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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건축물은 문화유산으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고

유한 자원이며, 지역 고유의 이미지와 도시마다의 다양성을 형성하는 역

할을 한다. 그러나 역사적·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개발

에 의해 철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공로 일대의 대관정 터와 빌딩 건축물 7개

동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평가하

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하였

다. 단일경계모형으로 설문을 설계하였으며 설문결과는 로짓모형을 이용

하여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소공로 일대 근대건축물 보존으로 발생

하는 가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향후 5년간 매년

15,656.67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편익은 2530.2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근대건축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는 유산가치와 고유가치로 나타나 자산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고려하지

못한 사회적·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근대건축물의 다양한 가치를 재

조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추정된 편

익은 한정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정책 및 향후 도시계획에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근대건축물, 문화유산, 보존, 조건부가치추정법(CVM),

비시장가치, 지불용의액(WTP)

학 번 : 2015-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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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 속 역사자원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을 재조명하고, 보존 및 활용하려는 시도가 조금씩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근대건축물은 지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

된 고유한 자원이며, 지역 특유의 이미지와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활용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또한 근대건축물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된다면 후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역의 오래된 중심시가지에 많이 분

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낙후된 중심시가지의 쇠퇴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래된 건축물이 도시개발의 방해요소로 여겨지면서 기성시가

지를 구성하던 역사적·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철거되고

있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에서 개발에 따른 사익과 근대건축물의

보존에 따른 공익은 상호 대립되는 개념처럼 인식되고 있다. 또한 근대

건축물은 문화유산으로서 인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적 관리 및 지

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국의 많은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

은 근대건축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근대건축물은 한번 파괴되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

서 규모나 성격,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훼손 또는 소실되지

않도록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남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계에서 보존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

대건축물이 지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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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또한 그 가치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

해 추상적 인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대건축물 보존으로 발생하는 편

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역사적·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

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먼저 건축문화유산의 자산가치, 법적 가치에서 나아가 시민의 참여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개념을 통해 건축유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존의

자산가치 중심의 평가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

다.

또한, 근대건축물과 같은 문화유산은 비시장재이자 공공재로서 기존

의 시장경제의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건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추상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

치추정방법 이용해 가치를 경제적으로 추정하여 근대건축물 보존으로 발

생하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건축물 보존 계획 결정 시 각 대안들의 가치를 평가하

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계획을 구상하는데 활용하고, 집중적 관리·보

존이 필요한 근대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다양성을 형성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일대 근대건축물인

대관정 터와 7개의 빌딩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근대건축물 중 역사문화

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닌 대상을 선정하여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를 평

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대상의 선정기준은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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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판단되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건조물의 건립연대, 설계자, 규모, 구조양식, 내부, 특징,

관리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한 210개의 근대 건축자산

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둘째, 건축물의 역사문화적

자원으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가 미흡하고, 개발로

인한 갈등이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대상지인 소공로 일대의 근대 건축

물들은 현재 개발계획으로 인해 건축물을 보존할 것인지, 보존한다면 어

떻게 할 것인지 범위와 규모,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행정구역상 도심부에 위치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근대건축물

중 도심과의 입지, 규모, 개발 및 보존계획 등의 분석을 통해 소공로 일

대의 대관정 터와 7개의 빌딩건축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근대건축물 보

존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기존 보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의 한계를

살펴 본 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연구대상

인 소공로 일대의 근대건축물이 지닌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고,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는 연구를 진

행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이루어진다. 문헌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근대건축물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대한 검토이다. 그리고 기

존 근대건축물 보존 제도 및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본 연구를 통한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 추정이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근대건축물 가치평가의 필요성과 가치 추정을 위한 연구방

법인 비시장재 가치추정방법론들을 비교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

을 도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유산 중에서 건축물을 대상으

로 가치를 추정한 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근대건축물의 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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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건축물

의 가치 유형을 어떻게 설정하고, 연구의 설계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고찰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대상인 대관정 터와 7개 빌딩건축물의 특

성과 현황 분석이다. 관련 문헌 및 신문기사와 개발계획내용 분석, 답사

를 통해 대상지 건축물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추정할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치추

정방법론을 적용하여 설문을 설계하고, 가치추정모형을 적용하여 설문조

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를 추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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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대건축물 보존 가치추정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고찰

1. 근대건축물 보존

1) 근대건축물 보존의 필요성

(1) 근대건축물 정의

역사적으로 근대시기에 대한 기준은 정치·경제·문화·철학·역사·건축

등 각 영역에서 어떻게 근대성을 정의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적

경계를 지니게 된다. 한국의 경우 분야마다 학자들마다 시각이 다르지만

고종원년인 1863년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화되면서 고종원

년문터 1960년대까지를 기점으로 보고 이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을 근

대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시기를 명확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문화

재청의 근대문화유산 자료 및 목록화사업보고서나 지자체의 근대문화유

산 목록화에 따른 조사에서는 이 시기에 형성된 건축물들을 근대건축물

로 조사하고 있다.

유형으로 분류해보면 한국에서 나타나는 근대건축물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이다.1) 첫째는 서양 고전주의적 건축양식으로 서울시청, 덕수궁 석

조전, 한국은행 본관과 같은 절충주의 양식 또는 일제 강점기에 외국 건

축가나 신진 한국건축가들이 지은 건축물들이 있다. 둘째는 전통 건축양

식을 근대적 대량생산과 도시필지구조에 적응시킨 형태로서 북촌에 있는

1930년대 지어진 전통한옥이 그 예이다. 셋째는 서양 모더니즘 건축양식

으로 르코르뷔지에, 미스 반데어로에와 같은 건축가의 모더니즘 양식이

도입된 유형이다. 사례로는 현대미술관 서울관(구 국군기무사), 서울시의

회(구 경성부민관), 삼일빌딩이 있다.

1) 권영상 심경미,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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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인 대관정 터와 빌딩 건축물 7개 동은 위의 기준에 의해 근

대건축물로 정의될 수 있다. 대관정 터의 경우 본 건축물은 서양식 건축

물로서 한국 근대건축물의 유형 중 서양 고전주의적 건축양식을 보이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빌딩건축물 7개 동은 위의 분류 중 서양 모더

니즘 건축양식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상지의 빌딩건축물들은 1930

년대와 1960년대에 지어진 서양식 모더니즘 양식을 도입한 빌딩 건축물

로서 초기 한국형 모더니즘 빌딩 형태를 보여주는 근대건축물이다. 빌딩

건축물 7개 동 중에서 한일빌딩, 다가빌딩, 부원빌딩, 삼보빌딩, 한우빌딩

은 서울시에서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근대 건축자산을 목록된 건

축물로서 근대건축물로 분류된다. 경기빌딩과 칠성빌딩은 목록화되지 않

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 근대건축물 유형을

보인다.

(2) 건축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경향

문화유산 보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헌장인 ‘기념물 및 유적의 보전과

수복에 관한 국제 헌장’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1964) 이후 유네스코(UNESCO)는

역사성이 지닌 의미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1972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의 국내적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자연 및 과거 세대가 남긴 문명과 접촉할 수 있는 환

경을 유지하는 것이 인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밝혔

다. 또한 1976년에서 채택된 ‘역사지구 보존 및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Contemporary

Role of Historic Areas)’에서는 역사지구 보존과 현대사회 생활의 융합

이 문화, 종교, 사회적인 활동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후세에 남기는 확실한 방법임을 밝히고, 도시계획 및 국토개발에 있어

기본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즉,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환경요소 중에서 역사환경의 보존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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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도시를 보다

의미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요소이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

어난 배경이자 도시생활의 오랜 축적 속에서 시민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는 점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역사적 환경을 보전․계승해

가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위주의 ‘점적인

보존’에서 역사적 가치는 높지 않더라도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인 자연지

형, 역사성이 있는 도로망, 도시성곽, 옥외 공공공간과 여러 건축물들이

조화하여 형성하는 역사적 환경을 보전하려는 ‘면적인 보존’의 추세를 따

르고 있다.2) 이는 사람과 건축물, 도시가 공존해온 시간과 공간적 맥락

전체를 보전하려는 노력으로 보존 방향이 확대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1987년 ICOMOS총회에서는 역사 도시 및 도시 지역 보존에 관한 ‘워싱

턴 헌장(Washington Charter: Charter on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Towns and Urban Areas)’을 채택하여 개발에 의해 도시의 문화자원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도시·사회·개인과 공동체 등 전 방위적 가치를 고려

하여 보존의 의미를 이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의 경우 단일 건축물 보다 도시나 마을 단위의 면적인 차원에

서 등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국내 근대건축물 보호

한국에서는 19세기말에 서구의 근대적 보존개념을 도입한 일본에 의

하여 일제강점기에 보존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전통건축

물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복원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보존해 대한 논의

가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근대 역사문화유산의 보전문제는 1976-1980년에 있었던 독

립문 이전 문제와 1995년의 구 총독부청사의 해체로 본격화되기 시작하

였다. 이를 계기로 보존에 대한 논의가 복원의 차원에서 나아가 건축물

2) 윤인석 외1인, 역사환경지구보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0(2), 2000.10, p.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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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이나 멸실과 관련된 문제로 확장되었다.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해외 근대건축물 보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2000년대부터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공간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

어 졌고,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건축적 가치·역사적 가치·인물사적

가치 등 무형의 가치가 부각되고,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이 확장되어 근

대건축물도 역사문화자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후, 근대기 문화유산들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 없이 멸실·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3월 등록문

화재 제도가 제정되고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정문화재 제도만으로 보존하기에 불충분한 근대 역사문화유산의

보호방법이 다양화되었다. 특히 2005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

재 등록의 대상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근대기의 전통적 의장, 기술, 공법

등을 계승한 건축물과 함께 건조물, 기념물, 미술, 역사자료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공원, 도시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존에 보호받지 못한 다양

한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문화재보호법과 등록문화재제도

근대건축물 가운데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

존되고 있다. 문화재법에 따른 가치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

문화재로 등록된다. 지정문화재에서 국가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국보,

보물, 사적으로 지정되고, 지역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시도지정 유형문

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로 지정된다.

문화재보호법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건축물에 대해 등록문화재

의 관리(동법 제 48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제49조(신고사유), 제 50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내용과 해당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제51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조

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에 바탕을 두고 신고

위주의 지도·조언·권고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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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구분은 문화재의 위계차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 정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등록

문화재는 기존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선정과 보호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특히 문화재 보호와 적

절한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문화재 외관의 1/4이

상 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경우 허가

가 아니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1>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구분

구분 관련법 지정등록권자 문화재 종류

지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장 국보, 보물, 사적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 도지사
유형문화재, 기념

물, 민속자료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2) 관련 제도 및 정책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관련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개발

권이전제도(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

하여 당해 지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개발이 필요

한 다른 지역에서 행사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

한다.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관념 하에서 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 내재하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공적 규제

가 점차 강화되고 토지소유권의 기능분화 및 개발권 개념의 필요성이 대

두되면서 서구에서는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



- 10 -

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고자 시도하였다. 영국이 가장 먼저 개발권을

분리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에서는 1975년 소유권에서

건축권을 분리하여 공유화하였다. 미국에서는 개발권에 유통성을 인정하

여 개발권이전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1965년 역사적 건조

물보전법(Landmark Preservat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역사적·미

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에 지구지정에 법적 근거가 된다3).

이 제도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유권의 분리에 대한 법적 논란으

로 인해 실질적인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되는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3) 근대건축물 보존의 한계와 시사점 고찰

근대건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등록문화재제도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도입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건축물의 철거나 훼손을 막기에는 다

양한 어려움이 있다. 다음에서는 근대건축물 보존의 한계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근대건축물 보존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

식의 한계이다. 여기에는 근대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식이 낮다는

한계, 근대건축물의 보존이 개발과 충돌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한계

등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근대건축물이 지니는 부동산의 성격으로 인

해 건축물의 보존이 자칫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한계이다. 세

번째는 근대건축물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한계로서 법적인 보호와

소유주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제도적 한계, 보존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 최형석, “개발권양도제도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제14

집(1999), 수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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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의 한계

근대건축물은 오랜 역사성을 지닌 고건축에 비해 형성된 기간이 짧아

문화유산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약하다4). 따라서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갈등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에 근

대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일반시민의 공감대

를 형성하기 어려워 국가 예산을 통한 정부 차원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

으며, 근대건축물 소유주를 설득하고, 문화재 보호에 참여하게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근대건축물은 대상이 지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 판단이 정립되지 못

했다. 개화기부터 해방 전후의 근대사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시

기이지만 일제강점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세강점기라는 부정적인식과

국난극복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관련된 근대건축물에 대

한 가치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며, 정치적 판단에 의해 보존여부가 결정되

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존범위, 등록대상을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근대건축물에 대

한 개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등록, 보존, 보호해

야 할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근대건축물 보존으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인식이 낮다. 근대건축물

을 보존한 해외의 사례가 증가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근대건축물

보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사적·사회적 가치,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점차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근대건축물 보존으로

발생하는 사회 전체적 편익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한 이익

에 비해서는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안창모(2007), 근대문화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모색, 「근대문화재 문화

공간 활용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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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재산 특성으로 인한 한계

근대건축물은 부동산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입지, 물리적 여건에

따라 평가되는 자산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문화재로 등록

되지 않은 근대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근대건축물이 지닌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평가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근

대건축물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근

대사의 중심지인 구도심에 많은 근대건축물이 남아있다. 그런데 구도심

은 기능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활발한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

지이다. 즉 개발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오래된 건축물들은 가

장 먼저 개발대상이 되어 훼손 및 멸실될 가능성이 높다.

(3) 제도의 한계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도시 및 건축 관련 제도에서는 문화재 위주의

기념비적․엘리트적 보존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근대건축물에 대

한 제도적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하며 개발논리에 의해 철거․멸실되는 지

역의 다양한 건축물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

르면 전국 약 5천여 건의 근대건축물 중 400여건만이 등록문화재로 관

리5)되고 있어 대부분 제도적 보호 및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능이 약화된 산업시설(공장, 창고, 양조장),

교통토목 자원(철도, 탄광), 행정시설 등 다양한 지역의 근대건축유산에

대한 기초통계 및 DB화가 미흡하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관리되고 있

지 않으며, 이를 위한 보존 및 활용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6).

근대건축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학계 및 전문가 등 개인과 단체7)의

5) 문화재청(2007),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문화재청

6)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해당 관청의 전문 인

력은 물론 민간 전문가의 숫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7) 건축과 도시를 대상으로 건물과 자료를 보존하고자 결정된 국제적인 조직 인 도

코모모(DOCOMOMO,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는 20세기의 중요한 건축운동에 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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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활동과 소유주 또는 개발사업 시행주체, 공공기관에 이르기 까지

다향한 집단의 갈등이 복잡화되고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보존의 한계를 통해 살펴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근대건축물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낮다. 본 연구

를 통해서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

석하여 얼마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추정되는 지불용의액이 객관적인 지표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여져 온 가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근대건축물의 가치추정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자

산가치 중심의 평가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가치를 조명할 수 있다.

근대건축물의 보존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개발 및 계획이므로 다양한

보존 및 활용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

익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며, 근대건축물 보존이 대상지의 자산가치도 늘

리고 사회적인 가치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모든 역사문화유산을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기에 창출하는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함으로서 집중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한 근대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집

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자원의 보존계획 결정 시

각 대안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계획을 구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지자체 등에 필요한

적절한 보상규모 산정과 예산지원액의 도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어 논쟁

을 최소화하는 보존과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50여 회원국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내셔널 트러스트와 같은 다양한

국제·국내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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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추정 필요성

1)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추정 필요성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보존과 개발의 갈등

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2000년대에 들어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유

산과 관련한 복원계획의 수립이나 정책의 결정에 비시장재의 가치평가방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났다.

특정 문화유산을 복원하고자 하는 계획의 경우, 이들 각각의 복원계

획이 아직 수행되지 않았고, 기존의 시장경제 안에서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역사문화

유산을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창출하는 가치가 화폐단위로 평가함으로서 집중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

한 역사경관자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지자체 등에 필요한 적절한

보상규모 산정과 예산지원액의 도출이 가능해질 수 또한 역사문화유산자

원의 복원계획 결정 시 각 대안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

하는 계획을 구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논쟁을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보존과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 개념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역사

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

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의 비사용가치

중에서 보존가치만을 강조한 개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문화유

산을 정의하는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중

점을 둔 건축자산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개념

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재화 또는 공공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

치개념과 동일하게 문화유산의 총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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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

사용가치는 근대 건축자산이 보존되어 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발생

하는 가치와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한다. 근대 건축자산의 보존을 통해

발생하는 건축물의 유지, 역사경관 조성, 보행환경 개선, 쾌적성 등이 직

접사용가치의 예이다. 근대 건축물의 보존 및 전시관 조성 등으로 발생

하는 환경의 개선은 간접사용가치로 볼 수 있다.

비사용가치는 근대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가치

를 말한다. 비사용가치는 선택가치, 대리가치, 이타가치, 유산가치, 존재

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 선택가치는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장

래 특성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대리가치는 본

인이 이용하지 않지만 가족, 친지, 동료가 이용할 것에 대한 가치이다.

유산가치는 후속 세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가치이

고, 존재가치는 대상 자체가 현존함으로서 발생하는 가치이다(한국개발

연구원, 2008).

3)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 평가

근대건축물은 문화유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경

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이자 공공재로서 계량화되기 어려

운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문화유산 각각의 특성

과 도시공간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치가 다양하며, 보존의 방법과 활

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근대

건축자산의 보존에 따른 가치 추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사용가치와 다

양한 비사용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비시장재의 가치평가방법을 이용하고

자 한다.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대체시장 접근법

(surrogate market approaches), 가상시장 접근법(hypothetical market

approaches), 편익이전법(benefit transfer methods)으로 구분된다.

대체시장 접근법은 평가대상인 비시장재와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시

장재의 가격 또는 현시선호(RP, Revealed Preference) 자료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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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재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비시장재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되는 여행비용으로 해당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행비용

접근법(TCM),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분석대상

인 비시장재의 가치가 내재된 것으로 설정하고, 시장재 가격과 비시장재

가치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추정하여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헤도닉

가격접근법(HPM), 비시장재의 피해비용 또는 비시장재의 피해를 회피하

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치로 평가하는 피해비용 회피법, 비시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가치로 평가

하는 대체비용 접근법(SCM)이 있다.

가상시장 접근법은 시장 또는 대체시장을 찾기 어려운 비시장재에 적

용되는 방법이다. 비시장재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고,

비시장재에 대한 진술 선호(SP, Stated Preference)를 조사 및 분석하여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한다. 진술선호를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론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과 컨조인트분

석법(Conjoint analyses), 선택모형법(Choice modelling)이 있다.

조건부 가치추정법은 개방형 질문법, 양분선택형질문법, 경매법, 지불

카드법 등을 이용하여 비시장재의 지불의사액을 직접 묻는 방식이다. 모

든 대상에 적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비사용 가치를 직접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힉스 후생(Hicksian welfare)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컨조인트 분석법은 다양한 속성들과 지불의사액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가상대안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상충

관계인 속성들의 수준변화에 따른 지불의사액 추정에 유효하고, 지불의

사액을 직접 화폐가치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인지피로 문제에서 자유롭

다(Chang, 2010a; Chang et al., 2012). 하지만 상충관계인 속성들의 변화

와 이에 대한 선호를 묻는 다수의 질문이 요구되고, 가치추정 대상의 속

성을 정의할 수 없거나 애매모호할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한국개발연

구원, 2008; 298-300).

편익이전법은 시장, 대체시장, 또는 가상시장 접근법으로 도출된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치이전법과 함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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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안소은·노백호, 2007; 5-10). 가치이전법은 기존

연구와 비시장재의 특성이나 이용자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평

가대상과 가장 유사한 비시장재 가치를 평가한 기존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여러 연구결과의 평균 등 대푯값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함수

이전법은 기존 연구에서 추정한 비시장재의 가치 함수를 적용하거나, 기

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표 2-2> 비시장재 가치추정 방법론 분류

구분 종류 분석자료

대체시장

접근법

여행비용 접근법(Travel cost methods)

헤도닉 가격접근법(Hedonic price methods)

피해비용 접근법(Damage cost avoided methods)

대체비용 접근법(Substitute cost methods)

교체비용 접근법(Replacement cost methods)

대 체 시 장

가격 또는

현 시 선 호

자료

가상시장

접근법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es)

선택모형법(Choice modelling)

진 술 선 호

자료

편익이전법
가치이전법: 점추정치 이전법, 대표값 이전법

함수이전법: 가치함수 이전법, 메타회귀분석

기본 연구

결과

대체시장접근법의 경우 수요모형 추정을 위한 가격 및 수요변수의 대

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여행비용, 방문횟수, 부동산시세, 입장료 등

과 같은 현시자료(revealed data)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진술과

정에서의 발생 가능한 오류들은 회피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일어난 사건

이 반영된 자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가치나 일어나지 않

은 상황 하에서의 특정 재화에 대한 가치추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HPM

을 이용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대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가지고 있고 직접 거래가 되는 주택가격과 같은 대리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환경재의 경우처럼 우수한 환경지역의 주택

가격에 비해 크다는 HPM의 기본가정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은

보통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어렵고,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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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주택이나 토지는 보존지역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HPM을 문화유산에 그대로 적용하기

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CVM의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나 재화에 대한 잠재가치

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크고 적용 가능한 재화가 다양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hamp⋅Boyle & Brown, 2003). 또한 타 방법은

응답자들의 해당재화(자원)에 대한 사용가치만을 추정 가능한 반면,

CVM은 비사용가치 또한 추정 가능하다는 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따

른 가치를 추정하기에 우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문화유산인 근대건축물의 보존에 따른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조

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다.

3. 조건부가치추정법(CVM)

1) 조건부가치추정법(CVM) 개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의 가치를 추

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설적으로 가상시장

(Hypothetical market)을 만들고 특정 공공재를 소비할 경우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WTP: willingness-to-pay)이나 혐오재에 대한 보상가격

(WTA: willingness-to-accept)에 대한 지불용의를 물어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한다.

CVM의 발전과정을 보면, 설문조사에서 가상시장을 설정하여 시장가

격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의 잠재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

다는 생각이 그 시작이다. Hanemann과 같은 환경경제학자들이 후생경

제학의 틀에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해 나가면서 학문적으로 발전시켰으

며, 설문 디자인과 계량분석모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

터 미국에서는 수자원 관련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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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여러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적용되었다.

특히, 원유 수송선 Exxon Valdez호가 1989년 3월에 미국 알라스카

해안에 좌초하면서 발생한 원유로 뒤덮인 바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액의 산정에 대한 문제는 CVM의 발전 계기가 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보상액의 산정에 CVM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알라스카 주민들이

바다에 부여하는 사용가치 외에도 존재가치나 유산가치 등을 포함하는

비사용가치를 피해액에 포함시키는가의 여부였다. 미국 국립해양ㆍ대기

관리국(NOAA)은 노벨경제학자들을 포함한 Blue Ribbon Panel을 구성

하여 CVM의 타당성과 CVM 사용 시 주의하여야 할 점 등이 전면 재검

토하였으며 존재가치까지도 포함하여 환경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CVM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CVM

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NOAA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다(Arrow et al., 1993).

이후 CVM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진술에 의한 선호추정방법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와 방법들이 제안되었으

며 현재는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각종 정부사업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World Bank,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공식

적인 가치추정방법으로 CVM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사업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CVM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는 NOOAA의 가이드라인과 연구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마련하여 CVM의 연구방법과 실행지침을 제시하고 있

다. 학계에서도 환경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며 지속적인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2) 추정하는 경제적 가치의 의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얻

는 만족감(wellbeing)의 정도로 선호(preferences)와 선택(choices)에 기

초한다. 이는 시장재나 비시장재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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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제시된

시장가격과 본인이 지불용의액(지불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Willingness

To Pay: WTP)을 비교하여 지불의사액이 가격을 초과하거나 같을 때에

만 구입한다. 다시 말하면 재화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시장가격(시장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소비자 잉여(가격 이상의 초과분, consumer

surplus)으로 구성된다. 바로 화폐 단위로 표시된 최대 지불의사가 그 재

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경제적 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비시장재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개인들의 선호

도를 찾아내는 것이며, 이는 관련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상

황에서 신뢰할 만한 수요곡선을 찾아내어서 소비자 잉여와 지불용의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잉여 추정의 기초가 되는 보통수요함수

(ordinary demand function)는 개인들의 효용 수준이나 만족도를 일정하

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되어 개인들의 정확한(exact) 후생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

었다. 힉스(Hicks)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효용 수준을 일정하

게 유지시키는 보상수요곡선(compensated demand curve)에 근거한 보

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와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라는 새로운 후생개념을 제시하였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득이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의 경우, 보상 변화(CV)는 사업시행 이전의 효용수준

을 기준으로 개선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들의 지불용의액이고, 동

등변화(EV)는 이득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Willingness To Accept: WTA)을 의미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316).

본 연구를 통해서 추정하게 되는 화폐 단위로 표현되는 지불용의액은

근대건축물 보존에 대해 소비자들의 부여하는 선호도이자 만족감

(wellbeing)의 정도이며, 이는 사회에서 평가하는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

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1 -

3) 경제적 가치 추정 모형

조건부가치추정법에서는 설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지불용의액을 추

정한다. 지불용의액은 재화 X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화폐의 가치(□

OP1bX1)와 소비자 잉여(△abP1)의 합이다(서울연구원, 2003). 공공재 소

비가 X0에서 X1으로 증가하면 사적 소비는 BC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 양이 공공재의 증가에 대한 힉스의 보상변이자 공공재에 대한 지불용

의액이다(서울연구원, 2003).

설문에서 제시된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통해 공공재에 대한 지불용

의액의 값을 구하기 위해 로짓 모형, 프로빗 모형 등이 사용된다. 본 연

구에서는 단일경계양분선택형으로 제시한 지불금액에 대한 분석에 로짓

모형을 이용한다8).

U=v(j,Y;s)+εj, j=0,1 ---(1)

U=효용함수, v=간접효용함수, Y=소득수준

j=1; 임의의 A원을 지불하는 경우

j=0; 임의의 A원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s=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εj=평균이 0인 random variable

A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간접효용함수는 v(1,Y-A;s)이며, 지불하지 않

는 경우는 v(0,Y;s)가 된다. 피설문자가 금액A원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밝힌다면 그의 효용 v1은 식2에서 보듯이 v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v1(1,Y-A;s)+ε1 ≥ v0(0,Y;s)+ε0 ---(2)

이 때 피설문자의 응답은 확률변수(random variable)의 확률분포로

설명할 수 있다. 주어진 금액 A원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확률(P1)은

식3과 같이 표현된다.

8) 이영성 외 3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디지털화의 편익추정”한국지역학회, 제

32권 제2호, 2016.09, p.3-11.의 단일경계 로짓분석모형의 추정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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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Pr{WTP}=Pr{v(1,Y-A;s)+ε1 ≥ v(0,Y;s)+ε0} ---(3)

피설문자가 A원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한다면, 힉스의 보상변이는 A원

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때의 효용의 변화분 (△v)은 식4로 추정할

수 있다.

△v=v(1,Y-A;s)-v(0,Y;s)+(ε1-ε0)=v(1,Y-A;s)-v(0,Y;s) ---(4)

여기서 △v를 지불의사금액의 로그함수로 간단히 표시하면 식5와 같

다. Hanemann(1981)에 따르면 사람들이 지불용의액을 밝힐 확률은 식6

과 같다(이충기, 2003).

△v=α+βlnA+γlnY --- (5)

P1=Fη(Δv)=


=lnln


---(6)

(Fη=standard logistic variate 의 누적밀도함수)

위의 로짓모델은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방식으로 추정되며,

보상변이(CV)에 해당하는 순경제적 편익은 식7로 추정한다.

CV=


∞

 ---(7)

피설문자들의 지불용의액의 전체 평균은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

원에 대하여 식8로 계산할 수 있다(이충기, 2003)(Johansson, et. al.,

1989).

WTP overall mean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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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비시장재의 가치평가방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은 환경의 질

개선효과, 자연경관, 휴양지, 농경지, 산림 등에 대한 가치 추정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CVM과 관련된 기존연구로는 환경재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과 관

련한 연구는 9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다음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 추정에 있어

서 CVM의 적용 시 대상의 가치 추정요소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과 CVM의 설계에 있어서 지불유도방법, 지불수단의 선정 등에 대한

유의미한 고찰점을 찾고자 한다.

김학용 ·박효표(2006)는 CVM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경

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지불유도방법으로는 단일경계양분선택형, 지불

수단으로는 보존용 기금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가구당 지불의사액은

사용가치에 대해서는 4,400원, 비사용가치에 대해서는 38,420원의 결과가

나왔다. 이를 사용가치는 수원화성의 2001년의 방문객 수인 1,835,402명

을 비사용가치는 수원시의 세대수 341,171 가구를 곱하여 추정한 결과

사용가치에 대한 연간 편익은 80.75억원, 비사용가치에 대한 연간 편익은

131.07억원으로 수원화성에 대한 경제적 총편익은 약 211억원으로 나타

났다. 지불의사액의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시금액의 부의 효과와 소

득의 정의 효과, 방문경험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상현(2007)은 안동하회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CVM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였다. 지불유도방법으로는 이중양분선택형, 지불수단으로는 보존용

입장료를 이용하였다. 하회마을 보존을 위한 지울의사액은 1인당 연간

12,635원으로 전체 보존에 대한 가치는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행비용,

대도시 거주, 연간가구소득, 직업, 교육수준, 가구 구성원 수, 재방문의사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대도시 거주자가 지역주민보다 높은 지불의

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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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조민, 박종구 (2006)는 창덕궁의 사용가치 추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지불유도방법으로는 양분선택형, 지불수단으로는 입장료 증가액

따른 추가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였다. 창덕궁의 사용가치에 대한 분석결

과 선형로짓모형에서 1인당 5,706원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순사용가치는

13.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덕궁의 사용가치만을 추정하

고 있어 문화유산의 가치평가에는 비사용가치의 대한 평가가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정민섭외 3인(2007)은 2000년대 이후 인천시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할 인천 최초사박물관을 대상으로 CVM을 이용하여 근대문

화유산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지불유도방법은 양분선택형이고, 지불수단

으로는 입장료를 이용하여 인천 중구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불의

사액을 묻고 있다. 최초사박물관에 대한 가치 추정의 결과 입장료의 평

균 금액은 8,138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근대문

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약 78.3%가 근대

문화유산에 정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입장료지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하였다. 이는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문화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로서 CVM 연구사례는 2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한 또 다른 추정방법인 TCM 연구는 국내

및 해외의 몇 건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한상현(2006),

한상현· 조광익(2004)의 연구가 있으며, 해외의 Poor and Smith(2004),

Bedate, HerrerandSanz(2004)가 있다. 문화자원에 대한 TCM적용의 연

구가 많지 않는 것은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의 방문자가 그 문화유산만을

보러왔는지 아닌지 간에, 다른 방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행비용에는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게 되어 가치평가가 어렵

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방문한 사람에 의해서 현재화한 가치만 계측

이 가능하고 방문하지 않는 사람의 선호를 조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

계를 지닌다. 이는 CVM에 있어서도 여행비용의 하나인 입장료를 지불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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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추정에 있어

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의 연구는 대상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상지의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도

출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한

설문설계와 분석모형설계를 진행한다. 그리고 지불용의액을 도출하여 소

공로(소공동 112번지)의 대관정 터와 빌딩건축물 7개 동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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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상지 분석

1. 대상지 관련 근대건축물 보존계획

소공로 주변 건축물 관리 계획9)에 따르면 이곳은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적 가로이자 오피스가 밀집한 업무중심지로서의 장소성 및 남산으로

의 조망을 고려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남산 조망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1970년대 오피스빌딩군(7개)의 외

관 및 형태를 보존하고, 기존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복원 및

외관 요소를 차용한 디자인 유도 및 1층에는 보행저해 및 경관위해 용도

불허, 보행 친화적 상업용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세종대로 주변지역 계

획의 일환으로 남대문구역의 분석과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공간계획을 제

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소공로 보행중심가로 조성 및 근대광장 조

성을 통해 대한제국 시기의 주요한 역사적 가로로서 소공로의 보행환경

을 개선하고, 환구단 등 소공로 주변의 역 사자산과 연계하여 탐방로를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보도 상 지장물 관리를 통해 보행공간

을 확보하고 횡단보도 및 휴게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자 편의를 확보하

며, 1970년대 오피스빌딩이 밀집한 업무의 중심이었던 소공로 주변의 역

사적 사건과 의미, 인물 등을 활용하여 바닥포장 및 가로시설물 개선, 역

사적 사건에 대한 안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중심지

로서 한국은행본관, 구 제일은행본 점, 신세계백화점 본점(구 미츠코시

9) 근대건축물과 관련한 도시공간관리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다. 미관지구 중 역사문화미관지구, 보존지구 중 문화자

원보존지구가 근대건축물과 관련이 있으며, 경관지구 중 시가지경관지구, 고도지

구 중 최고고도지구 등이 간접적으로 근대건축물 주변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가

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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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모여 있는 구 제일은행본점 앞 광장(분수대)을 근대광장으로

조성하며 근대적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바닥포장, 보행편의시설, 안내시

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2. 소공로 일대 근대건축물 현황10)

1) 소공동

소공동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지역 구분에 있어서 남대문 구역으로 분

류된다. 남대문구역은 서소문로, 퇴계로, 남대문로, 통일로로 둘러싸여 있

으며, 구역 내 숭례문을 중심으로 소공동, 북창 동, 서소문, 남대문시장을

포함하고 구역 외 서측으로 서울역사와, 동측으로 명동과 인접해있다.

소공로가 남대문로와 만나는 한국은행광장 주변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관

과 옛 제일은행본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구 미츠코시 백화점)은 이곳이

일제강점기 가장 번화했던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또, 북창동 내에는 일

제강점기에 건축된 창 고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며, 남대문로 변에 위치

한 2층 한옥상가 건물은 남대문로가 조선시대 이래 가장 번화했던 상업

지역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공로는 대한제국 출범과 일제 강점기, 한국의 경제성장기를 모두

경험한 굉장히 중요한 거리로서 한국의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

공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공동과 그 일대를 연계하는 계획은

서울의 도심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변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소공동의 역사성을 살펴보면, 소공동의 이름은 조선 태종(太宗)의 딸

경정공주(慶貞公主)가 시집가 살던 곳을 ‘작은 공주댁’ 혹은 ‘소공주댁’이

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이후 19세기 말 고종(高宗)은 1897년(고종 34) 소공로의 환구단(구 조

선호텔, 현 웨스틴조선호텔 부근)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한 뒤,

10) 대상지 분석은 서울 중구청의 역사문화자원 안내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tour/content.do?cmsid=4869) 및 참고문헌의 신문기

사 내용, 현장답사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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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도시계획의 시발점으로 파리의 가로를 본떠 방사형의 소공로를

만든다. 황궁을 경복궁에서 덕수궁으로 옮겨오면서 당시 중심 상업 가로

였던 남대문로와 세종대로를 잇기 위해 남산 아래 현재 한국은행에서 시

청 앞까지 500여m 비스듬하게 뻗은 소공로를 만들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현 서울) 행정의 중심인 경성부청(현 서울시청)

과 식민지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츠코시 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연결하면서 일본인 오피스 거리를 형성하였다. 1950년대 이후 소공로는

금융기관과 언론사·양복점·무역사무실·식당·카페 등이 길가 양옆에 들어

선 활기찬 오피스타운이었다. 1975년 사무실들이 여의도로 옮겨가고

1978년 남산3호 터널이 뚫리자 소공로는 강남·강북행 차들이 지나쳐가는

길이 돼버렸다. 양복점들도 기성복에 밀려 하나둘 문을 닫았고, 1980년대

재개발 실패와 1997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빌딩들은 텅 빈 채 방치되

거나 창고로 이용되었다.

2) 근대건축물 개요

소공로는 비록 1980년대 이후 쇠퇴했지만 지난 100년 동안 서울의 도

시발전의 한 측면을 증언해준다. 소공로는 대한제국 출범과 일제 강점기,

한국의 경제성장기를 모두 경험한 중요한 거리로서 한국의 근대사를 담

고 있다. 따라서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소공로의 근대 건축물들은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1) 대관정 터

대관정은 대한제국 선포 이듬해인 1898년부터 영빈관으로 사용된 2층

의 서양식 건축물이다. 대관정은 ‘크게 볼 수 있는 정자’라는 뜻으로, 당

시 이곳의 지대가 높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다.

1899년 독일 황제의 동생 하인리히 친왕(親王)이 잠시 체류했으며,

1904년 러일전쟁 때에는 일본 한국주차군(한반도 주둔 일본군)이 무단점

거해서 사령부로 쓰였다. 사령관인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관저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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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소공동 지역은 일제강점기 ‘하세가와 초[長谷川町]’라고 불렸었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勒約) 당시에는 특사였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가 머물렀던 곳으로 일제시기 한국 국권탈취의 중요한 현장이다. 1923년

일본군 소유에서 일본 재벌인 미쓰이 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1926

년 5월에는 경성부립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광복 후에는 서울시립남대

문도서관으로 개칭하여 사용되다가 1965년 도서관이 남산으로 이전한 뒤

에는 민주공화당 당사로 사용되었다. 1972년 민주공화당이 남산 기슭으

로 이전한 뒤에는 민간에 매각되었으며, 이후 건물은 철거되고 현재는

터와 계단의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관정의 모습(과거) 대관정 터의 모습(현재)

대관정이 건조되어 사용될 당시의

모습

대관정은 소실되어 현재는 건물의

터와 계단 및 식재의 일부만 남음

<그림 3-1> 대관정 과거와 현재 모습

(2) 근대 건축물

1980년대 이후 쇠락한 거리로 전락한 소공로 일대의 건축물들은 근대

도시경관의 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근

대 건조물 210개를 근대 건축자산으로 발굴하였으며, 대상지의 5개 동의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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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로 변의 7개의 근대건축물 중 한일빌딩, 다가빌딩, 부원빌딩, 삼보빌딩, 한우

빌딩은 근대 건축자산으로 목록화 됨(역사도심 기본계획)

<그림 3-2> 소공로(소공동 112번지) 일대 근대 건축자산

중구 소공로 97(소공동 112-2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일빌딩’에는

일제 강점기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을 담당했던 ‘경성토지경영주식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19년 2월에 설립된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는 토지

와 부지의 분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선 최초의 부동산관리회사였다. 이후

1928년 일반신탁업을 겸하기 시작해 1930년에는 ‘조선토지신탁주식회사’

로 개편됐다. 1934년 9월 이후 조선에는 조선신탁주식회사가 유일한 신

탁회사로 남게 됐고, 광복 이후에 조선신탁은행, 한국신탁은행, 한국흥업

은행을 거쳐 1960년 1월 한일은행으로 재출범했다. 한일은행은 1998년

한국상업은행과 합병해 현재의 우리은행이다. 건축적으로 한일빌딩은 아

치창과 타일 벽의 중후한 외관을 지니고 있으며, 인근의 빌딩에서는 찾

아보기 드물게 세로가 가로에 비해 긴 창문을 갖고 있다. 직사각형 창을

통한 외관은 건물의 수직성을 강조하며, 마지막 층에서는 아치형으로 바

뀌어 건물에 리듬감을 준다. 이는 19세기 시카고학파 건축의 특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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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선건축회의 기관지였던 ‘조선과 건축’ 1929년

8월호에는 경성토지경영주식회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실려 있는데 당

시에는 3층짜리 건물이었으며, 이후 1970년대 소공동 재개발을 거치면서

가로·세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현재 이 건물 1층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복점 가운데 하나인 해창양복점이 입점해 있다.

한일빌딩 양옆으로 나란히 늘어선 6개의 빌딩은 1960~1970년대 세워

진 오피스빌딩으로 추정되며, 근대 소공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측

면에서 집합적이고, 경관형성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다.

삼보빌딩(옛 서울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93(소공동

112-25)에 소재한 11층 건물로, 1969년 첨단의 모더니즘 양식에 따라 건

축된 옛 서울은행 본점 건물이다. 정면 창에 장식띠를 둘렀으며, 본래 각

각 다른 2개의 건물이었으나 현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빌딩의 1층

에는 체이스필드 양복점과 프라자양복점이 있어 옛 소공동 양복거리의

자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부원빌딩은 중구 소공로 95(소공동 112-23)

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대 서울에서 가장 번화했던 오피스거리인 소

공동의 대표적인 사무소건축으로 6층 철골콘크리트조 건물이다. 부원빌

딩의 소유주인 부원공업(富源功業)은 1965년 11월에 설립된 업체로 콘크

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였다. 다가

빌딩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9(소공동 112-11)에 위치한 철근콘크리

트조의 10층 건물로, 1960년대 서울에서 가장 번화했던 사무소거리인 소

공동을 대표하는 사무 빌딩이다. 한우빌딩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1(소공동 112-26)에 위치한 빌딩건물이다. 칠성빌딩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3-1(소공동 112-24)에 소재한 6층 철근코크리트 건물로 삼보빌

딩과 부원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빌딩은 중구 소공로 99-1(소

공동 112-10)에 소재한 6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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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소공로(소공동 112번지) 일대 근대건축물 현황

3) 소공로 일대 개발계획

소공동 112-9번지와 그 일대의 근대건축물을 주식회사 부영이 매입

하고 호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9월 호텔 건축 건립안 통과되

어 중구 소공동 112-9번지 일대에는 6,562㎡에 지하 7층~지상 27층, 850

실 규모를 갖춘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된다. 대상지는 「관광숙박시설 확

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 의한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

고, 최고 높이 90m 이하에서 관광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이 건립될 예정

이다. 소공로는 현재 보도 폭이 약 1.5m 이하로 협소해 도로와 보행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앞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현재 약 1.5m인 소공로의 보도 폭을 호텔이 들어서는 곳 일부 구역에

한해 10m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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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개발 대상지 위치 개발계획의 건축물 배치도

개발계획의 건축물 조감도 개발계획의 건축물 투시도

출처: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그림 3-4> 소공동 개발계획 위치 및 계획 설계도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권 위임된 도시·건축공

동위원회 소위원회를 2015년 10월 29일 개최하여 북창 지구단위계획구

역 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

획(안)을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대관정 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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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근대 건축물 흔적남기기에 관한 사항

심의의견 조치계획

기존 근·현대건축물의 격자형

입면디자인 차용 등 흔적남기기 방

안을 검토하고 저층부 판매시설의 입

면은 (건축물의 고층부와 동일하게)

남측 공공보행통로까지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고층부(6층 이상)는 소공로

변에서 후퇴하여 저층부와 분리된 형

태로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할 것

근대건축물 흔적남기기에 관한

사항은 추후, 건축허가 전까지 적

극적인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협

의안 반영 및 절차이행을 검토하겠음

저층부 판매시설의 입면폭은 고

층부 남측 끝단까지 연장하고 고층부

(6층 이상) 입면을 후퇴하여 분리된

형태로 건축계획에 반영하겠음
출처: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 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관정 터’를 관광숙박시설 2층 내 현 위

치에 보존하여 전시관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조성방안은 문화

재청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협의 시 대관정 유구

전시관은 외부로 개방된 형태로 조성하여 소공로변에서의 시인성을 확보

하고, 현재 대관정 터 계단이 위치한 방향에서 2층 전시관으로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7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동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공공시설부

담에 관한 계획에서 건축물 내 전시관(연면적 695㎡, 지상2층)이 설치될

계획이다.

또한, 근대건축물 흔적 남기기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저층부 판매시설

의 입면폭은 고층부 남측 끝단까지 연장하고 고층부(6층 이상) 입면을

후퇴하여 분리된 형태로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근대건축물을 일부 보존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 건축계획은 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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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조건부가치추정법 연구 단계와 내용

문헌연구 및 현장조사 가치평가의 목적과 영향조사

유사사례 문헌연구

↓

시장영역의 설정 목표 모집단과 표본의 종류와 특성 구상

↓

가치평가 기법 및 조

사방법 설정

시장구성 방법, 가치추정 방법 설정

설문 방법(면접법, 우편, 전화, 인터넷 조사

등) 선택

↓

가상시장의 설정

(설문지 디자인)

평가 대상에 대한 정의

평가 대상에서 발생하는 가치 정의

지불수단의 선택

지불의사 유도방법의 선택

↓

설문지 검증 및

수정 실험 설계

전문가 검토, 표적 집단 토론

각종 편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

제시금액에 대한 실험 설계

예비조사

↓

표본설계와

본 설문조사 실시

표본 틀, 표본 추출방법 및 절차

본 설문조사 실시

↓

계량 분석 설문 결과 분석

지불이유 및 지불거부 분석

Ⅳ. 조건부가치추정법(CVM) 설계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설문의 설계에서 실제 설문조사 및 분석까지 단

계별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하고, 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CVM

연구단계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유의한 조사방법 설정 및 설문지 설계

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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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WTP 함수 추정

↓

결과 도출 모집단의 지불의사액 추정

추정된 지불의사액을 통해 대상의 가치 추정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의 CVM연구단계의 내용 수정)

1) 가치 추정 대상 설정

대상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있어 그 효과와 범위를 과대 혹은 과소평

가하지 않기 위해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가치추정 대상은 근대건축물로서 소공동 112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관

정 터와 빌딩 건축물 7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상지의 역사와 가치

추정 대상인 근대건축물의 도시·건축적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중요한 것은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즉,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대상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현재 호

텔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역사문화유산 자원인 근대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서 대관정 터의 경우 기존의 터를 그대로 보존하

고, 관련된 역사적 자료 등을 전시하여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

리고 빌딩 건축물 7개의 경우 호텔개발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파사드 보존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대건축물을 보존함

으로 발생하는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원형보존을 가치

추정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단, 현재의 대관정 터는 기존에 주

차장으로 이용된 공간과 혼재되어 있어 훼손 정도가 크기 때문에 터를

보존하고 박물관으로 조성한 상태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빌딩 건축물 7

개는 현재 상태 그대로의 원형보존 상태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설문에서는 피설문자의 이해도와 설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과 분

량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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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건축물 보존에서 발생하는 가치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다양한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피설문자가 대상지의 근대건축

물 보존을 발생하는 가치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문지

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피설문자가 조사자 의도를 오해

하여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가치를 설명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총 가치 중에서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종합하여 대상의 가치를 분

석할 경우, 나눌 수 있는 가치의 종류에는 직접 사용가치, 간접 사용가

치, 대리소비가치(이타가치), 고유가치(존재가치), 유산가치, 선택가치가

있다.

사용가치는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보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얻는 가치이다. 문화유산을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문화

를 향유하는 등 대상의 사용에 따른 효과를 포함하기도 한다. 대리소비

가치(이타가치)는 내가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이나 지인, 이웃, 다른

사회구성원이 역사문화자원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여하는 가

치이다. 고유가치(존재가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와 사람들이 이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데서 오는 만족감에서 부

여하는 가치이다.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문화유산의 경우

그 특성을 지닌 대상이 유일하기 때문에 고유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산가치란 현재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

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함으로서 후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부여

하는 가치이다. 문화유산은 한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이자 역사 그 자체

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여 후대에 남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선택가치는 현재는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해 본 경험은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부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선

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가치도 포함한다. 선택가치가

가치의 뚜렷한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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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생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행동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무시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있

다11).

가치의 유형에 따른 접근에서는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고유

한 가치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상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유일하고,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대건축물 보존에서 발생

하는 가치를 대관정 터와 빌딩 건축물 7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대관정 터 보존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대관정 터를 보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대관

정 터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사라질 경우, 재건이 불가능하며 현대 기

술로 복원할 수 있겠지만 이는 본래의 건축물의 가치와는 다르다. 국제

적으로도 건축유산의 보존에 있어서 원형복원이나 변형을 최소화하고 현

상태를 보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둘째, 대관정 터를 보존하고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것은 이후의 훼손 혹은 철거를 방지할 수 있게 한

다는 점이다. 또한 훼손 혹은 사라진 유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복원기술과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수도 있

다. 셋째, 대한제국 시기의 건축물은 얼마 남아있지 않아 희소성을 지니

며, 보존된 건축물은 이후 국가의 건축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을 지

닌다는 점이다. 문화유산의 종류와 수는 그 나라의 문화적·기술적 수준

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도 가치가 있다. 넷째, 후세대에 물려준다는 유산적 가치를 지닌다. 후손

들은 남겨진 역사문화자원을 통해서 대한제국 시기에서부터 한국 경제성

장기의 모습과 역사를 알 수 있다. 또한 남겨진 건축물이 당시의 모습을

이해하고 역사를 아는데 책이나 문서보다도 효과적이다. 다섯째, 대관정

터를 박물관으로 조성하게 되면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사람들의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교장의 경우 사유지 안에 있으나 박물관으로 조성

하여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본 대상지에서도 이와 같은

이용이 일어날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환원이라는

11) 정연정(2007). 문화재 가치추정에 관한 방법론 검토. 충북개발연구원, 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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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공공적으로도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증

가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여섯째, 대관정 터는 소공로의 환구단과

함께 대한제국 시기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미국 보스턴의

경우 구시가지의 역사적 장소를 엮어 관광길을 만들어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였다. 또한 관광객들이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거리를 가꾸

고,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이 생겨나 쇠퇴했던 구시가의 물리적 환경이

좋아지고, 지역이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된다. 대관정 터를 보존하고 도심

부의 궁궐, 시청사, 한국은행 본점 등의 역사적 건축물들을 이어 테마 길

을 조성하면 소공로와 도심부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가치가 있다.

빌딩 건축물 군(7개 동)의 보존으로 발생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서울 도심부에 위치한 건축물들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소실되어

궁궐건축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근대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을 거

의 남아있지 않다. 특히, 대상지는 6~10층으로 된 큰 규모의 60-70년대

건축물이 집합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고유한 가치

를 지닌다. 개별 건축물들의 건축 형태나 기술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

다. 둘째, 빌딩 건축물들을 보존을 통해 후대에 남길 경우 당대의 기술발

전(신재료, 구조발전, 시공술, 설비기계기술)과 예술사조(조형성, 시대성)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근대건축물들은

아직 건축사적으로 조명 받지 못해 남겨진 자료나 건축원형이 적다. 또

한 보존을 위해 건축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축기록이 가능하게 하며,

기록화되고 남겨진 것은 다양한 연구와 활용에 쓰일 수 있다. 셋째, 근대

건축물의 경우 활용이 이전 시기의 건축물에 비해 용이하다. 또한 이미

지역적 특색과 공간이 있어 이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경제적 자원이 비

교적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적일 수 있다. 대상지의 경우 빌딩 건축물은

금융 중심지·경제개발중심지·양복점거리 등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즐기게 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넷째, 지역적 특색이 강해지면 사람들

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역민의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다.

근대건축물 활용 사례에서 지역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지역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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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는 사회적 자본으

로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3) 가상 시나리오 설정

근대건축물의 보존에 있어서 방법과 정도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피

설문자가 판단하는 가치의 정도가 달라져 지불의사액이 높게 혹은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건축물의 외형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이 없

다면 대상의 보존정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

설문자의 이해를 돕고, 지불의사액을 제시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

기 위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보존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대건축물의

보존 정도를 정하여 대관정 터는 박물관으로 조성되고, 빌딩 건축물 7개

동은 원형보존을 시나리오에서 제시하였다.

전략적 편의를 염두에 두어 지불의사액에 따라 근대건축물의 보존계

획이 축소 혹은 확대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지불의사액이 낮을 경우

해당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없어 근대건축물이 철거될 수 있다고 설문지

의 시나리오에 언급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지불의사액에 동의하여 추가

적인 소득세를 낼 경우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시켜

피설문자가 적절한 지불의사액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지불수단과 지불방법 설정

지불수단은 동일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응답자가 진정한 가치를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하

고 가상적인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지불수단은 평가하고자 하는 조건부 상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

다. 그리고 현실 상황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실적인 수단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지불의사를 정하는데 있어 단순화하여 결정할 수 있

어야 한다.

지불수단은 강제적인 수단과 자발적인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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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불수단으로는 세금, 부담금, 입장료, 수수료, 가격인상 등의 형태

가 있다. 강제적인 수단은 응답자들이 이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무응

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기부금이나 선물 등 자발적인 수단은 무임

승차를 초래할 수 있다.

근대건축물 보존 가치 추정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입장료를 지불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가치가 강하게 반영되어 비사

용가치를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다. 또한, 근대건축물을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문화유산자원으로 접근할 때 입장료를 지불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건축자산 보존의 가치추정에 있어 지불형태는

세금으로 물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산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사업의 경우 세금을 지불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공원녹지의 경우 환경재로서 비사용가치

가 높다. 관련 연구로 생태복원의 환경가치에 대한 추정에서 간접사용가

치(33.8%), 유산가치(22.5%), 고유가치(20.5%)로 직접사용가치 4.8%에 비

해 비사용가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처럼 비사

용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에 대한 적정한 추정을 위해서는 세금

을 지불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2004)에 따르면

공공재의 성격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소득세를 지불수단으로 선정13)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2010

년에 설치된 문화재보호기금을 통해서 확보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

호기금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통해 마련된다. 따라서 세금을 지불수단

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운용현황에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

다. 따라서 설문에서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비용을 세금을 통해서 거

둔다고 설명하여 피설문자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불방법은 1회 이용 시 지불, 월 지불, 년 지불, 일괄지불로 나눌

12) 이영성, 박년배, 김태한(2004). 선택모형을 이용한 생태복원의 환경가치추정에 관

한 연구. 국토계획, 39(3), p.165-177.

13) 한국개발연구원(2004),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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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불수단인 세금을 거두는 방식과 유사하도록

년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세금의 경우 년 지불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설

정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식14)이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5년 동안의 기간

동안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15)이다.

5) 설문모형(질문방식) 설정

가치 추정을 위한 설문모형에는 양분선택형, 지불카드형식, 개방형

등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시장거래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

는 방법으로, 공공재의 가치추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1993년 보고서에서 권고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정한 가격의 재화에 대해서 구입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에는 익숙하지만, 본인 스스로 가

격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 가격을 설

정하는 지불카드 방식이나 개방형 방식이 아닌, 제시된 금액의 지불의사

유무를 물어보는 양분선택모형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양분선택모형이란

어떤 금액이 제시되었을 때에 피설문자가 지불의사의 유무를 YES 혹은

NO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양분선택모형에는 이중경계양분선택모형과 단일경계양분선택모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양분선택모형에서는 처음 한 금액을 제시해서 피설문자가 지불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2배의 금액을 다시 묻

고, 지불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 절반의 금액을 다시 물어본다.16). 이

방식은 단일경계모형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수준의 표본수를

14)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

(제5판). 307-308

15) 한국개발연구원(2004),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16) 이영성 외(2008), 시화멀티테크노밸리사업에 따른 환경손실의 경제적 가치추정,

「국토계획」,제43권(1호):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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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17)이 있다. 그러나 이중양분선택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두 번째 제시액에 대한 피설문자의 응답이

첫 번째 제시액에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

가 있다. 첫 번째 제시금액에 ‘찬성’을 표시한 응답자는 ‘이 금액이 적당

하다’ 고 하는 인식을 형성하게 되어, 두 번째의 높은 제시금액이 ‘필요

이상의 금액이다’라고 인식하게 되어 ‘반대’를 표명하는 ‘하방(下方) 편의’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Carson et al., 1992).

단일경계모형은 특정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한 번만 묻는 방법으

로, 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지불의사금액에 ‘예’ 또는 ‘아니오’ 중의 하

나만 답하는 방식이다. 미리 설정된 몇 가지의 지불의사금액 중 하나를

응답자에게 제시하며 각 금액은 균등한 수의 응답자에게 배당되어야 한

다. 이 방법은 응답자의 선택과정을 단순화시켜 줌으로써 응답률을 높이

고, 예비설문을 통하여 적절한 지불의사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지불의

사금액의 과다한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단일경계양분선택모형을 권장하고 있다. 단일경계양

분석택모형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이중경계양분선택모형에서는

변수의 비독립성이 나타나고, 제시금액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경계양분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근대건

축물 보존의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6) 지불의사액 설정

본 설문에서 단일경계모형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모형의 파라미터 및

지불의사액 추정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시금액의 범위와 간

격 설계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시금액은 통상 예비설문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지불의사액을 조사

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금액의 범위, 간격, 개수 등을 설계하여 본 설

17) 김선희 이승복 윤양수 외 5인(2004).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기준과 적용

에 관한 연구-댐과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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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제시한다. 개방형 질문의 경우, 응답자가 조건부 상품에 대한 지

불의사액을 직접 기입하며 분석방법이 간단하지만 응답자가 지불의사액

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지피로(cognitive stress)를 느낄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이상치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비설문을 통해 제시금액

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및 예비설문을 통해 개방형 질문으

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고, 지불의사액 분포의 상위 20%, 하위 20% 값

을 절단하고, 20-80% 범위 값을 참고하여 등구간하여 본 조사에 적용될

최종 제시금액을 설정하였다. 예비설문의 결과 수집된 지불의사액에서

상하위 구간을 절단한 후의 3000원에서 15000원까지의 지불금액이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설문에서는 위 값을 등구간하여 3000원, 6000원, 9000원,

12000원, 15000원의 다섯 개의 지불용의액을 제시하였다.

7)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고려

설문조사에서는 피설문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함께 조사하여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피설문자의 지불용의액 차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설

계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응답자들의 WT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

의 요인으로 성별, 결혼상태, 동거 가족 수, 거주지, 직업, 학력, 가구 세

대주의 직업과 학력, 소득을 포함하며, 이 변수들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지불용의액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지불용의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살펴봄으로서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고, 가치 추정에 유의미

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

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

계층별로 나타난 지불용의액의 차이가 정말로 소득에 의한 효과인지, 아

니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의한 효과인지 파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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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변수들이 통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불용의액의 분석에

있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8) 설문 실시방법

설문조사방법은 우편조사법, 면접 혹은 방문조사법, 인터넷 조사 등

이 있다. 조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사방법의 장단점을 검토하

고, 조사비나 조사 기간 등의 제약을 토대로 조사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경우, 복잡한 시나리오를 피조사자에게 이해시키

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설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의 보조와 순

서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불의사액과 관련된 질문은 피설문자들

에게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므로 피설문자

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조건부가치추정법

의 연구에서는 조사자가 피설문자에게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이 가장 바

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Mitchell, 1989). 미국의 NOAA위원회의 보고서

(Arrow et al. 1993)에서도 현지면접조사인 대면조사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이준구 외, 2000). 본 연구에서도 이를 유의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9) 가설적 편의에 대한 유의

조건부가치추정법은 가상의 시장(Hypothetical market)을 임의로 만

든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설적 편의(Hypothetical Bias)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설적

편의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편의는 크게 4가지가 있다(홍종호 외,

2011). 첫 번째는 피설문자가 조사자 의도를 오해하여 발생하는 편의이

다. 편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피설문자가 가상시장과 평가대상을 명확

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조사자가 적절히 묘사해야한다. 두 번째는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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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Anchoring Point Bias)편의이다. 양분선택형의 경우 특성금액에 응답

해야하기 때문에, 대상의 가치에 합당한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잘못된 금

액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는 순응 편의(Compliance Bias)이다. 피설문

자는 설문과정에서 조사자의 관점이나 태도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자의 관점과 태도에 어긋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설문지에 적절한

구성과 조사자의 사전 훈련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 네 번째 전략적 편

의(Strategic Bias)는 피설문자가 전략적 이유로, 본인의 진정한 평가를

왜곡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 지불의

사액을 높게 답할 수 있다.

이런 편의들은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기능상의 문제로서 조사방법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면 통제가 가능하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서는 이에 유의하여 설문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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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치추정 결과 분석

1. 인구통계 및 인식 특성

1) 인구통계적 특성

지불의사액(WTP)의 추정을 위하여 실시한 설문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총 268명의 피설문자 중 남성은 132명(49.25%), 여성

은 136명(50.75%)으로 서울시의 인구비율인 남성 49.2%, 여성 50.8%의

비율과 거의 같게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부터 70대까지로 6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비와 유사하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별 피설문자 수는 20~29세

60명(22.39%), 30~39세 60명(22/39%), 40~49세 57명(21.27%), 50~59세 50

명(18.66%), 60~69세 31명(11.57%), 70세 이상 10명(3.73%)으로 나타난

다. 가족 수는 4인 가구가 94명(35.07%)으로 가장 많았으며, 3인 가구 71

명(26.49%), 1인 가구 42명(15.67%), 2인 가구 37명(13.81%), 5인 이상

가구 24명(8.96%)의 순으로 나타난다. 미혼은 117명(43.66%), 기혼은 151

명(56.34%)이다.

거주지의 경우 본 설문에서는 서울을 5개 권역인 서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울 동북권(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 강

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

울 서북권(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 서남권(동작구, 관악구, 영등

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으로 나누었다. 피설문자들은 도심

권 20명(7.46%), 동북권 70명(26.12%), 동남권 57명(21.27%), 서북권 39

명(14.55%), 서남권 82명(30.6%)로 나타난다.

피설문자의 학력별 분포는 대졸이 159명(59.3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 57명(21.27%), 고졸 30명(11.19%), 초대졸 20명(7.46%), 중졸

이하 2명(0.75%)의 순서로 나타난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32명(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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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피설문자 표본 특성 (단위: 명)

변수명 구분 표본의 수 표본의 비율(%)

성별
남 132 49.25

여 136 50.75

연령

20~29세 60 22.39

30~39세 60 22.39

40~49세 57 21.27

50~59세 50 18.66

60~69세 31 11.57

70세 이상 10 3.73

결혼 여부
미혼 117 43.66

기혼 151 56.34

가구 구성원 수

1명 42 15.67

2명 37 13.81

3명 71 26.49

4명 94 35.07

5명 24 8.96

거주지

서울 도심권 20 7.46

서울 동북권 70 26.12

서울 동남권 57 21.27

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 학생, 자영업, 전문직, 프리랜서, 무직, 공무원의

순서로 나타난다. 피설문자의 세대주의 특성도 비슷하게 나타나며 학력

의 경우 중졸이하의 비율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데 학력특성 세대 차

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직업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세대주의 경우

학생의 비율이 낮고 다른 직업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피설문자의 소득(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연금, 이자, 임대수익 등을

모두 포함)분포를 보게 되면 200만 원 이하 22명(8.21%), 200~299만원

35명(13.06%), 300~399만원 48명(17.91%), 400~499원 33명(12.31%),

500~599만원 45명(16.79%), 600~699만원 26명(9.7%), 700만 원 이상 59명

(22.01%)로 나타난다. 고소득층의 수가 많은 것은 본 설문이 개인의 소

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을 묻고 있어 부모 또는 피설문자 본인이 일을 하

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소득층 피설문자의 가구 수의 특성

을 살펴본 결과 3인 이상의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서 이를 유추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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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북권 39 14.55

서울 서남권 82 30.6

피설문자의 직업

무직 15 5.6

학생 29 10.82

주부 38 14.18

회사원 132 49.25

자영업·사업 18 6.72

전문직 17 6.34

프리랜서 15 5.6

공무원 4 1.49

피설문자의 학력

중졸 이하 2 0.75

고졸 30 11.19

초대졸 20 7.46

대졸 159 59.33

대학원 이상 57 21.27

세대주의

직업

무직 24 8.96

학생 3 1.12

주부 8 2.99

회사원 131 48.88

자영업·사업 31 11.57

전문직 40 14.93

프리랜서 21 7.84

공무원 10 3.73

세대주의

학력

중졸 이하 11 4.1

고졸 41 15.3

초대졸 17 6.34

대졸 151 56.34

대학원 이상 48 17.91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 22 8.21

200~299만원 35 13.06

300~399만원 48 17.91

400~499만원 33 12.31

500~599만원 45 16.79

600~699만원 26 9.7

700만 원 이상 59 22.01

소계 26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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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특성

서울시민들의 지불의사액(WTP)에 대한 설문에 앞서 대상지의 근대

건축물과 관련하여 역사문화의식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역사

문화의식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설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묻고 있다. 첫째는 역사문화유산의 보

존과 개발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일반적인 역사문화인식에 대해 파악하고

자 하였다. 둘째는 근대문화재에 대한 방문 여부 및 방문 횟수로서 실질

적으로 근대건축물을 접한 경험이 얼마나 되고, 이것이 지불용의에 영향

을 미치는지 보고자 하였다. 셋째는 소공로에 대한 방문 여부와 대상지

의 근대건축물 보존 계획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본 대상지

에 대한 이해나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역사문화 의식에 대한 조사

역사문화 의식에 대해서는 크게 6개의 질문을 통해 묻고 있다. 이 6

개의 질문은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개발에 대해서 묻고,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접근 방법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다. 첫 번째의 ‘역사문화유

산은 반드시 보존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

‘가 47.39%, ‘매우 그렇다’가 46.37%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에서는

’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이더라도 역사문화유산에 투

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 설문 결과로 ’그렇다‘의 결과가 49.63%로

가장 많고,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투자보자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

요하다고 한 답변은 모두 8.21%이다. 기존에 공공은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

한 공공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도로, 철도 등에 투자를 통한 개발 중심의 접근 보다는 역사문화

유산 자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개발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역사문화유산은 그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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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 50.75%,

’그렇다‘가 45.52%로 나타난다. 이상의 세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역사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세 질문들은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주체와 지원 방법

의 적절성에 대해 묻고 있다.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민간보

다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그렇다’ 40.67%, ‘매우 그렇

다’ 28.73%, ‘보통이다’ 17.16%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의 ‘역사문화유

산 보존을 위해 정부는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에 대한 설문에

서는 ‘보통이다’의 답변이 42.54%, ‘그렇지 않다’가 27.61%로 나타나 공공

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세금을 이용하거나 국민들이 기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54.10%, ‘보통이다’ 23.88%,

‘매우 그렇다’ 15.67%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종합

적으로 유추해보면 사람들이 역사문화유산이 공공성을 지닌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본인이 낸 세금이나 기금을 이용해서 재정적 지원에 이용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사문화 의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 사람들

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

CVM을 통해 지불의사액을 구함에 있어서 지불수단으로 세금을 이용하

는 것에 있어서 지불 수단에 의한 지불 거부의 편의는 낮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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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피설문자 역사문화 의식 특성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역사문화유산은 반드시 보존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0 0.75 5.6 47.39 46.27

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이더라도 역사문화유산에 투자가 더 이

루어져야 한다.

0.37 7.84 28.36 49.63 13.81

역사문화유산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0 0.37 3.36 45.52 50.75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민간

보다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1.87 11.57 17.16 40.67 28.73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정부는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4.1 27.61 42.54 19.78 5.97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세금을 이용

하거나 국민들이 기금을 내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다.

0.75 5.6 23.88 54.10 15.67

(2) 근대건축물 인지도 조사

설문에서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지에서는

근대건축물을 방문하거나 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방문지

의 수를 통해서 묻고 있다. 한 장소에 여러 번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

하기 위하여 방문 빈도가 아닌 방문 장소의 수를 물었다. 장소의 수를

범위화 하여 설문한 결과 ‘1~3곳을 방문해 봤다’ 가 49.58%, ‘4~6곳을 방

문해 봤다’가 18.33%로 나타나며, ‘방문해 본 곳이 없다’의 답변은

12.92%로 나타나 대부분의 피설문자가 근대건축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

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을 진행하면서 대상지에 대한 설명의

이해와 편익에 대한 이해 정도를 피설문자에게 물어보면서 진행하였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설문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피설문자가 근대건축물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

어 대상지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근

대건축물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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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피설문자 근대건축물 인지 (단위: %)

변수명 구분 비율

방문 장소의 수

방문해 본 곳이 없다 12.92

1~3곳을 방문해 봤다 49.58

4~6곳을 방문해 봤다 18.33

7~9곳을 방문해 봤다 4.17

10곳 이상 방문해 봤다 15

단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가치추정 결과의 분석에서 다시 다루겠다.

(3) 대상지 인지도 조사

본 연구의 대상지인 소공로 부근에 대한 방문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방문을 해 본 사람이 86.19%, 방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13.81%로 나

타났다. 대상지는 서울시청 광장에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시청역, 회현역

등 지하철역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소공로 주변의 근대건축물 보존계획에 대한 관심도를 설문한

결과 ‘조금 관심이 있다’ 50%, ‘그저 그렇다’ 27.61%, ‘매우 관심이 있다’

13.06%의 순서로 나타난다. 비중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있는 비율이

63.06%로 나타나는데 방문 여부에 비해 관심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대

상지가 서울시청 등의 주변 지역에 비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관심이 적

거나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관련한 계획이 생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 보인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른 지역의 근대건축물에 비해

방문 경험의 비율이 높고, 근대건축물 보존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

타난다18). 즉, 본 연구의 대상지인 소공로 부근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지역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가치 부여가 높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18)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 가치평가, 목포시 근대문화유산을 중

심으로. 박사학위논문. 2012. p.49에서 목포시 근대문화 유산의 경우 방문경험이

36%이며,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도 ‘남겨둘 필요가 없다, 관심이

없다’라는 답변이 42.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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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피설문자 대상지 인지도 조사 (단위: %)

변수명 구분 비율

대상지 방문 여부
방문해 본 적이 있다. 86.19

방문해 본 적이 없다. 13.81

대상지 보존계획에

대한 관심

전혀 관심이 없다 1.12

별로 관심이 없다 8.21

그저 그렇다 27.61

조금 관심이 있다 50

많은 관심이 있다 13.06

<표 5-5> 소공로 근대건축물 보존의 편익 추정

파라미터 추정값 표준오차 Pr>ChiSq

절편(α) 0.9394 0.3008 0.0018

제시액(β) -0.00006 0.000030 0.0432

2. 가치추정 결과 분석

본 설문에서 제시된 금액에 대한 지불여부를 통해 지불용의액을 추정

한다. 피설문자가 설문에서 제시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한 경우 종속변

수는 ‘1’,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진다. 독립변수는

설문상의 제시금액인 3000원, 6000원, 9000원, 12000원, 15000원이다. 추

정식에 따라 지불용의액을 구하는 식은 -(α/β)이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소공동 112번지 일대 근대건축물 보존에 대한 평균 지불용의액은

-[0.9394/(-0.00006)]=15,656.67원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서

울시의 가구수 3,784,490을 곱하면 연간 총 지불용의액은 592.52억 원이

고, 서울 도심부의 가구수 203,098을 곱하면 연간 총 지불용의액은 31.79

억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국가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추정에 있

어서 지불기간은 5년 하고, 할인율은 5~6%를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 결

과의 연간 지불용의액을 5.5%로 할인하여 5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을 현

재가치화 하면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2530.25억 원이고, 서울

도심부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135.7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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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소공로 근대건축물 보존의 지불용의액 및 편익

지불용의액(원) 편익의 범위 가구수 연간 편익 현재가치

15,656.67
서울시 3,784,490

5 9 2 . 5 2 억

원
2530.25억 원

서울 도심부 203,098 31.79억 135.78억 원
(지불기간: 5년, 할인율: 5.5%)

<표 5-7> 소공로 근대건축물 보존의 금액별 지불의사 응답 요약

제시금액(원) 지불의사 비율(%)

3000
YES 68.52

NO 31.48

6000
YES 64.15
NO 35.85

9000
YES 58.49
NO 41.51

12000
YES 56.60
NO 43.40

15000
YES 50.91

NO 49.09

연구를 통해 대상지의 대관정 터와 빌딩건축물 7개 동의 보존으로 발

생하는 편익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대건축물의 보존의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불용의가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장소성이 가치부여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본 대상지는 서울시청과 인접한 중심부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다른 연구에 비해 대상지에 대

한 방문유무와 보존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

다. 또한 주변에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있어 대상지의 근대건축물도 보

존된다면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한 것으

로 생각된다.

지불의사액의 추정에 제시된 지불용의액의 금액별 지불의사를 보게

되면 3000원에 대한 지불의사가 68.52%, 6000원에 대한 지불의사가

64.15%, 9000원에 대한 지불의사가 58.49%, 12000원에 대한 지불의사가

56.60%, 15000원에 대한 지불의사가 50.91%로 줄어드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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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소공로 근대건축물 보존의 지불용의액과 사회경제적 변수

파라미터 추정값 표준오차 Pr>ChiSq

성별 -0.0478 0.2649 0.8567
나이 -0.0954 0.1224 0.4355

결혼유무 -0.171 0.3667 0.641
가구 구성원수 -0.0221 0.1238 0.8586

교육수준 0.0696 0.1557 0.655
가구 소득 0.2594 0.0777 0.0008

이는 제시된 지불금액이 커짐에 따라 제시금액에 대한 수용률이 점차

낮아지는 수요곡선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어 금액이 통계적 유의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금액의 상구간인 15000원에 대한

지불의사가 50%를 넘어 전체적으로 대상지의 근대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지불용의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독립변수로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하여 지불용의액을 추정하면 지불

용의액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추정에

포함한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나이, 결혼유무, 가구 구성원 수, 교육수

준, 소득이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용의액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

피설문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지불용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근대건축물 보존 가치에 대한 인식 및 지불용

의가 크고, 사회경제적 차이와 관련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근대건축물 보존 가치에 대한 인식은 지불동기를 통해서도 확

인해 볼 수 있다. 가치에 대한 구분은 가치추정법에 있어서 고려하는 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었다19). 설문의 결과 사람들이 중시한 근

19) 이영성, 박년배, 김태한(2004). 선택모형을 이용한 생태복원의 환경가치추정에 관

한 연구. 국토계획, 39(3), p.165-177. 에서는 생태복원의 가치를 직접사용가치, 간

접사용가치, 대리소비가치, 유산가치, 고유가치, 선택가치로 나누어 사람들이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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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피설문자가 중시한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

(지불용의가 있는 피설문자 대상)

명 비율(%)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직접사용가치) 3 1.88

그곳이 경치가 좋을 것이며, 환경도 좋아지고, 주변을 산책할 때

기분도 좋아질 것 같기 때문이다(간접 사용가치)
7 4.38

내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대리소비 가치)
7 4.38

근대건축물은 다음 세대가 미래에 즐길 수 있도록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유산 가치)
89 55.63

근대건축물이 보존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유 가치) 40 25

근대건축물이 보존된 대상지역을 언젠가는 한 번 쯤이라도 이용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선택 가치)
14 8.75

계 160 100

대건축물 보존의 가치는 ‘다음 세대가 미래에 즐길 수 있도록 물려주어

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유산 가치)’가 55.63%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근대건축물이 보존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유 가

치)’가 2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가치인 직접사용가치나 간접사용가치 보다 비사용가치인 유산가치와 고

유가치를 중시하는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즉, 근대건축물과 같은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가치가 내가 사용할 때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고, 유산으로서 물려줄 수 있다

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활용도가 낮고,

사용이 어려운 건축유산의 가치를 절하하고 개발이익의 우선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환기시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가치의 비중을 제시하여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비사용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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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결과는 본 설문에서 비교적 많은 피설문자들이 지불의사를

나타낸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근대건축물을 본인이 직접 사용

하는 것 보다는 근대건축물이 보존되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유산가치와 근대건축물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어 생기는 고유가치가 크

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문의 항목 중 거주지에 대한 답변은 편익의 범위설정과 관

련된 요인인데 본 설문에서는 거주지와 지불용의액은 연관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위의 중시하는 가치에 대한 분석에서 보면 피설문자들이

비사용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거

리와 방문용이성은 사용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 요인인데, 근대건축물 보

존의 가치 중 비사용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요인이 영향이

적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거리가 가깝거나 상대적으로 방문이 용이한

서울 도심부의 거주자나 중심부 외의 거주자나 대상지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지불의사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본 설문에서는 응답의 타당성과 동기를 이해하고, 지불거

부응답 분류에 따라 지불용의액의 추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후속질문(follow-up questions)을

통해 답변 동기를 묻고 지불거부응답자의 지불거부 이유를 조사하였다.

응답자가 실제 지불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에 대한

거부감으로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불거부응답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지불능력 부족, 공공재

변화로부터의 한계효용 0, 무의미한 변화, 낮은 이용 가능성, 악화로 인

식되는 공공재 등의 판별항목(PRF)을 선택한 zerobids를 실제 지불용의

액이 ‘0’인 응답(non-PR zero-bids)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모든 PRF(정

보의 불확실성, 정부에 대한 불신, 사업성과에 대한 불신, 사업계획 반대,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지불수단에 대한 불만, CVM조사 자체에 대한 반

감 등)를 선택한 응답을 지불거부응답(PR zero-bids)으로 분류하고 있

다. 하지만 단순히 지불거부응답을 배제하고 지불용의액과 공공재의 가

치를 추정하는 경우 선택편의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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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피설문자 지불거부 이유(지불용의가 없는 피설문자 대상)

명 비율(%)

나는 금액을 지불할 생각은 있으나,

제시된 금액을 낼지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28 25.93

보존을 위해 내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크지 않다.
27 25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6 5.56

지불의사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돈을 낼 여유가 없다. 20 18.52

질문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3 2.78

기타 24 22.22

계 108 100

다. 또한, 단일경계양분선택형 모형에서 지불거부응답이 아니면서 지불용

의액이 ‘0’인 응답자를 별도로 처리할 때, 지불용의액이 ‘0’인 응답을 ‘아

니오’로 처리할 때에 따라 과소추정 혹은 과대추정이 나타날 수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불거부의 이유에 따라 응답을 제외하여 추정

하는 경우 선택편의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단일경계 양분선택

형을 이용하고 있어 편익의 과다추정 혹은 과소추정의 우려가 있다. 이

에 지불거부에 대한 조사는 응답의 타당성과 동기를 조사하고, 근대건축

물 보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는데 이용하였다. 지불거

부 이유에 대한 항목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의 후속질문의 사례 중 본 설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

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의 결과를 보면 ‘금액을 지불할 생각은 있

으나, 제시된 금액을 낼지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25.93%이고 ‘지불할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돈을 낼 여유가 없다’는

의견이 18.52%로 피설문자가 지불거부를 표현했지만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지불용의 자체는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존을 위해 내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크지 않다’에 대한

답변도 25%로 보존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20) 김강수 오형나(2011).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모형에 있어서 지불거부응답

자료 처리에 관한 연구」.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09, 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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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소공로 일대의 근대건축물인 대관정 터와 빌딩 건축물 7개

동의 보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건축물의

보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부여하는 경제

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소공로 일대 근대건축물 보존에 대한 평균 지불용의액은

-[0.9394/(-0.00006)]=15,656.67원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서

울시의 가구수 3,784,490을 곱하면 연간 총 지불용의액은 592.52억 원이

고, 서울 도심부의 가구수 203,098을 곱하면 연간 총 지불용의액은 31.79

억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국가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추정에 있

어서 지불기간은 5년 하고, 할인율은 5~6%를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 결

과의 연간 지불용의액을 5.5%로 할인하여 5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을 현

재가치화 하면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2530.25억 원이고, 서울

도심부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135.78억 원이다. 사회경제적 변수의

경우 소득수준의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대상지의 근대건축물 보존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는 근대건축물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구성원 전반에 걸

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

한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는 유산가치와 고유가치인 것으로 나타나 근

대건축물의 가치가 본인이 사용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

고, 유산으로서 물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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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근대건축물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데, 본 연

구를 통해서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얼마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로 파악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는 지불용의

액이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여

져 온 가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근대건축물 보존

의 필요성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존 근대건축물 보존의 한계에서 제시하는 근대건축물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시민의 노력이나 소유주에 의한 보존을 어렵게 하다는 시각

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근대건축물의 보존의 어려움

의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존을 위한 정책 및 제

도와 경제적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근대건축물의 가치추정 결과 기존의 자산가치 외에도 다양한 가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대건축물 보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사

적·사회적 가치,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하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연구 대

상의 경우 근대건축물 보존에 대한 편익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상지의 자산가치나 개발로 인한 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물론 연구를 통해 추정한 비시장가치가 자산가치와 바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편익의 값이 어떠한 의미와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값이 실질적인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시장가치의 평가방법론은 국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어 연구를 통해 도출된 편익의 값은 이와 관련된 국가사업을 추

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근대건축물의 보존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문

화적 가치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얻는 사회적 가치(편익)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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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재원의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근대건축물의 보존으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

기 위한 예산,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촉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용적률보존제도의 적용의 어려움은

가치의 이전에 있어서 각각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인데, 비시장가치평가

를 통해서 기존의 자산가치평가에서 고려하지 못한 대상지의 다양한 측

면을 고려할 수 있다면 한계를 보완할 수도 있다. 위의 시사점들은 근대

건축물의 보존이 지닌 경제적 한계의 보완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역사문화유산을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기에 창출하는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함으로서 집중적인 관

리와 보존이 필요한 근대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

립⋅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자원의 보존계획

결정 시 각 대안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계획을 구

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편익의 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예비설문을 거친 결과

지역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의 지불이유에 대한 분석에서도

직접사용가치보다는 유산가치와 고유가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접근

용이성과 관련되는 거리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로

짓분석의 결과에서도 유의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보존의 주체가 되는 서울시를 편익의 범위로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지불용의액에 서울시 가구수를 구한 총 편익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

에 따라 편익의 과대추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시된 지불용의

액 값보다 로짓모형을 통해 추정한 지불용의액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지불용의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편익 추정 논란에

있어서 고민해보아야 할 점은 가구수를 이용해 편익을 구한 점이다. 서

울시의 경우 가구구성의 변화로 1인 가구의 수가 많다. 따라서 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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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용의액으로 추정된 값에 1인 가구수가 곱해져 편익이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방법론적 한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본 연구만으로는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서 방법론에 대한 연구

와 발전이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추정의 적절성을 파악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근대건축물 또는 유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추정 연구

가 축적되어 다양한 대상의 가치평가 정도를 비교함으로서 가치 추정 결

과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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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conomic Valuation of

preserving modern architecture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 The case of modern architectures at Sogong-ro

KIM GI HYEU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n architecture is a cultural heritage, a unique resource

formed in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and plays a role in

shaping regional images and diversity in each city. However, many

historical and architecturally significant buildings are being demolished

by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d the economic value of the modern

architecture in the case of the Daegwanjeong and the 7 buildings at

Sogong-ro in Seoul. For the estimati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as designed as a single boundary model.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ere estimated using the logit model. The

Willingness to Pay(WTP) per household for the benef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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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of modern buildings by the citizens of Seoul was

estimated to be 15,656.67 won and for the next five years the total

benefit was estimated to be 25.325 billion won.

As a result of the survey, we could confirm the consensus of

Seoul citizens about the necessity of con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e. The value of con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e, which

respondents regarded as important, was identified as heritage value

and inherent value, and it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ocial value.

Through research, it is meaningful not only to reflect the historical

value of modern architecture but also to reflect the various values of

modern architecture in consideration of social and cultural values that

have not been considered previously. And estimated benefits have

implications for policies that have limited national budget and for

future city planning directions.

Keyword : Modern Architectur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Non-market Value, Willingness to Pay(WTP)

Student Number : 2015-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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