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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후변화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당면한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수

자원 분야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 방법은 기후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오직 한 가지 대안의 가치만

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를 합리적으로 대비하기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

에, 최근에는 보다 강건한 적응형 의사결정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그

중 한가지 방법이 실물옵션분석법이다.  

본 연구는 실물옵션분석법을 충청남도 보령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

는 8개 시군의 가뭄 해소를 위해 진행되었던 도수로 사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 지역은 2015년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를 135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가뭄으로 인

한 물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보령댐 도수로 공사가 진행되

었고, 현재는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환경 문제 또는 수리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

구는 실물옵션분석법을 적용하여 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실물옵션분석법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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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나무법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옵션은 투자와 운영(Invest

& Operation), 연기(Delay), 그리고 포기(Abort)옵션이며 기후변화의 불확실

성을 총 3개의 시나리오(정상, 보통가뭄, 극한가뭄)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모형의 검증을 위해 기존의 경제성 평가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적용

사업을 평가하였던 자료와 실물옵션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그 차이

가 약 0.55%로 모형의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제적 평가 결과를 통해 기존

의 방법이 도수로 사업을 과소 산정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옵션을 고려

한 경우는 포기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도수로 사업은 현재 경제적 타

당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입력 자료의 변동을 통

한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뭄확률이 현재보다 약 1.2배

증가할 경우 도수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투자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

한 실물옵션분석법을 소개하고, 보령댐 공급 시군의 가뭄 대비 대체수

자원 사업인 도수로 공사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였다. 이는 강건한

적응형 의사결정 이론을 적용하는 기초 연구이므로 향후 다양한 사업

및 지역에 대해 실물옵션분석법이 적용되길 기대한다.

Keywords: 가뭄, 의사결정, 불확실성, 수자원계획, 실물옵션분석,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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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먼 훗날의 일이 아닌 현

재 우리가 직면한 현상이다. 이로 인해 극심한 가뭄 혹은 홍수 등의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 것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기

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공급의 조절 실패 혹은 물부족 현상은 이수, 치수,

수질 관련 수자원 정책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써 충남 서부의 가뭄 현상을 들 수 있다. 2014년부터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2015년에는 생활 공업 용수의 일부를 감량하여 공

급하였고, 이로 인해 8개 시, 군은 제한된 급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

었다.

기존의 댐운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

기 위한 방안으로써 충청남도는 금강 하류와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 사업

을 진행하였고, 2016년 2월에 완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수자원 정책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한 편, 

도수로 사업은 환경 그리고 수리권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을 착수하는

데에서부터 논란을 야기해왔다. 도수로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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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제고 사업을 주장하는 여론도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도수로 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규모 및 비용이 큰 장기적인 계획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보령댐 도수로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 방법의 경

우 앞서 제시한 기후변화 등과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확실성을

가정하여 사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수

자원 정책의 경우, 확실성을 가정하여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다양한 불확

실성 요소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이론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고려한 수자원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에

서는 이를 고려한 의사지원계획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난 10여년 동안 활

발히 진행하고 있다(WSAA, 2008; Zhang et al., 2012; Steinschneider et al., 2012; 

Herman et al., 2015; Buurman et al., 2016). 이들의 연구는 모두 강건하고

(Robust) 적응형(Adaptive)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불확실

성하의 의사결정방법이 연구되고는 있으나(유순영 등., 2008; Ryu et al., 

2017), 수자원분야에 대한 적응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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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고려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적응형 의사결정에 초점

을 맞추어, 가장 대표적이며 수자원 사업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

바가 있는 실물옵션분석법에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

의 경제성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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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실물

옵션분석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보령댐 도수로 공사 사업에 적용하여, 기

존 경제성 분석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 Cash Flow, DCF)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재평가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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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구성

본 논문의 제 1장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그리고 논문 구

성을 언급하였다. 제 2장은 의사결정 이론,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수자

원 계획 의사결정 이론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동

향을 통하여 전통적인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알 수 있으며, 기

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이 수자원 계획에서 적용 가

능한지 확인 할 수 있다. 제 3장은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인 현금흐름할

인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 가지 표현 기법인 순현재가치, 수익

성지수, 그리고 내부수익률법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실물옵션분석법의

이론적인 배경과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표현하는 모형의 종류에 대

해 논의한다. 제 4장에서는 실물옵션분석법을 적용한 충남 서부 유역에

대한 명시와 적용 사업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KDI(2016)에서

제시한 기존의 평가방법에 따른 적용 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를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실물옵션분석을 적용하는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가뭄확률과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고, 적용 사업에 특화된 각 옵션들의 가치 분석 및 구축한

의사결정나무모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5장에서는 개발한 모형의 검증

을 위해 기존 현금흐름할인법 결과와 조건을 통일하여 비교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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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후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 산정, 그리고 옵션을 사용하였을 때 사

업의 최적 계획 및 가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소평가된 가뭄피해액에 대

한 보정 및 투자결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입력 자료의 증감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논문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고 적용한 실물옵션모형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해 서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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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동향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불확실성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은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정책 또는 이를 다루는 투자를 수반하는 결정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이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사결정 이론으로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이론은 확실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과 기후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의

사결정방법인 실물옵션분석법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2.1 장에서

는 전통적인 의사결정이론을 소개하고, 2.2 장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

한 수자원 계획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떠한 방법이 제시되었고 다뤄지는지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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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사결정 이론

의사결정이란 둘 이상의 대안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를 선택하

는 행동을 의미한다. 수자원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공학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사결정이론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을 선택하더라도 미래 성과를 정확하

게 예측할 수는 없다(김양렬, 2008). 그 이유는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과거의 의사결정이론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확실성을 가정하여 대안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의사결정이론의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이론들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논의되고 있다. 먼저 2.1.1장부터 2.1.3장까지

는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을 다루고, 2.2장 이후에는 다양한 불확실성 요

소 중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의사결정이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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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비용 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

의사결정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선호하는 대안을 기준에 맞게 선택

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금전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비용편

익분석은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모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한 방안을 선택하는 기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자원 부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

한 대체수자원 사업들이 존재하는데 각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양

면을 검토하여 가장 금전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

방법으로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이나 회계적이익률법(Acounting return)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로 투자의 가치평가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 Cash Flow; DCF)이 사용된다.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수자원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Hutton, et al. (2007)은 개발 도상국에서의 급수와 위생 시설에 대한 접

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비용 편익 분석을 진행하였다. 편

익을 산정하는데 있어 급수시설 개선으로 인한 접근 용이성, 생산성 증가

및 의료비용 감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비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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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sumilli, et al. (2016)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관개 구조물인

Surge valve에 대한 재무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Mahmudul, H. et al.

(2016)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태양 건조기(solar dryers)에 대한 경

제성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 매개변수에

대하여 얼마나 강건(robustness)한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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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비용 효과 분석(Cost Effective Analysis)

비용 효과 분석(Cost effective analysis; CEA)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 고려되

는 대안에 대한 편익을 정확하게 경제적 가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분석 방법이다. 이 분석기법은 비용이나 성과가 서로 다른 단위에

의해 분석되는 것이므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측정방법을 찾기 위한 시

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첫째로 공동적인 목표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이 존재해야 하며 마지막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약 조건들이 산정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들의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Berbel et al. (2011)은 생태계의 상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으로서 CEA가 선호되는 방법이라 제시하였고, Guadalquivir강 유역에 적용

하여, 물 절약과 관련 여러 대안에 대해 CEA 방법을 통해 대안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또한 Whitehead et al. (2013)은 Thames강의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

성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해 The integrated catchments model for 

phosphorus(INCA-P)모형을 적용하였고, 적응 전략의 경제적편익과 the 

phosphorus 완화대책을 평가 및 비교하기 위해 CEA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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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다기준 분석(Multi Criteria Analysis)

현존하는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가지의 기준이

존재하고, 그 중에 일부는 다른 기준들과 충돌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

반적으로 비용이 주된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품질(quality)또한 함께 고려

되는 전형적인 기준이다. 또한 한편으로 Fuel Economy의 경우 안정성, 편

리성 등과 같은 기준이 고려되기도 한다. 앞서 소개한 비용 편익 분석이

나 비용 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준들의 우선순위를 정

하여 양적 그리고 질적 자료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

법(Multi Criteria Analysis; MCA)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다. 

Hajkowicz & Higgins (2008)은 6개의 수자원 관리 문제에 대해 MCA를

적용하였고, 의사결정 옵션과 기준을 선택하는 초기 구조화에 있어서

MCA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Flug et al. (2000)은 MCA 기법을 사용하여 Colorado의 Glen 

Canyon댐에서 휴양, 생물 다양성, 어업 및 문화적 용도로 제공되는 대안

들의 환경적 효과를 최대로 하는 우선순위를 열거하였다. 

마지막으로 Eder et al. (1997)은 Danube강의 수력발전소 건설의 적지 선택

과 구조의 옵션에 대한 12가지 대안들의 우선순위 제안의 방법으로서

MCA에서 파생된 Multi Criterion Q-Analysis(MCQA)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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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자원 계획 의사결정 이론

과거의 연구에서는 정보만 확보된다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미래

가 예측된다는 가정 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90년도

이후 연구들에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기존 예측 모형을

통한 최선의 대안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Walker et 

al., 200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와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는 십여 년 전부터 이러한

노력들을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으로 총칭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대부

분의 선진국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적응 정책의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수자원분야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수안전도의 재설정, 녹조 해소를 위한 방류 계획 개선, 법정 홍수기를

6월 21일부터 9월 20일로 조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강건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불확실성 문제를 명

시적(explicit)으로 인식하고 그 영향을 정량화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기

후변화 적응 의사결정은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를 포함하

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강건하며, 적응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의사결정 체계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3가지의 기법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제시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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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기법은 Robust Decision Making(RDM), Real Option Analysis(ROA)그

리고 Dynamic Adaptive Policy Pathway(DAP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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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Robust Decision Making(RDM)

RDM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이다. 로버

스트 의사결정에 대한 개념은 90년도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Robust 

Decision Making(RDM)이라는 이름은 Lempert et al. (2003)이 구체적으로 명

시하였고, 국제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정책 분야에 처음으로

그 개념을 적용하였다. RDM은 이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강건함’ 에

집중한다. RDM은 불확실한 상황 아래 최적의 대안이 아닌, 가장 합리적

으로 수행하는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이다. RDM은 RAND Corporation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중이다. 

Dewar et al. (1993)은 안정적이고 강건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정

기반의 계획법(Assumption-Based Planning: ABP)를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계획의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서 강건함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Herman et al. (2015)은 <표 1>과 같이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RDM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Kim & Chung (2014)은 유역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이해당사자

의 참여’라는 두 기준을 기반으로 한 RDM framework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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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강동헌 (2014)은 ‘영산강 유역 종합 치수 계획’에서 제

시한 홍수 방어 대안에 대해 미래 불확실성에서도 적절한 대안인지 RDM

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16개의 시나리

오를 생성하고, 3가지의 불확실성 요소를 비교하였고, <표 1>과 같이 각

대안들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후회도로 반환하여 각 대안들의 우선순위

를 비교하였다.

표 1. Benefit cost ratio of alternatives translated to regret(강동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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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Real Option Analysis(ROA)

실물옵션분석법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기초한 이론이다. 이 방법은 전통

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에 유연한 전략을 추가한 확장된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RDM은 위험을 시나리

오에 분산시키는 방법인 반면, ROA의 경우 시간에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ROA는 경제학에서 파생된 이론이지만, De Neufville (2004)은 공학에 입각

하여 설계 및 계획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ROA의 적용 가

능성을 강조 및 재검토하였다. ROA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발전되

어 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확률이 잘 정의되고 분석대상에 대한

경제적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수자원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Michailidis and Mattas (2007)은 관개용 댐 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연기,

확장, 포기 옵션을 이용하여 실물옵션분석 모형 중 이항트리모형에 적용

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Buurman & Babovic (2009)는 Real Option On(ROO)과 Real Option In(ROI)

을 구분하여 다뤘으며, 실물옵션분석을 적용하여 동적이고 전략적인 공학

적 계획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유연성(flexibility)이 추가된 계획의 경

우 정적인 계획보다 더 높은 가치를 나타냄을 입증하였고,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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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Normalized Risk 등도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WSAA(2008)는 의사결정자가 실물옵션분석법을 이용하여 적응 계획

을 개념화하고 시각화 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의사결정나무 형태

로 표현하였고, 후진 동적계획법을 통해 의사결정나무 구조의 복잡한 계

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호주의 기간별 홍수

대비 대안의 최적의 계획을 구성하였다.

Jeuland and Whittington (2013)은 에티오피아의 블루 나일(Blue Nile)에

있는 대규모 다목적 댐 대안의 가치 평가를 위해 ROA 모형 중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도 수자원분야의 실물옵션분석 적용 연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순영 등(2008)은 실물옵션방법의 조건부청구권분석(contingent 

claims analysis)를 통해 수자원 공급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Rye et al. (2017)은 이항트리구조 모형(binominal tree model)을

적용하여 실물옵션분석을 하였고, 영산강 유역 종합 치수 계획(국토해양

부, 2005)에서 제시하는 4개의 홍수방어대안을 실물옵션분석법으로 재평

가하였다.

이와 같이 수자원 분야에서의 실물옵션분석은 다목적댐, 관개 사업

등에 적용한 연구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실물옵션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기초 자산을 잘 정의해야 하는데, 위 사업들은 국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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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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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Dynamic Adaptive Policy Pathway(DAPP)

Haasnoot et al. (2013)에 의해 처음 제시된 Dynamic Adaptive Policy 

Pathways(DAPP)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방법을 제공

한다. DAPP는 Adaptive Policy Making(Walker et al. 2001)과 Adaptive 

Pathway(Haasnoot et al. 2011; 2012)라는 두 선행 연구의 조합으로 제시된

방법이다.  DAPP는 <그림 2>와 같은 적응 경로 그림을 만드는 것이 최

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옵션분석의 경우는 ‘옵션’경로를 제시하

지만, DAPP는 비슷한 종류의 다양한 대안들의 ‘대체(tipping point)’ 경로를

제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용이 제한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한 사항이다. 

Buurman & Babovic (2016)은 실물옵션과 DAPP를 조합한 방법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홍수에 대비하여 4가지의 Drainage 확장 사업의 대

안에 위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에

의한 변화를 허용하는 유연성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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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3.1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 Cash Flow)

현금흐름할인법은 투자 가능성(invest opportunity)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할인율을 적

용하여 잠재적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만약 이 분석을

통해 얻은 값이 현재 투자 비용의 값보다 높으면 투자 가능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금흐름할인법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수익성지수법

(Profitability Index; PI)그리고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IR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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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법은 미래에 발생하는 순편익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

로 환산하는 기법이다. 여기서 순편익이라는 것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

을 말한다. 이는 투자 안이 채택됨으로서 증감되는 사업의 가치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위 과정을 통해 얻은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게 되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순현재가치는 아래 <식 1>으로 산정된다. 

( )1 1

n
t

t
t

N
NPV

i=

=
+

å                (식 1)

여기서, tN : t차년에 발생하는 순현재가치, i : 할인율, t: 총 분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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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수익성지수법은 아래 <식 2>와 같이 투자로 인한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를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그러므로 투자의 단위당 상대

적 효율성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성지수값이 1보다 큰 경우

재무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순현재가치법에서 0보다 큰 경

우와 같다고 표현 할 수 있다. 

( ) ( )1 11 1

n n
t t

t t
t t

B C
PI

i i= =

= ¸
+ +

å å            (식 2)

여기서, tB : t차년에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tC : t차년에 발생

하는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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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법은 현금 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가 일치하게 되는 할인율을

산출하고 이를 자본 비용과 비교하여 대안을 평가한다. 다시 말해, NPV의

값이 0을 갖게 될 때의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내부수익률이 투

자의 자본비용보다 높게 되는 경우 재무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래 <식 3>과 같이 표현한다.

( )1 1

n
t

t
t

N
NPV

IRR=

=
+

å          (식 3)

여기서, ���: 내부수익률

수자원 사업 등 국가 대규모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수익성

평가를 위해서는 각 대안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각 방

법들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용

하여 객관적 판단을 실시한다. 위에서 제시한 총 3가지 현금흐름할인법에

대한 장∙ 단점을 <표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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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표적인 현금흐름할인법 비교(KDI, 2016)

순현재가치법(NPV) 수익성지수법(PI) 내부수익률법(IRR)

장점
여러 대안에 투자할

경우 값을 합산 가능

여러 대안을 평가

할 경우 유용

기대하는 수익률 혹

은 투자의자본비용

보다 더 큰 대안을

선택가능

단점

할인율 변화에 따른

NPV값의 변동폭이

큼

할인율 변화에 따

른 NPV값의 변동

폭이 큼

여러 차례의 현금흐

름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IRR값이 발

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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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물옵션분석법(Real Option Analysis)

3.2.1 기본이론

실물옵션분석은 Myer (1977)에 의해 금융시장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

분석법은 금융옵션(financial option)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옵션이라는 것

은 만기일에 미리 정의된 행사 가격(exercise price)로 기초 자산(underlying 

asset)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옵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3 현금흐름할인법과 실물옵션방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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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앞서 제시한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에

대한 확장이라 할 수 있다. 현금흐름할인법의 경우 <그림 3>의 왼쪽과

같이 각 대안들에 대한 수명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가장 경

제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이 때 한 번 선택된 대안은 제시한 수명 기간

동안 다시는 다른 차안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실물옵션분석에서는

선택된 대안이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 변경될 수 있고, 확정적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켜보며 구성할 수 있다. 즉, 유

연성을 고려한 가치 평가방법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WUCA (2010)은 다

음 <그림 4>과 같이 실물옵션분석법의 적용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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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eal options flowchart(WUC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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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eorgis (1993)은 실물옵션분석에 따른 경제적 평가를 유연성을 고

려한 확장된 순현재가치(Expanded Net Present Value, ENPV)라고 정의하였다. 

유연성을 고려한 가치는 ROA 옵션을 사용하면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에

서는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대안이 실현 가능한 해결책으로 간주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옵션의 가치 혹은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 

OP)이라고 한다. 즉, 확장된 가치에서 정적 순현재가치를 뺀 값이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식 4>를 통해 옵션 프리미엄의 값

을 확인할 수 있다.

Option	Premium = ����	 − ���	      (식 4)

고려한 옵션을 사용하는 시기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식

5>와 같은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max( , )ENPV NPV D=        (식 5)

여기서, D : 연기 옵션의 가치

만약 순현재가치가 연기 옵션을 선택한 경우보다 크게 되는 경우

ENPV는 순현재가치가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연기 옵션을 선택

했을 때의 가치가 ENPV가 되는 것이다. 즉, 어느 시점에서는 순현재가치

를 포함한 각 옵션을 비교하였을 시에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가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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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실물옵션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Smit & Trigeorgis (2004)이 제시한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연기(delay)옵션, 둘째로는 확장(expand) 혹은 축소

(reduction)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abort) 혹은 전환(switch)옵션이다. 

이 세 옵션을 간단한 옵션(simple options)이라고 한다. 이 외에 성장 옵션

(growth), 중지 옵션(shut down) 그리고 복합 옵션(compound)등이 존재한다.

투자결정자는 향후 시장 개발에 대한 정보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을 때까지 투자의 연기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기’ 옵션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과 비가역적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큰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옵션은 특히 자원추출사업, 농업 혹은 부동산 개발에서 특히

더 가치 있게 사용된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확장’ 혹은 ‘축소’ 옵션이다. 의사결정자가 프

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 규모와 관련된 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경우 경쟁사를 인수하여 현재 비즈니스 활동을

확장 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자는 투자에 대한 결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이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 두 옵션

의 경우, 의사결정자가 시장의 변동성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기업은 프로젝트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기존 프로젝트를 포기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를 ‘포기’ 옵션이라고 한다. 종종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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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기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 할 수 있는 옵션

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옵션을 ‘전환’ 옵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은 기존의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상호의존적인 두 프로젝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환 옵션은 ‘complex option’이라

고 불리기도 한다. 이외에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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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의사결정나무 실물옵션평가법

수년 동안 실물옵션분석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어느 부분은 경제학 분야로부터 적용되기도 하였고, 한편으

로는 의사결정 이론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

에서 다루는 문제에 맞게 가정 또한 다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양

한 방법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가지(블랙-숄즈 모형, 이항트리모형, 

시뮬레이션 모형, 의사결정나무법)의 실물옵션평가 방법에 대해 특징을

비교하였다.

블랙-숄즈 모형은 Black and Scholes (1973)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

다. closed-form 형태의 모형이고, 투자의 유연성의 경우 제한된 모수

(parameter)에 의해 산정된다. 결론적으로 이 모형은 가장 기초적인 모형

이라 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항 트리 모형(binominal model)은 블랙-숄즈 모형이 개발된

이후, Black, Scholes and Merton (1979)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모형의 위험

중립 접근방식은 모든 투자자의 위험선호도가 중립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블랙-숄즈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옵션들을 적용 가능

하고, 설명하기 용이하나 블랙-숄즈 모형에 비해 다소 적용하기에 복잡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5>는 이항 트리 모형의 한 예를 보



36

여준다.

그림 5 Binominal lattice model(WSA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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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이 실물옵션분석방법을 풀어내는데 사용된

다. 시뮬레이션 모형의 대표적인 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블랙-숄즈 모형이나, 이항 트리 모형에 비해 더 다양한 옵션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논한 모형들에 비해 더 복잡한

구조이다. <그림 6>은 시뮬레이션 모형의 한 예를 표현한다.

그림 6 Simulation method(WSA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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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실물옵션분석에서 최근 가장 많이

적용되는 모형이다. 다른 모형보다 더 다양한 옵션의 형태를 다룰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유연한 전략을 제시 가능하다. 또한 개념적으로

도 이해 혹은 설명하기 쉽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구현은

매우 복잡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림 7>은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한 예를 표현하고 있다.

<표 3>은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실물옵션분석 모형에 대해 비교 결과

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범위가 넓고, 결과의 유용성이 높은 의

사결정나무를 국내 수자원 사업에 맞게 응용하여 실물옵션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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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ecision tree method(WSAA, 2008)

표 4 대표적인 실물옵션평가 모형 비교(WSAA, 2008)

적용성 이해도 결과의 유용성

블랙-숄즈 모형 매우 낮음 낮음 낮음

이항트리 모형 낮음 중간 중간

시뮬레이션 모형 중간 낮음 중간

의사결정나무 모형 높음 중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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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적용 사례

본 연구는 보령댐 유역의 가뭄 대비 대체수자원 사업으로 진행하였던 도

수로 사업에 대하여 실물옵션분석법을 적용하고,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

인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실물옵션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절에는 보령댐 유역에 대한 소개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서술하고, 4.2 절에는 실제로 진행되었던 도수로 경제적 타당

성 평가 자료인 KDI(2016)에서 발간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였다. 4.3절은 실물옵션분석법을 적용

한 절차와 입력 자료 산정방법 및 의사결정나무 구축 과정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였다.

4.1 대상 유역 및 사업

보령댐은 충청남도의 8개 지역인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그리고 서천군에 광역상수도를 통해 생활용수 및 공업용

수를 공급하고 있고, 보령댐의 웅천읍과 주산면에 위치하는 보령댐 하류

웅천천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일부와 농업용수 그리고 하천유지용수

를 공급하고 있다. <그림 8>은 보령댐 용수공급 지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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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보령댐 용수공급 시, 군(회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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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은 빗물이 증발산으로 인해 대기중으로 손실되어 실제 수요량

의 부족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컫는다. 또한 수문학적 관점에서는 물 순환

과정(Water cycle)의 균형이 깨져 물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

또한 이러한 현상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과거 1968년, 

1978년, 1982년, 1994년, 1995년, 2001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14년, 2015

년, 2016년 등에 가뭄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가뭄은 과거의 가뭄과는 다른 강도의 극심한 가뭄이었고, 2015년

에는 평년대비 누적강우량이 801.3mm에 그쳐 평년(30년 평균)대비 약 63%

에 불과하였다. 저수량은 약 135일동안 심각 단계 이하의 수위를 기록하

였으며, 10월에는 ‘댐 용수 부족 대비 공급 조정 기준(국토교통부, 2015)’

에 의거하여 8개 시군에 대한 제한급수를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충청남도는 보령댐 공급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

한 급수 조정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금강과 보령댐을

연결하는 도수로 긴급 설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보령댐의 용수

공급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완공 이후로 긴급하게

용수 필요 시에 운영 중에 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 4> 그리고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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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도수로 사업 개요(국토교통부, 2015)

공급 방안 금강 백제보 하류 -> 보령댐 상류

공급 용량 115,000 ��/일

시설 개요 길이: 21 km, 직경 1,100 mm

총 사업비 약 625억원

운영비 약 90억원(상시)

공사 기간 4개월

그림 9 보령댐 도수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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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존 타당성 평가방법

KDI (2016)에서 발간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은

보령댐의 도수로 사업 유무에 따른 저수지 운영 모의를 통하여 도수로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편익과 비용 등을 산정 후 현

금흐름할인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KDI (2016)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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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보령댐 도수로 케이스 별 저수지 모의 운영

저수지 모의 운영은 미육군공병단의 HEC-ResSim을 사용하였고, 보령

댐 제원을 이용하였다. 케이스 별로 모의 운영하여 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KDI, 2016). 모의 운영 케이스는 다음 <표 5>와 같

다.

Case 1은 보령댐 설계 유입량으로 모의를 하였고, 실제 설계에 사용되었

던 총 22년(1967년~1988년)자료를 이용하였다. Case 2는 관측 유입량으로

저수지 운영을 하였고, Case 3은 실측 유입량으로 모의 운영을 하되, 2015

년 보령댐 아래 <표 6>와 <그림 10>과 같이 용수공급기준을 적용하여 모

의하였다. 용수공급기준은 <그림 1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단계별로 감

량을 진행한다. Case 4는 실측 유입량과 도수로 상시 용수공급량을 추가하

여 모의하였고, 마지막으로 Case 5는 <그림 12> 와 같이 수위가 심각 단

계 이하로 내려간 경우부터 다시 경계 단계로 복귀하는 시점까지 용수공

급을 진행하여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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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령댐 저수지 모의운영 케이스(KDI, 2016)

유입량 도수로 운영
용수공급

조정기준설계유입량 실측유입량
상시

운영

임시

운영

Case 1 o x x x x

Case 2 x o x x x

Case 3 x o x x o

Case 4 x o o x o

Case 5 x 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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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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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단계별 용수 감량 기준(국토교통부, 2015)

그림 12 보령댐 저수지 도수로 모의 임시 운영(Case 5)(KD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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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용수공급량을 파악하였고, Case 3과 Case5의 비교를 통해 도수로 임

시 운영 시에 연평균 용수공급량을 파악하였다. 연간 용수 공급량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8 연평균 도수로 용도별 용수 공급량(KDI, 2016)

단위: ㎥

구 분 Case 4 Case 5

공급 용수량 516,667 355,556

발전량 7,038,889 1,22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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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경제성 분석: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경제적 평가를 위해 용수공급단가와 발전 단가에 각각 용도별 연간 용수

공급량을 곱하여 Case 별 연평균수익을 파악하였고, 아래 <표 8 >과 같다.

표 9 Case별 연간 도수로 편익

단위: 백만원

구분 Case 4 Case 5

공급용수 213 147

발전 15 3

합계 228 149

단가는 사업의 재무성평가를 위해 분석 기간은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총 30년으로 수행하였으며, 재무성할인율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세부시행계획(기획재정부, 2010)규정에 따라 5.5%로 적용하였다. 잔

존 가치의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고, 감가상각은 30년간 실시하였다. 이외

에 사업비는 약 625억원 산정되었고, 연간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서 산출하였다. 상시 운영의 경우 86.75억원, 임시 운영의 경우는

26.58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현금흐름에 따른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수로의 상시 운영의 NPV값은 30년간 약 1685.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임시 운영의 경우는 901.8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령댐 도수로 경제적 타당성은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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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ase 4의 상시 운영은 대부분의 용수를 여수로를

통해 방류하기 때문에 Case 5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실제 도

수로 운영 시에도 Case 5와 같이 추가적으로 용수가 필요한 시기에 도수

로를 개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ase 5의 비용편익분

석결과에 대해서만 개발한 모형의 결과와의 비교를 실시한다. 또한 KDI

보고서에서는 Case 5를 임시 운영이라 명명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건

부 운영’이라고 수정하여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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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물옵션분석의 적용

4.3.1 적용 개요

실물옵션분석의 적용 절차는 <그림 13>과 같다. K-water에서 생성한 보령

댐의 미래 유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저수량을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

령댐 가뭄대응기준 심각단계 이하의 연도와 일수를 파악하여 가뭄에 대

한 확률 및 가뭄피해액을 계산한다. 이 후 KDI (2016)에서 제시한 도수로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옵션의 가치를 파악하고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한다.

개발한 실물옵션모형의 검증을 위해 기존 타당성 검토방법으로 진행된

도수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조건과 동일시 한 후에 그 결과

(������ )와 비교를 실시한다. 이 후 3가지 기후 시나리오(정상, 보통가뭄, 

극한가뭄)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를 통해 불확실성 가치를

파악한다. ‘연기’ 옵션과 ‘포기’ 옵션을 사용한 경우의 결과(���1)도 산정

하여 이 사업의 최적의 계획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가뭄 피해의 간접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고통비용’을 추가하여 과소 추정되는 가뭄피해액

의 가치를 보정하고(���2), 사업비, 가뭄피해액, 가뭄확률, 그리고 할인율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이 사업의 투자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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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물옵션분석 적용 절차

관측 유입량을 이용하여 유입량 자료 생성 및 저수량 산정

산정된 저수량 자료의 심각 단계 이하의 연도를 분류

가뭄피해액 산정 및 가뭄확률 계산

적용 사업 자료 수집

의사결정나무 구축

기존 도수로 사업 평가 자료(������)결과 비교(������)

기후 불확실성 반영 결과 분석(������)

민감도 분석

옵션을 반영한 결과 분석(���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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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가뭄확률 및 피해액 계산

K-water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령댐 관측

유입량 자료를 기반으로 시계열 모형인 ARMA(1,1)을 통해 500년 유입량

을 생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총 500년의 저

수량을 산정하였다. 저수량 산정 시 사용된 <식 6>은 아래와 같다.

���� = �� + �� + ��                (식 6)

여기서, �� : t 시점에서의 저수량, �� : t 동안의 유입량, ��:t 동안의 방류

량

방류량은 K-water의 보령댐 가뭄대응기준에 맞게 결정된다. 저수량이

관심단계까지는 실수요를 공급하게 되고, 주의단계부터는 유지용수, 경계

단계에서는 농업용수, 심각단계에서는 생∙공용수를 감량하여 공급한다. <

그림 14>는 가뭄대응기준에 맞게 산정한 490년 저수량의 심각단계 이하

로 내려간 연도를 확인한 그래프인데, 500년 중 10년은 reference 기간으로

제외하였다. 2015년에 실제로 보령댐은 총 135일동안 저수량이 심각단계

이하로 머물렀기 때문에, 연간 135일 이상 내려간 경우를 ‘극한가뭄’이라

정의하고, 135일 이하는 ‘보통가뭄’, 한번도 심각단계 이하로 내려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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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도는 ‘정상’으로 구분하였다. 총 490년동안 보통가뭄은 24년 발생하

였고 평균적으로 약 36일 심각단계 이하로 내려갔다. 극한 가뭄은 7번 발

생하였고, 평균 161일 심각단계 이하에 머물렀다.

심각단계 이하로 내려간 빈도를 통해 가뭄확률을 <식 7>과 같이 정

의하였다. 정상 상태인 경우(normal)의 확률은 0.94, 보통가뭄(Weak 

Drought; WD)은 0.05, 극한가뭄(Extreme Drought; ED)은 0.01으로 산정되었

다. 가뭄피해액은 다음의 <식 8>과 같이 산정하였다.

k

n
P

N
=

�� =
����(����)

���
= 0.937, 	�� =

��

���
= 0.049, 	�� =

�

���
= 0.014		(식 7)

여기서, k: k번째 시나리오(k=1: 정상, k=2: 보통가뭄, k=3: 극한가뭄), 

n: 심각단계 이하로 내려간 연도의 개수, N: 총 연도

��,� = ((�� − ��) × ��) × ��    (식 8)

여기서, ��: 실수요 공급량, �� : 심각단계 이하 시 공급량, ��: 용수 단가,

��: k 상태에서의 평균 심각단계 이하 일수, ��,�: k 상태에서의

가뭄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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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의사결정나무 구축

ROA에서 사용하는 옵션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는 적용 사업의 특성에 맞게 총 3가지 옵션을 사용하였다. 옵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편익은 <표 11>과 같다. 저수량이 심각단계 이하일 때

용수공급량은 정상단계일때에 비해 하루당 약 8.9만톤을 감량하여 공급하

게 된다. 하지만 도수로의 경우 하루당 약 11.5만톤을 보령댐으로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용수감량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 이를 가뭄

저감액으로 정의한다. 4.3.2절에서 제시한 <식 8>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식 9>와 같이 가뭄저감액을 산정한다.

��������,� = (�� × ��) × ��    (식 9)

여기서,

��������,�: 가뭄저감액

�� : 도수로 용수 공급량

공사비용은 사업 개요에 제시한대로 625억원으로 설정하였고, 운영비

용은 KDI (2016)보고서에 제시한 상시와 임시 운영비용을 반영하였다. 최

소운영비와 용수공급일수에 따른 운영비를 합친 총액을 운영비로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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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표 10 옵션별 편익 및 비용

옵션 투자와 운영 연기 포기

편익

첫 해 ∙

∙ ∙

첫 해 이후 가뭄저감액

비용

첫 해 공사비, 가뭄피해액

가뭄피해액 가뭄피해액

첫 해 이후 운영비, 가뭄피해액

첫 번째 옵션은 ‘투자와 운영(Invest & Operation; I&O)’이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첫 해에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비용이 발생하고, 시나

리오에 따라 가뭄피해액이 발생한다. 이 후 두번째 해부터 Case5와 같이

조건부 운영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가뭄저감편익이 발생한다. 또한 운영

에 따른 비용과 가뭄피해액이 발생한다. 두번째 옵션은 ‘연기(delay)’이다.

‘연기’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사업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

어가게 된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는 해당 시점에서 먼저 소개하였던

‘투자와 운영’ 옵션보다 ‘연기’옵션의 가치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연기’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는 편익은 발생하지 않고, 가뭄피해액이 발생한다.

마지막 옵션은 ‘포기(abort)’이다. ‘연기’옵션을 선택하다가 남은 분석 기간

동안 투자와 운영 옵션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투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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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옵션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의사결정나무는 <그림

15> 와 같다. 각 노드에 들어가는 값은 <부록 1>에 제시한 각 편익과 비

용이 불확실성의 확률과 곱하여 아래의 <식 10>과 같이 계산되어 삽입된

다. 분석 기간 동안의 각 노드들의 값이 계산되고 단계별로 가장 높은 가

치인 노드를 전진하며 선택해 나간다.

( ) ( )
( )

, ,

,
1

t x k t x k

t x t

B P C P
NPV

r

´ - ´
=

+
       (식 10)

여기서,

�: 옵션(x=1: 투자와 운영; x=2: 연기; x=3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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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실물옵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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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적용 결과

5.1 기존 보고서와의 비교

먼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물옵션분석모형이 타당한지 검토를 진행하여

오류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KDI (2016)의 분석 결과

(������ )는 기후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평균 유입량을 사

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

에 옵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의 ROA모형

(������)도 불확실성을 포함하지 않은 정상상태 하나로 고정하였고, 옵션

도 ‘투자와 운영’으로 제한하였다. 두 분석의 차이는 <그림 16>과 같이

약 0.55%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ROA 모형의 오

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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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불확실성의 가치 평가

이후 BCA_SNU 모형에서 옵션은 여전히 ‘투자와 운영’만 고려하고 기후

불확실성 요소인 가뭄 시나리오를 추가한 모형(������ )의 결과를 산정하

였다. <그림 16>의 3번째 그래프에서 제시 하였듯이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우 NPV값이 -964.10억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수로 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6.91% 과대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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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옵션 사용의 가치 평가

앞 절의 ������ 모형에 ‘연기’옵션과 ‘포기’옵션을 고려하여 결과를 확인

하였다. 의사결정나무의 가능한 모든 조합을 <표 12>에 제시하고, 해당연

도의 각 옵션에 따른 NPV값을 <표 13>에 제시하였다. 최적의 조합은 ‘포

기’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그림 16>의 네번째 막대그래프와 같이 가뭄을

그대로 떠안게 되지만 도수로 사업의 공사비와 운영비용이 들지 않는 경

우가 된다. ENPV값은 약 -21.82 억원이며, 옵션 프리미엄은 약 942.28 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서순석 등 (2009)은 가뭄이 발생하였을 때 용수 공급의 감량으로 인

한 물 부족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고 제시하였다. 간접 피해인 고통비용을 고려한 경우 아래 <식 11>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식 11)

여기서,

�� : 고통비용(16,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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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16>의 세번째와 다섯번째 막대그래프는 옵션을 하나만 고려

한 경우(������ )에서 가뭄피해액에 고통비용을 추가 유무에 따른 결과이

다. 세번째 막대그래프의 경우 고통비용을 추가하였지만 첫번째 막대그래

프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수로 사업이

가뭄으로 인한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기 때문에 고통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가치의 차이가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네번째와 여섯번째 막대

그래프의 경우는 옵션을 고려한 모형에 고통비용 추가 유무에 따른 비용

편익분석 결과이다. ‘포기’ 옵션의 경우 고통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그 가

치가 대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포기’옵션을 선택한 경

우인데, 도수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피

해를 받게 되고, 그 피해의 크기가 고통비용으로 인해 증가함에 따라 가

치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가뭄피해액의

간접적인 피해를 추가하더라도 포기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

으로 분석되었다. 옵션 프리미엄은 286.9억원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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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민감도 분석

도수로 사업의 타당성에 입력 자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5.4.1절에서는 4.3.2 절의 <식 8>에서 고

려하지 않았던 간접 피해 효과를 고려하여 도수로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보정하였고, 5.4.2 절에서는 입력변수들의 증가 혹은 감소를 통해 도수로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 시점에서 확보되는지 확인하였다.

현금흐름방법에 따르면 NPV가 0보다 작을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지만, 실물옵션분석에서는 다른 옵션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가치라고 판단되면, NPV가 0보다 작더라도 그 옵션을 선택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민감도 분석 또한 이러한 개

념으로 접근하였다.

입력 변수인 불확실성, 가뭄피해액, 사업비용, 그리고 할인율의 변동

이 도수로 사업의 타당성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기 위해 민

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변수 별로 5%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실

물옵션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시나리오 별 확률은 정상상태가 0.937, 보통가뭄이 0.049, 그

리고 극심한 가뭄이 0.014이었는데, 극한가뭄을 기존 산정한 확률에 5%

씩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상상태의 확률은 감소하게 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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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D의 확률이 기존에 비해 20.20% 증가하였

을 때 도수로 사업에 대한 ‘투자와 운영’ 옵션이 다른 옵션에 비해 가치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극한가뭄과

보통가뭄 모두)의 발생확률이 지금의 1.2배 가까이 증가한다면 도수로 사

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그림 17(b)>을 보면 가뭄피해액의 경우 기존에 비해 19.95%

증가하였을 때 도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사업비는 <그림 17(c)>와 같이 공사비용을 5%씩 감소한 결과, 약 27.10%

감소 되었을 때 도수로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사비용이 기존에 625억원이었지만 약 492억원이면 이 사업

의 투자가 타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17(d)>와 같이 할

인율은 모든 옵션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적 옵션이 바뀌는 지점

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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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공사비

(d)할인율

그림 17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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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추후 연구

6.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연구로 가뭄 대비 수

자원계획에 실물옵션방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를 극

복하고자 하였다. 도수로 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경제성평가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확실성

을 가정한 후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분석을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투자

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획에 있어서 사업

에 대한 투자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투자 시기에 따라 변동한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때문

에,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실물옵션방법

은 수자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의사

결정나무법은 기존의 실물옵션모형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불확실

성 요소와 옵션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옵션이 다양한 사업에 대

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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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업의 투자 시기와 가치를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보다 더욱 정확

하게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보령댐 도수로 사업

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자료를 실물옵션방법을 이용하여 재평가하였다. K-

Water의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 생성한 500년 보령댐 모의 유입량 시

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3개의 가뭄 시나리오(정상, 보통가뭄, 극한가뭄)를

생성하고, 각각의 확률 및 가뭄피해액을 산정하였다. 도수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투자하여 운영하거나, 투자를 연기 혹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옵션에서 사용하는 투자&운영, 연기, 그리고 포기 옵션을 구

성하였다. 사업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옵션 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별 NPV를 산출하였다.

연도별 옵션에 따른 NPV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를 구성하고 최

적의 대안을 결정하였다. 개발한 ROA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ROA 모형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KDI(2016)에서 분석한 도수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와의 비교

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KDI 분석모형(������)은 불확실성을 고려

하지 않고 평균 유입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비용편익분

석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연기, 포기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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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옵션들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오직 투자하고 운영하는 경우

만 고려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ROA 모형에서는 앞선 KDI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가뭄 시나리오를 정상상태 하나로 고정하

고 옵션도 투자와 운영만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두 분석의 차이가

약 0.55%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모형에는 오류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 옵션은 투자와 운영으로 고정하고 가뭄 시나리오를 3개로 확장한

경우(������ ) 불확실성 가치를 산정한 결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체 가치의 6.91%가 과대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 투자와 운영 외에 연기 및 포기 옵션을 추가하여 고려한 경우

(ROA1)는 결과적으로 포기 옵션을 선택하는 대안이 최적의 결정

으로 선택되었다. 이 경우 가뭄 피해를 받게 되지만, 과대한 공사

비용을 피하게 되어 ENPV가 -21.82억원, 옵션 프리미엄은 약

942.28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위 결과를 통해 기존의 비용편익분석

과 실물옵션분석 모두 도수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고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도수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가뭄으로 발생

하는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간접적인 피해를 고통비용으로 표현

하여 실물옵션분석을 진행하였다(ROA2). 투자와 운영을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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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고통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도수로가 가뭄으로 인한 공급량

의 부족을 해소하므로 가치의 차이가 작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

면, 연기 혹은 포기 옵션을 사용한 경우 고통비용이 추가됨으로써

옵션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

통비용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수로 사업을 포기하는 옵션

이 최적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뭄확률 혹은 가뭄피해액이 약 1.2배로 증가

하거나, 사업비가 490억원으로 절감 되었을 때 이 사업의 타당성

은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ROA 의사결정나무모형이 도수로 사업뿐

만 아니라 가뭄 대비 대체수자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물옵션분석방법이 이수 계획 분야에서 대안들을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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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후 연구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분석법에 관한 연구이

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입력 자료로 사용하는 수자원 공급량이

나 사업비 그리고 미래 인구 증감에 따른 수요량 등의 불확실성 또한 추

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도수로 사업의 경우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기술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기술의 개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와

함께 고려되는 새로운 대체수자원 사업인 해수담수화와 같은 경우, 기술

의 개발에 따라 사업비 등이 절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비용 측면

의 불확실성까지 고려된다면 보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물옵션평가방법의 적용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기

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수로 사업만을 고려하였으나, 이외에도 앞

서 언급한 해수담수화 사업 등 다양한 대체수자원 사업이 존재한다. 보다

다양한 사업들에 실물옵션평가방법을 적용하면 가뭄의 크기나 빈도에 따

른 적절한 수자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한 시계열 유입량의 경우 근래에 증가하는 극

심한 기후 현상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 향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GCM 등)를 이용한 가뭄확률 전망이 더 정확해질 경우에 본 사업에 대



79

한 타당성을 다시 평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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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evaluation of Economic Feasibility of Boryeong Dam 

Conduit Construction Project using Real Option Analysis 

By Ihm, Sun 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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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Kim, Young-Oh, Advisor

Climate change is a global concern. As a result, active research is underway in the 

water resources field. Traditional economic analysis assessed the value of only one 

alternative without considering climate change. However, more robust adaptive 

decision-making methods have been proposed recently, as traditional approaches 

may not prepare us for the future, where climate uncertainty is expected to be very 

high. One method is real option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real option analysis to conduit 

construction project that was carried out in order to solve the drought problem of 

eight cities near the Boryeong dam supply area in Chungcheongnam-do. Due to the 

drought in 2015, the area was subject to restricted supplying water for 135 days, and 

the storage due to drought was very low. In order to overcome the water shortage 

caused by the drought, the Boryeong dam conduit was constructed in October 2015, 

and it is now in operation. However, the national controversy over this projec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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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ongoing due to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issue of water right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re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this project by 

applying the real option analysis.

There are various kinds of real option analysis model. In this study, the decision 

tree method is applied. The options used are Invest and Operation, Delay, and Abort, 

and the uncertainty of climate change is divided into three scenarios (normal, weak 

drought and extreme drought). First, we compare the results of the real option 

analysis with the discount cash flow method, an existing economic appraisal 

method, to verify the model. The difference is about 0.55%, which confirms that 

there is no error in the model. Next, it is confirmed that the existing method is 

underestimated through the economic evaluation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the 

climate, and when the option is considered, it is confirmed that the conduit is not 

economically feasible at present. Lastly, the sensitivity analysis of the input data 

was carried out. It was found that if the probability of drought increases about 1.2 

times, the irrigation project can secure economic feasibility. 

This study introduced a real option analysis method that considers the uncertainty 

of climate change, which has not been previously, and reevaluated the economic 

value of conduit construction. This basic study applied robust adaptive decision 

theory, so we expect that the real option analysis will be applied to various projects 

and regions in the future.

Keywords: Drought, Decision making, Uncertainty, Water management, 

Real option analysis, Sensitivity analysis.

Student Number: 2016-2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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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도별 현금흐름에 따른 각 옵션의 가치(NPV)

단위:억원

Xt Invest delay(Abort) CO(=case5)

N 0.00 0.00 0.00

WD 0.00 0.00 13.37

ED 0.00 0.00 59.23

N 625.00 0.00 26.58

WD 638.37 13.37 44.30

ED 684.23 59.23 119.81

t/NPV -626.3 -1.3 -27.1

1 -593.6 -1.2 -25.7

2 -562.7 -1.1 -24.4

3 -533.3 -1.1 -23.1

4 -505.5 -1.0 -21.9

5 -479.2 -1.0 -20.8

6 -454.2 -0.9 -19.7

7 -430.5 -0.9 -18.7

8 -408.1 -0.8 -17.7

9 -386.8 -0.8 -16.8

10 -366.6 -0.7 -15.9

11 -347.5 -0.7 -15.1

12 -329.4 -0.7 -14.3

13 -312.2 -0.6 -13.5

14 -296.0 -0.6 -12.8

15 -280.5 -0.6 -12.2

16 -265.9 -0.5 -11.5

17 -252.0 -0.5 -10.9

18 -238.9 -0.5 -10.4

19 -226.4 -0.5 -9.8

20 -214.6 -0.4 -9.3

21 -203.4 -0.4 -8.8

22 -192.8 -0.4 -8.4

23 -182.8 -0.4 -7.9

24 -173.3 -0.3 -7.5

25 -164.2 -0.3 -7.1

26 -155.7 -0.3 -6.7

27 -147.5 -0.3 -6.4

28 -139.9 -0.3 -6.1

29 -132.6 -0.3 -5.7

30 -125.7 -0.3 -5.4

benefi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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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고통비용을 고려한 연도별 옵션에 따른 NPV

단위: 억원

Xt Invest delay(Abort) CO(=case5)

N 0.00 0.00 0.00

WD 0.00 0.00 526.20

ED 0.00 0.00 2331.10

N 625.00 0.00 26.58

WD 1151.20 526.20 557.13

ED 2956.10 2331.10 2391.68

t/NPV -674.6 -49.6 -27.1

1 -639.5 -47.0 -25.7

2 -606.1 -44.6 -24.4

3 -574.5 -42.3 -23.1

4 -544.6 -40.1 -21.9

5 -516.2 -38.0 -20.8

6 -489.3 -36.0 -19.7

7 -463.8 -34.1 -18.7

8 -439.6 -32.3 -17.7

9 -416.7 -30.6 -16.8

10 -394.9 -29.0 -15.9

11 -374.4 -27.5 -15.1

12 -354.8 -26.1 -14.3

13 -336.3 -24.7 -13.5

14 -318.8 -23.4 -12.8

15 -302.2 -22.2 -12.2

16 -286.4 -21.1 -11.5

17 -271.5 -20.0 -10.9

18 -257.3 -18.9 -10.4

19 -243.9 -17.9 -9.8

20 -231.2 -17.0 -9.3

21 -219.2 -16.1 -8.8

22 -207.7 -15.3 -8.4

23 -196.9 -14.5 -7.9

24 -186.6 -13.7 -7.5

25 -176.9 -13.0 -7.1

26 -167.7 -12.3 -6.7

27 -158.9 -11.7 -6.4

28 -150.7 -11.1 -6.1

29 -142.8 -10.5 -5.7

30 -135.4 -10.0 -5.4

Benefi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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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모형 검증을 위한 연도별 NPV

단위: 억원

Xt Invest delay CO(=Case5)

benefit N 0 0 1.49

Cost N 625 0 26.58

t 1 -177.7 0.0 -23.8

2 -561.5 0.0 -397.7

3 -532.3 0.0 -21.4

4 -504.5 0.0 -20.3

5 -478.2 0.0 -19.2

6 -453.3 0.0 -18.2

7 -429.6 0.0 -17.2

8 -407.2 0.0 -16.3

9 -386.0 0.0 -15.5

10 -365.9 0.0 -14.7

11 -346.8 0.0 -13.9

12 -328.7 0.0 -13.2

13 -311.6 0.0 -12.5

14 -295.4 0.0 -11.9

15 -280.0 0.0 -11.2

16 -265.4 0.0 -10.7

17 -251.5 0.0 -10.1

18 -238.4 0.0 -9.6

19 -226.0 0.0 -9.1

20 -214.2 0.0 -8.6

21 -203.0 0.0 -8.2

22 -192.5 0.0 -7.7

23 -182.4 0.0 -7.3

24 -172.9 0.0 -6.9

25 -163.9 0.0 -6.6

26 -155.4 0.0 -6.2

27 -147.3 0.0 -5.9

28 -139.6 0.0 -5.6

29 -132.3 0.0 -5.3

30 -125.4 0.0 -5.0

31 -118.9 0.0 -3.6

NPV



92

부록 4 가뭄확률을 50% 증가 시 의사결정나무 조합에 따른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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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가뭄피해액을 50% 증가 시 의사결정나무 조합에 따른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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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사업비 50% 감소 시 의사결정나무 조합에 따른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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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 best_path, all_pathways, average_bca, 
best_path_rev, best_path_rev_average_bc ] = 
dynamic_pathway( input )

%   µµ¼ö·Î °ø»ç real option analysis
%   real options:   1(Invest)
%                   2(Delay(Abort))
%                   3(Operation)
% sample command   - 'bc_matrix' is input matrix(net 
present values for 3
%                                                   options 
from beginning to end of a planning horizon)                        
to end of planning horizon)
% [ best_path, all_pathways, average_bca, 
best_path_rev, best_path_rev_average_bc ] = 
dynamic_pathway( bc_matrix );

% best_path: the best pathway from ver1
% all_pathways: all the possible pathways(from ver2)
% average_bca: averaged NPV of all the possible 
pathways(from ver2)
% best_path_rev: the best pathway from ver2
% best_path_rev_average_bc: averaged NPV of the best 
pathway(from ver2)
bc_matrix432=xlsread('170804-new_bc_matrix.xlsx')
input = bc_matrix432;
bc_table = input;

%% Best Pathway generation _ ver1
% estimate the legnth of the planning horizon
l = length(bc_table(1,:));

% create a best_path vector
best_path = zeros(2,l);

% determine the best option for the first year
% among Inverst(1)and Delay(2)
% 1 or 2 which value is the maximum(larger)
[best_path(2,1), best_path(1,1)] = 
max(bc_table(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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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_path generation
for i = 2:l
    if best_path(1,i-1)== 1                % if the 
previous option is Invest
        [best_path(2,i), best_path(1,i)] = 
max(bc_table(3,i));
    else if best_path(1,i-1)== 2           % if the 
previous option is Delay(Abort)
            [best_path(2,i), best_path(1,i)] = 
max(bc_table(1:2,i));
        else if best_path(1,i-1)== 3       % if the 
previous option is Operation
                [best_path(2,i), best_path(1,i)] = 
max(bc_table(3,i));

        end
    end
end

%% Best_Pathway generation _ ver2    from all the 
possible pathways
% All possible pathways generation
all_path = zeros(2,l);              % pathway matrix
all_bc = zeros(2,l);                % benefit-cost matrix

% first year options
all_path(1,1)= 1;
all_bc(1,1)= bc_table(1,1);
all_path(2,1)= 2;
all_bc(2,1)= bc_table(2,1);
k = length(all_path(:,1));

% All possible pathways generation
for i = 2:l
    %if all_path(:,i-1)==1   % if the previous option 
is Invest
        temp_path1 = all_path(all_path(:,i-1)==1,:);
        temp_bc1 = all_bc(all_path(:,i-1)==1,:);
        l_1 = length(temp_path1(:,1));
        all_path(k+1:k+l_1,1:i-1)= 
temp_path1(1:l_1,1:i-1);
        all_path(k+1:k+l_1,i)= 3;  % Operation
        all_bc(k+1:k+l_1,1:i-1)= temp_bc1(1:l_1,1: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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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_bc(k+1:k+l_1,i)= bc_table(3,i);
        all_path(k+l_1+1:k+l_1*2,1:i-1)= 
temp_path1(1:l_1,1:i-1);
        k = length(all_path(:,1));
        temp_path1 = [];
        temp_bc1 = [];
    %if all_path(:,i-1)==2   % if the previous option 
is Delay
        temp_path2 = all_path(all_path(:,i-1)==2,:);
        temp_bc2 = all_bc(all_path(:,i-1)==2,:);
        l_1 = length(temp_path2(:,1));
        all_path(k+1:k+l_1,1:i-1)= 
temp_path2(1:l_1,1:i-1);
        all_path(k+1:k+l_1,i)= 1;  % Invest
        all_bc(k+1:k+l_1,1:i-1)= temp_bc2(1:l_1,1:i-1);
        all_bc(k+1:k+l_1,i)= bc_table(1,i);
        all_path(k+l_1+1:k+l_1*2,1:i-1)= 
temp_path2(1:l_1,1:i-1);
        all_path(k+l_1+1:k+l_1*2,i)= 2;    % delay
        all_bc(k+l_1+1:k+l_1*2,1:i-1)= 
temp_bc2(1:l_1,1:i-1);
        all_bc(k+l_1+1:k+l_1*2,i)= bc_table(2,i);
        k = length(all_path(:,1));
        temp_path2 = [];
        temp_bc2 = [];
    %end
    %if all_path(:,i-1)==3  % if the previous option is 
Operation
        temp_path3 = all_path(all_path(:,i-1)==3,:);
        temp_bc3 = all_bc(all_path(:,i-1)==3,:);
        l_1 = length(temp_path3(:,1));
        all_path(k+1:k+l_1,1:i-1)= 
temp_path3(1:l_1,1:i-1);
        all_path(k+1:k+l_1,i)= 3;  % only Operation
        all_bc(k+1:k+l_1,1:i-1)= temp_bc3(1:l_1,1:i-1);
        all_bc(k+1:k+l_1,i)= bc_table(3,i);
        k = length(all_path(:,1));
        temp_path3 = [];
        temp_bc3 = [];
end

% select all the possible pathways!(497 pathways in 
this case)
all_pathways = all_path(all_path(:,l)~=0,:);      % 



99

remove all the scenarios BUT those end the last year
all_bca = all_bc(all_bc(:,l)~=0,:);

m = length(all_bca(:,1));   % the number of all the 
possible scenarios

for i=1:m
    Sum_bca(i,1)= sum(all_bca(i,:));      %Sum net 
present value  
end

[best_path_rev_average_bc, best_path_index] = 
max(Sum_bca(:,1));      % Select the BEST scenario!

best_path_rev(1,:)= 
all_pathways(best_path_index,:);   % the Best Pathways
best_path_rev(2,:)= 
all_bca(best_path_index,:);        % the Best B-C 
pathways
        
end

부록 7 실물옵션분석 의사결정나무 모형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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