경사고나 오염으로 인한 자연

환경 피해액을 계산하여 환경을 훼손한 사람을 기소하도록 하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공표하였다. 그동안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

지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피해액을 계산할지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이 바로 엑손발데즈호 사

건이며, 논쟁의 핵심은 엑손(Exxon)사에 청구할 보생액을 결정하는 데

CVM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알래스카 주민에게 비사용가치를

피해액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였다.

결론적으로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은 두 명의 노벨경제학

상 수상자 애로우(Kenneth Arrow)와 솔로우(Robert Solow)를 포함한

Blue Ribbon Panel을 구성하여 CVM의 타당성 및 CVM 사용 시 주의

할 점 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이 패널 보고서(NOAA Guide

Line)는 비사용가치를 포함하여 환경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최근에는 조건부가치 측정법의 적용범위가 다양한 유형 및 무

형의 사회적 가치나 비용을 측정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어 비시장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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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비스의 편익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

고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한 국내 연구로는 한강의 수질개선에 대한 가치를 평

가한 신영철(1997), 김홍배 · 윤갑식(2000), 우포늪의 보존가치를 평가한

곽승준․유승훈․이충기(2002), 수도권의 그린벨트의 가치를 평가한 이

준구 · 신영철(2000), 단수상황 회피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채수복․

강기래(2011) 등이 있으며, 해외연구로는 대기질 개선으로 인한 가치를

평가하고 추정한 Wang et al.(2006), 홍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

한 Markantonis, Meyer and Lienhoop(2013) 등이 있다.

지진 발생으로 취수탑과 같은 용수공급시설의 손괴로 인해 기존에 사

용하던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물을 확보하게 될

때와는 다른 효용의 격차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재난예방을

위한 정책의 가치도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

고 대체시장이 없는 비시장재화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가치 측

정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 컨조인트 분석법

컨조인트 분석법은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문을 구성한다는 점

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동일하지만 직접적으로 WTP를 유도하기

보다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호체계를 유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WTP

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컨조인트 분석법은 선호체계에 대한 유도 방법

에 따라 다양한 속성과 각 속성의 다양한 수준들로 구성된 두 가지 이

상의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두 가지

이상의 대안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게 하는 조건부순위결정법

(contingent ranking method), 두 가지 이상의 대안들에 대해 등급을 매

기게 하는 조건부등급결정법(contingent rating method) 등으로 세분해

나눌 수 있다.

컨조인트 분석법 역시 원칙적으로 모든 비시장재화에 적용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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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추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비해 자료수집 비용이 저렴할 수 있고 제시된 대안에 대한 선택(또는

순위, 등급) 의사결정을 설문대상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의사결정방식에 가까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컨조인트 분석법 중 선택실

험법은 특정 재화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가치평가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통계분석이 여타의 컨조인트 분석법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

징이 있다.

바. 편익이전법

상기에서 살펴본 가치평가기법들은 특정 분야의 재화에 대해 직접적

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1차적 가치평가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1차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특정 재화에 대한 가치평가가 시급

히 요구되거나 가치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에 제약이 있어 1차적 가

치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있

다.

이와 같은 제약사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편익이전법이다. 편

익이전법은 특정 가치평가 대상 재화와 유사한 재화에 대한 1차적 가치

평가 결과들을 이용하여 그 특정 대상 재화의 가치를 추정해 내는 방법

이다. 편익이전법은 선행연구들로부터의 추정값 자체를 이전하는 가치

이전(value transfer)과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한 함수를 이전하는 함수

이전(function transfer)으로 나누어지며, 가치이전은 다시 개별연구로부

터의 추정값을 바로 이전하는 점추정이전(point estimate transfer)과 다

수의 개별연구로부터의 추정값들의 평균 혹은 중위값을 이전하는 평균

값 추정(central value transfer)으로 구분되고, 함수이전은 특정 재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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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추정된 수요함수를 이전하는 수요함수이전(demand function

transfer)과 개별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행하여 도출한 메타회

귀분석함수를 이전하는 메타회귀분석함수이전(meta-regression analysis

function transfer)으로 구분된다.

편익이전법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이용해 신속하고도 저렴한 비용으

로 가치평가가 가능하며, 유사한 재환에 대한 1차적 가치평가가 존재하

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에 대해 적용가능하고 사용가치뿐 아니라

비사용가치에 대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해당 재화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편익이전 대상이 되는 1차적 가치평가 결과들이 편의를 가지고 있는 경

우 편의까지도 이전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편익이

전법은 1차적 가치평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차선책으로 알려져 있다.

물의 가치를 추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위의 여섯가지 기법을 다음의

<표 2-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5> 물의 가치 측정기법 분류

구 분 직접 시장을 관찰하는 방법 가상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 

화폐로 측정
(직접측정방법)

- 생수시장 - 조건부가치측정법

상품선택을 통한 측정
(간접측정방법)

- 여행비용 접근법
- 헤도닉 가격법
- 회피행동 분석법

- 컨조인트 분석법

* 자료 출처 : 곽승준, 전영섭(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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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해관련 사회적 비용 추정 사례

제1절 재해 유형별 사회적 비용 사례 검토

1.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건강, 농작물, 산업생산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Wang et al.(2006)은 베이징시의 도심지역을 4개의 도심구역과

4개의 교외지역으로 나눠 199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이들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최대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고 평가하였다.

설문조사는 “베이징시의 제시된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각 가구는 매년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 1371명에 대

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대지불의사금액(WTP)의 평균은 143위안으로

조사되었고 2000년 베이징시의 가구는 2,351,000가구로 년 총 최대지불

의사금액(WTP)은 33억 6,000만 위안이었다. 즉, 베이징시의 대기질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3억 6,000만 위안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Wang et al.은 최대지불의사금액(WTP)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순차 최소자승법(stepwise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 교육변수

는 최대지불의사금액(WT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구당 인

구, 나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준모(1996)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 차량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환경의 적정수준인 자정

능력을 초과함으로써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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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 인체의 호흡기 질환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한해 동안의 사회적 비용은 간접최소자승법(indirect least squares

method)을 이용하여 약 5조 3,946억원을 상회한다고 추정하였고 대기오

염이 질병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김태유 · 곽승준 · 엄미정(1998)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기질 개

선에 따른 환경편익을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대기

오염과 관련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눈이 따가운 증상, 가슴이

답답한 증상, 천식 증상에 대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최대지불의사금액

(WTP)는 각각 104만원, 329만원, 2,022만원으로 추정하였다.

2. 홍수

홍수는 농작물, 교통 및 상수도 망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인명피

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은 상당하다. 홍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은 사후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있었지만, 사전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그리스의 경우, 2006년 에브로스강의 거대홍수로 인해

총 피해액은 372백만 유로에 달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최근 Markantonis, Meyer and Lienhoop(2013)는 2007년 그리스의 에

브로스강(Evros river)의 홍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조건부가치평가법

으로 추정하였다. 즉 홍수를 방지하고 홍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구는 매년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를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들, 즉 주요업종인 농업과 수렵에 종사하는 농민, 수렵가 그

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평균 최대지불의사금액(WTP)은 55.12유

로로 나타났다. 각 이해당사자 가구별 최대지불의사금액(WTP)을 살펴

보면, 농민은 평균 44.04유로, 수렵가는 평균 67.33유로, 전문가는 평균

67.8유로로 나타나, 전문가와 수렵가 집단의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이 농민 집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홍수로 인한 에브로스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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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생산(local GDP)중 평균 몇 퍼센트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그 지역총생산의 0.97%인 13억

5,600백만 유로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진

지진은 교통이나 상수도 망, 산업생산 등에 피해를 주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Asgary and Penfold(2011)는 캐나다 밴쿠버의 가상

적 지진 재해에 대한 희생자들에게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를 조건부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기부금액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의 지진 위험은 캐나다에서 가

장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은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하

고, 매년 200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 또한 밴쿠버(Vancouver)와 같

은 대도시 또한 지진 위험에 매우 취약하고, 대지진이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으로 피해금액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

다.

Asgary and Penfold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토론토지역의 주민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03명의 응답 자료들을 이용하여 조

건부가치평가법으로 응답자들의 기부금액(willingness to donate)을 분

석하였는데, 평균 기부금액은 570.33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 자원봉사행태(재난이 발생한 곳에 도움을 주는 기회 여부), 기부

행태(재난이 발생한 곳에 기부여부), 캐나다인에게 기부(캐나다에서 재

난이 발생했을 때의 기부 여부), 나이 등은 기부금액과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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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불

고태호(2006)는 예방 정책의 타당성 분석과 손해배상 금액 산정 등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연구로서 산불의 경제적 비용 추정에 관해 연구

를 수행하였다, 산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

이 산불에 의해 훼손될 경우 산이 제공하는 편익은 감소하게 된다. 따

라서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해당 연구 이전에 시행된 산불에 의한 손실 비용 분석은 입목(산림)

규모에 입각한 회계적 비용을 중심으로 추정되었으나 산불로 인한 손실

은 입목 손실 외에도 산림이 제공하는 대기정화, 토사유출 방지, 휴양기

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손실이 있으며, 만약 산이 원상회복 되더라

도 회복기간까지 손실액이 발생한다.

이처럼 산과 같은 자연자산의 가치는 화폐가치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

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환경재 등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제주

서우봉에 대한 산불의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 서우

봉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었을 때의 경제적 비용은 연 1,256백만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산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측정된 산의 가치는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불로 인해

산이 훼손될 경우, 산이 복구되는 기간까지 매해 경제적가치가 손실된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산의 가치 측정에 이용되는 지불의사금액

(WTP)은 응답자들의 산에 대한 관심, 인지도 등 산에 대한 태도, 소득

수준 등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나 선호에 의해 달라지는

바, 측정된 가치 또한 이러한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연구는 설문조사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산불이 발

생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분석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즉 산불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응답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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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 복구 비용이 아닌 산불예방 기금에 대한 WTP를 도출하였으므

로 산 이용 경험자 및 잠재 이용자 범위에 따라 그 가치의 크기는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는 비시장재화인 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

정하기 위해 우선 해당 재화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

금액(WTP)을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평가하지 않

고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개인이 행할 행위를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

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설문지의 작

성, 설문조사, 사후 분석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황경수ㆍ고태

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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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한급수 예방편익 사례 검토

1. 공급신뢰도 개선 및 단수회피

관로시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손, 부식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물공급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수질 측면뿐만 아니라

누수 및 파손 등 수량 측면에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

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세번

의 단수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적이 있는데, 특히 2011년 6월의 관로사

고로 인한 단수는 62시간 20분 동안 지속되어 주민과 공장 모두 큰 불

편을 겪은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구미시 주민을 상대로 구미권 광역상수도의 관로복선화 사

업의 경제적 편익으로 수돗물 공급신뢰도 개선 및 단수회피에 대한 편

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박선영․류문현․유승훈

(2015)의 논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보통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매설 후 30년으로 보고 있는데 구미권 광

역상수도이 수도관은 1980년대 초반에 매설되어 노후화가 심한 상태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은 노후된 관로를 복선화 하는 사업은 예기치 않은

관로사고로 인해 실제 단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관을 하나

더 추가하여 관로노선을 이중화 하는 사업이다.

복선화 사업의 편익항목으로는 공급신뢰도 개선과 단수방지 편익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항목은 관로사고 등으로 인한 평상시 단수 위험을

줄여주는 편익이며, 두 번째 단수방지 편익은 수도관 공사시의 단수를

피하는 편익으로 시간적인 구분이 있는 개념으로 풀이하였다. 해당 논

문에는 공업용수에 관한 편익도 고려하였지만 본 절에서 살펴볼 사례들

의 비교를 위해 편의상 생활용수에 대한 편익 추정내용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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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용수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

생활용수의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조

건부가치측정법(CVM)이며, 설문문항은 생활용수의 공급신뢰도를 개선

하기 위해 매월 A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 “예/아니오” 의 응

답을 받은 것이다.

응답자의 응답결과에 따라 다른 제시금액으로 응답자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함으로써 통계적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구미권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인 구미시, 칠곡군 주민 중 소득이 있는 500명을 지역 단위 가구수 비

중에 따라 층화추출하여 표본으로 구성하였고, WTP 추정은 오로지 지

불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응답만을 사용하여 중앙값(median) WTP를 추

정하고, 이 값에 (1-지불거부자율)을 곱하여 가구당 WTP를 최종 계산

하였다.

CVM 조사에서는 통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별로 몇 가지

다른 제시금액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

에게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시되었고, 첫

번째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1/2에 해당하는 금액

이 제시되었다.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분포를 참고로 <표 3-1>에

제시하였다.

<표 3-1>를 보면 제시금액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전체 500가구 중 59.4%에 해당하는 297가구는 제시금액에 대해 ‘아

니오-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이 중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

체의 7%인 35가구로, 이들을 제외하고 지불의사자만으로 WTP를 구하

고 나중에 지불의사자 비율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WTP 추정에 쓰

인 최종적인 표본 수는 465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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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제시금액별 응답 가구수 분포

첫 번째 제시
금액(원 )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아니오

합계
지불의사있음 지불의사없음

50 15 11 7 25 5 63
100 3 13 11 34 1 63
150 9 53 6 41 2 63
200 10 13 9 29 2 63
300 8 11 6 31 6 62
400 6 8 7 38 3 62
500 12 5 8 29 8 62
600 12 2 6 34 8 62
계 75 68 60 262 35 500

구미권 생활용수 공급신뢰도 개선을 위한 가구당 1톤당 연 WTP는

약 93.04원으로 추정되었다. 연간 평균 WTP 추정치에 2011년 생활용수

일평균 수요량 126,277㎥/일과 365를 곱하면 구미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의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간 생

활용수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은 연간 42억 8,832만원(93.04원*12개월

*126,277)으로 추정될 수 있다

나. 단수방지 편익

생활용수 단수방지 편익은 단수 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른 한계

(marginal) 편익을 각각 구하기 위해 속성별 가치 평가에 자주 활용되

는 선택실험법(CE)으로 추정하였다. 활용모형을 간단히 설명하면 가격

속성을 포함한 5개의 속성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상적인 대안을 3개 제

시하고 응답자는 자신의 예산제약 하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안을 선택하

게 하여 3개의 대안 중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을 이용하여 각 속

성의 계수 및 한계 지불의사액(marginal willingness-to-pay, MWTP)

을 구한다. 단수의 경우에는 1년에 몇 일간 단수가 발생하는 지에 따른

편익과 단수가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편익의 속성이 서로 구분될 수 있

다고 생각되어 각각의 편익을 구하기 위해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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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속성에 대해, 보다 덜 선호되는 수준으로부터 한 단위 또는 한

수준의 개선을 진행하기 위한 응답자의 월평균 수도요금 지불의사액은

다음 <표 3-2>와 같이 추정되었다.

<표 3-2>를 보면 1년 중 제한급수 발생기간의 경우, 1일 증가를 막

기 위해 매월 수도요금으로 추가적인 부담의사액이 38.11원으로 나타났

으며, 제한급수 기간 동안 하루 24시간 중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시간

의 1시간 증가를 막기 위해 매월 146.10원의 수도요금 추가 부담의사액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속성별 한계 지불의사액

속성 단위 한계 지불의사액(원)

1년 중 제한급수 발생기간 1일 38.11

제한급수 기간 동안 하루 24시간 중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시간

1시간 146.10

생활용수의 단수방지 편익은 속성 단위에 따른 한계지불액의사액을

추정한 결과로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편익의 추정이 필요하다. 각 시

나리오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1년 중 제한급수 발생일×1일 단수를 막기

위한 매월 추가적인 수도요금 부담의사액} + {제한급수 기간 동안 하루

24시간 중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시간×1시간 단수를 막기 위한 매월

추가적인 수도요금 부담의사액}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장 현실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1년 중 한 번의 제

한급수가 발생하며, 이 때 6시간동안 단수되는 상황을 상정하였으며, 이

에 따른 월평균 수도요금 부담액은 914.71원으로 계산된다. 1년 중 하

루, 6시간의 단수를 방지하기 위한 구미권 관로 복선화의 생활용수 단

수방지 편익은 월 평균 수도요금 부담액에 2011년 구미시의 가구수를

곱 하고 12(개월)를 곱하면 도출된다. 2011년 구미시의 가구수는

139,204이며, 연간 생활용수 단수방지 편익은 연간 15억 2,797만원

(914.71원*12개월*139,204)으로 추정될 수 있다(박선영 외 2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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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로 복선화 편익 검토결과

해당 연구의 결과는 2011년 6월에 3일 동안 이어진 단수를 경험한 구

미시, 칠곡군 주민 대상으로 11월에 설문조사를 통해 단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로복선화 사업의 편익을 추정한 결과이며, 노후화된 관로의 복

선화 사업 시행시 공급신뢰도 개선과 단수방지의 두 가지 편익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다.

<표 3-3> 관로 복선화 사업의 생활용수 편익 추정내용

구 분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 단수방지 편익

추정방법 CVM(조건부가치측정법) CE(선택실험법)

연간편익 42억 8,832만원 15억 2,797만원

추정산식 93.04원/㎥×126,277㎥/일×365일 914.71원/(가구․월)×139,204가구×12월

WTP 93.04원/㎥ 914.71원/가구당

지불수단 1톤(㎥)당 추가 수도요금 가구당 월별 추가 수도요금

설문조사 500명 500명

질문설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3개 대안

* 자료 : 박선영(2015) 연구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임

라. 편익 환산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타 사례들과 비교연구를 위해 해당 연구

논문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관로복선화로 기대되는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 개선 편익을 1일1인당 기준으로 <표 3-4>와 같이 환산하였다.

<표 3-4> 관로복선화 환산 편익

연간 총편익 1일당 편익 가구수(세대) 인구수(인)* 1일1인당 편익

58억 1,629만원 1,594만원 139,204 348,010 953원

* 가구당 인구수를 2.5인으로 가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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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고충 피해액

2008년 9월부터 발생한 가뭄으로 강원남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원인

광동댐의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9년 1월6일부터 4월2일까지

87일간 광역상수도의 공급량을 50%까지 감량공급 한 사례를 태백시 가

뭄백서(2009)의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당시 광역상수도 감량공급에 따라 태백권광역상수도 급수구역내 거주

하는 태백시, 정선군 고한읍 및 사북읍, 삼척시 도계읍, 영월군 상동읍

의 주민들이 제한급수를 겪게 되었다.

태백시 가뭄백서(2009)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태백시민이 급수제한

으로 겪은 가뭄피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질

문하여 주민이 피해액이라고 응답한 금액을 집계하여 용수공급 제한으

로 발생한 피해액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 피해액을 역으로 생각하면 용수공급이 가능할 때 얻을 수 있었던

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의 목적은 제한급수에 의한 피해액을

계량화하여 금액으로 산출함으로써 가뭄재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었다.

가.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 설계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한급수에 따른 피해영역을 일상

생활피해, 산업피해, 정신적․사회적 피해, 공공부문 피해로 크게 범주

화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개요는 아래의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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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태백시 가뭄피해액 설문조사 개요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영역
일상생활 피해, 환경피해,
정신적․사회적 피해

산업피해

모집단
가뭄피해를 입은 만20세 이상
태백시 시민

가뭄피해를 입은 태백시 소재
사업체

표본크기 태백시 가뭄피해 주민 300부 태백시 가뭄피해 사업체 200부

표본추출방법 각 동별 피해세대수 비례할당 태백시상공회의소등록사업체

자료수집방법 대인면접조사 대인면접조사

조사기간 2009년 8월10일 ～17일 2009년 8월26일 ～ 9월1일

조사장소 태백시 8개동 태백시 일원

* 자료 : 태백시 가뭄백서(2009)

1차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제한급수 당시 공급물량의 감소로 용수공급

이 원활하지 못했던 고지대 지역 등에 실시된 차량급수 세대가 해당된

다. 연구진은 일상생활 피해조사 대상 모집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태백시에서 공식 집계한 “급수제한 및 불가지역 현황” 자료를 근거

로 삼았고, 그 현황은 <표 3-6>와 같다.

<표 3-6> 1차조사 대상 모집단

태백시
세대수

태백시
인구수

차량급수
지역 세대수

차량급수
지역 인구수

조사대상
세대수

20,843 51,697 4,354 10,888 300

산업피해 조사인 2차 조사대상 산업체는 태백 상공회의소에서 발간

한 “2006～2007 상공명감”에 등록된 사업체 중 200업체를 대상으로 하

였는데 산업체를 업종별로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대분류하고, 서

비스업은 다시 음식업,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세차업 등으로

세분류하여 업종별 등록 업체수 비례에 의한 비례할당방법으로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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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면 가뭄과 용수공급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화

폐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피해, 산업 피해, 공공시설 피해,

정신적․사회적 피해로 구분하였고 일상생활의 피해는 주로 물을 사용

해야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산업피해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양어장),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으로 구분하여 피해를 측정하였고, 일상생활과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산업피해 중에서 물통 등의 구입과 보일러, 수도, 계량기,

양수기 등의 난방수도시설의 설치비와 수리비, 이들 기기들의 사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전기요금 등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세부

피해항목 조사내역은 <표 3-7>와 같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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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피해액 설문조사 항목

피해유형 피해항목

일상생활의 피해

- 지원받은 생수
- 1주일에 빨래하는 횟수
- 세탁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지출
- 식사준비 시의 불편한 정도
- 생수, 라면 등 추가적인 부식 구입비용
- 일회용품 구입비용
- 난방시설의 파손정도
- 난방시설의 수리비용
- 온수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 난방시설 파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 건강상의 피해(피부병, 감기, 수인성전염병 등) 정도
- 병원방문 횟수, 병원 진료비(약값 포함)
- 가뭄으로 인한 병원방문 횟수
- 위생상의 문제, 위생문제 해결 비용
- 급수를 받기 위해 구입한 용기의 개수, 구입비용
- 가정에서 키우는 화분의 피해, 및 화초의 가격
-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소요된 차량유지비
- 생활용품 구입비
- 이웃에 대한 지원금액

정신적․사회적
피해

- 가뭄으로 인한 태백시 이미지 훼손정도
- 태백에서 개최되는 겨울 축제에 대한 이미지 훼손 정도
- 가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사회적 활동의 저하 정동
- 식수확보를 위해 소요된 하루 평균 시간
- 타 지역으로의 이주고려 유무
- 가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액
- 정신적 보상금액

산업
피해

농업
- 농작물 피해 정도, 생산성 감소 정도
- 농작물 피해금액
- 농업용 보일러 파손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정도

축산업 - 가축의 피해정도, 생산성 감소 정도
- 축산물 피해금액

양어장 - 물고기 폐사로 인한 피해금액

제조업 -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상승 정도
- 용수부족으로 인한 조업의 차질 정도

광업 - 퇴갱 후 목욕 등의 용수확보비용

서비스업

- 급수를 받기 위해 구입한 용기, 구입비용
- 일회용품 구입비용
- 가뭄 발생 이전/이후 하루 평균 손님 수 차이
- 가뭄 발생 이전/이후 월평균 매출액 차이
- 가뭄기간 동안의 영업시간 감소 정도
- 정상적인 영업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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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액 산정기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액을 산정한 기준에 대해 우선 살펴보겠

다. 첫 번째 일상샐활 피해액은 설문조사 조사항목별 평균 피해금액을

구한 다음 이 평균 금액과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가뭄피해를 입은 가구

수(4,354세대) 또는 피해를 입은 인구수(10,888명)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둘째 정신적․사회적 피해금액은 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의 금액을 보상받아야 된

다고 생각하는지를 가정하여 조사한 후 여기에 가뭄피해를 입은 인구수

(10,888명)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이 항목은 일종의 가상적인 상황에 대

한 소망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업피해 금액은 조사 항목별 평균 피해금액을 구한 다음 이

평균 금액에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우 “2006～2007 태백상공명감”

을 기준으로 각 업종별 업체수를 곱하였고,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 “태

백시 2008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한 세대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축산업의 경우는 “태백시 2008년 가축통계조사”에 나와 있는 축산 농가

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타 사례와의 비교를 위해 참고로 가정용수 사용

과 관련된 일상생활 피해액 산정기준은 다음의 <표 3-8>와 같다.

<표 3-8> 일상생활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항목 산정기준 비고
세탁 위한 택배비 또는 교통비

일주일 평균 피해금액 ×
피해 세대수

피해세대
= 4,354 가구
(고지대 차량
급수지역 세
대 수)

부식 구입비용
일회용품 구입비용
위생문제 해결 비용
난방시설 수리 또는 교체비용

평균 피해금액 × 피해 세
대수

병원 진료비
용기 구입비용
화초 가격
추가적인 가스비용

월평균 피해금액 × 피해
세대수 × 3개월

추가적인 전기요금
월 통신요금
용수확보를 위한 차량유지비
생활용품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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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급수 피해액 산정결과

일상생활피해액은 134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난방시설

수리 또는 교체비용이 31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제한

급수가 진행되었던 겨울철 태백시 기상특성상 보일러 동파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피해 유형에서는 전체 피해액 338억원으로 산정되었고, 공업용수

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농수산 관련업종과 제조업을 제외하면 316억

원으로 산정되며, 이 가운데 음식업 부문이 16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태백시는 산업시설이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태백시 눈꽃축제 등 동계 관광지로서 음식업에 대한 타격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차량급수 지역의 인구수만 적용하는 경우에 301

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제한급수에 따른 피해액 산정결과는 <표 3-9>과

같이 집계할 수 있다.

<표 3-9> 태백시 제한급수 피해액 산정결과

피해유형 피해금액(억원) 비고

일상생활 피해 134 피해지역을 차량급수 지역 인구수
(10,888명) 및 세대수(4,354가구)로 한정

하여 산정정신적․사회적 피해 301

산업피해 316*

서비스업(1,068개소) 대상 산정금액임

- 농업(542세대), 축산업(678세대), 어가

(1세대), 광업(9개소), 제조업(44개소)
제외금액임

공공부문피해 47

계 798

* 태백시(2009) 가뭄백서 산업피해액 338억 중 서비스업 피해액만 표기하였음

한편, 공공부문 피해금액은 별도의 설문조사 대신 태백시에서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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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극복을 위해 지출한 각종 예산을 집계하여 산정하였는데, 주로 비

상급수시설 및 관정설치, 비상급수 장비임차 등의 집행비용인다. 이는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

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의 산정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가뭄에서 유발된 용수부족과 이로 인한 급수제한 피해액

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논란

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의 대상에 대한 문제, 1차적 피해와 2․3

차적인 피해에 대한 범위 문제,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의 문제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해당연구에서는 태백시의 가뭄피해

사례로 제한급수에 대한 피해규모를 계량해 본다는 측면의 학술적 의미

를 강하게 두고 있다.

라. 피해액 환산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타 사례들과 비교를 위해 해당 연구 보고

서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제조업 등 공업용수 성격을 제외한 생할

용수 사용과 관련된 피해액을 1일1인당 기준으로 <표 3-10>와 같이 환

산 하였다.

<표 3-10> 생활용수 피해액 환산

구 분
총 피해액
(87일간)

1일당
피해액

피해인구수
(인)

1일1인당
피해액

정신적 피해액
포함시

798억원 9.2억원
10,888

84,305원

정신적 피해액
제외시

497억원 5.7억원 52,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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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지장비용

가뭄은 국민생활,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나 사

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이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단기대책이나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보다는 사전대비 및 예방정책이 효과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최근 발생했던 가뭄으로는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이어진 충남지역의

가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 감소로 급수제한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보령댐의 급수지역은 충남도내 태안․서천․청양․홍성․보령․서산․

당진 등 7개 시․군 62개 읍면동이며, 당시 충남지역내 가뭄이 지속되

면서 절수운동 및 제한급수를 통해 ’15. 8.25～’16. 5.31까지의 기간 중

보령댐에서 계약량에 못 미치는 제한 공급이 127일간 발생하였다.

이러한 용수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향후 가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략적인 피해영향 평가의 필

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러한 피해영향을 화폐적 가치로 추정한 연구

(K-water, 2016)가 시도됨에 따라 해당 연구내용을 검토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생활용수(가정용수, 업무․영업용수), 공업용수로 구분

하여 가뭄으로 인한 용수부족의 피해영향을 추정하였는데, 본 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사례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해 생활용수에 국한하여 피해

영향 추정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로 해당 연구에서는 제한급수

에 따른 피해영향을 공급지장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 용수분야 가뭄 피해영향 정량적 추정기법

생·공용수 공급지장비용의 개념을 우선 살펴보면, 생활용수 및 공업

용수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정의하였는데 공급지장

비용은 원래 전력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급지장(정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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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컫는 ‘전력 공급지장비용’(지식경제부, 2009)의

개념을 인용하여 명명한 것이다.(K-water, 2016)

즉, 해당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생·공용수 공급지장비용은 사

후 집계를 통해 산정이 가능한 피해액과는 별도로 용수공급 지장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 발생 가능 금액의 개념이며, 생·공용수 공급 부족에

의한 공급지장비용은 공급에 의한 편익과 역의 관계에 있지만 그 가치

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검토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로서 ‘급수제한율’, ‘절수율’이 있는데 이

는 평상시 공급량 대비 부족한 공급량의 비율로 정의되었다. 공급지장

비용의 산정 단위는 1일․1인당 제한급수나 단수로 인한 상황에서 대체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체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이며, 제4절에서

전술한 경제적 가치추정방법 중에서는 회피행동분석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water(2016)의 연구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수도사업의 비용 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감․단수 피해추정 기법을 활용하였다. 참

고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용수의 제한공급에 따른 피해추정 항목은 아

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금전적 환산이 어려운 2차적 피해

및 불편비용을 제외하고, 측정 가능한 피해방지 지출액 및 생산․서비

스 중지 피해액을 편익으로 보는 것이며, 가정용수의 경우에는 단수상

황을 극복하기 위한 피해방지 지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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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용수공급의 편익 계상 항목

* 출처 : 가뭄 영향평가 기법 개발(K-water, 2016)

<그림 3-1>과 같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수도사업 편익으로 계상하

는 ‘물품․서비스 구매비용’, ‘노동투입비용’, ‘설비투자비용’, ‘지역 총 생

산 감소액’의 4개 항목의 세부내용은 <표 3-1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11> 편익계상 항목별 세부내용

편익 항목 세부내용

물품․서비스

구매비용(대체비용)

- 감․단수에 의한 물의 부족분을 대체하는 물품, 서
비스를 구입하여 손상을 방지하는 비용
* 가정용수의 구분은 화장실, 세면기, 목욕, 취사, 세탁
및 기타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대체물품을 조사

노동 투입비용

(시간비용)

- 감․단수에 따른 물 부족에 따라 평소보다 물 절약을
위해 필요한 노동 시간에 최저 임금을 곱하여 산정
* 경제학 분야에서는 ‘시간비용’으로 표현

설비 투자비용

(급수용품 구입비용)

- 감․단수에 따른 물 부족에 의해 평소보다 절수를
할 필요로 인해 시설, 물품을 일시적으로 구입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역

총생산감소액

- 도시활동, 영업활동, 생산활동 등이 감․단수에 따른
물부족으로 저해되어 지역내 총생산이 감소되는 금액

- 용수가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영향율 또는 용수
효과금액의 개념으로 적용하여, 피해의 과대추정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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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시하는 용수공급 피해 추정방법은 용수공급의

제한(감수 또는 단수)에 따른 급수제한율(다시 말하면 절수율) 개념을

통해 급수제한 발생시간과 절수율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만일 급수제한시간(단수)이 24시간 발생했다는 의미는 격일 급수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급수일 하루 동안 이틀분의 물을 비축해 두는 등의

이유로 절수율은 100%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6시간 급수제한은 23

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6시간 단수하는 방식으로 제한급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실험 등에 의해 급수제한시간과 절수율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급수제한율 시나리오에 따라 급수제한율별 1인1일당 피해액

원단위를 산정하여 급수구역내의 피해인구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고, 1인1일당 피해액원단위 또한 급수제한율에 따라 달리 산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표 3-12> 급수제한 시간에 대응하는 절수율

제한시간(h) 6 11 18 24

절수율(%) 10 20 30 40

나. 공급지장비용 원단위 추정

생활용수 중 가정용수에 대한 연구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용수공급

제한에 따른 피해영향 산정을 위해 우선 55개 시․군 140가구를 대상으

로 가정 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에 대한 실측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06)

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대 절수시 사용량을 결정하였

다(K-water, 2016).

최대 절수행동을 통해 평균 1인1일 당 평균사용량 146ℓ의 40%를 절

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1인 1일당 평균 87.6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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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국내 가정용수 1인 1일당 평균사용량(LPCD) 통계

구분 변기 싱크대 세탁기 목욕 세면기 기타 합계 기타제외

주택유형별 39.85 32.08 31.47 26.54 16.92 10.75 157.61 146.86

가족수별 40.89 31.38 30.98 25.10 16.92 11.82 157.09 145.27

가족연령별 39.85 32.08 32.23 24.46 16.92 10.75 156.29 154.54

가족구성별 42.63 32.08 31.47 25.10 15.83 12.91 160.02 147.11

자녀연령별 40.02 32.08 31.47 25.10 16.92 10.75 156.34 145.59

평균 40.65 31.94 31.52 25.26 16.70 11.40 157.47 146.07

비율(%) 25.8 20.3 20.0 16.0 10.3 7.2 100.0

최대절수시
사용량 24.4 19.2 18.9 15.2 10.0 6.8 94.5 87.6*

* 자료 : 가뭄 영향평가 기법 개발(K-water, 2016)

ⓛ 물품․서비스 구매비용 추정

다음으로는 물부족에 따른 대체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였다. 대체품으로는 화장실, 세면, 목욕, 취사, 세탁 등을

위한 물티슈, 병물, 도시락 등을 적용하였으며,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가정용수의 사용용도별 대체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비용

이다. 대체용품의 단가는 단수 상황을 가정한 조사이기에 취사 등을 위

한 대체물품 가격은 편의점 판매 품목 위주로 2016년도 기준 평균시장

가격이 적용되었다.

조사된 단가를 토대로 단수 상황시 대체품 구매의 항목별 금액은 조

사된 단가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할 것이므로 품목선택 조합의 경우

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매비용 확률분포를 추정하였다.

대체물품 구입비용의 유형은 크게 완전히 대체물품을 구입하거나, 일

부 대체물품 구입과 병물로 대체하는 경우, 완전히 병물만 이용하는 경

우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구매조합의 원단위를 분

석하여 중앙값으로 각각 1인 1일당 36,530원, 39,600원, 45,240원으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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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가지 경우는 대체품 가격선택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품목별

구매가격을 중앙값을 이용하여 대표단가를 선택한 것이고, 전체를 병물

로 대체하는 경우의 소요금액은 최대 절수시 1인 1일당 필요량인 87ℓ

에 병물 가격 520원/ℓ를 곱해 추산한 값이다.

<표 3-14> 물품․서비스 구매비용의 대체품목별 구매비용(중앙값)

화장실 물티슈 껌
티슈샤워
/샴푸

병물 도시락 속옷
드라이
크리닝

2,100원 25원 90원 570원 520원 3,500원 4,600원 6,000원

이와 같이 추정한 최대절수시 물사용량, 대체물품․서비스의 구매비

용 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한 1인 1일당 물품․서비스 구매비용 산정결과

는 <표 3-15>와 같다. 이 산정결과는 제한급수율이 100%인 완전단수

일 경우의 대체물품 구입비용이 되는 것이며, 제한급수율별로는 단수형

태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절수행동과 대체하

는 물품․서비스, 설비투자 비용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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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가정용수 용도별 물품․서비스 구매비용 추정결과

사용
용도

대체
물품/
서비스

단가
(원/회)

1인
1일당
사용
횟수
(회)

1인
1일당
구입
비용
(원)

일부 병물로
대체하는 경우

전체 병물로
대체하는 경우

1인1일당
사용량
(ℓ)

1인1일당
구입
비용(원)

1인1일당
사용량
(ℓ)

1인1일당
구입
비용(원)

화장실

휴대용
화장실(大) 2,100 1 2,100 - 2,100

24 12,480
휴대용
화장실(小) 2,100 4 8,400 - 8,400

세면/
양치

물티슈 25 8 200
10 5,200 10 5,200

껌 90 3 270

목욕
티슈샤워 570 4 2,280 - 2,280

15 7,800
티슈삼푸 570 2 1,140 - 1,140

취사
병물 520 2 1,040

19 9,880 19 9,880
도시락 3,500 3 10,500

세탁
양말, 속옥 4,600 1 4,600 - 4,600

19 9,880
드라이크리닝 6,000 1 6,000 - 6,000

전체 36,530 39,600 45,240

* 자료 : 가뭄 영향평가 기법 개발(K-water, 2016)

② 시간비용(노동투입비용) 추정

가정수의 두 번째 편익항목인 절수를 위한 시간비용(노동투입비용)은

일본 국토교통성 하천국에서 1991년 5월 20일에서 7월 31일까지 진행된

실험값을 기초로 후생노동성의 ‘수도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매뉴얼’을

따라 추정되었고, 산정 인자중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인구수는 2.76명

및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 적용되었다. 가정용수의 용도별 절수율

에 따른 시간비용은 아래의 <표 3-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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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용도별 절수율에 따른 시간비용

사용

용도

평상시
사용수량
(ℓ/인․일)
ⓛ

절수시
사용수량
(ℓ/인․일)
②

절수량
(ℓ/인․일)
③=
①-②

절수율
(%)
④=

③÷ⓛ×100

절수시
증가근로시간
(분/가구․일)
⑤

노동투입비용
(원/가구․일)
⑥=

⑤×6030÷60

노동투입비용
(원/인․일)
⑦=
⑥÷2.76

목욕 70.3 35.8 34.5 49.1 7 704 255

화장실 38 13.5 24.5 64.5 12 1,206 437

세탁 50.5 18.4 32.1 63.6 29 2,915 1,056

기타 9.8 2.2 7.6 77.6 7 704 255

취사 40.9 20 20.9 51.1 21 2,111 765

세면/양치 10.7 5.2 5.5 51.4 8 804 291

전체 220.2 95.1 125.1 56.8 84 8,442 3,059

* 자료 : 가뭄 영향평가 기법 개발(K-water12, 2016)

- 일본의 실험값을 기초로 최저임금 6,030원(2016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가구당 평균인구 2.76명(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년기준) 적용 결과

절수율별 시간비용을 산정하여 감․단수시 피해액 원단위를 산정하기

위해 용도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누적값을 2차곡선식으로 근사하여 아래

<그림 3-2> 및 <표 3-17>와 같이 절수율별 시간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림 3-2> 우선순위를 고려한 절수율별 시간비용(노동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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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절수율별 시간비용

절수율(%) 10 20 30 40 50 56.81

시간비용
(원/인․일)

140 440 930 1,580 2,410 3,070

* 자료 : 가뭄 영향평가 기법 개발(K-water12, 2016)

- 절수율별 노동투입비용은 2차식으로부터 계산된 금액을 올림하여 십원단위로 산정

③ 급수용품 구입비용 추정

가정용수 중 세 번째 편익항목인 급수용품 구입비용은 단수나 제한급

수시 물을 받아두고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구매비용으로서 가구당 필요

구입량을 설정하고, 해당 물품의 내구연한 일수 대비 실제 사용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양동이(20L)를 30일 동안 사용하

는 경우의 1인당 구입비용(원/인․일)은 {1개/가구 × 5,500원/개 ÷ 2.76

인/가구 × 30일 ÷ 365일}의 계산식에 의해 146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표 3-18> 급수용품 항목별 구입비용

비목 구입량(가구당)* 단가(원/개) 사용연한(일)

생수통(20L) 3 5,000 365

플라스틱 양동이(20L) 1 5,500 365

PE대형물통(75L) 1 18,000 365

소형펌프 1 44,000 1,095

④ 가정용수 공급지장비용 원단위 추정 결과

용수의 감․단수에 따른 가정용수 공급지장비용은 급수제한율별로 단

수형태, 절수행동, 단수시간대 물품․서비스 구매비용, 노동투입비용, 급

수용품 구입비용을 추정한 각각의 결과를 합한금액으로서 최종 산정 결

과는 <표 3-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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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1인1일당 가정용수 공급지장비용 원단위 추정결과

(단위 : 원/인․일)

급수제한율
(%)

공급지장비용

계
물품․서비스
구매비용

노동투입비용
급수용품
구입비용

10 165 25 140 -

20 2,107 520 440 1,147

30 3,117 1,040 930 1,147

40 12,673 9,510 1,580 1,583

50 19,423 15,430 2,410 1,583

100 41,183 36,530 3,070 1,583

* 자료 : 가뭄 영향평가 기법 개발(K-water12, 2016)

추정된 급수제한율별 피해 원단위를 기초로 5%, 15%, 25% 등 사이

구간은 선형보간을 통해 원단위를 별도로 생성하여 실제 공급지장비용

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업무․영업용수 피해영향

생활용수 중 업무․영업용수 피해영향은 분석대상 지역내 총 생산액

에서 제한급수 및 단수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총생산 감소액을 추

정하여 적용하였다. 다만, 공업용수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농림․어업․

광업․제조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업종별 생산에 기여하는 용수공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였고, 특정 산업의 단위생산액에서

수도부문의 중간투입비율을 이용하여 급수제한으로 인한 영업정지 손실

이 큰 업종과 작은 업종을 분류하였다.

이 때 산업연관분석 투입산출표의 수도분야 중간투입비율이 0.074%

이상인 업종을 제한급수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분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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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표적으로는 건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등이 해

당되고, 영업정지 손실이 작은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 운송서비스, 금

융 및 보험서비스업 등이 해당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분류한 영업정지 손실이 큰 업종과 작은 업종에

대해 각각 급수제한율별 영향율을 산정하는데, 아래의 <표 3-20>은 일

본 후생노동성의 매뉴얼 자료에서 제시하는 급수제한율별 영향율 표이

다.

<표 3-20> 업종별 영향율

급수제한율

S(%)

영업정지 손실이 큰 업종 영업정지 손실이 작은 업종

피해원단위
P(엔/㎥)

피해영향율
R(%)

피해원단위
P(엔/㎥)

피해영향율
R(%)

10

P=3S2+10S

1%

P=-0.75S2

+ 122.5S

4%
20 5% 7%
30 10% 10%
40 17% 12%
50 26% 14%
60 37% 15%
70 50% 16%
80 65% 16%
90 81% 16%
100 100% 15%

다. 공급지장비용의 시범지역 평가 결과

가뭄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위해 생․공용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을

’15～’16년 기간 중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충남서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K-water, 2016). 해당 시범평가는 댐

용수공급을 관리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용수공급 계약량을 충족하지 못

하는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그 부족분을 공급부족량으로 간주하

고 추정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가정용수의 공급지장비용은 {급수제한율별 1인1일당 피해액 원단위 ×

급수제한율별 피해일수 × 피해인구}의 산식으로 하고, 업무․영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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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지장비용은 {1일 지역총생산액 × 업종별․급수제한율별 영향율 ×

급수제한일수}의 산식에 의해 추정하였다. 시범평가 지역으로 선정한

’15～’16년 충남서부권 지역의 보령댐 급수제한 발생일수는 <표 3-21>

과 같고, 시범평가지역(보령권)의 생활용수 공급지장비용 산정결과는

<표 3-22>와 같다

<표 3-21> 보령권 급수제한율별 급수제한 발생일 수

급수제한율(%) 5% 10% 15% 20% 25% 계

급수제한일 수(일) 36 41 31 16 3 127

<표 3-22> 보령권 생활용수 공급지장비용 산정결과

구 분 계 태안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피해인구
(명)

393,732 51,753 28,442 7,372 81,475 58,489 155,875 10,326

총생산액
(억원)

164,317 14,401 9,456 4,860 20,396 15,791 83,100 16,310

가정용수
공급지장비용
(억원)

341 45 25 6 70 51 135 9

업무․영업용수
공급지장비용
(억원)

508 82 36 17 96 80 161 36

계(억원) 849 127 61 23 166 131 296 45

* 가뭄 영향평가 기법 개발(K-water12, 2016)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함

한편 해당 연구에서는 정확한 가뭄 피해액 추정을 위해 수요자 측면

에서 실제 공급 부족이 발생한 지역과 해당인구 및 피해업종 등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고, 해당 범위에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

으로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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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연구사례 비교

이상 살펴본 3가지 기존 연구들은 모두 감․단수와 같은 제한급수의

피해규모를 산정하거나 불편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첫

번째 연구는 관로 복선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급신뢰도 제고나 단수

방지 편익이 기대되므로 가상적인 단수상황에 대해 CVM 기법으로 편

익을 추정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는 태백지역에 발생한 가뭄을 겪은 주

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해규모의 평

균값을 측정한 것이다. 마지막 연구는 충남서부권 지역 가뭄의 피해영

향을 제한급수율에 대한 시나리오와 실험값을 통한 피해 원단위를 산정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발생한 제한급수율을 계산하고 공급지장

비용의 개념으로 피해영향을 산정한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일 수 있

고,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적용방법론에 대한 이론

적 논거와 연구사례의 뒷받침에서 차이가 일부 있을 것이다.

CVM기법은 경제학적 이론과 환경자원과 같은 다양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산정 적용례가 많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본의 후생노동

성에서 수도사업의 편익측정에 사용하고 있는 시나리오 기반의 제한급

수율별 피해영향 산정방식은 시나리오에 대한 객관성 확보, 실제 단수

나 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 제한급수로 발생하는 피해나 절수행동의

노동력이 용수공급의 가치와 역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

다면 오히려 용수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있어서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수제한 회피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환경자원과 같은 비시장재화라기

보다는 산정하기 위한 실험값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치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일뿐, 일본에서와 같이 단수상황에서의 다양한 실험자료를 확

보하고 개인의 물사용 행태에 관한 기초연구를 축적한다면 충분한 설명

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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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기존 제한급수 예방편익 연구사례 비교표

구 분 구미시 일원 태백시 일원 보령시 일원

관련된 사건
단수 62시간 20분

(’11.6월)
제한급수 87일간 연속

(’09.1.6～4.2)
제한급수 127일 발생
(’15.8.25～’16.5.31)

유발요인
하천 취수관로 손상에
따른 취수 불능

가뭄에 따른
용수부족

가뭄에 따른
용수부족

측정대상
관로복선화 사업 시행시

편익
주민피해 고충액 공급지장비용

적용방법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설문조사 500부

피해주민 직접질문
- 설문조사 300부

시나리오에 따라
급수제한율별로 산정

편익계상

항목
(생활용수 기준)

①공급신뢰도 개선
- 노후화, 사고 등에 따
른 단수 방지

②단수방지
- 관로 복선화후 관로
공사 필요시에도 단수
불필요

①일상생활 피해
- 일회용품, 온수확보,
부식, 용기, 세탁 등

②공공부문 피해
- 관정, 급수차 예산 등

①물품․서비스 구매비용
- 병물, 도시락, 세탁 등
②설비투자비용
- 물통 등 가정용기
③ 노동투입비용
- 가사노동 증가 인건비

③산업피해
- 매출감소액
(제조업등포함산정)

④총생산 감소액
- 서비스업매출감소액등
(제조업 등은 공업용수지장
비용으로별도산정)

④정신적․사회적 피해 -

편

익

산

정

총 편익

산정결과

<연간편익 : 58.2억>

①공급신뢰도 42.9억
②단수방지 15.3억

<피해 고충액 : 497억>

①일상생활 : 134억
②공공부문 지출 : 47억
③산업피해 : 316억원
(제조업등포함시 338억)
④정신적․사회적 피해
: 301억원(차량급수인구)
～1,430억(태백시인구기준)

<공급지장비용 : 849억>

①+②+③(가정용수)
: 341억원

④(업무․영업용수)
: 508 억원

편익

산식

<연간>
- WTP × 일사용량 ×
365일

- WTP × 세대수 × 12
개월

<해당 제한급수 기간>
- 조사항목별 평균값 ×
피해인구수(또는세대수)

<해당 제한급수 기간>

- 급수제한율별 1인1일당
피해액 원단위 × 피해
일수×피해인구수

- 해당지역내 총생산 ×
급수제한율별 영향율
× 급수제한일수

편익

산정

인자

WTP(향후 5년간 추가요금)

- 93.04원/㎥(신뢰도)
- 914.71원/가구(단수방지)

조사항목별 설문조사
응답액 평균값

가정용수
- 1일1인당 공급지장비
용 원단위

업무영업용수
- 급수제한율별업종별영향율

일 사용량 126,277㎥
가구수 139,204세대

4,354세대, 10,888명
(차량급수 지역)
※태백시 인구 : 51,697명

급수인구 393,732명
지역내 업종별 총생산액
통계자료



- 73 -

참고로 이들 기존연구의 차이점을 <표 3-23>와 같이 정리하였는데, 태

백시 연구사례에서 적용한 설문조사 방법은 개인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

여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실제 느끼

는 가치의 크기를 직접 물어보고 산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관련

연구 진행시 비교 할 수 있는 잣대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존 연구의 특징과 탐색된 결과를 활용하여 제4장

에서는 취수탑 내진안정성 확보와 같이 단수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사

업을 시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2가지 모형을 제시하여, 후속 연구 진행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모형을 개략 설명하면, 첫째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한

모형인대, 이는 실제 개인의 선호체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시장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진술하게

하여 평균값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모형은 회피행동분석법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제안하였는데, 제한급수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구체적인

절수행동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예상되는 행동에 따른 최소한의 대체

용품․서비스 구입비용과 노동력 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피해규모로 산

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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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진대비 취수탑 보강 예방투자의 경제적

가치 산정 모형 구축

제1절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모형

재해 예방과 같은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

선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복구하기 위

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사금액(WTP)을 측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직ㆍ간접적 피해는 제외하고 지진발생으로 노후화된

취수탑의 손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시 나타날 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할 수 있는 방

법을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예방사업의 경제적 가

치 추정은 크게 설문 및 표본 설계와 모형 설정 및 분석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은 예방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평가 대상 재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어 그 재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등을 물어본다. 둘째,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여 일반인 응답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평가하는

대상 재화를 분명히 인식하게 해 준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복구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불수단이 포함되어야 하며, 응답자들로부터 최대지불의사금액

(WTP)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개방형 질문법(open-ended questions), 양

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or take-it-or-leave-it questions),

경매법 등이 있다. 셋째, 최대지불의사금액(WTP)에 영향을 미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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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모집

단을 대상으로 조사할 표본을 선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분석단계에서는 최대지불의사금액(WTP) 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한 후

화폐가치로 나타낸다

1. 설문 설계

가. 가상 시나리오 설정

대상 재화와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설문 대상자들에게 평가 대상

재화의 정의와 성격 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현실감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상 재화인 취수탑의

사진, 2016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의 사진이나 언론보도, 노

후 취수탑 손괴 가능성에 대한 공학적 분석자료, 취수탑 손상시 용수사

용의 전면 제한이 수반될 가능성 등을 용수댐과 수돗물 공급시설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최대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할 경

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응답자가 평가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

불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곽승준ㆍ유승기ㆍ이충기(2002)는 우포늪과 같은 환경차원에 대한 보

존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응답자의 지불수단을 소득세로 하였고, 유

승훈ㆍ김태유(1999)는 서울시 오존오염 저감정책의 편익을 분석한 연구

에서 지불수단을 오존오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통요금과 세금으로 하

였으며, 박선영ㆍ류문현ㆍ유승훈(2015)은 관로의 단수를 방지하는 관로

복선화의 편익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지불수단을 추가적인 수도요금으로

하였다.

한편 Wang et al.(2006)의 중국 베이징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나

Markantonis, Meyer and Lienhoop(2013)의 그리스 에브로스강(Evros

river)의 홍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에서는 지불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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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나 예방기금으로 하였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선 홍수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금

을 모집하여 집행하였던 경험이 있다. 본 설계에서는 취수탑 손상시 단

수와 같은 제한급수로 피해양상이 나타나겠지만 기존의 수도사업에서

지불수단으로 선택한 추가 수도요금 대신 소득세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수도사업의 편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취수탑 내진보강 대책과

같이 국가적으로 향후 노후화된 인프라 유지관리 정책과 지진이라는 위

협요인에 대한 대비 필요성의 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지불의사금액 유도방법의 선택

응답자들로부터 최대지불의사금액(WTP)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보편적으로 경매법, 개방형 질문법(open-ended questions) 또는 양

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or take-it-or-leave-it questions)

이 사용된다. 경매법은 응답자에게 최초에 제시된 금액에 따라 지불의

사금액(WTP)이 유의한 영향을 받는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

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개방형 질문법은 일반적으로 경매법이 가지는

출발점 편의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조사자가 어떠

한 금액도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로 하여금 대상 재화의 가치를 직접 쓰

도록 하는 것으로 출발점 편의가 가지지 않고 조사가 쉬운 반면에, 응

답자가 평가 대상이 되는 재화의 가치를 책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지

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평가 대상이 응답자에게

너무 생소하거나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무응답 비율이 높은 단점이 있

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Bisop and Haberlein(1979)은 경매법과 개방형 질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처음으로 제시하

였고, Hanemann(1984)에 의해 알려진 후 최근의 조건부가치평가법 연

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Heberlein(1986)은 이 방법이 응답자가

무작위로 제시된 금액에 대해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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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낮은지에 따라 ‘예/아니오’만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지불의

사 유도방법보다 더 신뢰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실적

으로 여러 번의 반복 조사가 어려울 수 있고, 응답자에게 특정한 준거

(reference)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응

답자들로부터 얻는 정보의 양이 작아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 큰 표본크기를 유지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들은 비교분석한 결과, 응답자가 대답하기

용이하여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점만 보완

한다면 취수탑 예방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유도방법으로 적절한 것

같다.

2. 모형 설정

Hanemann(1984)에 의해 널리 알려진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

은 크게 단일양분선택형 질문법(single-bound dichotomous choice

questions)과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questions)으로 나뉜다. 단일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 예/아니오 응답만을 자료화하여 분석한다. 반면,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첫 번째 단계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처음

제시된 금액을 조정해 다시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예’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제시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예컨대 약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더 작은 금액(예

컨대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한다.

Hanemann(1984)은 조건부가치측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모형

으로 효용함수를 결정된 선호(deterministic preference)와 확률적 선호

(stochastic preference)로 구분하는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을 도입하였다. 관찰되지 않는 확률적 선호 부분(ε)은 개인의 특성, 가

치평가 대상의 속성과 모집단에서 개인들 선호의 변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간접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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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다.

u(m, Z , qi, εi) = u(m, Z , qi) + εi, i = 0, 1 (식 1)

여기서 m은 개인의 소득, Z는 시장재화의 가격 및 속성, 개인적 특성

이나 선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독립변수들의 벡터, q는 비시장재이다.

q1이 q0보다 개선된 상태를 q1 > q0로 나타낸다. 그리고 ε는 개별 응답

자 자신은 알고 있지만 연구자에게는 관찰되지 않는 선호 부분이다. 응

답자가 q0에서 q1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금액 B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u(m-B, Z , q1) + εi ＞ u(m, Z , q0) + ε0, (식 2)

효용차이함수(utility difference function)는 △u = u(m, Z , q1) -

u(m, Z , q0)로 정의하고 ε = ε1 - ε0라고 하면, 응답자가 q0에서 q1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금액 B원을 지불할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예) = Pr(△u＞ε) = Fε(△u) (식 3)

여기서 Fε는 오차항(ε)의 누적확률밀도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 CDF)로 특정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분석한다.

또 다른 방법은 Cameron and James(1987)과 Cameron(1988)이 제안

한 것으로 효용함수에 대한 정의를 거치지 않고 응답자들의 최대지불의

사금액(WTP)를 정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힉스의 보상잉여(CS:

compensating surplus) 개념을 이용하여 지출함수의 차이로부터 최대지

불의사금액(WTP)을 측정한다.

u(m-WTP , Z , q1) + εi ＞ u(m, Z , q0) + ε0,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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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TP는 응답자의 효용수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q0에서 q1

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대지불의사금액으로 두 상황에 대한 지출차이함

수로 나타낸다.

WTP=CS(m, Z , q0, q1, ε)=e(m, Z , q0, u)-e(m, Z , q1, u)=Xβ+ε   (식 5)

여기서 e는 주어진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액, X는

소득, 교육수준, 성별 등을 포함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및 소비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설명변수의 벡터, β는 설명변수의 계수벡터, ε는 오차

항을 의미한다. 응답자가 q0에서 q1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금액 B

원을 지불할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예) = Pr(WTP > B) = Pr(Xβ+ε>B) = Pr(Xβ-B>ε) (식 6)

여기서 오차항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로그 정규분포(log

normal distribution), 로지스틱분포(logistic distribution), 로그 로지스틱

분포(log logistic distribution) 등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분석한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실제 지불의사금액이 WTP라고 할

때 이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다. 제시된 금액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라는 하나의 응답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마음속에

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내재지불의사금액(underlying WTP),

WTP *라고 한다. 응답자는 제시된 금액을 WTP *와 비교해 ‘예’ 또는

‘아니오’ 라고 대답한다.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의 경우, 제시된 금액이

B원이면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indicator function)를 도출할 수 있다.

I ji = 1 if WTP *i ≥ Bji
I ji = 0 if WTP *i ＜ Bji j=1, 2 (식 7)

여기서 i=1, 2, ...., n으로 표본집단의 응답자수이며, B1i는 i번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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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시된 최초금액, B2i는 i번째 사람에게 제시된 2차 금액을 의미한

다. 따라서 두 단계에 걸쳐 제시된 양분선택적 응답 결과는 네 가지 유

형 중 하나가 된다. 즉 (I1i, I 2i) = (1,1), (1,0), (0,1), (0,0)이 된다. 이중

양분선택 질문법에 대한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다음

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lnL = 
  



[(I 1iI 2i)ln[1-F(B2i;θ)]+I 1i(1-I 2i)ln[F(B2i;θ)-F(B1i;θ)]

+(1-I 1i)I2iln[F(B1i;θ)-F(B2i;θ)]+(1-I1i)(1-I 2i)ln[F(B2i;θ)] (식 8)

여기서 F(․;θ)는 모수 θ를 갖는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며, 누적분포함수가 정해지면 일반적인 최우추정

기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계수벡터 β와 모수 θ를

추정하여 지불의사금액인 WTP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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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피행동 분석법(시나리오)을 적용한 모형

1. 개념 설계

만일 특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식수 전용댐의 취수탑에 심

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해당 댐의 취수탑과 관로를 통해 원수를 공급받

는 정수장으로 원활한 취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로 인해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제한급수나 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제한이 없었던 평소와 대비하여 이전의 일

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비용을 감․

단수에 따른 1차적인 피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감․단수 사

태를 막기 위한 예방적 투자의 효과(편익)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데도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생환경 및 건강악화, 취미․여행 등의 여가활동 범위 축소 등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2차적 피해 양상도 예상되지만 수돗물 공급

제한으로 발생하는 1차적인 피해만 고려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감․단수 피해 예방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예상

항목으로는 수돗물 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물품․서비스 구입비용, 각

개인이 절수를 위해 행동하는 추가적인 가사 노동의 인건비, 물 저장을

위한 각종 용기나 설비 구입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손상된 취수탑의 항구복구 이전에 실시하는 임시복구와 대체

용수 확보 및 비상급수 등을 위한 공공부문의 예산지출액도 발생될 것

이다. 이 개념의 아이디어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수도사업 편익 산정 기

준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공공부문(용수공급자)의 제한급수 대응 지출액

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추가적인 사항이다.

다만, 수돗물 제한급수 유발요인은 가뭄,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제한급수 피해일수와 응급복구 소요기간 등이

다르므로 해당 피해 유발요인에 따라 세부 산정인자의 결정과 수돗물

감․단수 피해 회피 행동의 시나리오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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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 다루는 용수공급 제한의 예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측정 범위를 <그림 4-1>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그림 4-1> 용수공급 제한 예방의 경제적 가치산정 부문

개인 회피행동 비용
(대체물품․서비스 구입 등)

공공 지출 예산액
(비상급수, 응급복구 등)

제한급수 예방

경제적 가치

2. 모형 설정

용수의 사용 단위인 1㎥당 공급제한에 따른 피해액 원단위를 산정하

고 다음의 산정식을 통해 총 가치를 추정한다.

 ×××

여기서, L : 급수제한에 따른 피해액

i : 용수 종류(생활․공업․농업 등)

Qi : i 용수의 평상시 사용량

Si : i 용수의 절수율(급수제한율)

fi(si) : i 용수의 si에 대한 피해액 원단위(원/㎥)

di(si) : i 용수의 si에 대한 일수

실제 이 추정식의 산정인자 중 급수제한율(S)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 만일 가뭄 등으로 용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감․단수가

유발되었고, 그 이후에 해당기간 동안의 피해영향을 평가한다면 급수제

한율과 급수제한일수에 대한 실적자료가 있으므로 산정에 문제가 없다.

또한, 제한급수의 예상 원인이 기상에 의한 물부족이라면 과거 강우

자료나 하천유량 자료의 수문학(hydrology)적 분석을 통해 확률분포로

수자원의 공급능력을 평가 할 수 있으므로, 갈수 빈도 기준으로 용수부

족 확률을 예측하고, 예측된 장래 물부족 기간에 대한 제한급수 피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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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평가와 추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진의 경우인데, 그 특성상 발생확률과 강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것이다. 과거 관측자료를 가지고 확률분포로 예측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규모의 지진이 2016년에

한반도 내륙지방인 경주에서 실제 발생한 것과 같이 예방투자의 의사결

정이 어려운 특수한 재난유발 요인이 지진인 것이다.

따라서, 노후된 취수탑의 경우 현재 취수탑 설계시 적용되는 안전기

준에 비춰 손상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없다의 두가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취수탑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상되

는 응급복구 공사기간을 공학적 분석으로 결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급수

제한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산정해야 할 것이다(항구복구비용으로 사

전에 예방공사를 한다면 응급복구비용은 지출이 불필요할 것이며, 예방

비용이 재난후 항구복구비용 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음).

위의 가치산정 모형에 따라 용수공급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의

경제적 가치산정 프로세스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

수 등 용수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야 할텐데, 전체 분석기법 정립에 앞

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 위주의 생활용수에 한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제한급수나 단수가 발생하면 평상시 물사용을 대체할 물품․

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체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소한의 취사를 위한 병물을 확보하는 비용과 화장실 사용제약에 따른

티슈샴푸와 같은 위생물품 구입, 세탁문제를 해결할 서비스 이용요금,

추가 전기요금, 일회용품, 물을 받아 두기 위한 용기 등의 설비 구매비

용, 물품 조달을 위한 차량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평상시와 다른 일상활동의 변화로 인해 포기되거나 절수행

동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모두 ‘기회(시간)

비용’으로 분류하여 산정한다.

이를 도식화 하여 취수탑 예방투자로 얻을 수 있는 생활용수(가정용

수) 부문 피해방지액 산정 프로세스를 <그림 4-2>와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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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생활용수(가정용수) 분야 피해액 산정 프로세스

제한급수율별 1일1인당피해액원단위산정

①대체물품․서비스 구입비용
②기회(시간)비용

공급제한일수 예측

③피해일수
④급수피해인구

피해액 추정

* 추정산식

(①+②)×③×④

(용도)

취사

화장실

씻기

세탁

기타

(절수행동예측)

절수량

절수노동시간

대체물품

대체서비스

평상시물사용량

(단위비용산정)

- 대체물품 사용

횟수 선정

- 대체물품․서비스

시장가격 조사

- 급수용품

기초자료 및 시장가격 조사

(실험및분석)

계약공급량 조사

용수공급 실적조사

급수제한율 산정

인구주택총조사

상관관계 분석

시나리오 수립

이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평상시 용도별 사용수량과

제한급수 등의 감․단수 상황에서의 절수행동과 최대 절수 가능량 등에

대한 실험값을 필요로 하나, 선행 연구 사례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일본에서 실시한 단수시 실험 데이터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일부

한계가 드러났다.

주택물 종류, 가족 구성패턴 등을 고려한 수돗물 사용 패턴과 단수시

행동양식에 대한 기초연구가 병행 추진되어야 수돗물 사용을 안전하게

유지하게 하는 각종 인프라 정책의 가치와 효과산정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범 적용

지진 발생으로 인해 용수댐에 설치된 취수탑이 손괴되는 상황을 가정

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예방투자를 시행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제

한급수 방지의 경제적 가치를 기존의 연구성과 및 산정 모형을 적용하

여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산정 대상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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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댐 중 가장 큰 규모인 운문댐의 급수지역을 선택하였다.

운문댐은 자체 수원 확보가 곤란한 대구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등 금호강 유역내의 주변도시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금호강계통 광

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1985년 12월에 착공하여 1993년 7월에 축조

완료된 용수댐으로서 댐높이는 55m이고, 길이는 407m이며 생활용수 공

급 시설용량은 일 376,000㎥ 규모이다.

운문댐 급수구역 인구수는 대구시 인구 2,511천명 중 500천명, 경산시

인구 267천명 중 173천명, 영천시 인구 100천명 중 30천인, 청도군 인구

43천명 중 28천명으로서 주변 4개시․군 전체인구 2,921천명의 25%인

731천명이다.

시설물 손상 시나리오인 강한 지진의 발생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취수탑 구조물이 손상될 경우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댐 수위를 일

정수위 이하로 긴급히 저하시키고, 임시 용수공급시설 연결 등의 조치

가 필요할 것이며, 항구적으로 신규 취수탑을 설치하는 일련의 공사가

필요할 것이다. 댐 수위 저하속도와 임시 용수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

는 기간은 개략적인 수리검토를 거쳐 약 50일로 설정하였고, 이 50일

동안의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용수공급 배분량의 20% 정도가 감량 공급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3장 제2절에서 산정한 생활용수(가정용수) 공급지장비용 원단위에

운문댐 급수구역 인구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50일 동안의 용수사용 제약

피해규모는 약 770억원이며, 하루 평균 15억원에 해당된다. 현행 수돗물

값 등을 고려하면 평상시 자유롭게 사용하던 용수의 화폐적 가치보다

용수사용 제한상황에서 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취수탑(운문댐) 재해예방 투자의 경제적 가치 추정결과

공급지장비용 산정 원단위 운문댐 급수
인구수(천인)

제한급수일수
(일)

경제적가치
(억원)급수제한율(%) (원/인․일)

20 2,107 731 50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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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1970년대～1980년대에 인프라가 집

약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현재에는 그 시설물이 점차 고령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구축된 인프라의 고령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정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재난에 취약하

거나 안전성 수준이 떨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

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경제적 가치의 산정방법을 탐색하고, SOC 안전에 관한 예방적 가치

즉, 유지관리의 효용성을 편익의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대형 재난을 겪게 되면 예방에 대한 가치의 인식

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

은 지속 강화될 것이므로 70～80년대 집약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했던 것

과 같이 장래에는 재해예방 목적의 사업이 급증할 수 있고, 이러한 정

책상황이 도래되면 예방사업의 효용성 등 우선순위 판단 근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예방투자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 성능

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나, 이는 공학적 연구로 추진되어

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할 경우 얻어지는 편익

의 산정방법을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만, 재해의 유형은 상당히 많으므로 특정한 재해 시나리오를 설정

하고, 설정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경제적 가치 산정방법에 관

한 연구로 한정하였다. 설정한 시나리오의 내용은 “생활용수 등을 공급

하는 수원인 용수댐의 취수탑이 지진으로 손괴”되어 수돗물 취수 중단

및 단수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은 크게 ‘제한급수로 인한 피해영향 연구 사

례’와 시장 거래가격이 없는 ‘비시장재화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들

이며, 지진대비 댐 취수탑 예방대책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의 적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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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기존의 연구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개념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의 크기는 재해예방

대책의 경제적 가치와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지진대비 취수탑 보강 예방투자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적용할 수 있

는 모형을 방법론에 따라 2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모형은 환경

자원의 경제적 가치산정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

(CVM)을 이용한 모형이며, 두 번째 모형은 회피행동분석법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제안하였다.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관로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신뢰도 제고 편익

산정 연구사례와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피해영향 연구사례를 분석하

여 각각의 방법론과 산정연구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한 모형은 경제학적 근거를 토대로

환경자원과 같은 다양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산정연구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CVM은 실제 개인의 선호체계를 구체

적인 행동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시장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진술하게 하여 평균값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많은 연구

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과대 또

는 과소 추정될 수 있으며, 설문 설계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제한급수와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제한급수의 지속기간, 발생

계절 등 개인이 겪었던 경험의 조건이 상이할 수 있고, 수돗물 사용 환

경 또한 개인적으로 편차가 크므로 급수제한에 대한 불편의 인식 범위

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모형은 회피행동분석법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제안하였는데, 제한급수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구체적인

절수행동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예상되는 행동에 따른 최소한의 대체

용품․서비스 구입비용과 노동력 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피해규모로 산

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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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측정 방법론이라는 특징이 있다.

CVM은 설문설계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편의(bias) 발생 가능성이

있고, 1,000부 정도의 설문조사 표본수와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전문 조사원을 통해 일대일 면접을 실시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의 한계가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나리오 기법은 실제상황이나 단수상황에서의 실험을 통해 절수행동

이나 대체물품․서비스 구성 등의 인자결정이 필요한데 일본에서 실시

한 실험 및 기초연구 데이터의 일부 사용이 불가피 하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절수행동 등 개인의 행태에 관한 기초연구 추진이 필요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에서 2가지 모형을 구축하였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CVM 기법은 모형구축까지만 진행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며, 시나리

오 기법의 산정모형에 대해서는 1개 용수댐을 시범적으로 생활용수(가

정용수)에 한정하여 적용하는데 그쳤다. 예방의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

으로 산정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은 앞으로의 개선

과제이기도 하다.

용수공급이 중단되는 재해 상황의 시나리오를 통해 용수공급과 관련

된 재해예방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되면, 추가적인 용수판매

확대와 같은 편익이 없더라도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에 대한 공학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의 효용성 검토 및 예방투자 의사결정을 더

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구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재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상

식과 같은 명제가 되었고,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지

만, 예방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 되면 실제 정책

실현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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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conomic Value Estimation Model

of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 Focusing on the Estimation of Damage Scale

According to Limited Supply of Water Condition -

YUN SUNG-HU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ur nation's infrastructure is becoming increasingly aging. Thus, in

the future, preventive maintenance that appropriately responds to the

aging problem of infrastructure will be critical.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to make decisions about the investm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quantify the value of preventive measures, despite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Based on this realization, I explored the methods of

calculating the economic value that can be gained through preventive

investments and explored the maintenance effectiveness of the SOC

as a concept of benefit. Due to the numerous types of disasters, the

study focused on the intake towers of the dam, which were severed

by the earthquake.

Two economical valuation models are used, and the first model is

based o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hich is wid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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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o calculating the economic value of environmental resources,

and is actively applied to the economic value calculation of various

non-execution values, such as environmental resources, based on

economic evidence. However, the CVM is not intended to estimate

the actual subjective preference of the virtual market, but it can be

estimated or underestimated in many studies, even though it is used

to estimate the subjective preference of the hypothetical market,

rather than observing the subjective preferences of the virtual market.

In this regard, a second model is proposed, setting up a scenario of

a specific water saving behavior that is expected to occur in the

event of a limited supply of water, and calculating the costs of

obtaining replacement services and calculating labor costs.

In particular, it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the

calculation if the results of an experiment or research on the use of a

person's water use are expanded. By calculating the economic value

of preventive measures, the decision will be made more efficient.

keywords : Disaster prevention, economic value, infrastructure,

restrict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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