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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시 내 외부효과로 인한 집단 간 갈등 문제는 긍정적 외부성에 대해

서는 배타적 접근을 얻으려고 하고, 부정적 외부성에 대해서는 빗겨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와 같은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체계의 정비, 갈등 당사자 상호간 협상・설득 및 조
정, 제 3자에 의한 조정・중재・판결 등 제도적 방법과 자원의 공급 확대,
시장 매커니즘에 따른 경매 및 보상 등 경제적 방법, 기술적 보완, 신뢰 회

복 등의 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외부효과를 회피

(avoid)하기 위한 지불의사, 감내(accept)하는데 대한 수용의사를 추정하고

경험과 인식, 태도 등이 가치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한
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검

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

서의 분석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첫째, 김해 신공항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항공기 소음

에 대한 주민들의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각각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총 6가지 모형을 통해 추정작업을 하였다. 또한 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 방법으로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공변량을 제외한

모형의 추정결과 지불용의액은 가구당 매년 최소 2,829원에서 최대 5,054

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용의액은 가구당 매년 최소 186,152원에서 최대

233,140원으로 나타났다.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결과 지불용의액은

제시한 최대금액인 1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용의액은 최대 249,185

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과의 차이가 최소 22.1배에서 최대 94.0

배까지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

저, 제시된 시나리오에 따라 반응한 피설문자들의 ‘책임감(responsibility)’



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값을 ‘조정(calibration)’하는 과정을 통해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두 개념 간 격차를 설명한 이론

인 소득효과, 보유효과를 포함해 경험이나 친숙성 등과 소음에 대한 인식,

공항 건설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을 독립변수로 넣은 모형에서 두 값의

격차가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광역

권 주요 도시인 부산, 창원, 울산, 대구로 확장하여 총 경제적 가치를 추정

할 경우 두 값의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이는 통제된 환경

에서 정해진 표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현상이

다. 즉, 단순히 재화나 서비스의 지불의사와 수용의사에 미치는 심리적 효

과뿐만 아니라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두 값의

격차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어 본 연구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가 공간적으로 어떻

게 차이 나는지 들여다보고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3권역의 경우 조정

(calibration) 후 지불용의액이 감소하면서 두 개념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

으며, 1・2권역의 경우 수용 거부자 제외 후 수용용의액이 크게 증가하면
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두 집단 간 양상이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권역의 경우에는 실제 지불의사로 이어지지 않는 그룹을 제외하면서 차

이가 커진 것이고, 1・2권역의 경우 사업에 대한 반대 그룹을 제외하면서
보상금 수용액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여 차이가 커진 것이다. 다시 말해 3권

역의 경우 실제적 지불의사에 대한 판단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1・
2권역의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이 근본적 원인이므로 곧 갈등의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부정적 외부효과

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공공사업에서에서의 갈등이 지불

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불일치로, 또한 불일치의 심화 또는 완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방향이 다른 변수는

소득이었다. 이는 소득효과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두 개념 간 방

향이 같은 변수는 향후 공항의 이용계획, 건설 사업의 필요성, 피해대책 여

부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이 본질적으

로는 각각 이득과 손실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조정과 수용 거부자 제외 등 본 연구에서 활

용한 방법론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신뢰도 향상 방안과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에 부합한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이다. 다음으

로 추정결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기준으로 김

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의 원인으로 제시된 기존

연구를 검증함과 동시에 실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

증되지 않은 다양한 원인을 확인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과 달리, 권역을 넘어서는 지불의사가 나타날 경

우 두 개념 간 격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

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주요어 : 외부효과, 갈등,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 조건부가치추정법, 지

불용의액・수용용의액
▍학 번 : 2015-3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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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일반적으로 외부효과(externality)란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개인 또는 집단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

다(김민재・이영성, 2017). 지역이나 도시에서 공간정책 또는 공공시설 입
지와 관련된 갈등은 공간적 외부효과(externality effect)의 배분을 둘러싸

고 야기되는 의견 불일치나 충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박형서, 2003).

즉, 도시 내에서 작동하는 보편적 경쟁과 갈등은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에 대해서는 배타적 접근을 얻으려고 하고, 부정적 외부성

(negative externalities)에 대해서는 빗겨가고자 하는 불균등한 집단 간 차

이 때문이다(Knox and Pinch, 2016). 쉽게 말해 편익을 창출하는 시설은

선호하면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시설은 기피하는 현상이 개인과 개인 간,

집단과 집단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 상충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공간적 외부효과로 인한 집단 간 갈등 문제는 정

책의 구상과 계획, 이행과정에 걸쳐 광범위하게 반복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그 해결방안은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특정 시설이 야기하는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비

용의 수준, 공간정책 또는 공공시설 입지로 인한 갈등의 원인과 구조적 특

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을 도출・제시했다. Dear(1977)는 입지 시설자체의 크기, 형태, 유해 정도
와 지역 내 사회・경제적 상태, 개인의 전략과 동기가 입지 갈등을 야기하
는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McGregor(2002)는 행정 절차 및 각종 제도의

미비, 주민 참여와 조정자 역할 부족 등 정치・행정적 원인, 비용과 편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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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지가 하락 등 경제적 요인, 건강 위해에 대한 불안감과 환경에 대

한 관심 증대 등 환경적 요인, 이해관계자 간 오해와 감정적 대립 등 인지

적 원인을 입지 갈등의 원인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토지매수와 보상

갈등(compensation conflict), 토지이용규제 문제(우동기, 1994), 환경적 형

평성 문제(Lover, 1995; Lawrence, 1996; Albrecht, 1996) 등이 입지 갈등

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입지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한 방
안으로 관련 법체계의 정비, 갈등 당사자 상호간 협상・설득 및 조정 방안,
제 3자에 의한 조정・중재・판결 등 제도적 방법과 자원의 공급 확대, 시
장 매커니즘에 따른 경매, 피해 보상 등 경제적 방법, 기술적 보완이나 신

뢰 회복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McGregor,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은 심화・지속되고, 그 양상도 ‘첨예한 대립’을
넘어 폭력적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외부

효과와 이로 인한 갈등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시

사하는 대목이다.

사업 갈등 인식과 태도

찬 성
경험과 친숙성

(공항 이용, 주변 환경 등)

가치평가무관심 인식과 태도

(소음, 정부 및 정책 신뢰)

반 대 사회경제적 여건

[그림 1-1]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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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효과를 ‘회피(avoid)하기 위한 지불의사’, ‘감내

(accept)하는데 대한 수용의사’를 추정하면서 경험과 인식, 태도 등이 가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한다. 대상 재화나 서비스에 대
한 가치평가 과정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사업으로 인해 야

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 그러한 인식의 기저(基底)에 내재된

결정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갈등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도출

할 수 있는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준다(앞의 [그림 1-1]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

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

면에서의 분석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첫째, 김해 신공항 건설 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추가적인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 WTP)과 수

용용의액(Willingness to Accept, WTA)을 추정하고 두 개념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김해 신공항의 소음으로 인해 후생(厚生) 수준이

변화할 경우 사람들은 현재의 효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미래 예상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 악화를 회피

(avoid)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소음으로 인한 후생 수준 감소를

감수(accept)하는 대신 그 만큼 보상받는 것이다. 전자는 힉스(Hicks)의 동

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로 평가되며 지불용의액이다. 후자는 힉

스의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로 평가되며 수용용의액이다.

이러한 추정은 가격 변화가 아닌 외생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환경재의 가

치가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변화할 경우 정의된다. 즉, 환경재의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크기를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Nancy et al.,

1980). 다음으로는 추정된 두 개념 간 값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기존 연구들은 ‘만약 소득효과1)가 매우 작다면 동일한 재화에 대한 지불용

1)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변화로 인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효과를 소득

효과라고 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지출은 소득에 의해서 제약되지만 포

기함에 따라 얻는 보상은 그렇지 않으므로 WTA가 WTP를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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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Willig, 1976; Kahneman et

al., 1990; Sayman and Öncüler, 2005)’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많은 이론과 실험연구를 통해 그 차이(disparity)가 존재하며 지불용

의액에 비해 수용용의액이 크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왔다. 만약 어떤 권리

나 재화를 사는 주체와 파는 주체가 해당 권리와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

게 인식한다면 거래비용이 ‘0’이라 하더라도 교환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에 따라 권리나 재화를 사고자 하는 주체와 팔고자 하는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제 3자의 개입이나 다른 정책적 대응이 없을 경우 갈등과 분쟁

이 매우 장기화될 수 있다(김태은, 2017). 이러한 이유에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추정하고 지불 또는 수용의사를 분석하며, 그 격차를 검증하

는 것은 외부효과가 야기하는 효용수준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가치평가와

인식을 분석하여 갈등의 양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요긴한 작업이다.

둘째,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인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는

재화의 대체 가능성이 낮을수록 그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는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수요의 수입 탄력성에 따라 격차가 존재한다는 ‘소

득효과(income effect)’, 거래를 위한 비용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교환비용(transaction)’, 특정 재화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그 가치가 변한다는 ‘내재된 가치(implied value)’, ‘이익 동기

(profit motivation)’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화를

보유(endowment)하고 있으므로 더 가치 있게 인식한다는 ‘보유효과

(endowment effect)’, 거래 과정에서 재화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모호하므

로 그 격차가 발생한다는 ‘모호성 회피(ambiguity aversion)’와 ‘후회 효과

(regret effect)’, ‘책임감(responsibility)’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있다

(Brown and Gregory, 1999).

Henderson(1941)의 이론적 논의 이후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격

차를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풍성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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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두 개념 간 격차를 제한된 실험을 통해 분석하

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는 경제적・심리
적 요인을 포괄하는 인간 본성(本性)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본성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익의 추구와 손실의 회피라는 기제(機

制)를 통해 갈등으로 표면화된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회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를 분석하면 두 개념 간

격차의 본질을 보다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기반시

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국내외에 걸쳐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며, 이 점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에 따라 사회

적 총 편익이 사회적 총 비용을 초과한다면, 즉 사업으로 인해 편익을 누

리는 사람들이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비용을 보상하고 남

는다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을 달성했다고 본다. 하지만 현

재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보상 즉, ‘재분배(redistribution)’를 고려하지 않으

므로 이론적으로 칼도-힉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김해시민들의 지불용의액(편익)과

수용용의액(보상 또는 비용)을 비교하므로 이론적으로 칼도-힉스 기준에

부합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적

아이디어가 되는 이론적 체계를 준용해 실제 사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이 점에서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가 있다.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김해 신공항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항공기 소

음’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비교・분석한다. 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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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설명하자면 향후 예상되는 항공기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소음 저감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와 소음 저감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대안 없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수

용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21일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본격 궤도에 올랐다. 현재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쟁점은 ①추가적으로 건설되는 활주로 방향으

로 인해 소음권역에 포함되는 김해시의 면적이 증가한다는 점, ②항공 노

선과 운항 횟수의 증가로 인한 항공기 소음 빈도의 증가, 두 가지다. 최근

김해시가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항

공기 소음영향 면적은 약 6배 증가2)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 내 약

3만 3천 세대, 8만 6천여 명의 주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행정구역상 김해 신공항의 입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3)이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면적도 부산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넓다. 하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소음에 대한 논쟁과 갈등은 대체적으로 김해시 내부

에서 광범위하면서도 그 강도가 높게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1

차적 공간 범위를 김해시로 한정하고자 한다. 김해시민들이 현재 김해공항

운영으로 인해 체감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의 인식 수준, 피해의 정도와 김

해 신공항 건설・운영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의 인식 수준, 피해의 정도를
분리・비교할 수 있다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2)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김해시 내부자료, 2017)

3) 1976년 8월 김해군 대저읍에 건설되었으며 김해국제공항으로 명명되었다. 이전

당시는 경상남도 김해군에 속했으나, 1978년 2월 15일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부

산직할시(現부산광역시)에 편입되었다. 2011년 10월 부산광역시가 행정구역상 부

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의 명칭이 부산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부산국제공항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김해시가 이에 반발하였다. 부산

광역시에서는 공항이름을 바꿔야 할 근거로 김해국제공항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명과 공항명이 서로 달라 국내외 이용객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공항이 김해군에 속했던 기간은 1년 반에 불과한 반면 부산광역시에 속한 기간

은 30년이 넘었고 이용객의 59%가 부산시민이라는 점을 내세웠는데, 김해시의

반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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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

미에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비교하는 작업은 본 연구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즉 수용용의액의

공간적 범위는 피해 대상지인 김해로 한정될 수 있다. 반면, 항공기 소음

피해권역 밖에 위치해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로 제시한 공항 소음 저감 사

업으로 인한 직접적 혜택은 없으나 타인 또는 후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

려주고자 하는 이타적(利他的) 태도가 지불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존 김해국제공항의 주 이용객들이 분포한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도 지불용의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대상 지역은 현재 김해국제공항의 주

이용승객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창원, 울산, 대구로 한다.

공간적 외부효과를 다룬 연구들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비교한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음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의 경우 수용용의액

이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 만약 이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면 단순히 ‘소

음’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인식 외에 다양한 외부효과가 후생 변

화에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김해시를 세 권역으로

나누었다. ①김해 신공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며 현재 항공기 소음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1권역, ②신공항 건설시 항공기 소음권역에 새롭게

포함될 예정인 2권역, ③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소음 피해가 거의

없는 3권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권역별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이후 두 개념 간 격차의 원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득효과,

보유효과, 경험이나 친숙성 등 기존 이론과 소음에 대한 인식,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김해 신공항 건

설・운영에 따른 항공기 소음 증가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 또는 수용의사

의 이유를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을 이용해 지불용의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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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용의액을 추정한다. 경제적 가치추정방법 중 잠재선호접근법(Stated

Preferences)에 해당하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으로는 선택모형(Choice Modelling, CM)과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 있다. 이 중 조

건부가치추정법은 서비스 제공의 변화에 따른 힉스의 소비자 잉여를 추정

하며 원리적으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추정은 상호 교환적으로 이

용될 수 있다는 점(Venkatachalam, 2004)에서 이론적으로 보다 적합한 방

법론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또 하나 중점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조건부가치추

정법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이용한다.

①개방형으로 제시되는 예비설문시 응답의 편의(bias)를 방지함과 동시에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격차의 원인으로 기존 연구가 제시한 요인

중 하나인 ‘책임감(responsibility)’이 실제 지불의사와 수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불용의액의 크기에

따라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축소 또는 철회’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

다. 그리고 수용용의액만큼 정부가 피해 가구(家口)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항의 유지・관리주체인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 또한 축
소되어 ‘공항 서비스 수준이 다소 하락 또는 매우 하락’됨을 가정하였다.

이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격차의 원인으로 제시된 기존 이론을 검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불용의액을 지나치게 작게 수용용의액을 터무니없

이 많이 요구하는 응답의 편의를 방지함과 동시에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피설문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②다음으로,

단일경계모형으로 제시되는 본 설문시 응답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지불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들에게 후속 질문을 하여 지

불의사의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조정(calibration)’을 통해 설문 결과

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이와 같은 방법론들은 향후 조건부가치추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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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연구방법에서 조사의 신뢰도를 보다 ‘강건(robust)’하게 하는 도

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절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 [그림 1-2]와 같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고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갖는 차별성에 관해 서술

한다.

이어지는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이론을

차례로 분석한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의 종류와 입지에 따른 외부효과를 다

룬 연구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부효과가 야기하는 갈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본다. 갈등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기존 연구들이 갈등을 분

석하고 제시했던 대안들을 검토한 후 외부효과로 인한 갈등을 다룬 연구

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다룬 연구의 흐

름을 분석하고, 두 개념 간 비교・분석이 갈등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 활
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설문 설계와 추정 방법론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본 연구에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추정을 위해

제시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이다. 제시된 시나리오를 통해 추정한 설문결과

분석으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

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과 함께 ‘분석 방법론의 신뢰도 향상과 이론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과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갈등 완화를 위한 방안’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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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흐름 세부내용 연구방법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헌검토•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이론적 배경

검토

• 사회기반시설과 외부효과

문헌검토• 외부효과와 갈등

• WTP와 WTA의 비교

설문 설계

• 이론 검증을 위한 주요 변수설정
문헌검토

사례조사
• 가상의 시나리오 구성

• 추정 방법론

설문수행
• 예비설문조사 및 본 설문조사 설문조사

통계분석• 통계추정 및 결과 정리

결과분석

• WTP와 WTA 비교
통계분석

사례조사
• 독립변수 분석을 통한 검증

• WTP와 WTA 격차의 원인과 갈등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정책적 대안 제시 전문가・주민
의견수렴• 연구의 의의 및 추가 연구의 방향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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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이론 주요 쟁점과 분석의 함의

외부

효과

• 경제 활동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이 발생

-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논쟁

-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가 혼재한 경우의 문

제 → 사회적 갈등 야기

- 기존 연구의 흐름 : 계량모형과 SP방법을 이용한 외부효과

의 공간적 파급효과 분석

➡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나 파급효과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부족

갈등

• 겉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충동(협의),

인식・세계관・행동양식의 차이를 아우르는 개념(광의)
- 구조론적 접근, 행위론적 접근, 제도론적 접근

- 외부효과로 인한 갈등의 양상 :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환경갈등, 입지갈등

➡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다양할 실험이 계속, 여전히 갈등 분

석을 위한 방법론에 한계 존재

WTP

・
WTA

• 손실을 감내하기 위한 수용의사(WTA to accept)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WTP to avoid)

- WTP와 WTA간 차이 여부에 대한 논쟁

- 두 개념 간 격차에 대한 원인

- 두 개념을 비교하는 것이 칼도-힉스 기준의 비용편익분석

➡ 단순히 가치판단을 넘어 두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갈

등 해결을 단초를 발견할 가능성

[그림 2-1] 선행연구 분석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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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사회기반시설의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이론적 배경

외부효과는 경제활동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이 발생되

는 것이며 이는 생산자 간, 소비자 간,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다.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게 비용(cost)을 발생시키는 것을 ‘부정

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또는 ‘음(-)의 외부효과’라고 하고, 반

대로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게 편익(benefit)을 발생시키는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또는 ‘양(+)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 외부효과는 한 제철소가 강에 폐수를 버리고 강의

하류에서는 어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제철소가 더 많은 폐수를 강에 버릴수록 더 적은 수의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러나 제철회사는 철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자신의 제철소

가 어부들에게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을 고려할 어떠한 인센티브도 갖지 않

는다. 더욱이 이러한 외부비용을 철의 가격에 포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는 한 집주인이 자신의 집

을 다시 도색하고 정원을 예쁘게 꾸밀 때 발생한다. 이웃사람들은 그의 그

러한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집주인이 집을 다시 도색하고

정원을 잘 꾸미겠다고 결정할 때는 아마도 이러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Pindyck and Rubinfeld, 2013).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한계 사회적비용과 생산, 한계 개

인적 비용과 생산 간 차이, 주변에 대한 영향과 부작용, 사유재 또는 공유

재로 구성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경제정책 이론과 후생경제학 이론에

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중요성과 강조에도 불구하고 개

념 자체의 엄격한 정의는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두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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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외부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하고 독립적으로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Buchanan and

Stubblebine, 1962). 이러한 문제 인식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사유재 혹은

공유재로 인한 외부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여

전히 뚜렷한 해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외부효과란 뚜

렷한 개념인 동시에 기이하게도(extraordinarily) 찾기 힘든 실체이다. 외부

효과로 인한 수많은 결과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그 개념을 보다 명확

히 하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영향

(ramification)을 여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부효과는 일

반적으로 ‘사적재(private goods)’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대체로 공공정

책과 관련된 ‘공공재(public goods)’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Baumol and

Oates, 1988). 공공재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

도 그 사용을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사용이 다른 누

군가의 사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ry)’이 동시에 충족되

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입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주변

지역의 토지 또는 주택가격의 상승, 쾌적한 환경 확보, 시설의 직・간접적
이용으로 인한 편익 등 긍정적 외부효과나 환경오염, 토지 또는 주택가격

의 하락, 사회적 갈등 비용 등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

에 발생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공항(空港)’을 공공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

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연구보고서4)에 따르면 공항을 ‘정부 재정으로 공

급되어져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공

공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은 이용객과 항공사 모두가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5)하고 공항의 수용능력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엄밀한

4) 기획재정부(2013), 공항정책 및 인프라 구축, p.34

5) 공항 이용료의 부과 주체는 한국공항공사로서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공항시설

사용료징수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각종 사용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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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국방과 치안도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인 반면 정부와 시장의 개입에 따라 공공재의 범주를

벗어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적 성격으로 개념을 한정하

지 않고 무임승차의 문제, 정부의 개입 정도,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적 차원

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적 범주에서 공공재의 개념 정리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사공영호, 2017). 그러나 공공재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공항과 그 서비스를 정의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로 통칭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기존 이론들은 공간정책이나 공공서비스의 입지로 인한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나 영향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첫째,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나 영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거리(distance)’로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긍정적 외부효과나 부

정적 외부효과 모두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보다는 가까운 지역에서 영

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가정하며, 발생하는 외부효과 또한 단일한 성격임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Losch(1954)는 특히 공공재나 공유재의 경우에 편

익의 공간적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소비

자가 재화를 선택할 때의 총 비용은 공급원으로써 재화의 가격과 재화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의 이동 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6)된다.

하지만 공공재 또는 공유재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필요

한 비용은 오직 이동 비용뿐이므로 거리가 편익의 공간적 범위가 한정할

후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한다.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는 4,000원,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는 김포국제공항 17,000원,

지방국제공항 12,000원과 환승여객 10,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 국제질

병퇴치기금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기의 경우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를 부담한다. 기종별 무게에 따라 부과하며

김해공항의 경우 국제선은 약 39~305만원, 국내선은 13~109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https://www.airport.co.kr/).

6) 총 비용 =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가격(공공재나 공유재의 경우 ‘0’) + 이동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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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교통비는 거리가 멀수록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예산제약 하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량을 감소시키든

가 대상 지역의 방문 횟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재화

를 구입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존재할 것이며 이 지점까지가 편익의 공간

적 범위가 되고, 비용은 공간상 ‘거리감퇴효과(tapering effects)’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래 [그림 2-1]에서 Pinch(1985)가 설명하고 있

는 거리조락(distance decay)현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2] 거리조락(Distance decay)현상과 공간적 외부효과(Pinch, 1985)

Pinch(1985)는 영국 사우스햄튼(Southampton) 축구경기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인지하는 소음 피해를 분석하였는데 강한 남서풍이 소음 피해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가장 중요한 영향은 경기장과의 거리였으며, 소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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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공간적으로 뚜렷한 거리조락(distance decay)

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들은 어떤 시설의 입지나 공간

정책과 관련된 외부효과는 일반적으로 시설 자체의 특성과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공간에 따른 거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특성을 갖

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는 어떤 시설

입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으로 한정되며, 특정한 장소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접 지역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거리가 멀어

질수록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박형서, 2003)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나 밀도는 거리에 따른 감퇴에 따른 영

향도 중요하지만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크기・형태・주변 환경의 특

성이나 밀집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Dear, 1977). 예를 들어, 대

형 국제공항은 소규모 지방공항에 비해 소음을 더 많이 발생시키므로 부

정적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나 밀도는 더 클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원녹

지의 공간이 넓을수록 주변 지역 토지나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클 것이다. 반면, 대규모 공원녹지 주변지역은 자동차로 인한

소음과 매연, 교통 혼잡 등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 외부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즉 소음과

매연・교통 혼잡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벗어난 지점부터 일정 범위 내

(tapering effects)까지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일 외부효과가 일련의 복잡한 외부효과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이다(Pinch, 1985). 즉, 단일의 재화나 서비스가 긍정적 외부효과

와 부정적 외부효과를 동시에 갖는 경우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공간적 영향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서

비스의 선택과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적・주관적 인식과 가치 판단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효과의 양상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개연

성이 높다. 이 경우 거리감퇴로 인한 효과보다는 외부효과의 복잡한 양상

과 전개가 공간적 범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김민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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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2017). 예를 들어 공항의 경우 항공기 소음이라는 분명한 부정적 외

부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투자된 지역 인근 지역의 생산성 증가(Delgado

and Álvarez, 2007), 교통시설 투자로 소비자의 이동성이 증가하여 인근

지역 생산성 증가(Ezcurra et al., 2005), 지역 내 민간 R&D 증가와 기술혁

신의 촉진, 이러한 지식과 혁신의 자산이 여타의 지역으로 파급(Owyong

and Thangavelu, 2001)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상존(相存)한다. 만약

거리조락현상이 유효하다면 공항과 인접할수록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는 모두 높다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여건, 개인의 공항에 대한 인식, 이용 빈도, 소음에 대

한 인식, 건강상태, 가치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단순히 거리감퇴

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이처럼 외부효과의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Baumol

and Oates(1988)의 지적처럼 공간적 범위나 영향, 그 실체에 대해서는 여

전히 일치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외부효과에 대한 공간적 범위나

영향, 그 실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사회적 가

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른

바 시장 왜곡이자 실패이다(Pindyck and Rubinfeld, 2013). 따라서 외부효

과를 확인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

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 배분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다(김민재・이영성, 2017).
둘째, 외부효과가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특정 권역에 한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거리감퇴 또는 거리조락현상에 따르면 외부효과

의 공간적 한계가 명확해진다.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비용이든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편익이든 대상 재화나 서비스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소할 것이므로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것이며 바로 거기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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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한계범위가 되는 것이다. Oates(1972)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지

방정부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중앙정

부가 획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완화한

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더라

도 최적의 자원배분으로 무조건 이어지지는 않는다. 바로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에 따른 외부효과 때문이다.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

나 특정 지역에 공급된 사회기반시설의 편익과 비용이 인접 지역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곧 ‘재정대등성(fiscal equivalence)’ 문제로 귀착

된다. 재정대등성 원칙에 의하면 재화나 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

익이 일치하는 경우를 ‘완전 일치(perfect correspondence)’ 상태라고 한다

(Olson, 1969). 그러나 Oates(1972)의 주장대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인근 도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편익과

비용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개발

법」에서도 외부효과로 인한 지방정부 간 비용부담 규정이 명시7)되어 있

지만 그 외부효과를 어떻게 추정하여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monetize)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 항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외부효과가 거리조락을 나타내며 그 공간적 범위가 한정되고 있는지, 아니

면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과연 외부효과가 단

일 ‘외부성의 장(externality field)8)’으로 전개되는지 혹은 둘 또는 그 이상

의 외부효과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해 볼 것이다.

7) 도시개발법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

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 이 외에도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일부 규정

8) ‘외부성의 장(externality field)’이란 용어는 Pinch(1985)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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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외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는 대상과 분석 방법론에

따라 계량모형을 이용한 유형과 SP방법론을 이용한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계량모형을 이용한 외부효과의 공간적 파급효과 연구

첫째, 계량모형을 이용해 외부효과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경우

다. Aschauer(1989)는 공공자본의 투자가 민간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미국이 1970년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Aschauer(1989)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투자와 GDP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생산성과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다음 [표 2-1] 참조).

연구가 거듭되면서 이전 연구들이 갖는 계량분석상의 문제점이 조금

씩 개선되었으며 사용된 자료 또한 전국 단위의 시계열자료에서 지역 단

위의 패널자료로 세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지니는 중요한 문

제점 중의 하나는 어느 특정 지역에 투자된 사회간접자본은 타 지역의 민

간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

회기반시설의 ‘공간적 외부효과(spatial spillover)’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해

당 지역의 민간생산에 미치는 생산효과만을 추정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성장 효과를 과소 혹은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분석에서 외부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문시진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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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요내용

Aschauer

(1989, 2000, 2001)

-미국의 공공자본이 민간 GDP에 상당히 생산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결과 제시 → 1970년대에 심각

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

약하였기 때문이라고 결론(1989)

-이후 연구(2000, 2001)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을 극

대화하는 민간자본 스톡(stock) 대비 사회간접자본 스

톡의 비율을 수리모형으로 제시

Tatom(1991)
-공공자본투자가 민간부문의 생산성, 개인자산 형성,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근거가 없음 주장

Hulten and

Schwab(1991)

- 1970년에서 1983년까지 미국 48개 주에 대한 패널데

이터로 Cobb-Douglas 생산함수에 대한 추정 결과, 공

공자본은 유의하지 않으나 민간투자는 유의미함을 증

명

Evans and

Karras(1994)

- Hulten et al.(1991)과 같은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교

육부문에 대한 정부의 공공투자는 유의미하였으나 다

른 부문은 유의미하지 않음

Gramlich(1994)

-항만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 영

향을 미치며, 그와 같은 기여가 경제성장 가속화시킬

수 있음

Holtz-Ekin(1994)
-성장회계기법에 기반한 모형을 통해 주 정부의 특성

을 통제하여 공공투자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

Pereira(2000)

- VAR 접근법을 사용하여 공공투자가 미국의 민간 부

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 모든 유형의 공

공투자가 민간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 미침을 증명

Pereira and

Andraz(2003)

- VAR 접근법을 사용하여 미국 내 모든 경제활동 범위

를 다루는 12개 산업모델을 추정하였으며, 공공투자가

민간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

[표 2-1] 사회기반시설의 생산성과 적정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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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 인프라는 지역 간 또는 국가

간을 연결하여 인적 자본, 물류 등을 수송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이 입

지한 특정 지역에만 외부효과가 한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

에 많은 연구들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따른 외부효과가 존재하는지, 존

재한다면 시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국가별・지역별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Boarnet(1998)은 지역 내에서의

이익을 창출하는 ‘point infrastructure’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network

infrastructure’로 사회기반시설을 구분하고 도로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외부효과가 상충하는 과정에서

공간상에 하나의 외부효과만 존재하거나 어떤 외부효과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loboda and Yao(2008)도 다양한 형태의 외부효과가

동시에 발생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각각의 외부효과들이 상쇄되어 외부효

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

게 작용하는 외부효과로 인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최종적으로

신희철・이재민
(2004)

- OECD 국가 가운데 국토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국가들

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2002년)의 사회간접자본 스톡 비교,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은 비교 국가들 평균의 약 60%, 철도는 약 50%

류덕현(2006)

- 1986년부터 2003년까지 Aschauer(2000) 모형을 추정

한 결과,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

이영성 외(2012)

- Aschauer(2000)에 근거한 실증 연구의 핵심 관건인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스톡(stock)을 전체 광역

시도에 걸쳐 새롭게 추계, 전국 단위로는 2000년부터

사회간접자본스톡이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 서울과 경

기도의 사회간접자본스톡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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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데 이를 ‘순(純) 외부효과(net spillover effect)’라고 정의하였다.

Pereira and Roca-Sagalés(2003), Ezcurra et al.(2005), Delgado and

Álvarez(2007), Deliktas, Önder and Karadag(2009) 등의 연구에서도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동시

에 나타남을 증명하고 있다. Owyong and Thangavelu(2001)은 한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 이로 인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R&D) 비

용이 증가하고 기술혁신이 촉진되어 궁극적으로 인접 지역으로 혁신이 전

파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와 공간적 외부효과를 다룬

연구가 풍성히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이근재 외(2012)는 우리나라 16개 시

도별 공공자본스톡을 추정한 뒤 외부효과를 고려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공간적 외부효과를 검정하였다. 공간적 범위에

따라 외부효과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접 지역, 동일 경제

권역, 수도권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각각 검증하였다. 문시진 외(2015)는

사회간접자본을 도로・철도・공항・항만・상하수도・수리치수・전기 가

스・통신 등 8개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를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에 따라 외부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전제로 인접과 비인접지역, 동일 광역경제권역 내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

역, 그리고 1인당 소득, 산업구조 및 인구밀도 등의 동질 지역과 그렇지 않

은 지역으로 분류하여 외부효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각각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 총량적 수준에서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 혹은 과잉 공급되었는지 과소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초월하여 어떤 종류의 사회간접자본이 생산적인지 혹은 과소 공급되었는

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외부효과

에 관한 연구와 함께 특정 시설의 입지로 인해 발생한 외부효과가 토지나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주로 헤도

닉 가격기법(Hedonic Price Function Model)을 활용하여 특정시설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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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즉 토지나 주택가격의 하락을 검증하거나 반대

로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가격 상승을 검증한 경우다. 하지만 같은 지역

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한계가 있다(최열・손태민・김성이, 2000).

2) SP방법을 이용한 외부효과의 공간적 파급효과 연구

둘째,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추정방법론인 SP(Stated Preference)

방법을 이용하여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그 공간적 분포를 분

석한 경우다. 환경재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을 활용해 그 가치를 추정해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한 연구들은 비교적 풍성하게 수행되었는데

기존 연구들의 경우 주로 특정 시설의 입지로 인한 소음, 악취 등 부정적

외부효과나 공원녹지조성, 생태계 보존 등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주민들

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시설의 입지로 인해 발생하

는 소음이나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필요한데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직접 설문을 통해 묻고 응답된 결과를 토대로 통계적

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공원녹지를 조성하거나 생태계를 보

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직접 설문을 통해 그 가치를 추정하기

도 한다. 이 때 표본 수집을 위한 설문의 대상을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된

지역 뿐 아니라 주변 광역권 또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추정하게 되면 경제

적 가치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선 [그림 1-1]과 같이 가치평가는 대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반영되므로 경제적 가치추정을 통해 도출된 값으로

외부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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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석대상 연구자 주요내용

거리

조락

현상

공원

녹지

손호기 외

(1998)

-경주 황성공원 대상

-공원에서 멀어질수록 선택가치, 존

재가치, 유산가치 낮게 추정

임윤환・오종열

(2007)

-서울 도심 남북 녹지축 조성

-접근시간 짧을수록 높은 지불의사

김재홍・김승남
(2013)

-울산 솔마루길 도심 트랙킹 코스

- 거리조락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거리

조락

없음

환경

이영성 외(2007)
-청계천 복원사업

-외곽지역에서 더 큰 편익 존재

이영성 외(2008)
-시화멀티테크노밸리사업

-먼 지역의 주민들도 WTP 나타남

공원

녹지

김민재・이영성
(2017)

-분당 지역 내 공원녹지 대상

-분당 외 주민들의 WTP 더 높음

[표 2-2] 환경재의 거리조락현상을 검증한 선행연구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해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비교적 풍성하게 수행되었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해 공원녹

지나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들을 보면 앞서 제시된 것처럼

입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지불의사가 낮아지다가 결국 지불의사가 ‘0’이 되

는 형태의 거리조락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과, 거리와 상관없이 외부효과

의 영향이 있다는 주장,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접근성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Choi, 2013; 조우영 외, 2010) 등 다

양한 결론이 제시되고 있다([표 2-2] 참조). 소음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들도 비교적 풍성하게 수행(김재석, 2000; 김강수, 2002; 유승훈, 2007;

이충기・박상수, 2016)되었으나 거리를 고려해 지불용의액의 공간적 분포
를 다룬 연구는 아쉽게도 찾을 수 없었다. 김재석(2000)의 경우 항공기 소

음의 정도(웨클)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가옥형태, 창



- 25 -

의 구조, 지역 정주의식, 거주년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경우, 정주의식이 낮은 주민, 거주년수 5

년 이하, 30대, 여성, 한옥에 거주할 경우 순으로 피해의식이 높게 나타났

다. 이충기・박상수(2016)는 방음벽 설치에 따른 도로소음저감 편익을 추

정하면서 거주하는 아파트 층수, 7세 이하 자녀 유무, 환경문제에 대한 태

도에 따른 지불용의액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방음벽 설치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되는 4층 이하 아파트 거주 가구 중 7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지불용의액이 크

게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은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조건부가

치추정법을 이용해 추정하였는데 우리나라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어느 정

도 해결하여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한, 즉 축산업이 가지는 긍정적

인 외부효과를 확대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을 특별 부담금의 형태로 거둔다고 가정하고 지불의사를 확인하였다. 축산

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약 1,345~1,85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후속 질문을 통해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65.4%는 축산업의 긍정적

기능이 부정적 기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인

식이 지불용의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해 공원녹지와 환경재, 소음과 악취 등의 외

부효과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거리조락의 유의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축산업은 전형적으로 악취, 수질

오염, 소음 등을 유발하는 기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

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파급효과 등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도 피설문

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공원녹지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전형적인 선호시설이면서도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과 소음, 쓰레기 문제 등 부정적 외부효과도 동시에 작용

하였다. 이처럼 외부효과가 단일 형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른

바 ‘외부성의 장(externality field)’이 전개될 경우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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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가치판단에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즉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임

에도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누군가에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경우 외부효과로 인한 갈등의 양상이 보다 첨예할 것이라는 점이다. 긍정

적 외부효과에 따른 편익의 귀속여부나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비용의

귀속여부가 명확하다면 그 갈등의 양상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편익과

비용의 귀속 또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므로 주민과 주민, 주민

과 정부, 주민과 사업추진 관계자, 정부와 사업추진 관계자,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간 갈등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외부효과로 인한 영향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

기할 수밖에 없다. 외부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한 ‘외부성의 장’에 대한 개연성을 일정 부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러한 복잡한 ‘외부성의 장’이 작동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기반시설 입지

로 인한 갈등의 양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한 이론과 실증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와 같은 분석과

대안이 유의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외부효과가 야기하

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잘못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면

새로운 분석을 위한 방법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 2절 외부효과와 갈등

1. 갈등의 이론적 배경

갈등(葛藤)의 사전적 의미는 ‘칡(葛)’과 ‘등(藤)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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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

나 충돌하거나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9) 우선 갈등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 갈등이라는 것은 ‘conflige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함께

(con) + 다툰다(fligere)’는 의미로서 주로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인식이나

세계관, 행동양식의 불일치로 정의된다(서문기 외, 2001). 따라서 협의의

의미에서 갈등을 파악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개인이나 집단들 간

의 충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광의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직접적인

충돌에 더하여 인식차이, 세계관의 차이, 행동양식의 차이 등과 같은 매우

인지적인 영역까지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5).

사회 갈등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구조론적 접근, 행위론적 접근,

제도론적 접근으로 나뉠 수 있다(정건화, 2007). 먼저, 19~20세기 초 거시

적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과 현상을 분석한 구조론적 접근방식의 대표적

인물인 마르크스(Mark)나 짐멜(Simmel), 베버(Weber) 등은 사회집단 간

갈등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필연적인 점에 주목했고 갈등을 통

해 사회변동을 설명하려 했다. 이런 점에서 이들 세 사람은 고전적 갈등이

론가들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대 갈등이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Turner・정태환 외 역, 2002). 1960년대 이후 이들의 영
향을 받아 사회 갈등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이론가들로 코

저(Coser)와 다렌도르프(Dahrendorf)가 있다. 특히, 다렌도르프는 ‘갈등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어느 집단에서든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시각 하에

보다 다원적인 차원과 영역에서 갈등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했

다.

Dahrendorf(1957)에 따르면 갈등은 세 가지 집단의 유형에 의해 체계

화된다고 규정하는데 먼저 동일한 지위와 이해관계를 가진 ‘유사집단

(quasi group)’, 두 번째로 유사집단을 이루는 사람들 중 실질적으로 함께

9)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http://kr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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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행동을 하는 집단인 ‘이익집단(interest group)’, 마지막으로 이익집단

중 사회 내 갈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갈등집단

(conflict group)’이 존재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이 옳던지, 그르든

지 간에 갈등집단이 표면화하는 사회적 갈등이 사회적 변화의 축이 된다.

또한 그 갈등의 강도는 갈등에 투입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열정과 관여의

정도에 비례한다. 갈등을 보다 강화시켜서 사회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조건

으로는 첫째, 갈등의 쟁점과 본질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것일 때, 둘

째, 가까운 관계 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일 때, 셋째, 권력이나 권위와 다른

보상의 분배가 상호 연관되어 있을 때, 넷째,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의

이동이 적을수록, 다섯째,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갈등, 즉 갈등이 객관

화될수록, 마지막으로 집단적 조직화의 기술적・정치적・사회적 조건들이
충족될수록 갈등은 강렬해진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이와 같은 이

론은 사회기반시설의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구조를 들여다보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외부효과로 인한 편익이나 비용이

발생할 때 그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변수이고, 집단에서 이견을 쉽

사리 제시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보상과 배분의

문제,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이념이나 가치가 작동할 때,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한 조직적 형태의 체계가 갖추어졌을 때, 그 양상이 보다 첨예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론적 갈등분석은 갈등의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 행위나

미시적 선택이 고려되지 않거나 고려된다 하더라도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

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 갈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갈등연구가 주로 갈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해명이 치중하면서 갈등 당사자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행위에 대한

분석과 거리를 두는 한, 사회 갈등의 실질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게 된다

(정건화, 2007).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갈등 당사자 또는 집단의 선택과 행

위를 고려한 행위론적 접근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대표적으로는 행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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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Behavioral Economic)과 게임이론(Game theory)이 있다.

행동경제학은 1950년대 Simon이 심리학과 경제학의 결합을 시도한 것

을 시작으로 인지과학의 성과를 경제학에 도입하고자 한 것이 발단이 되

었다. Simon은 이 시도를 통해 인간이 완전하게 합리적일 수 없다는 ‘제한

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을 주장하였고, 사람들은 완전한 최적

화 기준을 만족시켜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의 기준만 되면 선택을 하게 된다는 ‘만족화(satisficing) 원리’를 주창하였

다. 이후 1970년대에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 경제학의 가정과 실제 인간의

인지구조 간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1979년에 Kahneman

과 Tversky가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발표하면서 심리학과 경제학

의 결합성과가 인정되어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이를 계기로 행동경제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학문적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하였다(한국행정연구

원, 2012). 행동경제학 분야의 주요 이론의 하나인 ‘휴리스틱(heuristics)’은

인간의 직관적・본능적 행태를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고 있는 개념으로 문
제를 해결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만 명확

한 실마리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편의적・발견적인 방법으로 정의된다

(Norio, 2007). 휴리스틱을 활용하면 입지갈등을 조절할 수도 있으며, 갈등

과 관련된 원인 또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가치판단에 작용하여 강하게 반

대하는 님비(NIMBY)현상 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가용성 휴

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s)10)을 활용하면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집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행위론적 접근에서 갈등분석을 위해 활발하게 이용된 또 다른 방법론

은 게임이론이다. 게임이론은 이해집단간의 갈등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개

발된 수학의 한 분야(Zagare, 1984)이며, 이해집단은 자원 또는 재화의 효

10) 어떤 사상(event)이 출현하는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그 사상이 발생했다고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 내고 그것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Nori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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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

고 있다. 이해집단의 의사결정은 이해집단의 권력과 관련이 있는데 권력

은 바로 자신의 이해를 촉진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Reed, 1997). 실제로

게임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들인 겁쟁이게임(Chicken game)이나 조정게임

(Coordination game),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등은 갈등 분석

에 아주 유용하게 적용된다(정건화, 2007).

갈등이론의 마지막 흐름은 제도론적 접근방법 즉, 갈등관리론(conflict

management)이다. 갈등관리란 개인 간, 집단 간, 조직 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의 순기능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갈등요인은 제거하고,

조직 활동에 도움을 주는 갈등요인은 유지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04). 하지만 아쉽게도 제도론적 갈등관리론은

제도설계나 법률제정 등 실제적 관심이 이론적 논의를 압도함으로써 정치

학, 경제학, 사회학 등 기초 사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와의 연관이

부족하다(정건화, 2007).

지금까지의 갈등이론의 흐름을 간략히 요약하면, 초기에는 이론적・개
념적 틀에 한정되어 있다가 인간 행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심리적 접근법

을 접목하기 시도했고, 이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들

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갈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국내 민간연구기관

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어져왔다. 삼성경제연구소(2009)는 국가별 사회

갈등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0.71로 나타나 OECD평균

인 0.44를 상회한다고 분석하였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갈등으로 인해 1인

당 GDP의 약 27%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사회갈등지수

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가 약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하였다. 이는 2002~2005년 평균 1인당 GDP기준으로 약 5,023달러

가 증가하는 효과이다. 갈등의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추정식은 다

음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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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갈등지수   ×통제변수   ………… <식 1>

분석을 위한 통제변수로는 교육, 경제규제, 대외개방도, 정부소비지출

을 설정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로그화하여 추정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

(2016)은 2009~2013년 기간 중 OECD 29개국의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

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갈등지수(상승)와 1인당 GDP(하

락)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만약 우리나라의 사회

적 갈등수준이 OECD평균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약 0.2%p 추

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석을 위한 설명변수로는 사회갈등지

수, 정부지출, 대외의존도, 인적자본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갈등

이 고조・심화될수록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갈등해결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

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Dahrendorf(1957)의 전제처럼 모든 갈등이 다

무익(無益)한 것은 아니다. 어떤 갈등은 중대한 사회 현안들을 다음과 사

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도나 기관의 수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

나 때로 갈등을 통해 사회적 자원이 보다 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

지 않고 선의의 싸움을 위해 낭비되기도 한다. 그리고 흔히 비용은 갈수록

증가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확대되지만 비용에 대한 평가는 너무 늦

게 이뤄진다. 갈등은 사람들과 절차들, 문제의 본질이 혼합된 것이다. 그러

므로 만족스런 해결책을 찾으려면 사람・절차・문제의 본질 등 모든 갈등

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Carpenter and Kennedy, 2010). 갈

등과 관계된 요소들, 즉 사람・절차・문제의 본질을 수집하여 그 함의를

분석하는 작업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다 생산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 항에서는 공간정책과 입지로 인한 외부효과가 야기하는 갈등의

양상이 어떠한지 이론적・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2 -

2. 외부효과로 인한 갈등의 양상

1)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환경갈등

환경갈등(environmental conflict)이란 자연환경, 자연자원, 공공용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재적이고 잠재적 갈등으로 환경에 대한 개인

간 가치나 태도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Emerson et al., 2003). 보다 광의의 의미로는 환경을 매개로 하거나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갈등(김종호 외, 2004; 유영성 외, 2005; 채종헌,

2012),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훼손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다툼과 입

지갈등(홍준형, 2010)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환경갈등은 사회기반시설

등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제한된 용

량을 초과하는 오염원의 배출, 사람 또는 생태계의 파괴 등을 초래하면서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원인이 되거나 혹은 결

과로 나타나는 것이 환경갈등이다.

일반적으로 환경갈등은 다른 사회적 갈등과 차별적인 다음과 같은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환경갈등은 경제개발과정에서 희소성을 지니고

있는 환경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는데 따른 당사자 간 인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즉,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치갈등의 성격을 내재하

는 경우가 많다. 둘째, 환경갈등은 환경문제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의해 발

생한다. 또한 환경갈등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기술적 복잡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서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환경문제, 환경

가치에 대한 당사자 간의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셋째, 환경갈등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환경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과 같은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발생한다. 다시 말해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이 갖는 외부효과

로 인해 비용과 편익의 부담주체가 서로 다르며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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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명확한 재산권이 정의되기 어려워 문제를 해

결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이다(임재형, 2016). 이처럼 환경갈등은 일

반적으로 다른 갈등에 비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고질화・장기화되거나 진
행과정에서 갈등이 더 악화되어 과도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홍준형, 2010).

2) 재화나 서비스의 입지로 인한 입지갈등

일반적으로 환경갈등이 경제개발과정, 또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과정

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야기되는데 반해, 입지갈등은 부정

적 외부효과와 함께 긍정적 외부효과도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 양상이

보다 복잡하게 전개된다. 또한 환경오염인자의 영향권이 비교적 한정적인

환경갈등에 비해 입지갈등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 또한 유동

적인 경우가 많아 조정과 대응이 더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일의

재화나 서비스가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를 동시에 갖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공간적 영향력이 다양

하며,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적・주관적 인식과 가
치 판단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효과의 양상이 더 복잡해지기 때

문이다.

Pinch(1985)가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소방서, 병원 응급실 등 긴급차

량 센터, 경찰서, 학교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많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서비스 과정에서 주변의 교통 혼잡, 소음발

생 등 부정적 외부효과도 동시에 발생하므로 그 공간적 범위나 갈등의 양

상을 단편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입지갈등의 원인으로는 정보나 인식의 차이, 이해관계나 요

구, 가치의 차이, 돈・시간・공간 등 자원의 희소성, 사람들 사이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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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며(Deutsch, 1969), 인식・감정・행위・목표와
수단 등에서 의견 불일치와 대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Klausner and

Groves, 1994). 김민재・이영성(2017)은 기대불일치, 인지부조화, 기대가치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해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변화하

며 이러한 태도나 인식이 대상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한다. 또한 입지갈등은 비용과 편익의 분배 문제, 입지선정 절차

의 정당성 문제, 과학적 불확실성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리고 이

해당사자들과의 협의의 문제 등 그 원인이 더욱 다양하다(정지범, 2010).

이처럼 입지갈등은 환경갈등의 개념을 내포하면서 사회・경제・심리・문
화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입지갈등을 분석하고 해소하려

는 정책적 시도를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피해가 야기하는 문제를 넘어 보

다 광범위한 차원의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환경갈등과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폭넓고 방대하게 수행되었

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때로는 과격해지

며,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사회

에서는 어떠한 시설이라도 잠재적으로 누군가에게 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갈등의 여지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정

지범, 2010).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는 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원인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 양상을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

렵기 때문이다.

환경갈등이나 입지갈등은 외부효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재화

나 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외부효과와 그 영향이 갈등의 주요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외부효과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은 환경갈등이

나 입지갈등 해결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그러한 요인이 대상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판단에 반영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대상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작업은 단순히 경제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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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크기를 가늠하는 수준을 넘어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외부효과와 갈등의 양상

외부효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왜곡하고, 시장실패를 초래한

다. 도시 및 지역 내에서 공공시설의 입지 또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은

외부효과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이 대부분이다. 이는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에 대해서는 배타적 접근을 얻으려고 하고,

반대로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에 대해서는 빗겨가고자 하

는 불균등한 집단 간 차이 때문이다(Knox and Pinch, 2016). 이 차이로 인

해 ‘절대로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는 NIMBY(Not in my back yard)나

‘무조건 내 집 앞마당으로 와야 한다.’는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부효과의

양상이 복잡할수록 갈등의 양상이나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도 매우 복잡하

게 얽혀있어 그 해결이 더욱 어렵다. 어떤 사람에게는 편의(amenity) 서비

스(학교 또는 축구 경기장)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떠한 편의 서비스는 단지 이용자에게만 적용되지만,

또 다른 편의 서비스는 모든 이웃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 해

일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었다. 이로 인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졌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7년여가 지났지만 일본 뿐 아니

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왔다.

이에 2017년 7월 우리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 발표와 함께 신고리 5・6호
기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최근 잦아지는 국내 지진 여파와 함

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여론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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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것이기도 했다.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는 정부정책의

로드맵은 차치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인 방사능

물질에 대한 불안감, 안전 및 환경문제 등과 긍정적 외부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연관 산업의 발달, 지역개발효과 등에 대한 지역 주

민과 국민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3개월간의 갈등 속에 정

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년 12월

22일 결국 공사 재개가 선언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이어지는 지진피

해로 인해 부정적 외부효과가 압도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다.

이처럼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갈등의 양상과 그 전개는 매우 복잡한

실타래와도 같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비록 현장에서 갈등의 양상과 전개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외부효과

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구도는 정부 간, 개인 간, 개인과 정부 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정부 간 갈등이다. 이 경우 특히 부

정적 외부효과를 나타내는 이른바 님비시설의 경우 그 갈등이 더 심화된

다. 님비시설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원활히 공급할 수 없으며, 지

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Barry

and Gillroy, 1993). 이러한 님비시설은 그 자체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 귀속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A라

는 지방정부가 지역 내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여 A도시에서 배출되는 쓰

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가정해보자.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통한 편익

(사회 전체 후생의 증가분)은 오롯이 A도시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나 쓰레

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인근 B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B도시는 A도시 내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비용(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분)을 일부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 시설의 입지에 따

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된다. 외부효과로 인한 입지갈등 분야에서 지방정

부간 갈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풍성히 수행되었으며 대체적으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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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갈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간 관계, 갈등의 생성과 해소요인을 분석

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김도희, 2004; 임정빈・장우영, 2004; 윤민
재, 2011; 최항순・이형만, 2012; 차재훈, 2012; 박치성・정창호, 2014).
둘째, 사회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개인 간 갈등이다. Pinch(1985)는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 소속된 사우스햄튼(Southampton)의 홈 경

기장이었던 델(Dell)구장(약 15,200석 규모)11)에 대한 외부효과를 검증하였

다([그림 2-2) 참조). 프로경기가 열리는 축구장의 입지는 일자리 창출, 방

문객 증가로 인한 인근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시즌 중 일반시민들에

게 개방되어 운동과 여가의 장소로 활용 가능한 직・간접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대리가치, 유산가치 등의 비사용가치까지 다양한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 하지만 Pinch(1985)는 부정적 외부효과도 복합적으로 존재함을 증명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음’ 문제이다.

다음 [그림 2-3]의 좌측 상단 A는 주차장 소음의 불쾌감을 나타낸다.

델(Dell)구장은 비교적 인구밀도 높은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자

동차가 널리 보급되기 전인 1989년 건설되었다. 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들

의 불쾌감은 단순 거리조락형태를 보이지 않고 지역 내 넓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우측 상단 B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쾌감, 좌

측 하단 C는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주거 지역을 통행하면서 발

생하는 거주민들의 불쾌감, 좌측 하단 D는 관중들로부터 주민들이 불쾌감

을 감지한 폭력(hooliganism)에 대한 강도로써 욕설, 재산상의 손상 및 신

체적 폭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포함한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경기장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관중들의 경우 축구 경기관람으로 인

한 편익을 오롯이 누리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소음을 비롯한 각종 부정적

외부효과에 노출되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한다. 이럴 경우 방문객과 거주민

간 극심한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이 역시 편익은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11) 2001년 현재 홈구장인 세인트 메리즈 스타디움(St Mary's Stadium, 약 32,505

석)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함



- 38 -

반면, 사회적 비용은 다른 누군가가 감당해야 하는 편익과 비용의 귀속문

제가 야기한 결과이다. 이는 Pinch(1985)가 밝히듯이 단일의 시설이 긍정

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을 동시에 갖게 될 때 보다 첨예하게 나타날 개

연성이 높다.

[그림 2-3] 사우스햄튼 구장 주변의 공간적 외부효과의 장(Pinch, 1985)

마지막으로 개인과 정부 간 갈등이다. 대표적으로는 님비시설 건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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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주민과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간 갈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님비

시설의 경우 지방 또는 중앙정부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공급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편익)를 위한 공급이지만 해당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민들에게는 지역 전체의 후생 감소(비용)가 된다. 역시 비용

과 편익의 귀속에서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갈등은 현대 사회에서 빈번

하게 접할 수 있다. 도로 및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신공항,

화장장, 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개인과 정부 간 갈

등은 언제나 첨예하다. 최근의 밀양 송전탑 건설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

역 주민 사망 사건, 여전히 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경북 성주의 사

드(THAAD) 기지 건설 문제 등 그 갈등은 더욱 첨예하면서도 폭력적인

성향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과 정부 간 갈등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공공시설의 공급과 입지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이용 및 매수와 관련된 보상(compensation)

갈등, 경찰력의 한계에서 파생되는 토지 이용규제(land use regulation) 갈

등 등이 대표적이다(우동기, 1994).

경제학 이론에서는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수단으로는

먼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각종 부담금 제도, 법적 규

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외부효과의 당사자인 개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하는 피구주의적 해법(Pigouvian solution)이

다. 하지만 합리적 연관성에 기반하여 도시개발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과해서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는 공권력 남용인 동시에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이영

성, 2005). 이와 같은 공권력 남용시 개인과 정부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이해관계자 간 협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협

상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한다면, 재산권이 어느 쪽에 설정되어 있는가에 관계없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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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코즈 정리(Coase’s theorem)’가 있다

(Pindyck and Rubinfeld, 2013). 코즈가 강조한 것은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

고 거래비용이 ‘0’이라는 전제이다. 이상의 전제가 갖추어질 경우 생산 가

치를 극대화하게 될 것이고 결국 협상의 최종 결과는 한계편익과 한계비

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도 외

부효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더 많은 대가를 고집할 경우 거래는 성

립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강의 상류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A라는 사

람이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강 하류에 사는 B라는 사람과 협

상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A라는 사람이 배출기준이 허용하는 수준의 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방류(放流)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협상의 금액

(WTP)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B라는 사람이 배출기준이 허용하는 수

준의 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감소하는 조건으로 수용하

고자 하는 협상의 금액(WTA)이 100만원이어야 협상은 성립한다. 만약 A

가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B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협상은 결렬

될 것이다. 이처럼 재산권과 거래비용의 전제하에서도 현실에서는 코즈 정

리가 성립되지 못한다. 이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기심을

절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하여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자.’라고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게 된다.

비록 현재까지 실험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지불용의액과 수용

용의액의 격차에 관한 수많은 실증연구들이 제시하는 일관된 결과는 지불

용의액 보다 수용용의액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

실이라면 현실에서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협상은 사실상 요

원(遙遠)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공공정책과 사회기반시설의 입

지 선정, 운영의 과정에서 해당 시설과 관련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은

어떤 차이를 나타낼 것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와 같이 수

용용의액이 지나치게 높아 상호 협상이 불가능 할 것인지, 또는 비슷한 수

준에서 수렴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각각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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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가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이자 갈등 해결에 핵

심적 단초를 제공할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비교의 이론적 배경을 들여

다보고 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 3절 지불용의액(WTP)과 수용용의액(WTA)

1.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비교의 이론적 배경

환경재 등 비시장재화의 외부효과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조건

부가치추정법이나 선택모형을 이용해 이해관계자들의 지불의사를 직접적

으로 묻고,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또 외부효

과로 인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이나 선

택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연구도 제시되었다(신영철 외, 2011).

앞서 살펴보았듯이 갈등의 원인과 대안을 분석하는 방법론 중 행위론적

접근방식의 대표적 사례가 행동경제학 분야의 많은 실험들이다.

대부분의 실증분석에서 비시장재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가치를 측정할 때 손실을 감내하기 위한 수용의사(WTA to accept) 개념

을 사용하는 대신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WTP to avoid) 개념

이 사용되어 왔다(Mitchell and Carson, 1989).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인 지불용의액과 재화나 서비스를 포기

하는 대가로 보상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인 수용용의액은 소비자 잉여 및

후생변화를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동시에 다양한 가치 추정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김태은, 2017). 이들 개념은 후생경제학

에서 제시하는 Hicks의 보상변화와 동등변화에 그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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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래 [표 2-3] 참조).

후생 측정 환경질의 개선 환경질의 악화

보상변화(CV)
획득을 위한 지불의사

(WTP to obtain)

감내에 대한 수용의사

(WTA to accept)

동등변화(EV)
포기에 대한 수용의사

(WTA to forgo)

회피를 위한 지불의사

(WTP to avoid)

자료: Ahlheim and Buchholz(2000), 엄영숙(2008) 참조하여 정리

[표 2-3]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후생효과 측적방법의 구분

Hicks는 소비자 잉여 측정의 기초가 되는 보통 수요함수가 소득의 한

계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도출되어 정확한 소비자 잉여를 대변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상 수요함수를 통한 보상

변화와 동등변화 개념을 제시했다(이만우, 2004).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는 가격 변화가 발생되기 이전의 효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

화된 가격 하에서도 원래의 효용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변화

를 말한다. 반면,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는 소비자로 하여금

변화된 가격 하에서 얻어지는 효용을 원래의 가격 하에서 달성하도록 하

기 위해 필요한 소득변화이다(권오상, 2007). 이와 같은 개념 하에서 지불

용의액은 ‘무엇인가를 얻는, 이득(gain)’ 의미가 있는 반면, 수용용의액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손실(loss)’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Kahneman et

al., 1990). 또한 지불용의액은 ‘구매(buy)’ 가격으로 수용용의액은 ‘판매

(sell)’ 가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Brown and Gregory, 1999).

전통적 경제이론에서는 소득효과가 크지 않은 동일한 재화의 경우 지

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willig,

1976; Randall and Stoll, 1980; Kahneman et al., 1990; Sayman and

Öncüler, 2005). 그러나 방대하게 수행된 실증연구들을 통해 지불용의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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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용의액 간 불일치(disparity)가 존재하고, 대체적으로 수용용의액이 지

불용의액보다 크며, 또 그 차이는 소득효과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것을 밝혔다(Henderson, 1941: Coombs et al., 1967; Hammack and

Brown, 1974; Kahneman and Tversky, 1979; Knetsch and Sinden, 1984;

Brookshire and Coursey, 1987; Kahneman et al., 1990; Hanemann, 1991;

Hoffman and Spitzer, 1993; Shogren et al., 1994; Brown and Gregory,

1999; Horowitz and McConnell, 2002; Sayman and Öncüler, 2005; Sun et

al., 2009; Flachaire et al., 2013; He and Asami, 2014).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사업을 위한 평가에서도 전통적 경제

이론 기초하여 상황변화에 따른 편익이 개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

지 않다면 두 편익 측정치인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추정치는 이론적

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KDI, 2008), 이에 기초하여 지불용의

액을 이용해 대상재화의 가치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불용

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괴리는 공공정책의 이론적 기초인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에서도 중대한 의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해 사람들의 지불의사를 유도해내고 그 편익을 계량화

하여 금액으로 표현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적절한 평가 값으로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

합한지(Norio, 2007), 또 그와 같은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러한 차이

와 원인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매우 중

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차이는 공공정책 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김태은,

2017).

첫째, 개념적으로 지불용의액은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수용용의액은

‘손실’과 관련되어 있으나 공공사업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이 동일하

다는 가정 하에 지불용의액을 기초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부정적 외

부효과가 존재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송전탑과 같은 경우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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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탑 건설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익’의 개념

으로 이들의 손실을 측정할 경우 손실 규모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게 되면 공공

사업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둘째,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이 불일치하면, 공공사업에서 자발적

협상이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 어떤 권리나 재화를 사는 주체와 파는 주체

가 해당 권리와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면, Kahneman et

al.(1990)이 지적하듯이 거래비용이 ‘0’이라 하더라도 자발적 교환은 이루

어지기 어렵다. 결국 자발적 협상에 따른 교환보다는 재화를 사는 주체와

파는 주체 간 갈등이 발생되고, 제 3자의 개입이나 다른 정책적 대응이 없

을 경우 공공사업의 갈등과 분쟁이 매우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기반시설이 부정적 외부효과만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외부효과와 함께 혼재되어 나타날 경우 상황

은 더욱 복잡해진다. 앞서 살펴본 사우스햄튼 델(Dell)구장의 사례와 같이

시설의 입지가 누군가에게는 ‘손실’을 유발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손실의 규모가 과소 추정되거

나 이익의 규모가 과대 추정될 수도 있다.

이처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비교하는 작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입지와 외부효과로 인한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함의를 준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수행된

방대한 연구는 주로 이론의 검증을 위한 수준에 한정되어 있다. 실제로 공

간정책과 사회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외부효과에 대해 지불용의액과 수

용용의액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국내외에 걸쳐 거의 없다. 최근 수행된 김

태은(2017)의 연구가 그나마 유일한 자료이다. 또한 비시장재 가치추정법

을 활용해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단순히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수준을 넘어 갈등에 관한 용인과 의식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신영철 외, 2011) 이를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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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매우 아쉬우며 이에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

다음 항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밝힌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의 차이와 그 양상을 들여다보고, 선행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개념 간

차이의 원인을 정리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한 함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설

문 설계 방향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 및 원인

Henderson(1941)의 이론적 논의 이후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격

차를 분석한 실험연구는 방대하게 수행되었다(환경재의 경우 [표 2-4], 비

환경재의 경우 [표 2-5] 참조).

대체적으로 지불용의액에 비해 수용용의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격

차는 작게는 수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이 비율

의 격차는 비시장재 가치평가방법이나 설문조사방법의 차이에 영향을 받

기보다는 대상재화가 얼마나 비시장적 성격을 갖느냐에 의해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orowitz and McConnell, 2002). 선행연구

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은 대상 재화에 따라서

작게는 1.5배에서 많게는 60배 이상 격차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메타분석을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Brown and Gregory(1999)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비율

이 1.4~56.9까지 나타났으며 Horowitz and McConnell(2002), Sayman and

Öncüler(2005), Tuncel and Hammitt(2014)의 연구에서도 그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한 일부 연구

(Amigues et al., 2002; Sun et al., 2009; Del Saz-Salazar et al., 2009; Del

Saz-Salazar et al., 2009; He and Asami, 2014)에서도 지불용의액과 수용

용의액 간 불일치가 존재하고, 지불용의액에 비해 수용용의액에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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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김태은, 2017).

선행연구들에서는 비록 두 개념 간 격차의 범위(range)가 크게 나타나

고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증명하고 있으며 그 원인 또한 다양한 측면에

서 제시하고 있다.

저자 대상
실제

화폐

평균 또는 중앙값

WTA($) WTP($) Ratio

Hammack and

Brown(1974)

물새 사냥

제한
No 1,044 247 4.2

Banford et al.

(1979)

부두 낚시

허용
No 120 43 2.8

Bishop and

Heberlein(1979)

거위 사냥

제한
No 101 21 4.8

Brookshire et al.

(1980)

사슴 사냥

제한
No 69 13 5.4

Rowe et al.

(1980)

깨끗한 대기

시계 확보
No 24 5 5.2

Brookshire and

Coursey(1987)

공원 녹지

밀도
No 855 14 61.0

Bishop et al.

(1988)

사슴 사냥

제한
Yes 153 31 4.9

Boyce and

McCollum(1993)

들소 사냥

제한
Yes 12,233 215 56.9

MacDonald and

Bowker(1994)

산업 단지

악취
No 735 105 7.0

자료: Brown and Gregory(1999) 인용하여 일부 추가・수정

[표 2-4]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비교한 선행연구, 환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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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대상
실제

화폐

평균 또는 중앙값

WTA($) WTP($) Ratio

Knetsch and

Sinden(1984)
복권 티켓 Yes 5.18 1.28 4.1

Coursey et al.

(1987)
맥주 마시기 Yes 4.7 2.9 1.6

Harlow(1988) 복권 티켓 Yes 2.14 1.39 1.5

Harless(1989) 복권 티켓 Yes - - 2.7

Hof et al.(1989)
소 방목의

허용
No 7.0 1.5 4.7

Kahneman et al.

(1990)
머그잔 Yes 5.78 2.21 2.6

Boyce et al.

(1992)
실내용 화초 Yes 8.00 4.81 1.7

Kachelmeier and

Shehata(1992)
복권 티켓 Yes 11 6 1.8

Adamowicz et al.

(1993)
영화 티켓 No 9.30 4.76 2.0

Shogren et al.

(1994)

질병으로부터

위험
Yes 3.5 0.9 3.9

Franciosi et al.

(1994)
머그잔 Yes 5.36 2.19 2.4

Eisenberger and

Weber(1995)
복권 티켓 Yes 6.11 4.23 1.4

Morrison(1997) 머그잔 Yes 2.20※ 0.99※ 2.2

자료: Brown and Gregory(1999) 인용하여 일부 추가・수정
주: ※의 경우 달러가 아닌 파운드 기준

[표 2-5]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비교한 선행연구, 비환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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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경제학 분야에서의 증명

앞서 갈등을 행위론적 접근으로 분석하는 행동경제학 분야에서는 특

히 ‘보유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험연구를 수행했다. 행동경제학 분야의 창

시자인 Kahneman and Tversky(1979)는 ‘사람은 변화에 반응한다.’는 전

제로 준거점 의존성, 민감도 체감성(diminishing sensitivity), 손실 회피성

(loss aversion)12)의 특성을 포함하는 ‘전망 이론(Prospect theory)’를 제

시하였다. 이 중 특히 손실 회피성이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

지인데 하나는 Thaler가 명명한 ‘보유효과(endowment effect)’이며, 다른

하나는 Samuelson and Zeckhauser가 규정한 ‘현상 유지 바이어스(status

quo bias)’이다(Norio, 2007).

손실은 가치가 같은 이익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평가된다. 만약 누군

가에게 가치가 같은 손실과 이익이 있다면 손실로 인해 생긴 ‘불만족’이 이

익을 가져다주는 ‘만족’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Kahneman and

Tversky(1979)는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해보이고 있다. 금액이 같은 이익

과 손실의 절대치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위 식을 확률이 적용된 복권 선택이라는 상황에 적용하면,  ≻  ≥ 

이라 하면 ‘    ’보다 ‘    ’ 쪽이 더 선호된다. 즉,

   ≻   

12) 같은 금액이라면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는 현상, 달리 표현하면 얻

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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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가 되고, 여기서 ‘  ’이면,

 ≻ 

가 된다. Kahneman and Tversky(1979)의 분석에서는 크기가 같은 이

익과 손실, 예를 들어 1,000원의 이익과 1,000원의 손실에서 각각의 절대치

는 후자 쪽이 약 2배에서 2.5배 이상 큰 걸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이 같더

라도 손실이 이익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보유효과는 두 가지 의미에서 손실 회피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첫째,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놓는 것은 손실로, 그것을 손에 넣는 일은

이익으로 느끼는 것이다. 둘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손

실로, 그것을 팔아서 얻는 금액은 이익으로 취급한다. 이에 따르면 보유효

과는 사람이 어떤 물건(권리나 자연환경, 경제 상태, 건강 상태 등을 포함)

을 내놓고 그 대가로 희망하는 최소값인 수용용의액과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지불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최대값인 지불용의액 사이의 괴리를 설명

할 수 있다(Norio, 2007).

이와 같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괴리는 표준 경제 이론의 핵심

부에 중대한 의문을 던진다. 그것은 ‘두 무차별곡선은 결코 교차하지 않는

다.’는 기존 경제 이론의 전제 때문이다. 이 전제는 무차별곡선이 ‘가역적

(可逆的)’이라는 암묵적 전제 아래 성립된다. 즉, 상품 를 가지고 있을 때

상품 와 를 교환하는 것이 무차별하다면, 반대로 상품 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상품 와 를 교환하는 것 역시 무차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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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유효과에 따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값이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그 가역성은 이미 성립되지 않는다. 즉, 준거점으로부터 이동 방향이 다르

면 정상적인 무차별곡선과 다른 곡선이 그려질 뿐만 아니라 그 두 곡선들

이 교차하게 된다.

2) 기존 선행연구들의 증명

선행연구들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Brown and Gregory(1999)에 따르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

액의 격차를 만드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인 소득효과(income effects), 거

래비용(transaction costs), 내재된 가치(Implied value), 이익 동기(profit

motive)와 심리적 요인인 보유효과(endowment effect), 합리성 또는 정당

성(legitimacy), 모호성(ambiguity), 책임감(responsibility) 등을 제시하였

다([표 2-6] 참조).

경제적 요인 중 소득효과는 적어도 경제학자들에게서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이지만 실제 많은 실험연

구에서 이 원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소득에 의해 선택이 제약되지만 손실에 대한 보상

의 경우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의 경우 판매자

와 구매자 사이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가

능이 있지만 대부분 실험연구는 이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한 설계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거래비용이 ‘0’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

도 두 격차가 매우 크다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Kahneman

et al.(1990). 거래 비용은 거래에 임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존재하며 이 범위 내에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개념이다. 내재된 가치란 누군가가 특정 재화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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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려고 시도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원치 않는 품목을 내어놓는다고

인식하게 되고 자연히 그 가치를 낮게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 가격

이 존재할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화에서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익 동기란 실제 거래시 가장 핵심

적인 개념이며 구매자는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 하고 판매자는 높은 가격

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고 규정하면서 지불용의액

과 수용용의액 간 격차는 이익 극대화 추구점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리적 요인 중 합리성은 안전을 포기하는데 대한 대가는 수용하지 않

는 것과 같이 자신이 수행 가능한 윤리적 차원의 범위까지 거래를 한정한

다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광범

위하게 다뤄진 보유효과가 있다. 모호성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시장 가격, 특성, 한계 편익 또는 비용, 미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모

호하여 발생하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이다. 모호성이 높을수

록 손실 회피성이 높은 구매자들은 재화를 과소평가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은 타인에 대한 보살핌, 재화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등

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를 초래한다는 개념이다.

기존 이론에서 제시한 원인 중 거래비용과 이익 동기, 내재된 가치는

당사자 간 거래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하기 부적합하며, 합리성과

모호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임감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 중 소득효과, 보유효과, 책임감에 대해 검증할 것이며, 더불어 대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친숙성, 인식과 태도 등이 지불용의액과 수

용용의액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 중 보유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김해시를 세 권역으로 나누었다. 보유효과가 유의미하다면 현

재의 조용한 환경을 잃기 싫은 손실 회피성에 따라 새로 소음권역에 포함

될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야 한다. 개방형 예비설문에서는 책임감이 실제로 지불용의액과 수

용용의액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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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설명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

․적어도 경제학자들에게는 WTA와 WTP 간 차이에 대한 가

장 명확한 설명

․WTP는 소득에 의해 제한되나 WTA는 해당되지 않음

․실제 일부 실험연구를 제외하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반면, 환경재와 같이 독특하고 가치 있는 재화에는 일부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거래비용
․거래비용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WTA와 WTP의 불일치 발생 가능

내재된 가치

․특정 재화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원치 않는 항목

으로 간주되어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 가치가 높아지

게 됨

․시장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화에서 WTA와 WTP의 불균형 초래 가능

이익 동기

․실제 거래시 가장 핵심적인 영역임. 구매자는 가장 낮은 가

격을 판매자는 가장 높은 가격을 희망해 이익을 극대화 함

․이익 극대화 추구점까지 WTA와 WTP의 불균형 가능

보유효과
․개념적으로 손실회피(loss aversion)와 동일

․보유(endowment)하고 있으므로 더 가치 있게 인식

합리성
․거래는 자신이 수행 가능한 윤리적 차원의 범위까지 한정

․예를 들어, 안전(safety) 포기에 대한 대가는 수용 않을 것

모호성

․거래 과정에서는 재화의 시장 가격, 특성, 한계편익 또는 비

용, 미래 가치 등 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모호함

․모호성이 높으면 손실회피성 구매자는 재화를 과소평가

책임감

․타인에 대한 보살핌, 재화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등이 WTA

와 WTP의 불일치 초래

․자신의 선택으로 해로운 결과가 예상될 때 보수적 태도

자료: Brown and Gregory(1999)

[표 2-6]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차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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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iroa and Barriob(2011)은 사회기반시설의 가치 평가시 제시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설득을 위한 시도(entreaties)’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를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o : WTA설득이 없는 경우 = WTA설득이 있는 경우 (1)

Ho : WTA설득이 있는 경우 = WTP (2)

Ho : WTA설득이 있는 경우, 지역비용부담 = WTA설득이 있는 경우, 광역비용부담 (3)

Loureiroa and Barriob(2011)은 스페인 북서부 Galicia지역에서 2006년

도 큰 들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해 화재 복원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화재로 인한 모든 피

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WTP)’과 ‘복구가 없는 대

신 일정 수준이 보상금을 지급(WTA)’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다음 세 가지 추가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보상금의 경우 지역 내

기금을 활용하므로 그만큼 지역 내 다른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보상금은 유럽연합(EU)의 기금을 활용하는 대신

유렵연합 내 다른 국가들에 투입되어야 할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이 줄어드

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시나리오를 혼합하여 보상금은 지역과

유럽연합 기금으로 절반씩 활용하고 그만큼 지역과 유럽연합 내 사회기반

시설 공급이 줄어드는 시나리오이며, 추정 결과는 다음 [표 2-7]과 같다.

추정 결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가 가장 큰 경우는 A이고

이어서 C와 D, B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상금을 수령하는 만큼 지역 내 다

른 사회기반시설이 줄어든다고 인식할 경우, 즉 보상금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수용용의액이 낮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rown

and Gregory(1999)가 제시한 ‘책임감(responsibility)’이 실제로 작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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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한 연구이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해로운 결과가

예상 된다면 이타적인 태도나 도덕적 책임감으로 인해 두 격차의 변화가

예상된다.

비고 Ratio WTA/WTP

전체 샘플의 WTA 11.26

WTA-version A (설득 없음) 25.72

WTA-version B (지역 기금의 기회비용) 2.94

WTA-version C (EU 기금의 기회비용) 4.91

WTA-version D (B와 C의 혼합) 4.42

자료: Loureiro and M. Barrio(2011)

[표 2-7]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추정 결과

Loureiroa and Barriob(2011)의 실증연구에서 피설문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경우 지역 내의 다른 공공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제약 조건하에 놓였

다. 기존 이론에 부합하려면, 이 경우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여 지

역 내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타인과

재화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결과 지역 내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한 시나리오의 경우 선택으로 인한 지역 내 후생감소가 없는

시나리오에 비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비율이 1/10이상 현격히 줄

어들었고, 공간적 범위를 유럽연합으로 확장한 경우에도 그 경향이 뚜렷하

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일종의 거리조락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자신의 지역 내로 한정했을 때는 보상금(수용용의액)을 낮게 요구했으나

유렵으로 확대할 경우 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것

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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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가 실제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복원, 머그잔, 영화티켓 등 실험연구로 한정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차이의 원인으

로 그동안 제시된 이론들이 실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서도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 4절 소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논리적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효과 ⇨ 갈등 ⇨ WTP・WTA 差

Ÿ 외부효과의 거리조락

현상 → WTP의 공

간적 분포

Ÿ 외부성의 장 → 비용

과 편익의 동시성 →

갈등

Ÿ 공간 정책과 입지의

외부효과와 갈등

Ÿ 행위론적 갈등분석

→ 행동경제학의 실

증연구 → WTP와

WTA의 괴리

Ÿ WTP와 WTA 격차

→ 갈등의 양상 및

원인 분석

Ÿ 대상 재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규명

→ 갈등 해결

기존 연구들은 사회기반시설의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하

여 거리조락(distance decay)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Pinch(1985)가 제시

한 외부성의 장, 즉 단일 재화나 서비스에서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

부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날 경우 비용과 편익이 귀속이 보다 복잡해지고

갈등의 양상도 더욱 심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지불용

의액을 추정하여 외부효과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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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행위론

적 갈등분석을 시도한 행동경제학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괴리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실험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지불용의액과 수용용

의액의 격차는 특히 환경・자원 관리의 의사 결정 측면에서 중대한 미치

지만 지금까지 거의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 쟁점의 뿌리는 보다 더 광범위

하며 환경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인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인식, 태

도, 가치 판단 등 복잡한 개인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때문에 지불용

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를 면밀히 검토・분석하는 작업은 사회적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외부효과로

인한 갈등의 구조 또한 이익과 손실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 판단 등 복잡

한 개인 간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소음’이라는

대표적 부정적 외부효과와 생산성・민간투자 증가, 토지가격 상승 등 긍정
적 외부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외부성의 장’이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확

정 발표 이후부터 지역사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오다가 지

방선거(2018.6.13.)를 전후로 하여 정치적 셈법까지 더해져 갈등의 양상이

보다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실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

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

는 본 장에서 살펴본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와 관련된 기존 이

론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함과 동시에 현재 김해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어지는 3장에서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주요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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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현황

제 1절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개요

2000년대 초・중반 여객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 김해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 건설문제가 대두되면서

구체적인 후보지로 경남 밀양시와 부산 가덕도 두 곳이 선정되었다. 하지

만 2011년 3월 30일 두 지역 모두 사업으로 인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사업은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 재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다시 한

번 전국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2016년 6월 21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입지

평가 결과 당초 후보지였던 밀양과 가덕도 대신 기존 김해국제공항 확장

으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다. 경제성 규모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비용은

4.17조원으로 밀양(4.53조원)과 가덕도(7.47조원)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접근성과 안전성, 환경성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아 선정되었다13).

김해 신공항 사업은 연 3,800만 명을 수용(국제선 터미널은 연 2,800만

명 수용 규모)할 수 있는 규모로 3,200m의 활주로와 계류장, 영남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2017년

부터 2026년까지이며 공항시설 건설비 외에 토지보상비, 접근 교통망 건설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5.96조원으로 추정된다.14)

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6. 21) 참조

14)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2017.7.7.) 배포자료, 국토교통

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경우 발표 시점(2016)에 비해 약 1.8조원 증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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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

로

접근도로 

신설

부산-김해 

경전철

부전-마산전철

간선철도 

지선 신설

남해고속도로 

지선

터미널 

신설

기존 터미널 

지역

기존 

활주로(2본)

에어시티 

유보지

대구-부산고속도로 

방면 ⇨

부산방면 

⇨⇦ 

창원방면 

[그림 3-1] 김해 신공항 계획도(ADPi(案), 김해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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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김해 신공항 접근 교통망 계획안(김해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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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주요 갈등

1.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대책

공항은 단일 시설이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를 동시에 갖

는 가장 분명한 사례이다. 공항은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항공기 항로

연변(wayside)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분개(indignation)하지만, 고용을 창

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다(Pinch, 1985). 긍정적 외부효과로

는 특정 지역이 공항 건설로 인해 생산이 증가효과가 발생할 때 생산요소

를 공급하는 타 지역의 생산이 증가하거나(Delgado and Álvarez, 2007),

공항으로의 접근을 위해 확충되는 도로 등의 교통시설로 인해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지역과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더 큰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문시진 외, 2015). 또한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소비자

들이 이동하여 지역 내 생산성이 증가하거나(Ezcurra et al., 2005), 인적

교류의 증가로 지식의 확산과 혁신의 장이 마련되기도 한다(Owyong and

Thangavelu, 2001). 이러한 지역 내 생산성 증가와 지식과 인력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공항 주변의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연결되기도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로는 대표적으로 소음 등 환경문제가 있다. 항공기로 인한

소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도로, 철도 등 도심과 연계된 기반시

설의 용량 증대로 소음 이외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개선된

지역 간 접근성과 연계성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내 생산요소와 자본, 소비,

인적 자본 등이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김해 신공항 역시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 내 생산성 증가,

접근성 강화로 인해 소비 및 인적 자본의 지역 내 유입 등 긍정적 외부효

과와 소음 등 환경문제, 지역 내 생산, 소비, 인적 자본 등의 외부 유출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정책 수

립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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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 있는 것은 역시 ‘소음’ 문제이다.

김해시는 2017년 경상남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김해

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영향분석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7월 7일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주관부서(국토교통부) 및 이해관계

자들의 토론회에서 이를 발표하였다. 김해시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

해 토론회 당시 발표 자료를 구득하였으며 현재까지 논의된 가장 상세한

소음 피해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15)

먼저 공항과 항공기 소음의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소음

이란 항공기 이착륙, 비행 중, 지상 활주 및 계류 중에 발생하는 소음(항공

기 소음측정 업무지침 제2조4항)을 말하며, 공항 소음이란 공항에 이착륙

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영향도는 항

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운항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및 9항). 현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영향도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는 소음영향
도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음영향도(WECPNL) =   log  

위 식의 계산식에서값은 이륙・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

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

15) 본 항에서 정리한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대책의 내용은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2017.7.7.)」 배포자료를 참

고하여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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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 소음도를 말한다.

  log



 










N값은 하루 동안의 이륙・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

지의 횟수를 N1,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2, 오후 7시부

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3,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4

라고 할 때 다음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이다.

        

동법에 따르면 75웨클(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Noise Level,

WECPNL) 이상일 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시설물과 용도에 제한

을 두거나(제4조), 각종 대책사업(제5조와 6조)을 시행한다.

이 중 소음영향도가 95웨클 이상의 제 1종 구역과 90~95웨클의 제 2종

구역을 소음피해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1종 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신

축 및 증・개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에 한 해 설
치허가를 하고 있다. 주로 완충 녹지지역과 공항운영 관련 시설의 용도로

만 활용된다. 제 2종 구역의 경우 방음을 조건을 일부 증・개축이 가능하
며,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경우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하게 규
정되어 있다. 소음영향도가 75~90웨클일 경우 제 3종 구역으로 지정되며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규정된다.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활용 가능하

되 시설물의 방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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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역
소음영향도
(WECPNL)

시설물설치 용도

소음

피해

지역

제 1종

구역
95이상

․주거, 교육, 의료, 공

공시설 신축 및 증・
개축 금지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

설물 설치 허가

․완충 녹지지역

(이착륙 안전

지대)

․공항운영에 관

련된 시설만

가능

제 2종

구역
90-95

․주거, 교육, 의료, 공

공시설 신축 금지, 방

음시설 시공 조건으

로 증・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 시설의 경우

항공기 소음과 무관

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개축 허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자연 녹지지역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설치 가능

소음

피해

예상

지역

제

3

종

구

역

가

지구
85-90

․방음시설 시공조건으

로 신축 및 증・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 시설의 경우

항공기 소음과 무관

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개축 허가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시설물 방음시

설 의무화 지

역

나

지구
80-85

다

지구
75-80

자료: 권태정(2010)

[표 3-1]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지역 구분과 행위제한

김해 신공항 건설이 예상대로 이뤄질 경우 일일 운항횟수와 연 운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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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다음 [표 3-2]와 같다.

시나리오
일일

운항횟수

연

운항횟수

주간

(07:00-19:00)

야간

(19:00-22:00)

심야

(22:00-07:00)

현재 335회 122,000회 260회 60회 15회

신공항 819회 299,000회 621회 114회 84회

[표 3-2] 소음시나리오 모델의 시간대별 항공기 운항횟수

위 시나리오에 따른 소음 등고선은 다음 [그림 3-3]과 [그림 3-4]와 같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경우 남북 방향으로 뚜렷한 소음 등고

선이 김해 시내를 관통하는 북서쪽 방향으로 확산됨을 알 수 있다.

김해시의 발표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 전체 소음면적이

현재 1.96㎢에서 12.22㎢로 약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산된다. 특히 현

[그림 3-3] 김해 신공항 소음 등고선 분석결과(김해시 내부자료)

자료: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배포자료

주: (左)현재의 항공기 운항횟수 일 335회, (右)신공항 건설시 항공기 운항횟수 819

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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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해당되지 않는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역이 1.03㎢까지 늘어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쾌감(Fidell et al., 1991; 이기정 외,

2007)과 수면 방해(Fidell et al., 1995; Basner et al., 2006) 등은 가장 빈번

하게 제기되는 피해 유형이며, 최근에는 고혈압 등과 같은 질병 발생위험

과 빈번한 소음 노출과의 상관성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Passchier et al., 2000; Eriksson et al., 2007; 박진규 외, 2006). 직접적 건

강 영향 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 하락(장재희, 2004)과 각종 규제와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민원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권

태정, 2010).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 김해시에서 단일 동(洞)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내외동 지역(김해시 전체 인구의 약 15.06% 거주)을 포함해 6

개 지역이 소음영향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 [표 3-3] 참조).

특히 새로 소음영향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도심 외곽 신도시를 제외하고

는 김해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게 될 소

음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김해시

전체인구

구역 외

(70 미만)

소음영향지역

소계
인근지역

(70-75)

대책지역

(75-80)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계 201.6 529.9 59.5 15.1 33.0 86.1 32.0 83.7 1.0 2.4

비율 100.0 100.0 29.5 28.4 16.4 16.3 15.9 15.8 0.5 0.5

자료: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배포자료

[표 3-3] 소음영향 예상지역의 세대 및 인구 (단위: 천 세대, 천 명, %)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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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비행절차, 운항정보 등이 확정되면 소음 등고선 및 피해규모는 일

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과연 무

엇일까? 대책의 현실성,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정도, 정책의 일관

성과 추진 의지는 지금 전개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된다.

현행 법률은 국고지원, 소음 부담금, 공항시설관리자 부담금(착륙료 수

익의 75%)을 통해 소음대책사업비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

터 2020년까지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는

[그림 3-4]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등고선(김해시 내부자료)

자료: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배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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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628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방지와 보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을 위해 활용된다.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

대책

지역

제 1종 구역 95이상 ․이주대책

제 2종 구역 90-95 ․방음시설 설치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지원

․주택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냉방시설 전기료

제 3종

구역

가 지구 85-90

나 지구 80-85

다 지구 75-80

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제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정리

[표 3-4] 소음영향도에 따른 지원 사업

현행 규정은 항공기 소음이 95웨클 이상 되는 1종 구역의 경우 이주대

책을 지원하며, 75~95웨클인 2, 3종 구역의 경우 방음 현관문, 방음 창호

등의 설치를 지원하거나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요금 지원, 방송 수신료 지

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음인근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도서

관, 체육공원 등) 건립, 교육문화사업 등 주민복지사업과 공동작업장 및 공

동영농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김해공항 소음대책사업 내역을 보면 주택방음시설 2호에 5천

만 원, 냉방시설 설치 100세대 2억 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907세대 총

2,80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총 923세대 1억 8,500만 원, 그 밖의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에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16).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에 따른 소

16) 공항소음포털(https://www.airportnoi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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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책 방안은 주민지원 사업 종류를 보다 다양화 하는 방안(학자금 및 장

학금 지원, 통학차량 지원, 공용주차장 설치, 마을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사

업 등), 현행 3개월(7~9월) 지원하는 냉방시설 전기료를 4개월(6~9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17).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사업 백지화, 신도시

건설과 피해주민 이주, 활주로 변경 등 강경한 주장도 제기되는 반면, 소음

피해지역 지원에 최우선을 다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도 제기되고 있다. 여

러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대책(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토지수용 및 매수청구권 확대이다. 공항개발예정 지역을 확대 지

정하고 수용해 줄 것,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확대해 줄 것, 소

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및 이주대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둘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강화이다. 관계부처에서

17)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배포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그림 3-5] 항공기 소음인근지역 주민지원 사례

자료: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배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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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반을 주 1, 2회 상설운영 할 것, 소음관련 체험과 교육 및 훈련제

공, 주민모니터링 제도 정례화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셋째, 주민의견을 적

극 반영한 소음대책 마련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시 주민의견 수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차단을 위한 방호벽・완충 녹지 설치, 공항소음대

책위원회 운영활성화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넷째, 공항소음통합센터 및

통합콜센터 운영이다. 이를 통해 소음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지역민들을 위한 소통 창구마련과 상담

원 지정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마지막으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

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관한 조례를

2016년 3월 24일 제정해 구체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 따

라 보다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예상되는 소음의 피해와 강도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광범위하게 조사되지 못한 실정

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해 제시된 피해 대책 아직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

게 토론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다만, 사업 확정 발표 이후부터 전개되

면서 최근 정치적 일정과 함께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양상은

다소 뚜렷해지고 있다. 다음 항에서는 그 갈등의 핵심 이슈와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조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연구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 요긴한 작업이기 때문이

다.

2. 갈등의 현황과 구조

갈등은 정책의 계획, 추진・집행과정에서 보다 가시화된다. 정책과정

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는 매우 다양하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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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는 크게 가시적 집단(visible cluster), 숨겨진 집단(hidden cluster), 이

익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Kingdon, 1995). 여기서 가시적 이해관계자는

다시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부와 국회, 언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익집단의 경우 특정 정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피해

를 받는 집단 또는 이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숨겨진 집단

의 경우, 먼저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관여는 직접적

으로 하지 않는 전문가와 국민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의 국민은 넓게

는 일반적 국민이 포함되게 되지만 대게 간접적 또는 잠재적으로 특정 정

책에 영향을 받는 집단을 의미한다(박치정・정창호, 2014). 본 연구에서 김
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갈등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가시적 집

단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김해시・부산시), 이익집단, 일반 주민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공항사업은 국가적 대형 사업이므로 숨겨진 집단이 존재

할 것이나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논점에서 제외한다.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현황과 구조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그림 3-6]이다. 먼저 사업대상지인 김해시와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중앙정부와의 갈등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초 밀양

과 가덕도를 두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차선책으로 선정된 것이 기

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案)이었다. 김해시의 입장에서는 10여 년이 넘

도록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준비를 해 온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사실

상 사업추진에 대한 준비,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

한 것은 역시 ‘소음’ 문제이다. 김해시는 중앙정부에 활주로 형태 또는 방

향 변경에 대한 요구와 함께 소음측정 면적을 확대해줄 것, 소음피해지역

을 면적 기준이 아닌 인구 기준으로 할 것 등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작

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커퓨 타임(Curfew Time, 야간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을 줄이려는 계획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나 주민과 협의 없이 슬롯(SLOT, 시간당 항공기



- 71 -

이・착륙 횟수)을 확장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형세다. 이번 슬롯

확장은 김해공항의 이용객들이 5년간 연평균 12.4% 증가함에 따라 활주로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 명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김해시에서

진행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김해 신공항 건설은 물론 슬롯 확대, 커퓨

타임 등 항공기 소음이 증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김해시

민들과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김해시와 주민들의 불신

의 골은 더욱 깊게 되었다.18)

[그림 3-6]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갈등 구조도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양상은 두

이익단체의 활동이다.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

18) 경남일보 2018년 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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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소음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강구하되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착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김해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그들이다.

[그림 3-7]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 천막농성 시작(2017.10.19.)

[그림 3-8] 김해시민협의회 발족(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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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김해 신공항 건설반대를 위해 시민모금 운동을 실시하는 플

랜카드 150여 장을 김해시 내 부착하여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반면 협의

회는 플랜카드는 불법적으로 게시된 것이며 김해시 또한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대책위와 김해시를 각각 고발 조치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두 단체는 인근 부산시와도 사업추진 관련해 설전(舌戰)을 주고받으

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반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고 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나 법적 소송까지 비화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한 만큼 향후 행보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갈등의 양상에 비해 두 지방정부, 김해시와 부산시와의 눈에 띄

는 갈등은 현재까지 없다. 당초 밀양시와 가덕도가 입지 경쟁을 벌일 때

김해시는 가덕도를 지지했던 입장이다.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 덕분인지 또

는 사업추진과 집행을 중앙정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직접적 요구의 사항이

없는 까닭인지 모르지만 갈등의 양상은 도드라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설전은 오가고 있다. 김해시의 정치인들이 지역단체들의 주장과 궤

를 같이 하여 가덕도 이전을 주장하였으나 부산시장은 이러한 요구가 모

두 정치적 목적일 뿐이라며 그 주장 자체를 일축19)20)하였다.

대체로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의 양상은 시민단체 간 갈등의 양상이 눈

에 띈다. 이는 소음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건설 사업의 찬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양쪽 다 극단의 선택을 취하고 있는 상

황에서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김해시

19) 프레시안 2017년 10월 16일자 인터넷 신문기사(http://www.pressian.com/news/

article.html?no=172330)

20) 하지만 선거 이후 다시 신공항의 이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부

산, 경남, 울산 당선자들이 모여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신공항 건설 공동 TF를

구성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8년 6월 2일자 인터넷 신문기사, http://news.cho

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03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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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는 공항 건설로 인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무시하기 힘든데다

특정 단체나 시민의 입장을 옹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소음대책

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앙정부는 사업추진

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공항지역 소음대책에 비해 보다

강화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사

업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표면화되어 있는 갈등의 양상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

는 것은 53만 일반 김해시민들의 인식이다. 실제로 공항 건설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귀속의 대상이 바로 일반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이 문제

에 대해 제대로 검토된 바 없다. 동(同)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가치를 두

는 것이 조용한 ‘환경’인지 공항 건설로 인한 다양한 ‘편익’인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를 들여다보면 김해시 전반에 깔린 갈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용한 도

구가 바로 김해 신공항 건설과 운영으로 발생하게 될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추정방법과 이론을 정리할 것이다. 이어 2장에

서 분석한 이론적 틀과 3장에서 분석한 갈등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들을 검

증하기 위한 연구 가설을 세운 뒤 설문 설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어 분

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설문 수행방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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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조건부가치추정법 설문 설계와 방법

제 1절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한 추정 방법

1. 조건부가치추정법과 활용

비시장재화(Non-market goods)의 가치추정방법은 크게 현시선호방법

(Revealed Preference Mothod, RP)과 잠재선호방법(Stated Preference

Mothod, SP)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시선호방법의 경우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확인된 소비자들의 선호를 바탕으로 지불용의액을 추정하는 방

법이다. 반면에 잠재선호방법의 경우 통계적인 실험 계획법을 통해 가상적

인 시나리오를 설계・구축하고 개인에게 제공하여 개인의 선호를 찾는 일
련의 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Fowkes and Wardman, 1988). 잠재선호방

법은 가상적 상황에서 재화에 대한 개인들의 지불의사금액(WTP)을 결정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의 해소 내지 완화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신영철 외, 2011). 잠재선호방법은 가상적 시나리오를 설

정하고 제시하여 피설문자의 효용변화와 관련된 태도, 인식 등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잠재선호방법에는 소비자의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과 여

러 가지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별 선호도를 통해 지불용의액을 추

정하는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 CE)이 있다(김민재, 2015). 조건

부가치추정법은 일반적으로 대상 재화의 속성들의 1회적인 변화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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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불용의액만이 추정 가능하다. 이에 비해 선택실험법은 다양한 속성

수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다수의 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상대적인 선호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총체적인 선호구조를 추출해내어 다양한 속

성의 변화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곽승준 외, 2006).

구분 조건부가치추정법(CVM) 선택실험법(CE)

개

념

․하나의 재화를 평가하기

위해 지불용의액이 응답

항목 자료로써 응답자에

의해 결정되어 수집됨

․주어진 재화나 서비스의 각각 다른 특

성이나 속성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추출

․가격 역시 재화의 속성 중 하나로 취급

되어 응답자에게 제시됨

장

점

․비시장재의 가치추정방법

으로 보다 유용

․가치를 질문하는 방법이

직접적이며 선택실험법에

비하여 간단함

․데이터의 처리가 용이함

․속성과 수준에 대한 정확성에 신중을

기함으로서 편의(bias)에 보다 효과적임

․응답자에게 속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대안들 간 선택을 요구함으로서 대안

간 상쇄효과를 고려할 기회 제공, 대체

재까지 고려해 그들의 가치를 구성

단

점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총

가치를 추정하며 속성별

가치를 추정할 수는 없음

․응답을 거짓으로 하는 동

기에

의한 편의, 암시된 가치단

서에 의한 편의, 시나리오

오설정으로 발생하는 편

의가 있을 수 있음

․선택사항으로 제시되는 질문에 가능한

모든 대안이 포함되지는 않음

․대안(프로파일)을 비교하는 질문을 구성

할 때, 경우의 수가 매우 많아서 선택의

문제가 있음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며, 응답자에게 부

담

․다양한 집단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자료: 이영성 외(2003) 참조

[표 4-1]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실험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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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실험법은 통계적 실험계획법을 통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선호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Fowkes and

Wardman, 1988). 선택실험법에서는 특정재화의 편익을 구성하는 속성들

의 조합으로 다양한 대안을 구성하여 피설문자에게 보다 풍부하게 묘사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험적 방법을 활용하여 속성들의 조합이 변화할 때

소비자의 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재

화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개별속성의 가치추정 뿐 아니라 다양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

성 외, 2004).

본 연구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한 소음의 외부효과를 추정한

다. 소음을 속성 수준으로 쪼개어 개선 정도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려면 조

건부가치추정법보다 선택실험법이 적합하다. 하지만, 소음이라는 단일 재

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추정한다면 조건부가치추

정법이 더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

용한다. 또한,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변화에 따른

Hicks의 소비자 잉여를 추정하며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추정은 상호

교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Venkatachalam, 2004)에서 이론적으로

보다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겠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양분선택형실험법(Dichotomous Choice)은 제시

된 금액 A에 대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확률모델로 전환

하여 지불의사금액의 함수를 추정한 뒤 효용이론에 접목시켜 소비자의 후

생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Hanemann, 1984). 양분선택형실험법에는 이

중양분선택법과 단일경계모형이 있다. 이중양분선택법은 피설문자에게 특

정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지불의사가 있다고 하면 처

음 제시액의 두 배를, 없다고 하면 절반을 되묻는다. 적은 표본으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추정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두 번째 제시액에 대한 피설문자의 응답이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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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액에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김민재・이영성,
2017). 이와 달리 단일경계모형은 특정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한 번만

묻기 때문에 이중양분선택법보다 많은 표본을 요구하지만 신뢰도는 더 높

다. 최근에는 통계적 효율성보다 편의의 최소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어 학계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다(김강수・오형나, 2011; 김
태은, 2017). 본 연구는 단일경계모형을 이용하여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

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2.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추정 방법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소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A를 지불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안 가운데 하나

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 <식 2>

 : 효용함수,  : 간접효용함수,  : 소득수준

   : 임의의 A원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임의의 A원을 지불하는 경우

 :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 평균이 0인 random variable

A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간접효용함수는  이며,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가 된다. 피설문자가 금액A원을 기꺼이 지불하겠다

고 밝힌다면 그의 효용 은 다음 <식 3>에서 보듯이 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Haneman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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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3>

이 때 피설문자의 응답은 확률변수(random variable)의 확률분포로 설

명할 수 있다. 주어진 금액 A원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확률()은 다

음의 <식 4>와 같이 표현된다(Hanemann, 1984).

            ≥     ····················· <식 4>

설문조사에서 피설문자에게 A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피설문자가 그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다면 힉스의 보상변화는 A원보

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효용의 변화분(∆)은 <식 5>로 측정할 수 있으며(Hanemann, 1984),

∆를 지불의사금액의 로그함수로 간단히 표시하면 다음 <식 6>과 같다

(이충기, 2003).

  ∆       ···································································· <식 5>

  ∆    ln  ln ··············································································· <식 6>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추정법은 A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불의사

를 물어보는 범주형 자료이므로 로짓모델을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 효용

이론에 접목하여 지불용의액을 밝힐 확률은 <식 7>과 같다(Haneman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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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n   ln  


································ <식 7>

 : standard logistic variate의 누적밀도함수

 : 상수,  : 제시금액(bid)의 계수

 :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계수

 : 사회경제적 변수

위의 로짓모델은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방식으로 추정되며,

보상변화(CV)에 해당하는 순경제적 편익은 아래 <식 8>로 추정한다.

   


∞

   


∞


     ln  


 ································ <식 8>

(※     ln )

지불용의액은 확률변수 를 포함하고 있어 후생의 척도로서의 단일값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 가지의 측정치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Hanemann, 1984).

먼저 제시금액 A원에 대하여 lim
→∞

  일수도 있기 때문에 음(-)의 선

호를 포함하여 추정하는 전체 평균(WTP overall mean; C+)과 양(+)의 선

호만 포함하면서 제시금액을 무한대까지 하여 추정되는 확률누적면적인

평균(WTP mean; C*), 마지막으로 양(+)의 선호만을 포함하고 제시금액 A

원을 0에서부터 극대값 Max A(지불의사 최대제시금액)까지 고려하는 절

단평균(WTP truncated mean; C++)이 있다(Hanemann, 1984; 1989; 이충

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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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불용의액의 전체 평균(WTP overall mean)

지불용의액의 평균은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에 대하여 lim
 →

  

일수도 있기 때문에 <식 9>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Johansson, Kristom

and Maler, 1989).

[그림 4-1] 지불용의액의 전체 평균

 WTP overall mean(C+) = 


∞


 ∞



      


 ·········· <식 9>

② 지불용의액의 평균(WTP mean)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를 0에서 무

한대까지로 하여 추정되는 확률누적면적인 지불용의액의 평균을 이용할

수도 있다(Boyle and Bishop, 1988). 지불용의액의 평균을 식으로 나타내

면 다음 <식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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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불용의액의 평균

WTP mean(C*) = 


∞

 ∆   


  exp ······················ <식 10>

③ 지불용의액의 절단평균(WTP truncated mean)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를 최소값 0

에서부터 최대값 Max A(최대 제시금액)까지의 범위를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추정확률 10%, 25%, 혹은 최대 제시금액에서 절단시키고 그

이상의 면적을 제외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0원

에서 최대값 Max A까지의 적분면적은 <식 11>과 같다.

위에서 제시한 지불용의액의 세 가지 추정방법 중 이론적 제약과의 일

치성(consistency with theoretical constraints), 통계적 효율성(statistical

efficiency), 그리고 총계 가능성(ability to be aggregated)의 조건을 만족

하는 것은 절단평균이다(Duffield and Patterson, 1991). 또한 절단평균은

음(-)의 지불용의액을 절단했을 때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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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크고 신뢰구간도 좁게 나타나 추정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다(김재

홍・김승남, 2013).

[그림 4-3] 지불용의액의 절단평균

WTP truncated mean(C++) = 






 ∆   


  exp   

  exp
 ································· <식 11>

본 연구에서도 절단평균을 이용해 지불용의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권

역별과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 공변량을 제외한 모형과 포함한 모

형을 추정한다.

수용용의액도 기본적으로 지불용의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기

본적으로 지불용의액의 질문 대신에 수용용의액을 질문하고, 기타는 지불

용의액과 질의방식, 추정함수와 방식을 동일하게 하여 추정한다(김태은,

2017). 통계추정은 SAS 9.4의 Proc Logistic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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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값을 갖는 피설문자의 지불용의액 또는 수용용의액을 종속변수

로 하고, 사회경제적 변수, 경험과 친숙성, 인식과 태도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정하면 이와 같은 변수들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미치는 영

향을 알 수 있다. 추정식은 다음 <식 12>와 같다. 여기서 는 상수, 는

독립변수의 추정계수, 는 오차항이다. 독립변수 중 Socio는 사회경제적

변수, Exp는 경험과 친숙성 변수, Cog는 인식과 태도 변수를 각각 나타낸

다(다음 [표 4-2] 참조).

 

ln     ∙    ∙     ∙    ························ <식 12>

구분 주요 항목 추정 방법

종속

변수

지불용의액
․매년 가구당, 5년 간 단일경계모형

수용용의액

독립

변수

소득효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폐쇄형

보유효과
․권역별 차이 비교

(기존=0, 신규=1, 소음 외=2)

․평소 소음에 대한 인식

지불용의액

수용용의액

경험과 친숙성

5점 척도
인식

・ 
태도

․신공항 소음 격차에 대한 인식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 인식

․피해 대책의 적절성

사회경제적 변수 ․교육수준, 성별, 연령, 결혼유무 폐쇄형

[표 4-2] 주요 변수와 추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추정을 위해 공변량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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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모형과 포함하는 모형으로 각각 추정하고, 지불용의액의 경우

기본 모형과 조정(calibration) 모형을 각각 추정한다. 수용용의액의 경우

기본 모형과 수용거부자21)를 제외한 모형으로 각각 추정한다. 공변량을 제

외하는 모형의 경우 권역별과 김해시 전체를 각각 구분하여 추정하고, 공

변량을 포함하는 모형의 경우 김해시 전체만 추정22)하되 권역을 독립변수

로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다음과 같이 총 6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다(추정식

은 앞의 <식 11>을 참조).

① 모형 1 : 지불용의액, 권역별・김해시 전체
② 모형 2 : 지불용의액(calibration), 권역별・김해시 전체
③ 모형 3 : 수용용의액, 권역별・김해시 전체
④ 모형 4 : 수용용의액(거부자 제외), 권역별・김해시 전체

⑤ 모형 5 : 지불용의액・수용용의액, 김해시 전체, 공변량 포함

⑥ 모형 6 : 지불용의액, 광역 도시권

3. 가설적 편의와 신뢰도 검증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기

21) 후속 질문을 통해 “보상금은 필요 없으며 무조건 항공기 소음문제가 해결되기만

을 바란다.”라고 응답한 경우 수용거부자로 제외하였다. 이를 제외할 경우 권역별

로 수용용의액 간 차이, 지불용의액과의 차이를 통해 갈등의 양상을 보다 단적으

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drea, T. et al.(2015)에서는 후속 질문을 통해 보

상금은 필요 없으며 환경 개선만을 요구한 응답자를 수용거부자로 제외하였다.

22) 권역별로 추정할 경우 ‘소규모표본 편의(small sample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김해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만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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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 시장을 만들어 가치를 측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상의 시장을 제시함에 따라 가상의 상황에서 나

타내는 행동과 실제 상황에서 나타낼 행동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른

바 가설적 편의(hypothetical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결국 대상 재화의 실제 가치를 왜곡시키는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Fox et

al., 1998; Hausman, 2012; Haab et al., 2013; 이충기・김태균, 2017). 즉 가
상의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지불용의액이 비가상적 상황에서의 지불용의액

에 비해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Murphy et al.(2005)

이 기존 연구들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상적 상황에서의

지불용의액이 평균적으로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설적

편의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값싼 수다(cheap talk)23)’와 ‘후속

질문(follow-up question)’이 있다(Broadbent, 2014).

값싼 수다는 일종의 정보전달의 특정한 수단으로 게임이론의 조정게

임(coordination game)에서 게임 참가자들 사이의 구속력이 없는 무비용

의 정보교환 방법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러한 ‘값싼 수다’는 일반적으로

가상적인 지불의사금액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문항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

자와 조사 응답자 간의 구속력이 없는 정보 전달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

(최지현・장재봉, 2013).
값싼 수다는 Cummings and Taylor(1999)가 처음 사용하였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평가에서 가설적 편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가상적 상황의

지불용의액이 실제 상황의 지불용의액과 비슷하게 추정되었으며, 이후 여

러 연구에서 값싼 수다를 통해 가설적 편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이충기・김태균, 2017). 최지현・장재봉(2013)의 연구에서 ‘값싼

수다’로 피설문자들에게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cheap talk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찾기가 어렵다. 최지현・장재봉(2013)에서 이

를 ‘값싼 수다’로 정의하고 있어서 그대로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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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본 연구에서처럼 사람들에게 다양한 식품 구매에 대한 의향과 지불

할 금액을 묻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실제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가상

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구매 여부와 지불 금액을 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선택한 제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구매 여부를 답하

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동일한 식품에

대한 구매 여부와 가격을 조사해 보면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구매 여부와 많게

는 약 40%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상적인 상황에서는

100명이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제 가격의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

실적인 상황에서는 60명만이 실제로 구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적인 상황과 실제 시장에서 지불하는 금액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적인 상황에서 응답한 지불

금액이 실제 시장에서 지불하는 금액보다 작게는 2배, 많게는 3~4배 높은 것

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장되게 구매 여부와 지불할 가격을 높게 답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상적인 상황에서 응답의 결과가 치우친다는 의미로 ‘가상

적 편의’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가상적인 상황에

서는 특정한 식품을 구매하거나 얼마나 지불할 것이라고 답하는 경우는 단순

히 해당 제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추측에 근거하여 답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실제 시장에서

구매를 결정할 경우에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그만큼

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실 문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고 실제 시장에서 구

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속 질문을 통해 가상적 상황에서의 지불용의액을 ‘조정

(calibration)’하는 방법이 있다. 가상의 시장에서의 지불용의액을 실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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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를 이용한 경매방법(Fox et al., 1998)이나 지로용지 발부, 주소 및 성명

(서명) 등의 후속 질문(김태균 외, 1999; 여호근 외, 2007; 김태진 외, 2009;

이충기・김태균, 2017)을 통해 조정하여 편의를 줄이는 방법이다. 여호근

외(2007)는 지불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들에게 후속 질문을 통해 실제 납부

의향이 있을 경우 주소와 서명을 요구(실제 상황)하고 그렇지 않다면 작성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가상적 상황에서의 지불용의액이 실제

상황의 지불용의액에 비해 약 1.76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충기・
김태균(2017)은 축제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들에게 후

속 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불금액만큼의 입장료를 받는데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였다. 추정결과 가상적 상황에서의 지

불용의액이 실제 상황의 지불용의액에 비해 약 1.2~1.3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한 장・단점은 각각 존재한다. 값싼 수다의 경우

연구대상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길이,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

타나는 단점이 있다(최지현・장재봉, 2013). 반면, 후속 질문을 통한 조정

(calibration)의 경우 그 기준이 상황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연구

에 따라 각기 다른 조정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List and

Gallet, 2001).

본 연구에서는 후속 질문을 통한 조정(calibration)을 통해 가설적 편의

를 줄이고 설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지불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와 성명・서명을 요청24)하여 이에 응할 경우 실

제 상황에서도 지불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

로 추정되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은 유사 사례에서 도출된 값과 비

교・분석하여 신뢰도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24) 예비설문에서는 주소와 성명・서명을 모두 요청하여 이에 응답할 경우 실제 지

불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주소를 제외한 성명・서
명만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답할 경우 실제 지불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간주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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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설문 설계 및 방법

1. 주요 이론의 검증과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첫째,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과 소음에 대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차이가 있는지 둘째,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정

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지불용의액에 대한 정당성 또는 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학술

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불용의액이란 보다 나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겠다는 개

인의 판단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Arrow et al., 1993). 즉, 앞서 설명한 것

처럼 무엇인가를 ‘얻고(gain)’ 이를 통해 효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이다. 그리고 미래 효용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면 그

것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때, 공공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입지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시설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불일치된다는 점이다

(Sandman, 1986). 특정 사회기반시설이 공급될 때 그 편익(benefit)은 해당

지역이나 권역, 국가 전체에 귀속되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들, 즉 그

비용(cost)은 입지지역 주민들에게 귀속된다. 경제학적으로 파레토 개선을

이루고, 경제성을 확보했으며 공리주의적 판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비용까지는 인정

하기 힘들다(정지범, 2010).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피해의 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모순(矛盾)일 수 있다. 특히 사회

기반시설의 공급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경우 오염자부담원칙(The Poll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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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s Principle, PPP)이나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

UPP)에 의거해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마땅하다(오종극, 2003)25). 그렇다면

김해 신공항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 소음 문제를 유발하는 오염자와 사용자가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직접적

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염자

를 시설의 공급・운영주체인 정부 또는 한국공항공사로 규정할 것인지, 항
공사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사용자를 공항 이용승객으로 할 것인

지, 항공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

다. 또한 소음이 ‘0’이 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

에 대한 비용을 전가한다면 사실상 운항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 될 것이

다. 이는 단순히 비용의 전가(轉嫁)를 넘어 경제분석과 도덕철학,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복잡한 문제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

만 이 논점은 본 연구의 핵심 연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자 한다.

① 김해시의 피설문자들은 보다 깨끗한 환경을 얻고 효용 증가를 위해

지불의사를 나타낸다.

② 김해시의 피설문자들은 예상되는 환경 악화와 효용 감소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나타낸다.

③ 김해 신공항 건설로 인한 외부효과의 편익과 비용은 김해시로 국한되

지 않고 광역권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광역권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

로 표본을 수집한다. 지불의사를 나타낸 피설문자들은 공항 건설로

야기되는 소음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5)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정책은 오염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

에 따르면 오염자는 공공당국이 결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오염자 스스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

는 부담과 공공당국이 오염자로부터 징수하는 오염배출부과금을 포함한다. 사용

자 또는 수혜자부담을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명확해야 하며, 그

혜택에서 대해서도 명확하게 산출되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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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차이의 검증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항은 이용에 따른 교통편의, 지역경제 활성화, 재

산가치 상승 등 직・간접 편익을 창출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소음과 재

산가치 하락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혼재된 사회기반시설이다. 현재 공

공사업의 평가에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전제

하에 지불용의액을 기준으로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 간 격차를 비교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가치 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세 가

지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과 포함되지 않은

모형을 각각 검증해본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해 평균 지불용의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공변량을 포함한 분석을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변량을 포함한 지불용의액 함수의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공변량의 추정

된 계수 부호 및 통계적 유의성이 예상한 바와 일치하는 경우 응답자의 지

불용의액이 무작위로 얻어진 자료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에

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공공투자관리센터 및 한국

환경경제학회, 2012). 또한 지불의사는 가격 인식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만족, 충성도 및 문화 등)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Gall-Ely, 2009), 공변량을 통해 지불용의액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두 개념 간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존 이론에서 제시

된 개념들을 검증함과 동시에 후속 질문을 통해 피설문자들의 인식, 태도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격차의 원인에 대한 이론 중 ‘책임

감(responsibility)’을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각각 세 가지씩 제시하고

자 한다(다음 [표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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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실제로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responsibility)’을 자극하는

설득(entreaty)의 시도가 피설문자의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응답에 영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피설문자가 소음과 김해 신공항 건

설 사업 간 가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다 신뢰성 높은 응답을 이

끌어내기 위함이다.

이어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격차의 원인으로 제시된 이론들

을 검증함과 동시에 후속 질문을 통해 피설문자들의 인식, 태도 등을 확인

하고자 한다. 기존 이론에서 제기된 개념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

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효과(Income effect)

경제이론에서는 소득효과가 작다면 동일한 재화에 대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

한 반박으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차이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Willig, 1976; Randall and Stoll, 1980). 본 연구

를 통해 실제로 소득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자 소득 포함)을 이용한다.

구분 시나리오

지불용의액

A. 조건 없는 소음 개선을 위한 비용 지불

B. 지불액이 낮을 경우 공항 건설 사업의 축소

C. 지불액이 낮을 경우 공항 건설 사업의 취소

수용용의액

A. 조건 없는 소음 수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B. 보상금이 많을 경우 공항 서비스의 질 다소 하락

C. 보상금이 많을 경우 공항 서비스의 질 매우 하락

[표 4-3] 기존 이론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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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유효과와 현상유지 편의(Endowment effect and Status Quo Bias)

Kahneman and Tversky(1979)가 제시한 ‘전망이론(prospect theory)’

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또한

Thaler(1980)는 특정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

람에 비해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보유효과’를 통해 이 두 개념 간의 차이

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소음피해면적은

현재보다 약 10.26㎢ 늘어나게 되고, 소음의 피해를 받는 주민들도 약 8.6

만 명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

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소음 피해로 인해 쾌적한 생활환경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다. 보유효과가 유의하게 작동한다면 신규로 소음권역 포함되는 주민들의

수용용의액이 보다 크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현재 항공기 소음이나 기타

생활 소음의 피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즉, 현재의 쾌적하고 조용한 환

경이 향후 항공기 운항 횟수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면 수용용의액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설문대상

의 권역을 현재 소음권역, 추가로 포함될 권역, 소음 외 권역으로 각각 나

누어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현재 느끼고 있는 소음의 수준을 후속 질문

으로 하여 권역별 피설문자의 수용의사를 분석할 것이다([표 4-6]과와 [그

림 4-4] 참조).

③ 소음에 대한 경험과 친숙성

평소 소음에 대한 노출 빈도나 민감도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소음에 민감할수록 지불용의액과 수

용용의액 모두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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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인식

설문은 김해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보상변화와

동등변화를 도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항 서비스 자체의 편익이

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후속 질문을 통해 신공

항 건설 사업의 필요성,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주민참여 정

도, 현재 제시된 피해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외부효과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공간적 영향력이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지만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적・주관적 인
식과 가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다(김민재・이영성, 2017). 따라서 소음의
원인이 되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갈등의 양상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2. 설문 설계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① 1부는 김해시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으

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도,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김해시의 정책추

진과 집행 과정, 중앙정부의 정책추진과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

할 것이다. 갈등이론에 따르면 지방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과 집행 과

정에 대한 신뢰도가 갈등의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로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게 도출한다면 정책적 접근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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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부에서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설 사업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 최근 대두되는 쟁점과 함께 소음과 관련

된 문제・현황・대책 등을 피설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종 이미지와 함
께 제시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지불용의액과 수용

용의액을 합리적으로 응답 또는 제시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곁들인다.

③ 3부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소음’에 대한 정보를 피설문자들에게

제공한다. 소음의 강도 및 빈도26)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종

합하여 피설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와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소음

등고선도를 포함해 항공기 소음의 수준과 그 영향, 김해 신공항 건설시 예

상되는 소음의 수준과 영향권 등 소음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항공기 소음대책 차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부터 야기되는 항공

기 소음 저감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까지 주요 이슈를 일목요연

하게 안내한다.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통해 피설문자들의 응답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어 김해 신공항 건설과 소음 대책수준에

대한 견해, 소음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질문을 수행한다.

3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의 동등변화를 끄집어내기 위한 기준

점의 설정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서 동등변화는 ‘미래 예상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 악화를 회피(avoid)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다. 즉, 지불용의액은 신공항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미래’의 소음 피해를

회피(avoid)하기 위한 지불의사이다([표 4-4] 참조). 그러므로 김해 신공항

26)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은 소음의 수준, 소음의 질 그리고 특성에 따라 다르며, 소

음 횟수 및 정신물리학적인 측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소음노출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증상을 연구한 결과, 소음 수준이 80dB을 초과하면서부터 소음노

출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 등의 스트레스 증상이 심해졌다.

특히 소음에 반복적・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장기적 영향은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혈행장애와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

을 미치는 스트레스 등으로 그 피해가 보다 위중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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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만큼이 동등변화27)가 되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기 소음의 저감이나 최소화는 본 연구에서의

지불용의액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권역별로 현재의 소음수준을 먼저 제시

하고 해당 소음이 어떤 수준의 소음인지를 사례를 곁들여 피설문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권역별 소음결과는 2016년 6월 김해시가 의뢰하여 수행한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 결과’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김해 신

공항 건설・운영시 예상되는 소음의 수준을 역시 사례를 곁들여 제시하였
다. 소음의 수준은 ‘웨클’이 아닌 ‘데시벨(dB)’로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하

지만 실제 피설문자들이 제시된 설문지를 통해 데시벨(dB)의 변화를 이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 빈도의 증가를 통해 피해를 간접

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시간대별 항공기의 시간당

운항횟수와 10분당 운항횟수를 제시하고 신공항 건설시 예상되는 항공기

의 시간당 운항횟수와 10분당 운항횟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나의 표로

제시하여 피설문자들이 특정 소음의 수준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용의액도 중요한 것은 기준점의 설정이다. 즉, 김해 신공항 건설

이전 시점과 비교해 신공항 건설로 인해 야기되는 ‘미래’의 추가적인 소음

피해를 감내(accept)하는데 대한 보상 수용의사28)이다. 이는 항공기 소음

전체에 대한 보상액이 아니므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역시 본 연구

의 수용용의액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한 설문 설계는 앞서 지불용의액의

설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무엇보다 기준점을 명확히 하여 한계비용에

대한 수용용의액을 도출하고 추가적인 소음 빈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7)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지불용의액의 동등변화 = 미래 예상되는 소음의 피해 수

준(크기) - 현재 김해공항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의 피해 수준(크기)

28)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수용용의액의 보상변화 = 미래 예상되는 소음의 피해 수

준(크기) - 현재 김해공항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의 피해 수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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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WTP 설정 WTA 설정

엄영숙(2008)

․현재 수돗물을 정밀 검

사된 생수 1병과 교환하

기 위한 지불의사

․현재 정밀 검사된 생수 1

병을 일반 수돗물로 대체

했을 때 수용의사

윤상석・신현정
(2010)

․TV중계가 생겨서 야구

장에 가지 않고 야구를

보는데 대한 지불의사

․TV중계가 없어지고 야구

장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을 때 수용의사

이동현 외

(2016)

․(일반주민) 농촌형 커뮤

니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특별보조금 조성을

위한 지불의사

․(대표자) 위기상황에서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

스의 가치를 위지하기 위

한 정부 지원금 보상 수

용의사

김태은(2017)

․현재 송전탑이 응답자의

거주지 100m 떨어져 있

는 상황에서 가시권 밖

으로 이격시키기 위한

지불의사

․현재 송전탑이 가시권 내

없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거주지 100m 떨어진 곳

에 설치될 때 수용의사

Lienhoop and

Macmillan(2007)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불의사

․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손실되는 야생 자산에 대

한 보상 수용의사

Loureiroa and

Barrio(2011)

․화재가 발생한 지역을

화재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 이전으로 회

복시키는데 동참하기 위

한 추가적 세금의 지불

의사

․야생화재로 인해 손실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수용의사

- A타입 : 지역 내 기금

활용

- B타입 : EU 내 기금 활

용

[표 4-4] 선행연구에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도출을 위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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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Donald and

Bowker(1994)

․정제공장에서 방출되는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를 설치․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위한 지

불의사

․인근 정제공장에서 지속

적으로 방출되는 악취를

참는데 대한 보상 수용의

사

Chalermpong

and

Klaikleung(2011)

-

․현재 소음수준, 운항 빈

도, 운항 시간(24시간)에

서 각각 50%, 운항시간

(16시간)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보상 수

용의사

Duarte(2008)

․2004년 신규 활주로 개

통 이후 소음 증가, 소음

수준을 2004년 이전으로

돌리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불의사

-

Haab and

McConnell(2003),

Bateman and

Willis(2001),

Ahlheim and

Buchholz(2000)

․환경재의 질 또는 양의

하락으로 인해 효용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지불의사(EV)

․환경재의 질 또는 양의

하락으로 인해 효용이 감

소하는 것에 대한 수용의

사(CV)

본 연구

․신공항 건설로 인해 예상

되는 ‘미래’ 소음의 피해

를 회피(avoid)하기 위한

지불의사

․신공항 건설로 인해 예상

되는 ‘미래’ 소음의 피해

를 감내(accept)하는데 대

한 수용의사



- 99 -

④ 4부에서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 제시와

응답, 응답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것이다. 지불용의액 추정을 위해서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인 세금인 ‘신공항 소음 저감

대책을 위한 특별세’를 통해 거둔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한 지불의

사가 낮을 경우 김해 신공항 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을 예상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공항 건설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을 가정했

다. 수용용의액 추정을 위해서는 “신공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를 보상하

기 위해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매

년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한 보상요구가 높을

경우 공항 서비스의 수준이 다소 하락하거나 매우 하락할 수 있음을 가

정29)했다. 지불 또는 수용 기간은 5년으로 제시하였다.

지불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불용의액의 가설적 편의

감소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조정(calibration)’의 방법으로 제시할 후속 질

문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다음과 같이 실제상황을 부여합니다.

앞서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신 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귀댁으로 납부용

지로용지를 배송하거나 계상계좌 번호를 귀하의 휴대폰으로 부여할 예정입니

다. 납부용 지로용지나 계상계좌를 부여받게 되면 반드시 앞으로 5년간 매년

1회, 총 5회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 최종적으로 희망하신다면 아래에 귀하의 주소와 성

명 및 서명 날인을 하여 주십시오.

29) 예비설문조사의 경우 [표 4-2]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지불

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를 증명한 이론 중 ‘책임감(responsibility)’은 개방형

예비설문 때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개방형 설문이 지니는 편의(bias)

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설문조사에서는 단일 시나리오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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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용의액의 설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보상금의 주체

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또는 국가로 규정하여 피설문자들에게 인지시키고

이는 결국 세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임을 인식시킨 후 응답을 유도하였다.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기존 판례들 중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정부(판

결문에서는 ‘대한민국’으로 지칭)를 공항의 설치・관리자로 규정하고 영조
물(營造物)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였다. 피해배상의 청구자들인 인

근 주민들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

결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독자적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유지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정부의 감독과

지시 하에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였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30)한 바 있다. 결국 피고는 국가와 한국공항공사이

지만 최종 판결은 국가의 배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수용용의액의 추정을 위해 앞서 제시한 [표 4-2]의 세 가지 시나리오

는 만약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보상금 지급액에 따라 한국공

항공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2018년 현재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보조금) 규모는 약 140억 원 수준이

다31). 만약 정부에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한정된 예

산으로 인해 지급 기간인 5년 간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직접지원 규모를 줄

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했다. 김해시 가구당 평균 수용용의액이

6.8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년 간 보상금의 총 규모는 약 140억 원(총

205,945세대, 2018년 4월 기준)이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보조금)이 ‘0’이 될 수도 있음을 피설문자들에게 추

가적인 정보로 제공하였다.

⑤ 마지막 5부는 피설문자들의 건강 상태 등 개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30) 대법원 판결(선고 2003다49566)

3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참조(http://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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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추정하기 위한 단계별 설문

설계와 추정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 4-5]와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WTP ● ● ●

WTA ● - ●

검증 이론
책임감

(responsibility)

가설적 편의

(hypothetical bias)
신뢰도 검증

추정 방법 시나리오 제시 후속 질문 기존 결과 비교

[표 4-5] 본 연구에서 설문 설계 및 추정 방법의 단계

단일경계모형에서 제시금액은 매우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개방형 예비

설문 후 상・하위 20% 가격을 절단하고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등구간하여
본 설문을 위한 제시금액을 설정하였다.

제 3절 설문조사 방법 및 자료의 특성

1. 설문조사 방법

설문은 면대면(face-to-face)를 통해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표본을 한

정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표본집단 선정에 따른 편의(bias)가 발생하지 않

도록 권역별, 연령별, 성별 표본을 고르게 분포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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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추정하기 위한 설문에서 중요한 것은 동

일한 응답자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동시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동일인이 응답할 경우 사전 응답이 사후 응답에 영향을 미쳐 그

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태은,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개인당 1회의 설문을 무작위로 배분하여 지불

용의액 또는 수용용의액에 한 번 응답하게끔 하였다.

권역 설명 해당 지역(행정동)

1권역 현재 소음권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2권역 예상 소음권 칠산서부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동상동, 주촌면

3권역 비 소음권
장유동, 북부동, 진례면,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주 : 2권역, 3권역 일부 또한 현재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 권역임. 하

지만 본 연구에서의 권역 설정은 기존 소음 측정 자료와 문헌을 대상으로 설

정함

[표 4-7] 설문을 위한 권역 설정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권역
인구(명) 14,494 10,611 16,235 18,302 8,792 6,076

비율(%) 19.5 14.2 21.8 24.6 11.8 8.2

2권역
인구(명) 19,130 15,351 21,784 24,661 11,755 8,671

비율(%) 18.9 15.1 21.5 24.3 11.6 8.6

3권역
인구(명) 33,769 48,284 64,011 45,051 25,563 19,012

비율(%) 14.3 20.5 27.2 19.1 10.8 8.1

자료: 김해시 통계정보(2018년 3월 기준)

[표 4-6] 김해시의 설문대상자 연령별 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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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설문을 위한 권역 설정

주: 1권역(노란색), 2권역(붉은색), 3권역(초록색)

수용용의액의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를 김해시로 한정하되 지불용의액

의 경우에는 인근 주요 대도시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김해공항을 주로 이

용하는 권역이면서 소음의 피해는 받지 않는 창원, 울산, 대구와 일부 소음

권역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소음권역 외 지역인 부산시32)의 시민들을 대

상으로 지불용의액을 추정할 것이다. 이는 공항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이타

32)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 중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주로 부산(69.2%),

울산(50.7%), 경남(53.1%), 대구(19.9%)로 나타남(부산발전연구원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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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는 중요

한 작업이다. 만약 소음권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음 저감 사업을 위한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지역이 존재한다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총

편익과 비용의 격차는 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학술적으

로 제시하는 함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다.33) 광역권의 경우에도 도시별

로 인구 구성비에 맞춰 표본을 할당하였다([표 4-8] 참조).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부산
인구(명) 449,753 463,006 539,116 597,372 477,501 372,826

비율(%) 15.5 16.0 18.6 20.6 16.5 12.9

대구
인구(명) 332,570 322,006 415,241 427,702 285,444 232,396

비율(%) 16.5 16.0 20.6 21.2 14.2 11.5

울산
인구(명) 155,853 169,257 199,378 208,845 119,573 73,186

비율(%) 16.8 18.3 21.5 22.6 12.9 7.9

창원
인구(명) 139,546 148,705 177,449 187,320 118,223 80,414

비율(%) 16.4 17.5 20.8 22.0 13.9 9.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2018년 4월 기준)

[표 4-8] 광역도시권의 설문대상자 연령별 인구 분포

예비설문조사의 경우 이해관계자 및 지역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FGI(Fou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본 설문조사에 앞서 점검할 사항들

을 확인하였다.

33) 지금까지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을 위한 방법론에서는 편익추정을 위해 개인 또

는 가구당 지불용의액에 행정구역 내 전체 인구 또는 가구 수를 곱한 값을 반영

한다(김민재・이영성, 2017). 만약 행정구역을 넘어서 편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로 인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가 줄어드는지의 여부는 향후 학술적

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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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개방형 설문시 수용용의액을 신

뢰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제시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실제로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을 것

이므로 포기하는 응답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들을 대

상으로 한 사전 실험에서는 희망하는 보상액수를 억(億) 단위 이상으로 제

시한 사례도 나타났다. 예비설문을 통해 본 설문의 제시금액이 설정되는

만큼 피설문자들의 신뢰도 높은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엄밀한 장

치가 필요했다. 따라서 「2012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2013, 환경부)」에서

제시된 실제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판결과 주요 공항의 항공기 소음관련

소송의 판례를 제시하여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였다(다음 [표 4-9] 참조).

지난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재산상 피해(가

축 등)가 발생할 경우 배상액이 비교적 높으나 정신적 피해로 그 범위가

국한될 경우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피설문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킨 후 수용용의액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김해 신공항 건설시 예상되는 소음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피설문자에게 이해시키는 문제이다. 만약 피설문자

들이 항공기 소음의 감소를 위한 지불용의액을 기존 소음까지 모두 저감

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소음의 피해보상을 위한 수용용의액을 기존 소음

까지 모두 포괄해서 이해한다면 이를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불의사

나 수용의사로 판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그 명확한 차이를 피설문자들에게

이해시킨 뒤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FGI

과정에서 해당 소음의 수준을 음성 파일로 피설문자들에게 제시34)하는 아

이디어도 나왔으나 설문의 특성상 실험실의 통제된 상황에서 수행되는 것

이 아니므로 오히려 통계적 신뢰성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높았다. 따라서

현재 소음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신공항 건설시 예상되는 소음의

지표를 제시하고 피설문자들의 이해도를 확인한 뒤 설문을 수행하였다.

34) 야외에서 수행되는 설문의 특성상 음성 파일의 인식이 어려워 활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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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지역 원인
판결 또는

인과관계

신청인 당

배상액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배상

(사건번호 2000가합6945)

지급

360,000

~

600,000원/년

충주공군비행장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배상

(사건번호 2005가합56815)

지급

360,000

~

720,000원/년

군산비행장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배상

(사건번호 2002가합33132)

지급

360,000

~

600,000원/년

대전 중구

아파트공사장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210,000원

충남 부여군

금강살리기사업

강경지구(3공구)

공사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상 피해

소음

인정

104,000

~

156,000원

서울 동대문구

주상복합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상 피해

소음

인정
65,000원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장애구릉 제거공사

공항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가축 피해

인정
5,205,000원

전북 남원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 손실,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소음과

진동 인정
726,700원

경기 양평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축 피해
인정 2,257,840원

자료: 2012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2013, 환경부)과 대법원 주요 판례(https://www.

scourt.go.kr) 참조하여 정리

[표 4-9] 소음피해로 인한 분쟁조정 및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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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설문조사와 본 설문조사 모두 설문 대상은 권역별・도시별 인구

구조에 맞춰 고르게 배분하였다.

예비설문조사의 경우 약 일 주일간의 FGI를 통해 설문 내용을 점검한

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예비설문조사는 2018년 5월 11일부터 17일

까지 김해와 부산, 창원, 대구, 울산에서 수행했으며 김해의 경우 유효표본

총 92부(지불용의액 설문 46부, 수용용의액 설문 46부), 광역 도시권의 경

우 83부(지불용의액 설문만 수행)를 수집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자와 조사원이 함께 수행했으며 조사원의 경우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 하루 동안 교육을 이행한 후 현장

조사에 투입되었다. 조사는 피설문자의 연령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

친 후 주요 내용과 시나리오를 먼저 설명한 후 피설문자가 문답하는 방식

으로 진행했으며, 대체적으로 한 명의 응답자가 10분 내외로 응답을 마쳤

으나 경우에 따라 30분 이상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질의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찬반을 묻는 것

이 아님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본 설문

조사는 2018년 6월 1일부터 16일까지 김해시 전역, 2018년 6월 4일부터 18

일까지 부산, 창원, 대구, 울산에서 수행했으며 김해의 경우 유효표본 총

346부(지불용의액 설문 183부, 수용용의액 설문 181부), 광역 도시권의 경

우 208부(지불용의액 설문만 수행)를 수집35)하였다.

35) 김해시의 경우 1권역(불암동 시장, 지내동 일대, 안동공단 일대,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2권역(김해시청, 연지공원 일대, 부원역 아이스퀘어몰, 농소리 일대), 3권

역(장유 롯데마트 일대, 한림면사무소, 진영신도시 일대, 한림정역 일대)에서 수행

하였다. 부산은 해운대구 장산역, 동래구 금강공원, 중구 보수동 일대, 창원은 진

해구 석동 일대, 성산구 용지공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일대, 대구는 수성구 황금

동 일대, 대구역 일대, 동구 지저동 일대, 울산은 남구 삼산동 일대, 태화강공원

일대, 동구 일산동 일대에서 각각 면대면 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하였다.

총 소요기간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나 이후 김해시 권역별로 추가적으로 현

장 인터뷰와 답사, 표본수집 등을 수행하였으며 설문과 관련된 모든 일정이 종료

된 시점은 6월 28일이다. 따라서 본 설문에 소요된 총 기간은 약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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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자료의 특성

예비설문조사의 응답자 연령별 분포를 정리한 것은 다음 [표 4-10]에

서 [표 4-12]까지다. 앞서 설명했듯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연령대별로 현재 인구구성의 비율에 맞게 표본을 배분하는 것이다.

예비설문조사에서 수집하고자 한 표본에서 권역별로 배분할 경우 1, 2권역

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3~4부의 표본을 수집할 수밖에 없었으나 가능한 연

령대를 고르게 분포시켜 편의(bias)를 최소화하고자 했다36).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A

1권역 - 1 1 1 1 - 4

2권역 - 1 1 1 1 - 4

3권역 1 1 2 2 1 1 8

B

1권역 - 1 1 1 1 - 4

2권역 1 1 1 - - - 3

3권역 - 2 2 2 1 1 8

C

1권역 - 1 - 1 1 - 3

2권역 - 1 2 - - - 3

3권역 1 1 3 2 2 - 8

합계 3 10 13 10 8 2 46

[표 4-10] 지불용의액 추정 응답자 연령별 분포(김해시)

36) 본 연구에서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각각 추정하고, 동일한 피설문자에게

같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다. 따라서 예비설문조사로 수집한 표본이 100부 가까

이 되지만 이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제시한 후, 권역별로 배분하게 될 경우 인구 분포가 낮은

권역의 경우 표본 수가 다소 작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표본이 무작위로 배분되어 사회경제적 변수를 잘 대변한다면 소규모표본에 따른

편의는 최소화될 수 있지만 향후 보다 많은 표본을 수집한다면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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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A

1권역 - 1 - 1 - - 2

2권역 - 1 3 2 - - 6

3권역 2 1 3 1 - - 7

B

1권역 - - - 1 1 - 2

2권역 - - 1 - 1 1 3

3권역 1 1 1 3 2 1 9

C

1권역 2 - 2 - - 1 5

2권역 2 - - - - - 2

3권역 1 3 3 1 1 1 10

합계 8 7 13 9 5 4 46

[표 4-11] 수용용의액 추정 응답자 연령별 분포(김해시)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A

부산 1 1 2 1 1 1 7

창원 1 1 1 2 1 1 7

대구 1 1 1 2 1 1 7

울산 1 1 2 1 1 1 7

B

부산 1 1 2 2 1 1 8

창원 1 1 1 2 1 1 7

대구 1 1 - 1 1 1 5

울산 1 - 2 1 1 1 6

C

부산 1 1 2 1 1 1 7

창원 1 1 1 2 2 1 8

대구 1 1 1 2 1 1 7

울산 1 1 2 1 1 1 7

합계 12 11 17 18 13 12 83

[표 4-12] 지불용의액 추정 응답자 연령별 분포(광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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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 응답 자료의 특성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 4-13]과 [표

4-15]까지다.

지불용의액 추정을 위해 수집한 유표표본의 경우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자 비율이 60.6%에 달했다. 취업 여부의 경우 취업자가 약 65.0%에 달했

으며 미취업자 중에는 전업 주부도 포함된다. 남녀 비율은 현재 김해의 인

구 구성비37)에 준하는 수준으로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소

득의 경우 월 평균 200~300만 원대가 표본의 약 51.9%를 차지하고 있다.

변수 구분

거주지
1권역 2권역 3권역 전체

34(18.6) 42(23.0) 107(58.5) 183(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6(3.3) 66(36.1) 76(41.5) 35(19.1)

취업

여부

미취업(주부 포함) 취업

64(35.0) 119(65.0)

성별
남 여

96(52.5) 87(47.5)

결혼

여부

미혼 기혼

37(20.2) 146(79.8)

소득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대

300만 원

대

400만 원

대

500만 원

대

600만 원

이상

30(16.4) 52(28.4) 43(23.5) 24(13.1) 18(9.8) 16(8.7)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9(15.8) 34(18.6) 45(24.6) 42(23.0) 20(10.9) 13(7.1)

[표 4-13] 김해시 지불용의액 유효표본 응답자의 인적 특성(단위: 인, %)

37) 현재 김해시는 남자가 50.5%, 여자가 49.5%를 차지(2018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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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거주지
1권역 2권역 3권역 전체

33(18.2) 45(24.9) 103(56.9) 181(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5(2.8) 72(39.8) 89(49.2) 15(8.3)

취업

여부

미취업(주부 포함) 취업

64(35.4) 117(64.6)

성별
남 여

98(54.1) 83(45.9)

결혼

여부

미혼 기혼

47(26.0) 134(74.0)

소득

200만 원

미만

200만

원대

300만

원대

400만

원대

500만

원대

600만 원

이상

15(8.3) 42(23.2) 62(34.3) 36(19.9) 20(11.0) 6(3.4)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9(16.0) 33(18.2) 46(25.4) 37(20.4) 21(11.6) 15(8.3)

[표 4-14] 김해시 수용용의액 유효표본 응답자의 인적 특성(단위: 인, %)

수용용의액 추정을 위해 수집한 유표표본의 경우에도 대졸 이상의 고

학력자 비율이 57.5%에 달했다. 취업 여부의 경우 취업자가 약 64.6%에

달했으며 지불용의액 추정을 위한 표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월 평균 200~300만 원대가 표본의 약 57.5%를 차지한다. 지불

용의액 추정을 위한 표본과 차이가 나는 변수는 소득부문 중 200만 원 미

만 저소득층 비율인데 앞선 경우 약 16.4%인데 반해, 수용용의액 추정을

위한 표본에서는 절반 수준인 8.3%이다. 여기에서 줄어든 비율만큼 400만

원대 이상에서 앞선 표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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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거주지
부산 창원 대구 울산 전체

60(28.8) 48(23.1) 47(22.6) 53(25.6) 208(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10(4.8) 90(43.3) 74(35.6) 34(16.3)

취업

여부

미취업(주부 포함) 취업

67(32.2) 141(67.8)

성별
남 여

111(53.4) 97(46.6)

결혼

여부

미혼 기혼

31(14.9) 177(85.1)

소득

200만 원

미만

200만

원대

300만

원대

400만

원대

500만

원대

600만 원

이상

34(16.3) 49(23.6) 55(26.4) 21(10.1) 17(8.2) 32(15.4)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4(6.7) 45(21.6) 42(20.2) 52(25.0) 40(19.2) 15(7.2)

[표 4-15] 광역권 지불용의액 유효표본 응답자의 인적 특성(단위: 인, %)

광역권 도시의 추정을 위해 수집한 유표표본에서는 대졸 이상의 고학

력자 비율이 51.9%로 나타나 김해시 평균에 비해 약 10%가까지 낮게 나

타났다. 이 자료로만 해석한다면 김해시가 상대적으로 광역권 도시들에 비

해 학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취업 여부의 경우 취업자 비율이 약

67.8%에 달했으며, 월 평균 소득의 경우 월 평균 200~300만 원대가 표본의

약 50.0%를 차지한다. 반면,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비율이 15.4%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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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추정결과 및 분석

제 1절 추정결과 및 분석

1. 예비설문조사

앞의 [표 4-2]에서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38)에 따라 개방형으로 지

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각각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5-1]이며, 시나리

오에 따른 두 개념 간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수용용의액/지불용의

액)’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 5-2]이다.

구분 시나리오
평균 금액(원/년/가구)

김해 부산 창원 대구 울산

지

불

용

의

액

WTP-A 1,625 714 814 571 514

WTP-B 2,233 875 928 600 667

WTP-C 5,533 1,142 937 714 857

WTP-Total 3,097 909 895 631 680

수

용

용

의

액

WTA-A 498,000

WTA-B 275,000

WTA-C 92,941

WTP-Total 280,434

[표 5-1] 예비설문조사 수행 결과(1)

38)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또는 지불용의액이 낮을 경우 사업 축소, 취소되는 시

나리오, 수용용의액이 많을 경우 서비스의 질 다소 하락, 매우 하락되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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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용의액의 경우 조건 없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지불

용의액이 작을 경우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된다는 시나

리오에서 단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용용의액의 경우 조건 없는 시나리

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용용의액이 많을 경우 김해 신공항 서비스

의 질이 다소 하락 또는 매우 하락된다는 시나리오에서 단계적으로 낮아

졌다. 이에 따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대한 아무 제약이 없을 경우

그 격차는 약 306배나 나지만 시나리오에 따라 그 격차가 약 123배와 16배

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oureiroa and Barriob(2011)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모형 시나리오 비율

모형 1 WTA-A /WTP-A 306.5

모형 2 WTA-B /WTP-B 123.2

모형 3 WTA-C /WTP-C 16.8

모형 4 WTA-Total /WTP-Total 90.6

[표 5-2] 예비설문조사 수행 결과(2)

흥미로운 것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약 83.6㎞39)나 떨어진 대구에서도 김

해 신공항 소음 저감 사업을 위해 지불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는 앞

서 살펴본 외부효과가 거리를 상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평균 지불용의액

은 매년 가구당 631원으로 매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0원 수준으로 미미

하다. 하지만 지불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들의 지불이유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광역 도시권에서의 예비설문과정에서 응답자들과

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9) Google 지도검색에서 ‘김해국제공항’과 ‘대구광역시’로 검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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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 피설문자와의 인터뷰 내용 정리

1) 공항건설,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국제교류 및 국가 교역, 수출입 자금이 생

기는 만큼 국민으로서 부담할 수 있는 최소액이라고 생각함. 나머지 비용은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서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

2) 당초 부산과 밀양이 경합 중이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김해로 확정한 사업

임. 김해시민들로서는 원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보게 되는 꼴임. 국가가 보

상해줘야 하나 여력이 없다면 가끔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서 보

상해 줄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

3) 대구공항의 피해를 몸소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소음 저감 사업을 위한 하

나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함. 그런 차원에서 지불할 수 있음. 사업이 성공적

으로 정착되면 대구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

후속 질문을 통해 가설적 편의를 검증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를 비

교한 것은 다음 [표 5-3]이다.

구분

평균 금액(원/년/가구)

WTP-A WTP-B WTP-C WTP-Total

최초 후속 최초 후속 최초 후속 최초 후속

김해 1,625 1,000 2,233 1,833 5,533 4,067 3,097 2,272

부산 714 571 875 875 1,142 1,000 909 818

창원 814 457 928 785 937 313 895 509

대구 571 429 600 600 714 286 631 421

울산 514 514 667 500 857 857 680 630

[표 5-3] 예비설문조사의 지불용의액에 대한 가설적 편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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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질문을 통해 조정(calibration)한 결과 추정된 지불용의액의 평균

금액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76%까지 줄어들었다. 본 연구와 같은 방법

론을 이용한 여호근 외(2007)는 76.26%, 이충기・김태균(2010)은 114.2%,

이은정・이충기(2016)는 55.0~56.2%, 이충기・김태균(2017)은 20.0~30.1%
의 격차가 각각 나타났다. 연령에 맞게 표본을 최대한 고르게 분포시켰으

나 지역별로 20부 남짓한 표본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선행연구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설문을 통해 보다 명확히 검

증 가능할 것이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철회와 사업 대상지 이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설문에서는 세 번째 시나리오만 적용하고 후속 질

문을 통해 조정하여 단일경계모형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본 설문을 위한

제시금액은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불용의액은 2,000원부터 12,000

원까지 2,000원 간격으로 총 6가지, 수용용의액은 100,000원부터 350,000원

까지 50,000원 간격으로 총 6가지 설문을 각각 제시할 것이다. 광역권 도시

들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불용의액은 700원, 900원, 1,100원, 1,300

원, 1,500원, 2,000원 총 6가지 설문을 각각 제시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2. 본 설문조사

1) 공변량을 제외한 모형

① 지불용의액 추정결과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총 유효 표본은 183부이며, 권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해 1권역에서 34부(18.6%), 2권역에서 42부(23.0%), 3권역에서

107부(58.5%)를 수집하였다. 피설문자들의 연령대와 성비 등도 현재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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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인구통계에 근거해 고르게 분포하여 특정 계층에 표본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했다.

제시

금액(원)

1권역 2권역 3권역 전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000 2(66.7) 1(33.3) 8(72.7) 3(27.3) 6(42.9) 8(57.1) 16(57.1) 12(42.9)

4,000 3(75.0) 1(25.0) 1(16.7) 5(83.3) 7(38.9) 11(61.1) 11(39.3) 17(60.7)

6,000 2(33.3) 4(66.7) 6(85.7) 1(14.3) 8(47.1) 9(52.9) 16(53.3) 14(46.7)

8,000 1(16.7) 5(83.3) 3(50.0) 3(50.0) 7(41.2) 10(58.8) 11(37.9) 18(62.1)

10,000 2(20.0) 8(80.0) 1(14.3) 6(85.7) 7(29.2) 17(70.8) 10(24.4) 31(75.6)

12,000 1(20.0) 4(80.0) 1(20.0) 4(80.0) 3(17.6) 14(82.4) 5(18.5) 22(81.5)

[표 5-4] 김해시 지불용의액 제시금액별 응답률(단위: 인, %)

[표 5-14]는 제시금액에 따른 지불의사를 권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권

역별로는 제시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응

답한 비율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통

상적으로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을 높게 나타난다40). 본 설

문조사 과정에서 권역별로 나타난 이와 같은 현상은 일종의 ‘소규모표본

편의(small sample bias)’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김해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에 대한 질문에 ‘예’라

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을 높게 나기 때

문이다.

주요 독립변수와 변수에 대한 설명,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

앞의 [표 5-5]이다.

40) 피설문자에게 A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다면, 피설문자는 그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데, A값이 커질수록 피설문자의 효용에는 부정적이다. 그에 따라

A값이 커질수록 지불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이영성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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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변수의 정의 평균 표준편차

소득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만 원대,

③ 300만 원대 … ⑧ 800만 원 이상
3.08 1.75

교육수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2.77 0.79

성별 ① 남, ② 여 1.48 0.50

나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3.16 1.45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1.80 0.40

평소

소음인식

① 매우 심함, ② 심한 편, ③ 보통,

④ 없는 편, ⑤ 전혀 없음
2.58 0.81

공항 이용

경험

•지난 5년 간 연평균 이용 횟수

① 전혀 없음, ② 연 1~2회, ③ 연 3~5회,

④ 연 5회 이상

2.07 1.04

공항 이용

계획

•향후 5년 간 공항 이용 계획

① 전혀 없음, ② 아마 있음, ③ 확실히 있음
2.12 0.75

주택 연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준공 후 기간

① 5년 이하, ② 5~10년, ③ 10~20년,

④ 20년 이상

2.61 0.82

공항

소음인식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인식 여부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약간 인지, ⑤ 매우 잘 앎

3.15 0.99

중앙정부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전혀 신뢰하지 않음, ② 신뢰 않음,

③ 보통, ④ 신뢰하는 편, ⑤ 매우 신뢰함

2.78 1.00

지방정부 2.69 0.87

건설 사업

인식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인식

① 필요 없음, ② 관심 없음, ③ 매우 필요
2.17 0.86

피해대책

여부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2.30 0.73

[표 5-5] 모형의 주요변수 정의와 기초통계량(지불용의액,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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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1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김해시 전체

제시금액()

(S.E)

-0.00019

(0.000123)

-0.00021*

(0.000099)

-0.00010*

(0.000063)

-0.00014***

(0.000048)

절편()

(S.E)

0.9722

(0.9925)

1.2043**

(0.6896)

0.0085**

(0.4836)

0.5036**

(0.3600)

-2 Log L 45.234 58.129* 136.671** 242.512**

표본 수(N) 34 42 107 183

지불용의액

(원/년/가구)
5,546 5,852 4,321 5,05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

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6] 김해시 권역별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1)

먼저, <모형 1>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위 [표 5-6] 참조). 추정결

과 1권역의 경우 가구당 매년 5,546원, 2권역의 경우 가구당 매년 5,852원,

3권역의 경우 가구당 매년 4,321원, 김해시 전체로는 가구당 매년 5,054원

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2권역의 평균 지불용의액이 가장 높으며 3권역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불용의액 추정을 위해 제시된 시나리오는 지불의사가 낮을 경우 ‘김

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됨을 가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

에서 피설문자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불의사가 높다는 것

은 신공항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거나 소음의 저감 사업

을 통한 ‘이익’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피설문자들이 지불의사를 나타낸 이유는 다음 [표 5-7]과 같다. 지불

의사를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

주기 위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

전과 만족도 향상’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권역의 경우 ‘항공기 소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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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통한 만족도 향상’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

는 ‘김해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13명, 68.4%), 공항을 자주 이용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낌(4명, 21.1%), 국가

의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후속사업은 일부 김해시에서 부담 가능하

다고 판단(1명, 5.3%), 사업의 효과가 보장된다면 큰 비용이 아니므로 부

담 가능(1명, 5.3%)’으로 나타났다.

질문 1권역 2권역 3권역 전체

항공기 소음 감소로

인한 만족도 증가

2

(18.2)

1

(5.0)

1

(2.6)

4

(5.8)

타인의 안전과 만족도

향상

1

(9.1)

3

(15.0)

8

(21.1)

12

(17.4)

다음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유산

3

(27.3)

8

(40.0)

11

(28.9)

22

(31.9)

소음 감소 그 자체로

좋음
-

1

(5.0)

2

(5.3)

3

(4.3)

언젠가는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

2

(10.0)

7

(18.4)

9

(13.0)

기타
5

(45.5)

5

(25.0)

9

(23.7)

19

(27.5)

[표 5-7] 김해시민들이 지불의사를 나타낸 이유(단위: 인, %)

1권역의 경우 현재도 직접적으로 소음 피해권역에 포함되므로 향후

추가로 예상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의사를 나타낸 비중

이 큰 반면, 기타 권역은 안전한 도시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유산가치,

타인의 안전과 만족을 위하는 대리가치, 언젠가는 소음권역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저감 사업을 위해 지불한다는 선택가치 등 비사용가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환경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한 기존 연구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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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사에 대한 이유가 직・간접사용가치보다 비사용가치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다.

질문 1권역 2권역 3권역 전체

소음 해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9

(39.1)

6

(27.3)

13

(18.8)

28

(24.6)

지불할 경제적 여유가

없음
-

2

(9.1)

2

(2.9)

4

(3.5)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충당

8

(34.8)

10

(45.5)

25

(36.2)

43

(37.7)

이미 해당 부문에

정부투자가 많음

1

(4.3)

1

(4.5)

1

(1.4)

3

(2.6)

우선순위를 둘 만큼

중요하지 않음
- -

6

(8.7)

6

(5.3)

우리 가구의

관심대상이 아님

3

(13.0)

2

(9.1)

16

(23.2)

21

(18.4)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

2

(2.9)

2

(1.8)

세금이 명시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것

2

(8.7)

1

(4.5)

4

(5.8)

7

(6.1)

[표 5-8] 김해시민들이 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한 이유(단위: 인, %)

반면, 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한 이유로는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충당’

해야 하거나 ‘소음 문제 해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소음 문제를 거래하는데 대한 거부감은

피해권역은 1권역에서 가장 높았고, 3권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모형 2>에서는 지불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후속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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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시 한 번 의사를 확인하였다. 후속 질문에서 응답을 회피할 경우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구분 모형 2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김해시 전체

제시금액()

(S.E)

-0.00015

(0.000134)

-0.00008*

(0.00101)

-0.00007*

(0.000077)

-0.00009***

(0.000055)

절편()

(S.E)

0.0602

(1.0382)

0.4363**

(0.6881)

1.0061**

(0.5784)

0.6617**

(0.4033)

-2 Log L 37.100 50.255** 100.085** 189.608**

표본 수(N) 8 12 19 39

지불용의액

(원/년/가구)
3,459 3,468 2,358 2,82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

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9] 김해시 권역별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2) : 조정(calibration)

구분 지불용의액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김해시 전체

초기

지불용의액(A)
5,546 5,852 4,321 5,054

조정 후

지불용의액(B)
3,459 3,468 2,358 2,829

비율(B/A) 62.4 59.3 54.6 56.0

[표 5-10] 조정(calibration)을 통한 지불용의액 검증 결과(단위: 원/년/가구, %)

예비설문에서 개방형 질문 후 후속 질문을 통해 조정한 경우 지불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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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8~76% 감소했다. 편차가 컸던 것은 개방형 설문이라는 특성과 최종

적으로 성명(서명)과 함께 주소를 요구했던 것에 기인했던 것으로 판단되

어 본 설문에서는 예비설문과정에서 피설문자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기

피를 한 주소를 제외한 ‘성명(서명)’만 요청하였다. 그 결과 조정 후 지불용

의액은 권역별로 약 55~60% 수준으로 일관되게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앞의 [표 5-10] 참조). 이 결과 또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범위에 수

렴되고 있어 그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도 후속 질문에 대한 방법론이 다양하게 제시41)되고는 있지만, 어떠한 방

법론이 실제 지불의사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

와 합의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후속 질문을 통해 재차 개

인정보 등을 확보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지불용의액을 과소 추정되

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다

양한 방법의 실증 분석이 필요하며, 그 신뢰성과 내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② 수용용의액 추정결과

다음 [표 5-11]은 제시금액별 수용 또는 거부 응답의 비율을 권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3권역이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수용(accept)하는 비율이 높

아지는 반면, 1, 2권역은 제시금액이 높아지더라도 거부하는 비율이 더 높

게 나타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지불용의액의 사례와 같이 권역

41) "앞선 응답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라고 묻는 유형(Li and

Mattsson, 1995)과 "귀하께서는 지로 용지 발부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유형

(여호근・최규환・정광현, 2008; 이충기・김태균, 2010; 이은정・이충기, 2016;
Lee and Han, 2002; Lee and Mjelde, 2007; Lee, Mjelde and Kim, 2016)이 대표

적으로 사용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로 용지 발부를 활용한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성명과 함께 피설문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요구하여 이에 응답할 경우

실질적으로 지불의사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거부감이 곧 지불의사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

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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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배분된 표본의 숫자가 적어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

겠다. 수용용의액의 경우에도 표본을 누적해 김해시 전체로 분석할 경우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역별로 제시된 보상금을 거절한 응답자에 대해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건설 사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응

답자가 제시된 금액을 거절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된 보

상금에 대한 수용 거부의 의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악하는 작업은 김

해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양상을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을 위

한 보는 단초(端初)를 제공해줄 수 있다.

제시

금액(원)

1권역 2권역 3권역 전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00,000 1(33.3) 2(66.7) 1(12.5) 7(87.5) 7(38.9) 11(61.1) 9(31.0) 20(69.0)

150,000 1(20.0) 4(80.0) 5(71.4) 2(28.6) 9(50.0) 9(50.0) 15(50.0) 15(50.0)

200,000 3(37.5) 5(62.5) 6(75.0) 2(25.0) 13(76.5) 4(23.5) 22(66.7) 11(33.3)

250,000 2(28.6) 5(71.4) 5(62.5) 3(37.5) 16(94.1) 1(5.9) 23(71.9) 9(28.1)

300,000 4(66.7) 2(33.3) 6(85.7) 1(14.3) 14(82.4) 3(17.6) 24(80.0) 6(20.0)

350,000 3(75.0) 1(25.0) 4(57.1) 3(42.9) 15(93.8) 1(6.3) 22(81.5) 5(18.5)

[표 5-11] 김해시 수용용의액 제시금액별 응답률(단위: 인, %)

분석을 위한 주요 독립변수와 변수에 대한 설명,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5-12]이다. 모든 표본을 이용해 분석한 <모형 3>의

추정결과는 [표 5-13]이며, 수용 거부자를 제외한 표본을 이용해 분석한

<모형 4>의 추정결과는 [표 5-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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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변수의 정의 평균 표준편차

소득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만 원대,

③ 300만 원대 … ⑧ 800만 원 이상
3.15 1.32

교육수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2.63 0.68

성별 ① 남, ② 여 1.46 0.50

나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3.18 1.49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1.74 0.44

평소

소음인식

① 매우 심함, ② 심한 편, ③ 보통,

④ 없는 편, ⑤ 전혀 없음
2.68 0.94

공항 이용

경험

•지난 5년 간 연평균 이용 횟수

① 전혀 없음, ② 연 1~2회, ③ 연 3~5회,

④ 연 5회 이상

2.24 0.92

공항 이용

계획

•향후 5년 간 공항 이용 계획

① 전혀 없음, ② 아마 있음, ③ 확실히 있음
2.42 0.72

주택 연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준공 후 기간

① 5년 이하, ② 5~10년, ③ 10~20년,

④ 20년 이상

2.59 0.89

공항

소음인식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인식 여부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약간 인지, ⑤ 매우 잘 앎

3.08 0.92

중앙정부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전혀 신뢰하지 않음, ② 신뢰 않음,

③ 보통, ④ 신뢰하는 편, ⑤ 매우 신뢰함

2.96 1.09

지방정부 2.87 0.89

건설 사업

인식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인식

① 필요 없음, ② 관심 없음, ③ 매우 필요
2.40 0.89

피해대책

여부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2.44 0.80

[표 5-12] 모형의 주요변수 정의와 기초통계량(수용용의액,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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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3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김해시 전체

제시금액()

(S.E)

0.000013**

(5.864E-6)

6.777E-6*

(3.864E-6)

0.000013***

(3.366E-6)

0.000010***

(2.185E-6)

절편()

(S.E)

-3.1303**

(1.4163)

-1.0678*

(0.8803)

-1.7545***

(0.6660)

-1.5914***

(0.4763)

-2 Log L 45.717** 60.571* 122.449*** 235.170***

표본 수(N) 33 45 103 181

수용용의액

(원/년/가구)
122,575 184,270 207,326 186,15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

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13] 김해시 권역별 수용용의액 추정 결과(1)

추정결과 1권역의 경우 가구당 매년 122,575원, 2권역의 경우 가구당

매년 184,270원, 3권역의 경우 가구당 매년 207,326원, 김해시 전체로는 가

구당 매년 186,152원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3권역의 평균 수용용의액

이 가장 높으며 1권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용용의액 추정을 위해 제시된 시나리오는 먼저 보상금을 많이 수용

하게 될 경우 정부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고 이는 공항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업비 감소로 이어져서 ‘공항 운영과 서비스의 수준이 다소 또는 매우 하

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피설문자들의 수용의사를 도출하였

다. 즉, 피설문자들은 제시된 보상금이 적절하거나 공항 건설에 따른 편익

이 크다고 생각할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것이고 보상금의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어 그것이 공항 서비스와 운영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나 사

업에 대한 거부(철회)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수용을 거부할 것이다. 따

라서 어떠한 보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항공기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응답자들을 제외시키면 보다 신뢰도 높은 보상금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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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두 값을 비교함으로써 권역별로 갈등의 크기를

단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구분 모형 4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김해시 전체

제시금액()
(S.E)

0.000012*

(7.316E-6)

0.00002*

(8.901E-6)

0.000014***

(3.699E-6)

8.314E-6***

(2.565E-6)

절편()
(S.E)

-1.8326*

(1.7040)

-6.1387**

(2.7037)

-1.6626**

(0.7239)

-0.6514**

(0.5669)

-2 Log L 25.782* 31.293** 109.105** 166.952**

표본 수(N) 22 33 98 153

수용용의액

(원/년/가구)
192,381 289,418 221,590 233,14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

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14] 김해시 권역별 수용용의액 추정 결과(2)

구분 수용용의액과 증가율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김해시 전체

초기

수용용의액(A)
122,575 184,270 207,326 186,152

제외 후

수용용의액(B)
192,381 289,418 221,590 233,140

증가율 56.9 57.1 6.9 25.2

[표 5-15] 수용의사 거부자를 제외한 결과값의 비교(단위: 가구당/년/원, %)

보상금 수용을 거부한 응답자를 제외할 경우 2권역에서 수용용의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모형을 비교해보면 1권역과 2권역에서 증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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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7%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3권역은 7%에 그치고 있다. 즉, 1권역

과 2권역에서 제시된 보상금에 대한 수용 거부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이는

향후 예상되는 소음피해 권역 내 거주자들이 소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두 권역은 적절한 보상금

이면 수용하겠다는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측’과 어떤 보상도 필요 없으며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한 소음 대책, 또는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또는 조건부 반대측’의 갈등이 고조된 권역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로 미루어 두 권역은 미래 예상되는 소음 피해 뿐 아니라 현재 항공기 소

음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권

역의 경우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에서는 항공기 소음이 70웨클 미만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앞의 [그림 3-3]과 [그림 3-4] 참

조). 그럼에도 주민들은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각

각 수용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현재 김해공항에는 북쪽의 18번 활주로와 남쪽의 36번 활주로

가 있는데 정풍을 맞으면서 이착륙을 해야 하는 항공기의 특성상 배풍이

불어 올 경우 써클링 어프로치(Circling Approach)를 통한 이착륙을 해야

한다([그림 5-1] 참조)42). 특히, 계절풍이 부는 4~8월경에는 이와 같은 서

클링 어프로치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항공기의 동선(動

線)이 2권역 상공(부원동, 봉황동 등 구도심 뿐 아니라 인구 밀집지역인 내

외동 신도시까지 직접 영향)을 직접적으로 지나가게 된다. 때문에 현재까

지 수행된 소음 측정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2권역 내에 거

주하는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소음 피해도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

되며, 이러한 현상이 보상금 거부라는 결과로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

겠다.

42) 항공기 착륙시 남풍이 불게 되면 36번 활주로를 이용할 수가 없으며 정풍을 맞

을 수 있는 18번 활주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북쪽에는 신어산(해발 630m)이

버티고 있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18번 활주로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남쪽에서

36번 활주로로 접근을 하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활주로와 평행하게 비행한

후 신어산을 바라보면서 유턴을 하듯이 18번 활주로에 착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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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김해공항에서의 서클링 어프로치

자료: www.koreaf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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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권역의 경우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

으며,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이에 대해 비교적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야기될 항공기

소음의 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권역별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지불

용의액이 낮을 경우 신공항 건설 사업 축소 또는 취소 시나리오) 1, 2권역

이 3권역보다 많다는 사실과 함께 해석하면, 해당 권역이 김해 신공항 사

업으로 인해 갈등이 더 고조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질문 1권역 2권역 3권역 전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

2

(14.3)
-

2

(2.7)

4

(3.5)

보상금 액수가

만족스럽기 때문
-

5

(18.5)

13

(17.6)

18

(15.7)

건강상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
-

4

(14.8)

23

(31.1)

27

(23.5)

신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

12

(85.7)

18

(66.7)

36

(48.6)

66

(57.4)

[표 5-16] 김해시민들이 수용의사를 나타낸 이유(단위: 인, %)

수용의사를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66명, 57.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상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27명, 23.5%)’, ‘보상금 액수가 만족스럽기 때문(18명, 15.7%)’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1권역의 경우 ‘신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 수용 이유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김해공항 운항으로 인해 직접적인 소음피해 권역

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공항 건설시 피해의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짐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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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수용의사를 택한 것은 신공항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편익이 더 크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질문 1권역 2권역 3권역 전체

보상금 추진할 만큼

긴급한 사업 아님

1

(5.3)

4

(22.2)

16

(55.2)

21

(31.8)

무조건 항공기 소음이

해결되기 바람

13

(68.4)

13

(72.2)

5

(17.2)

31

(47.0)

해당 사업에 관심이

없음
- -

3

(10.3)

3

(4.5)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1

(5.3)
- -

1

(1.5)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임

1

(5.3)
- -

1

(1.5)

기타
3

(15.8)

1

(5.6)

5

(17.2)

9

(13.6)

[표 5-17] 김해시민들이 수용의사가 없다고 답한 이유(단위: 인, %)

반면, 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한 이유로는 ‘보상금은 필요 없으며 무조건

항공기 소음이 해결되기 바람(31명, 47.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

고, 이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추진할 만큼 긴급한 사업이 아님(21명,

31.8%)’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권역과 2권역에서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반드시 필요해서 보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응답과 보상금은 필

요 없으며 항공기 소음만 해결하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수

용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두 권역에서 갈등의 양상이

보다 복잡하면서 클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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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다음으로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각각 공변량을 포함하여 추정

한 <모형 5>의 결과로 다음 [표 5-18]과 같다. <모형 5>의 경우 앞서 설

명한 것처럼 ‘소규모표본 편의(small sample bias)’의 가능성 때문에 김해

시 전체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43).

먼저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변수 중 소득, 나이,

결혼유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일수록 지불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또한 앞서 지불의사를 나타낸 이유가 ‘타인의 안전과 만족도(대리가

치), 다음 세대를 위해(유산가치)’라고 응답한 결과와 연계해 해석할 때 보

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험과 친숙성 부분에서는 지난 5년 간 공항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공항을 이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지불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항을 자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축소나 취소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태도가

지불의사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 주변 소음의 수준과 인식에

대해서는 양(+)의 값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인식과 태도 부분에서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찬성할수록,

중앙정부에 대해 신뢰할수록, 피해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있다고 판단

할수록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소음권역일수록, 향후

소음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일수록 지불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43) 분석을 위해 권역별로 추정한 결과 1~2개 유의한 변수가 나타났으나 소규모표본

편의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익명의 심사위원 권고에 따라 최종 원고에서는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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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5

지불용의액 수용용의액

제시금액() (S.E) -0.00019** (0.000172) 0.00003** (9.312E-6)

사회

경제적

변수

소득 1.0249** -3.8099*

교육수준 -0.0882 4.8534

성별 0.6416 3.9349

나이 0.2122* 5.8556

결혼유무 2.2571* -13.7386

경험

・ 
친숙성

평소 소음 0.5370 3.5583*

공항 이용 경험 0.2611** -3.6789

공항 이용 계획 1.4454** 5.1172**

주택 수명 -0.3907 -10.6055

인식

・ 
태도

신공항 소음 0.3648 -2.1154

중앙정부 신뢰 0.0705** -2.7795

지방정부 신뢰 0.4389 3.8863*

건설 사업 인식 0.5205** 3.6810**

피해대책 평가 2.5379** 2.6983**

지역 권역별 -0.8105* -0.5727

절편() 15.3656* -2.9752*

-2 Log L 242.512* 235.170*

표본 수(N) 183 181

지불용의액(원/년/가구) 12,000 249,18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18]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 결과

다음으로 수용용의액을 추정한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변수 중 소득만

유의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수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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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친숙성 부분에서는 평소 소음에 대한 인식과 향후 공항 이용계

획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현재 주변 환경은 소음이 적고 비교적 쾌적한

환경인데 만약 김해 신공항 건설로 인해 소음이 많아진다면 더 많은 보상

금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차이로 제시된 ‘보유효과’를 증명하는 결과이다. 향후 김해공항을 이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보상금을 수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항이 차질 없

이 건설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보상금을 통한 추가적인 효용 증

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결과이다.

인식과 태도 부분에서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찬성할수록

수용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피해대책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

될수록 보상금을 수용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향후 소음이 예상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상금이 주는 효용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수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유의미한 값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수용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대조하여 보면 흥미

롭다. 이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이므로 주체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자연히 수용할 확률이 낮아질 것이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중

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업에 대한 신

뢰도 높아져서 수용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즉 피

해 지역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신뢰

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재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또는 중요함

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개발연구원(2017)에 의해 수행된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

당성조사」에 따르면 소음보상대책 지원비로 총 240억 원을 비용으로 책

정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3종 구역 내 809가구에 대한 소음보상대책 지

원비 200억 원의 120%로 계산된 것이다. 또한 2018년 김해공항 소음대책

사업의 경우 주택방음 사업은 2호에 5천 만 원, 냉방시설 설치 100세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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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907세대 총 2,80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총

923세대 1억 8,500만 원 등 총 57.5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대

책지역 일부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를 수용용의액으로 본다면 최소 30,871

원부터 최대 2,500만 원 규모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수용용의액(공변량

제외 모형)은 186,152원에서 233,140원(수용 거부자 제외)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수준의 보상금을 김해시의 모든 세대44)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383.4~480.1억 원이다. 이는 2018년 소음대책사업 비용의 7~8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책정한 소음보상대

책 지원비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3)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비교

다음으로 총 6가지 모형을 통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 [표 5-19]이다.

시나리오
비율

1권역 2권역 3권역 김해시 전체

모형 3 / 모형 1 22.1 31.5 48.0 36.8

모형 4 / 모형 1 34.7 49.5 51.3 46.1

모형 3 / 모형 2 35.4 53.1 87.9 65.8

모형 4 / 모형 2 55.6 83.5 94.0 82.4

모형 5 / 모형 5 - - - 20.8

주: [모형 5 / 모형 5]의 경우 수용용의액을 지불용의액으로 나눈 값이며, 권역별

로 추정치는 반영하지 않고 김해시 전체 결과값만 반영함

[표 5-19] 모형별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비율 비교

44) 205,945세대(2018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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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경우 권역별로는 최소 22.1배에

서 최대 94.0배까지, 김해시 전체로는 최소 36.8배에서 최대 82.4배까지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김해시 전체

결과값에서 20.8배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설문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16.8배에서 306.5배

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로 수렴됨

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비설문조사가 개방형으로 이뤄진데 반해 본 설문조

사의 경우 단일경계모형으로 이뤄진 방법론적 차이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권역의 경우 조정(calibration) 후 지불용의액이 감

소하면서 비율이 크게 벌어졌으며, 1, 2권역의 경우 수용 거부자 제외 후

수용용의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율이 벌어진 것으로 두 집단 간 양상이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권역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의사가 이어지지 않는 그룹을 제외하면

서 차이가 커진 것이고 1, 2권역의 경우 사업에 대한 반대 그룹을 제외하

면서 보상금 수용액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여 차이가 커진 것이다. 쉽게 말

해, 3권역의 경우 지불의사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1, 2권역

의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에 따라 차이가 벌어진 것이므로 곧 갈등의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부정적 외부효과

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공공사업에서에서의 갈등이 지불

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불일치로, 또한 불일치의 심화 또는 완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3. 추정결과의 분석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추정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은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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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준으로 각각 5,054원(조정한 모형은 2,829원)과 186,152원(거부자

제외 모형은 233,140원)이다. 공변량을 포함할 경우 지불용의액은 최대

12,000원, 수용용의액은 최대 249,185원으로 나타났다(김해시 전체 기준).

이 결과값을 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다룬 연구나 도시 내 소음 저감에 대한

가치를 추정한 기존 연구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5-20] 참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 저감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연간 가구당 5,100~138,000원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절감 가능한

소음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같은 수준(현재 수준의 절

반 감소를 목표)에 대한 지불용의액도 지역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분석의 범위와 방법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

추정된 결과값도 기존 연구의 범위 내에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방법론 연구내용 WTP 또는 WTA

Barreiro et

al.(2001)
CVM

Spain Pamplona 공항의 현재

소음을 절반 낮추기 위한

WTP

5,100원/dB/년

김강수(2002) CE 소음의 경제적 가치 추정 6.74만원/dB/년

Carlsson et

al.(2004)
CE

Stockholm Bromma 공항의

소음 빈도에 따른 WTP

1,250~2,500원/월

(15,000~30,000원/년)

Galitea and

Ortuzar (2005)
CE

Chile Santiago 도심의 소음

저감을 위한 WTP

2,300원/dB/월

(27,600원/년)

Bristow and

Wardman

(2006)

CE
Lyon과 Manchester 공항의

소음을 낮추기 위한 WTP

1,300~5,000원/월

(15,600~60,000원/년)

500~5,600원/월

(6,000~67,200원/년)

[표 5-20] 소음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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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수용용의액의 경우 연구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특히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한 Chalermpong and

Klaikleung(2011)의 연구에서는 수용용의액이 연간 140.4만원부터 261.1만

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45).

이와 같이 항공기 소음 외에 도시의 일반적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지

불용의액과 소음 피해에 대한 수용용의액에 대한 연구들에서 그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음 저감의 방법, 저감 가능한 소음의 수준

등이 격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인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차

이와 그 영향요인을 정리하고자 한다([표 5-21] 참조).

45) 이 연구는 설문의 대상을 공항에서 북동쪽 직선거리로 2㎞에 위치한 대학 캠퍼

스 내 기숙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따라서 직접적 피해 권역이

며 그에 따라 보상금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본이 특정 그룹에 집

중되어 표본 설계에 따른 편의가 존재한다.

유승훈(2007) CVM

수도권 도시소음을 낮밤 모두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

한 WTP

997~1,778원/월

(11,964~21,336원/년)

Duarte(2008) CVM

Barcelona 공항의 현재 소음

수준을 절반 낮추기 위한

WTP

11,500원/월

(138,000원/년)

Chalermpong

and Klaikleung

(2011)

CE
Bangkok Suvarnabhumi 공항

의 소음에 대한 WTA

117,000~218,000원/월

(140.4~261.1만원/년)

이충기,

박상수(2016)
CVM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

치(5, 10, 15m)에 따른 WTP
1,678~2,413원/년

주: WTP 또는 WTA는 가구당 금액이며, 해외 사례의 경우 2018년 5월 15일 현

재 화폐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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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불용의액 수용용의액 비고

사회

경제적

변수

소득 + - 영향 방향 반대

교육수준

성별

나이 + WTP만 영향

결혼여부 + WTP만 영향

경험과

친숙성

평소 소음인식 + WTA만 영향

공항 이용 경험 + WTP만 영향

공항 이용 계획 + + 영향 방향 일치

주택 수명

인식

・ 
태도

공항 소음인식

중앙정부 신뢰 + WTP만 영향

지방정부 신뢰 + WTA만 영향

건설 사업 인식 + + 영향 방향 일치

피해대책 여부 + + 영향 방향 일치

지역 권역별 - WTP만 영향

[표 5-21]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영향요인 정리

먼저, 지불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나이(+), 결혼여부

(+), 지난 5년 간 공항 이용 횟수와 향후 이용 계획(+), 정부 신뢰(+), 건설

사업 필요성(+), 피해대책 적절성(+), 권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지불용

의액은 기본적으로 ‘이득’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항 이용의 횟

수가 많거나 향후 이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건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

할 경우 지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건설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불의사가 낮아질 것이다.

소득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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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환경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김태은, 2017).

수용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평소 소음에 대한 인식

(+), 공항 이용 계획(+),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건설 사업 필요성(+), 피

해대책 적절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용용의액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

스나 재화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손실’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

다. 따라서 평소 주변 환경의 소음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경우, 예상되는 소

음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

다. 이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 중 하나로 제시된 ‘보유효과’를

증명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김해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피해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 조건

에서 향후 공항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보상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대목이다.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방향이 반대인 변수

는 소득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할 확률이 크고, 소득이

낮을수록 수용할 확률이 큼을 의미하며, 이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는 소득에 기인한다는 ‘소득효과’을 지지하는(Willig, 1976; Randall

and Stoll, 1980) 결과이다.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방향이 같은 변수는

향후 공항의 이용계획, 건설 사업의 필요성, 피해대책 여부로 나타났다. 이

는 설문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지불용의액이 낮을 경우 공항 건설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된다는 전

제 하에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공항 건설이 필

요하면서, 향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소음 저감 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비

용 부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공변량을 포함할 경우 최대제

시금액(Max)까지 결과값이 도출되는 것도 결과를 지지하는 대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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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수용용의액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공항 운영 서

비스의 수준이 다소 하락 또는 매우 하락된다는 전제 하에서 공항 건설이

필요하면서, 향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제시금액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에서 잘 드러난다. 수용

용의액의 경우 공변량을 포함해 추정한 결과 약 54.7%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피해대책이 적절할수록 수용할 확률이 높아져서 나

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최대제시금액(Max)을 넘어서는 권역은 없었다. 따

라서 추정된 결과의 방향은 피설문자들이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인식, 향

후 이용 계획 하에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추정 부호의 방향이 변수에 따

라 같거나 반대로 도출된 것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이 본질적으로는

각각 이득과 손실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 같은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질문 1권역 2권역 3권역 전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

건설 사업

찬성

30

(44.8)

54

(62.1)

124

(59.0)

208

(57.1)

건설 사업

반대

30

(44.8)

26

(29.9)

48

(22.9)

104

(28.6)

사업 관심

없음

7

(10.4)

7

(8.0)

38

(18.1)

52

(14.3)

신공항

예상 소음에

대한 견해

어느 정도

감수

3

(10.0)

15

(27.8)

42

(33.9)

60

(28.8)

시급히 해결

필요

27

(90.0)

39

(72.2)

82

(66.1)

148

(71.2)

주: 신공항 건설로 예상되는 소음에 대한 견해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질문을 정리한 것임

[표 5-22] 김해시민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인식(단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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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권역 2권역 3권역 김해시 전체

차량의 경적, 개조된

차량 배기 소음

22

(32.8)

29

(33.3)

77

(36.7)

128

(35.2)

보행자들의 고성방가

등 행위

7

(10.4)

10

(11.5)

25

(11.9)

42

(11.5)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

9

(13.4)

22

(25.3)

54

(25.7)

85

(23.4)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26

(38.8)

22

(25.3)

28

(13.3)

76

(20.9)

인근 건설현장 또는

공장의 소음

3

(4.5)

3

(3.4)

16

(7.6)

22

(6.0)

기타
0

(0.0)

1

(1.1)

10

(4.8)

11

(3.0)

합계
67

(100.0)

87

(100.0)

210

(100.0)

364

(100.0)

[표 5-23] 피설문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요 소음원(단위: 인, %)

제 2절 광역 도시권 추정결과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소음권역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광역시・도권에
서도 지불의사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 즉 수용

용의액의 대상은 김해시민으로 한정되지만 소음 저감 사업을 위한 지불의

사는 김해시를 넘어 광역권까지도 확장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 연구에

서는 김해국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주하는 부산, 창원, 대

구, 울산으로 대상을 한정46)하였다.

46)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기존 명칭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권역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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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금액

(원)

부산 창원 대구 울산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700 6(60.0) 4(40.0) 4(44.4) 5(55.6) 2(25.0) 6(75.0) 4(44.4) 5(55.6)

900 5(55.6) 4(44.4) 3(37.5) 5(62.5) 2(25.0) 6(75.0) 4(50.0) 4(50.0)

1,100 4(40.0) 6(60.0) 3(37.5) 5(62.5) 2(25.0) 6(75.0) 3(30.0) 7(70.0)

1,300 3(30.0) 7(70.0) 2(25.0) 6(75.0) 2(25.0) 6(75.0) 3(37.5) 5(62.5)

1,500 3(33.3) 6(66.7) 2(28.6) 5(71.4) 1(12.5) 7(87.5) 2(25.0) 6(75.0)

2,000 3(25.0) 9(75.0) 2(25.0) 6(75.0) 1(14.3) 6(85.7) 2(22.2) 7(77.8)

[표 5-24] 광역권 지불용의액 제시금액별 응답률

제시금액별 지불의사와 거부의사를 정리한 것이 [표 5-24]이다. 지역

별로 적은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균등하게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5-25]는 광역 도시권 시민들에게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정리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주요 승객들이 거주하는 부산시의 경우 사업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찬성보다는 사업에

대한 무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역

별로 25% 내외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흥미로운 대

목이다.

사업으로 예상되는 소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일부 감수할 필요

가 있다는 주장이 최소한 30%를 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한

편으로는 이와 같은 인식은 신공항 건설 사업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개연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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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산 창원 울산 대구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

건설 사업

찬성

33

(55.0)

17

(35.4)

19

(20.0)

11

(23.4)

건설 사업

반대

15

(25.0)

13

(27.1)

13

(24.5)

11

(23.4)

사업 관심

없음

12

(20.0)

18

(37.5)

21

(39.6)

25

(53.2)

신공항

예상

소음에

대한 견해

어느 정도

감수

17

(51.5)

5

(29.4)

6

(31.6)

5

(45.5)

시급히 해결

필요

16

(48.5)

12

(70.6)

13

(68.4)

6

(54.5)

주: 신공항 건설로 예상되는 소음에 대한 견해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질문임

[표 5-25] 광역권 시민들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인식(단위: 인, %)

구분 모형 6

권역 부산 창원 울산 대구

제시금액()

(S.E)

-0.00012**

(0.00062)

-0.00072*

(0.00093)

-0.00048**

(0.00092)

-0.00011*

(0.00105)

절편()

(S.E)

1.0140*

(0.9659)

1.2121*

(1.1363)

0.7534*

(1.1719)

0.2054*

(1.3800)

-2 Log L 65.193* 46.327* 44.980* 35.900*

표본 수(N) 60 48 53 47

지불용의액

(원/년/가구)
1,419 1,232 1,133 1,04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

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26] 광역권 도시별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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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도시별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는 앞의 표 [5-26]과 같다. 대

체적으로 1,000~1,500원 수준으로 지불용의액이 수렴되고 있으며, 예비설

문조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불용의액이 작아지고

있다. 이는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 현황과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결과이다.

질문 부산 창원 울산 대구

항공기 소음 감소로

인한 만족도 증가

4

(16.7)
- -

1

(10.0)

타인의 안전과 만족도

향상

5

(20.8)

2

(12.5)

5

(27.8)
-

다음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유산

9

(37.5)

7

(43.8)

9

(50.0)

2

(20.0)

소음 감소 그 자체로

좋음

2

(8.3)
-

3

(16.7)

1

(10.0)

언젠가는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1

(4.2)
- - -

기타
3

(12.5)

7

(43.8)

1

(5.6)

6

(60.0)

[표 5-27] 광역권 시민들이 지불의사를 나타낸 이유(단위: 인, %)

주변 도시의 시민들이 지불의사를 나타낸 이유로는 ‘다음 세대에 깨끗

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서’와 ‘타인의 안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

해서’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김해시 결과와도 유사하다.

반면, 창원과 대구의 경우 기타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표적으

로 응답한 이유로는 ‘김해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가 가장 많았

다47).

47) 총 17명의 기타 의견 중 11명(64.7%)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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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산 창원 울산 대구

소음 해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3

(8.3)

2

(6.3)

2

(5.4)

4

(11.8)

지불할 경제적 여유가

없음

2

(5.6)
- - -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충당

17

(47.2)

11

(34.4)

8

(21.6)

11

(32.4)

이미 해당 부문에

정부투자가 많음

2

(5.6)

1

(3.1)

1

(2.7)

1

(2.9)

우선순위를 둘 만큼

중요하지 않음

6

(16.7)

3

(9.4)

4

(10.8)

5

(14.7)

우리 가구의

관심대상이 아님

4

(11.1)

8

(25.0)

15

(40.5)

10

(29.4)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2

(5.6)

4

(12.5)

2

(5.4)

1

(2.9)

세금이 명시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것
-

3

(9.4)

5

(13.5)

2

(5.9)

[표 5-28] 광역권 시민들이 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한 이유(단위: 인, %)

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한 이유로는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와 ‘우리 가구의 관심 대상이 아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록 상황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고는 있으나 김해 신공항 건

설 사업 대상지와 거리상 70㎞이상 떨어진 대구에서도 지불의사를 나타냈

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총 경제

적 가치를 계산하여 그 격차를 비교한다면 기존 제시된 값보다 그 격차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5-29]이다. 지불용의액과 수

용용의액 모두 설문에서 제시한 5년을 기간으로 하고 4.5%의 할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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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계산하였다.

총 경제적 가치
김해시

(A)

광역권 총합

(B) (C) (A+B) (A+C)

지불용의액(A) 14.5 55.7 67.5 70.3 82.0

수용용의액(B) 932.2 - - 932.2 932.2

비율(B/A) 64.3 - - 13.3 11.4

주: 1) 연간 가치 = 지불(수용)용의액 × 총 가구 수 × 지불(수용)의사 비율

2) 광역권(B)의 경우 부산, 창원, 울산, 대구만 반영한 것이고, 광역권(C)의

경우 경남 전체 도시에 부산, 울산, 대구를 포함한 것임

3)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모두 조정 또는 거부자 제외 前 모형을 사용함

[표 5-29] 광역권을 포함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비교(단위: 억 원)

지불용의액의 총 경제적 가치와 수용용의액의 총 경제적 가치를 각각

추정하여 비교한다면 그 격차는 현저히 줄어듦을 알 수 있다. 김해시로 범

위를 한정할 경우 격차는 64.3배로 나타나지만 이를 광역권으로 공간적 범

위를 확장하여 추정하면 그 차이는 11.4배로 줄어든다. 이는 실험실에서

그 대상을 한정하여 각각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비교한 기존 연구에

서 볼 수 없는 현상이며,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그 격차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추정된 지불용의액에서 수용용의

액을 뺀 값이 순편익이 된다는 것이다. 특정 사업으로 인해 누군가가 손실

(loss)을 입게 되더라도 재분배(redistribution)를 통해 보상을 해 줄만큼

편익이 크다면 그 정책은 효율적이라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적 아이

디어이며, 이것이 바로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이다.

하지만 칼도-힉스 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적인 보상이 아닌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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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인 보상 즉, 보상의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칼도-힉스 보상의 경우 특정 사업이 시행된 후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실제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특

정 정책의 순편익에 이미 재분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개

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정책의 시행 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어떤 경우든 칼도-힉스 보상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해진다(오정일, 2012). 때문에 현재의 비용편익분석은 비용

과 편익의 귀속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분

과 후생 감소분을 비교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추정한 두 값은 김해 신공항 소음 저감 사업으로 이

익을 얻게 될 사람이 평가한 총 가치와 소음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총 가치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칼도-힉스 기준에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부합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

시된 시나리오는 김해 신공항 건설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소음을 저

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와 소음 저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

우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김해 신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비용편

익분석은 아니다. 따라서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불의사’

와 사업이 예정대로 건설되어 입게 될 ‘소음 피해에 대한 수용의사’를 비교

한다면 두 개념 간 격차가 1보다 작을48)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추정해본다면 비용편익분석 이론 체계에

있어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8) 지불용의액이 수용용의액보다 클 경우, 즉 사업의 NPV가 0보다 크게 되는 경우

이며, 칼도-힉스 기준에 의해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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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는 사

회기반시설인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비교하여 갈등의 양상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

식 하에 본 연구가 찾고자 했던 문제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김해 신공항 건설과 운영으로 야기되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지

역 주민들의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8

가지 모형을 통해 추정작업을 하였다. 또한 결과의 내적 타성성을 확보하

기 위해 다양한 검증을 통해 그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공변량을 제외한 모

형의 추정결과 지불용의액은 가구당 매년 최소 2,829원에서 최대 5,054원

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용의액은 최소 186,152원에서 최대 233,140원으로

나타났다.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결과 지불용의액은 최대 12,000원,

수용용의액은 최대 249,185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와 같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간 격차가 최소 22.1배에서

최대 94.0배까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

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책임감(responsibility)과 조정(calibration)

먼저 개방형 예비설문시 제시되는 시나리오에 따라 두 값의 차이가 나

타났다. 지불의사가 낮거나 수용요구가 클 경우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

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피설문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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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사회적 책임감이 피설문자의 가치판단에 작용한 결과를 뒷받침 한다.

다음으로 두 값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그 격차가 발생하였다. 지불

의사를 나타낸 피설문자들에게 후속 질문을 통해 최종 응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응답을 회피할 경우 지불거부자로 간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정이 없을 때에 비해 지불용의액의 평균값이 56.0%까지 감소했다(김해시

전체 기준). 또한 수용의사에 대한 질문에서 수용 거부를 나타낸 표본을

제외할 경우 수용용의액의 평균값이 25.2% 증가했다(김해시 전체 기준).

결국 조정을 통해 두 값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공변량을

포함하는 여부에 따라 두 값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② 공변량 포함 여부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두 값의 격차는 약 36.8배(조정 전 값,

김해시 전체 기준)였는데, 공변량을 포함하게 될 경우 두 값의 격차는 약

20.8배로 줄어들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소득효과나 보유효과, 책임감

등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대상 재화에 대한 경험과 친숙성, 인식과 태

도 등도 두 값의 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겠다.

③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

마지막으로 외부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그 값의 격차는 더

욱 줄어들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불용의액의 공간적 대상을 김해국제

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거주하는 부산, 창원, 울산, 대구까지 확장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문에서 시나리오로 제시한 지급 또는 수용기

간 5년으로 총 경제적 가치를 환산한 후 두 값의 격차를 다시 비교하는 작

업을 거쳤다. 추정결과 광역권 도시를 제외할 경우 두 값의 격차는 6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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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광역권 도시를 포함할 경우 두 값의 격차는 11.4배로 줄어들었다.

이는 통제된 환경에서 정해진 표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정책적 제언

1) 연구 방법론의 활용 방안

(1)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신뢰도 향상

조건부가치추정법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설문자들의 효용변화를 화폐 가치화하는 추정 방법론이다. 개방형 질문

법(open-ended)의 경우 주관식으로 응답을 유도하므로 무응답 비율이 높

게 나타나거나 지나치게 많게, 혹은 적게 응답하는 편의(bias)가 발생하여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폐쇄형 질문법(close-ended)의 경우 응답이 간단하여 무응답 비율을 낮출

수 있으나 제시된 금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정박점 편의(anchoring

bias)’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제시금액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시작점 편

의(starting point bias)’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통상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 설계와 같이 개방형 질문법을 통해 초기 제시

금액을 설정한 후 폐쇄형 질문법을 후속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감과 조정의 과정에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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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즉, 지불의사와 수용의사에 따라 사회 전체

의 후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피설문자들의 태도, 가상의 상황에서 실제

지불의사에 가까운 실제의 상황이 주어질 경우 피설문자들의 태도를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신뢰도를 제고하

는데 유용한 방법론들이다. 특히, 개방형 질문법에서 발생하게 될 결과값

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면 폐쇄형 질문법에서의 초기 제시금액의 신뢰도

는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 향후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이므로 보다 다양하게 적용・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2)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익을 얻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이익의 총

가치가 손해를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손실의 총 가치보다 더 클 때 개

선(improvement)으로 평가하는 것이 칼도-힉스 기준이다. 그리고 이 기준

이 바로 비용편익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idea)이다. 칼도-힉스 기

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실제적 보상이 아니라 잠재적 보상이라

는 개념에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지불의사금액의 합을 순

편익으로 간주하는 비용편익분석은 재분배(redistribution)를 가정한다. 특

정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된 이후 재분배가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실제로 재분배가 이뤄진다면 순 편익에 재분배가 이미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반면, 실제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생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도 칼도-힉스 개념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

에 대한 개인의 지불의사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개인의 수용의사를 엄밀

하게 추정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제시한 지

불용의액의 총 가치가 수용용의액의 총 가치보다 크다면 개선을 이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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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것이 칼도-힉스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론이며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향후 외부효과

에 근거해 편익의 공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

이론적, 기술적 수준에서의 검토와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2)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갈등 관리 방안

앞선 분석 결과와 같이 김해 신공항 건설과 운영으로 야기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소음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의

수준이 있다면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 보상금의 수준에 관계없이 반대한

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소음 저감 사업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

다는 반응, 그것도 광역권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지불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찬반 갈등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사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표면화되어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표 5-29]에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했다. 이 중 영향방향이 일치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통해 그 효과를 보

완・지지할 수 있는 변수는 공항 이용의 경험과 계획, 중앙 또는 지방정부
에 대한 신뢰, 소음 피해대책의 적절성 여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비교 과정에서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김해 신

공항 건설 사업의 갈등 관리를 위한 네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1)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

정부신뢰는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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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정부 효과성을 증진시킨다(Evan, 1996). 시민의 신뢰로 인해 정통성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은 정책수행을 위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박희봉

외, 2003).

본 연구에서도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지불 또

는 수락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

업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사업주체인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조율하

는 지방정부의 신뢰성 확보와 유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 추정한 결과 현재 소음권역이거나 향후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1, 2

권역 주민들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

로 사업 철회와 이전에 대한 요구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낀

데 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최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바뀐 영남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가덕도신공항 이전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이러한 논란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집행에 대한 불

신을 초래하고 자연히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

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초래될 갈등의 불씨가 김해시를 넘어 보다 광역

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OECD(2017)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촉진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다음 [표 6-1] 참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동

등한 품질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대응성, 일관되면서도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신뢰성,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바탕으로 한 청렴

성, 정보와 공개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성, 편익이 고루 돌아가는

공정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갈

등 관리를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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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구성요소
정부의 책무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정책관점

역량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

․공공서비스 품질 및 적시성

․시민 피드백에 대한 반응, 공

공서비스 제공시 사용자 존중

대응성

변화 예측,

국민 보호

․변화하는 국민 요구 및 도전과

제에 대한 적합한 평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동

․사회・경제・정치적 불확실성

의 효율적 관리

신뢰성

가치

권한 및 공공자원의

윤리적 사용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

․반부패에 대한 약속

․책임성

청렴성

국민 의견청취,

협의 및 정보

제공

․시민에게 정보 제공,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참여 기회 제

공

개방성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 추구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우

공정성

자료: 정부신뢰와 공공정책(OECD, 2017)

[표 6-1]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 촉진 요인

특히,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나 사업 추진 과제에 대한 적합한 평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동, 불확실성의 효율적 관리 측면의 신뢰성이 가

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단체, 중

앙 또는 지방정부 간 갈등의 고조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자들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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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 수렴절차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

관성 없는 행동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신공항의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능력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제기하게 한다.

한국개발연구원(2015)은 정부신뢰 국민의 기대
정부에 대한 평가 인식 

로 정의하

고 있다. 즉,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거나 정부

에 대한 평가(인식)를 제고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합리적 대응방안이 아니므로 결국 정부

에 대한 평가를 제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성

과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만족도를 향상시켜야만 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15). 결국 김해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과 갈등 관리를 위해서도 공항 서

비스가 실제로 지역 사회에 고루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수립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전략이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의 정보 개방, 시민 참여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일관성 있게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소음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음 피해대책의 마련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적절한 소음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식할

경우 지불과 수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적절한 소음 대책에 수립될수

록 사업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2017년 김해 신공항 소음

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은 기술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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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비행항로를 집중・통합 관리하여 소음 저감, 환경소음기준과 항공
기 소음 기준의 격차를 고려하여 피해기준 재정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실시간 정보공개, 커퓨타임 축소 반대 등이다.

국가 사업 내용

미국

․공항별 소음 저감 계획 수립, 소음등고선 지도 작성 및 소음

저감 프로그램 개발 후 FAA 승인을 통해 시행

․소음 저감 위원회를 각 공항별로 배치, 지역 내 주택 개선, 토

지이용계획하에 소음 대책사업 실시

- 공항 주변 학교, 주택의 방음공사, 냉방설치

․항공기 티켓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탁기금(Trust Fund) 조

성하여 보조금으로 지급

일본

․학교 및 병원 등 방음공사 보조

․주택 방음공사 보조(1종 구역 내)

․이전 보상 등(2종 구역 내)

․완충녹지대 및 환경기반시설 정비(3종 구역 내)

독일

․소음방지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Noise Control Program 진행

․항공사의 저소음항공 촉진을 위한 Ten Point Program 진행

- 야간 저소음착륙절차 및 출발절차 의무화

- 실제소음 측정값에 따른 공항이용료 부과

- 민원처리시설 확충

-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향상

자료: 공항소음대책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09) 발췌 후 정리

[표 6-2] 주요 국가들의 소음 피해대책

주요 국가들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며 이를 완화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소음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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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참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음대책사

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다. 눈여겨 볼 것은 독일의 항공기 소음 저감

정책인 ‘Ten Point Program’이다. 이 중 항공기의 야간 저소음 이착륙 절

차 의무화와 실제 항공기 소음 측정값에 따른 이용료 부과는 눈여겨 볼 대

목이다. 또한 독일의 Ten Point Program과 같이 김해공항 또한 소음 민감

지역 주변 또는 상공을 가능한 높은 고도로 비행하도록 하는 비행절차 또

는 항공기 운항절차를 수립・개선하여 항공기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사례를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소음 피해대책으로 제시한다.

첫째, 항공기 운항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음 저감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부담금은 착륙료에 소음등급요율

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당초 항공기종별 부과체계에서 작년 12월 관

련법 개정에 따라 실제항공기 소음측정값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국토교통

부(2016)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김해공항에서

소음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한 횟수는 총 297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심각한 기상 상황, 이륙 중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조치로 항공기

추력 증가 혹은 감소, 경로 회피 등의 조치에 따른 항공기 소음이 발생으

로 이의제기를 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해 나머지 294건은 항공사의 과실로

인정되었다. 국토교통부(2016)는 구체적으로 6가지 자발적 소음 저감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

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착륙 절차 개선(자체적인 이륙절차 수립49)), 소

음기준 위반 항공기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항공기 소음관련

교육, 항공기 정비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 노후 기령 및 고소음 항공기

퇴출 및 저소음 항공기 도입 계획 수립, 소음 피해지역 지원 등이다. 김해

신공항이 계획대로 건설되고 운영된다면 항공사의 소음 저감 역할을 포함

하는 종합적 소음 저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행여부에 따라 평가가 이

49) 이륙 시 엔진 추력을 높여 소음지역을 회피하거나 High Flap사용 절차 등을 수

립 및 Idle Engine Reverse착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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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음 저감을 위한 항공기 운항 절차 개정이다. 현재 CDA, PBN,

CCO50) 등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절차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중에

있으나 항공기 적용을 위해서는 관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효

율적인 운영체계 수립과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

부와 협의를 통해 군용기 미 사용시 훈련공역을 적극 사용하여 항적 분리

및 소음 저감을 위한 절차 적용이 필요하다(국토교통부, 2016). 이외에도

소음 저감을 위한 이착륙 절차(진입 및 이탈각, 소음 방지를 위한 적정 이

착률 각도 및 속도 등)를 위한 장기적 연구를 수행하여 김해 신공항 운영

에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소음측정망의 효율적 관리 및 설치・운용이다. 현재
김해공항의 경우 총 9개소의 자동소음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다51). 하지만

설치・운영 중인 곳은 주변도로(남해고속도로)의 영향(3개소)이나 마을회

관・ 주민센터의 옥상에 설치되어 방송 및 확성기의 영향(4개소)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인근 공장소음 등에 영향을 받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는 장소에 설치하여 관련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

부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인근 주민들과의 협

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소음 피해대책 수립과 추진, 그리고 그

50) CDA(Continuous Descent Approach)는 항공기의 첨단 항법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의 계단식 접근방식을 개선, 최적의 착륙각도를 자동으로 계산, 연속적으로

강하하는 방식임. PBN(Perfomance Based Navigation)은 자체 성능감시 및 경보

기능과 위성항법 성능을 이용하며 비행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고유한 항행요

건(항행정밀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임. COO(Continuous Climb Operations)

는 PBN을 이용하여 항공기 성능에 알맞게 연속상승 운영을 하는 방식임(이상

저자 정리)

51) 김해공항 저소음운항 절차는 2013년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13-3호 '김해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로 고시, 항공기 소음저감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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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력과 협업,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

의사소통이 이뤄진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대책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

질 것이다.

(3) 공항을 이용하는 김해시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지난 5년간

공항을 이용한 횟수와 향후 김해공항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피설문자들과

의 인터뷰 과정에서 현재 항공기 소음을 인식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만

공항 이용에 따른 편익이 명확하므로 사업을 지지하거나 지불 또는 수용

의사를 보인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현재 김해공항이나 향후 김해 신공항

을 이용하는 김해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를 발굴하고 제공한다면 지역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업에 대해 긍

정적 인식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방안으로 김해공항

‘여객공항이용료 면제’와 ‘공항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제안한다.

각각의 항공여객에 대한 공항이용료 부과는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부

터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공항 터미널 건설에 소요된 막대한 자본이 이용

자 부담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며,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

여지고 있다. 승객 각각에게 부과하는 여객공항이용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징수된다. 첫째, 출발시 여객이 공항당국에 직접 납

부하는 방법, 둘째, 항공사가 공항을 대신하여 항공기 티켓 구입시 혹은 체

크인시 수납한 후 공항 당국에 건네주는 방법, 셋째, 항공기 티켓에 포함하

여 징수하는 방법이다. 승객의 공항 이용료 수준은 나라나 공항에 따라 매

우 폭이 크다. 많은 나라에서는 국내선 여객에게는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

거나 면제하기도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시설이 미비한 공항에서는 승객

공항 이용료를 면제 시켜주기도 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아와 환승 여

객에 대해서는 공항 이용료를 면제한다(유광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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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4,000원이며 2세 이상 13세 미

만의 어린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50%

감면대상과 2세 미만 어린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외국

인 등의 면제대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제여객공항이용료는 김포국제

공항의 경우 17,000원, 기타 지방국제공항의 경우 12,000원이며 외교관, 2

세 미만 어린이, 국외 입양아동 및 호송인 등 관련법에 따라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과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포함된다.52)

그동안 공항시설 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여객공항이용료를 변경한 사

례가 몇 차례 있었다. 1995년(건설교통부령제5호)에는 국내선 항공노선 중

직항노선이 없어 다른 항공을 경유할 경우 국내여객의 경유지 공항이용료

와 공항 주차장 사용료를 각각 50%감면토록 했으며 또한 공항주차장 사

용료의 초과 시간 계산단위도 30분에서 15분으로 세분해 공항 이용객에

대한 부담을 감면하였다. 2007년(공항시설 관리규칙 개정 제2007-147호)에

는 공항환승객의 주변지역 관광시 사용료를 면제하여 환승률 제고를 유도

하는 한편, 항공기 급유시 안전도를 제고하고 위해 24시간 내에 제3국으로

출국하는 환승객에 한해 여객이용료를 면제하였다. 2010년(제2010-239호)

에는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면제 대상자(강제퇴거 외국인) 추가, 3급 이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한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감면 규정을 별도 신설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비

춰볼 때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에 대

한 피해대책 일환으로 ‘국내 및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감면’과 ‘공항 주차장

사용료 50% 인하’를 정책적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징수 및 운영주체, 시민들과의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2) 한국공항공사(https://www.airport.co.kr/www/content/contents.do?cid=201510291

8071575248&menuId=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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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구성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이고 일관되

게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의 모델

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화지속협의회에 대한 평가는 크게 상반된다. 협력적 계획 혹은 로컬

거버넌스에 관련하여 하나의 모범사례에 해당한다는 긍정적 의견과 생태

주의의 포기 및 개발주의에의 투항, 당사자들의 형식적인 참여와 협력, 전

문가들에 의한 주도적 진행 등 부정적 의견이 상존한다(전상인, 2011). 하

지만 사업의 주체와 주민, 정치인과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

여 전원 합의제를 통한 의사결정 원칙을 통해 실천으로 옮기는 일련의 과

정은 시회지속협의회가 나름의 권한을 가진 ‘계획기구(planning agency)’

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화지속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다음 [표 6-3] 참조).

첫째, 열린 협의회의 운영이다. 사업과 관련된 주요 관련정보, 회의록

의 작성 및 결과 공개,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의 채택, 시

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이다.

둘째, 반대측 인사의 참여다. 반대측 참여 없이는 갈등 해소가 불가능

하다는 전제 하에 지켜지는 규칙이다.

셋째, 지역 단체와 지역 인사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중앙단체 차원의

추상적 사안 전개 예방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한다.

넷째, 원점에서 재논의하여 구성원들의 동기 유발하기 위해 전제 없

는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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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노력 세부 실천사항

사전 논의
․회의의제와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논의 활성화

→ 협의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 방지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 공유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을 위해 관

계법령, 행정절차, 법정기한 등 정보 및 일정 공유

다차원적 논의
․한 가지 쟁점으로 논의 전체가 교착상태 빠지는 것 방지

․참석자들의 전체적 조망, 쟁점 간 연관성 파악 용이

도출 과제의

즉각적 이행

․논의를 거쳐 시행 결정된 사안은 바로 실천에 옮김

→ 시화 4간선수로 수질개선대책, 대기 전수조사 실시 등

의견 불일치

해소노력

․소위원회・T/F 운영,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실시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다수결이 아닌 ‘최대한의 합의 도출’방식으로 진행

→ 참석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 도출

분과와 전체회의

유기적 결합

․각 분과의 논의 내용을 전체회의를 통해 수렴 및 조절

․전문성과 통합성의 강화

정보 공개
․단순 정보가 아닌 협의 진행에 필요 정보 일정하게 공유

․회의내용 기록 및 녹취,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 및 열람

집중 토론
․반복적인 논의에 의한 시간 지체와 비생산성 극복

→ 큰 견해차나 평상적 논의로 검토 어려운 사안 해결

공동 학습
․핵심적 주제나 새로운 정보, 지식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당해 내용 숙지 후 토론

자료: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www.sihwa-sd.com) 참조하여 정리

[표 6-3]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공 요인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협력적 계획기구로서 시화지속협의회가 보여

주는 가장 인상적인 측면은 지식의 사회적 구성방식이다. 일방적 혹은 하

향적으로 주어진 전문지식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 및 학습 과정

을 통해 함께 인식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만들어간 것이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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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띠는 것은 집중 토론제와 현장답사 및 해외견학, 그리고 공동학습이

다. 집중토론이란 특정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로 1박 2일 일정으로 논의하

는 것인데, 16시간 연속토론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반면 협의회가 공

공계획 전반에 걸쳐 보편적 모델이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왜냐하

면 시화발전협의회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측

의 초기 범실 및 인정, 협의회 활동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물심양면

지원 등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전상인, 2011).

긍정적・부정적 평가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시화지속협의회의 모델은 김해 신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

성에 하나의 초석(礎石)이 될 수 있다.

첫째, ‘(가칭)김해 신공항 소음대책협의회(이하 김해신공항협의회)’의

구성이다. 현재 김해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소음・안전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해 ‘김해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구

성원들은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의 정치인들, 공무원 12명

으로 출범을 했다. 김해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 8차 회의(2018. 2. 8)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인사가 추가 위원으로 추천되었는데 신공

항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측 관계자라는 이유 때문에 기존 위원들의 비토

(veto)로 무산된 바 있다. 시화지속협의회의 구성 준칙(準則)과 같이 반대

측의 참여가 없으면 갈등의 해결은 요원(遙遠)한 일이다. 본 연구의 결과

처럼 시민들은 김해 신공항의 건설에 대한 찬반 뿐 아니라 소음 문제에 대

한 인식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항 확장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

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

응도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협의회의 구성이 필

요하다. 다양한 의견이 모여 건강하지만 치열하게 논의되어 해법을 찾고

즉시 수행할 수 있는 ‘계획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시화지속협의회의 모델이 보편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

계로 지적되는 것은 ‘운영비’ 문제이다. 시화지속협의회의 경우 간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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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운영비 지원이 있었기에 토론, 국내외 답사,

연구용역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예산 내역이

없어 운영비의 규모나 항목을 예측할 수 없으나 관련 신문기사53)에 따르

면 2004년 출범 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지출한 운영비가 약 8억 원 수준

이다. 연간 평균 1억 원 수준이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사업으로 책정된 비

용 수준을 감안할 때 큰 금액은 아니다. 김해신공항협의회 또한 한국공항

공사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비를 지원하

는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해 신공항 사업은 당초 밀양과 가덕

도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낙점된, 전혀 준비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지역

사업이었다. 시화지구 사업에 국가적 책임이 전가된 것과 같이 김해 신공

항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가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델을

각 공항권역 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지

불용의액은 시민들이 소음 저감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납부할 수 있는 최

대지불의사액이다. 지불용의액이 김해에 국한되지 않고 광역권을 넘어서

도 존재함을 고려한다면 국비(세금)를 통한 협의회 운영비 지원 또한 시민

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권역별 소음 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지원체계 마련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 2권역의 경우 현재 주민들이 인식하는 소음 피해도 크지

만 향후 김해 신공항 운영시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적 소비자 또한 많다.

즉, 찬반에 따른 갈등이 첨예한 곳이다. 따라서 서클링 어프로치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소음 등고선도를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

를 갖추고, 항공기 소음도를 고려해 지역별 맞춤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3권역의 경우 잠재적 소비자가 훨씬 많은 지역으로 공항으로의 접근성

과 편리성 개선 방안, 공항 서비스 이용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서비스 정책

과 함께 소음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 정보공개 등으로 지속

적인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과 지방정

53)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8억 넘게 썼는데...’, 시흥신문 2011년 9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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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들이므로 협의체를 통해 그 실

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김해신공항협의회가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협력적 계획이라는 제도가 십

분 활용되어야 하고, 폭넓은 연구와 학습, 지식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어

져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지불하고자 금액과 포기 또는 수용하

는 대가로 받게 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다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의 원인으로 제시된 기존

연구를 검증함과 동시에 실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

증되지 않은 다양한 원인을 확인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과 달리, 권역을 넘어서는 지불의사가 나타날 경

우 두 개념 간 격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칼도-

힉스 기준에 이론적으로 부합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학

술적 가치가 크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technical) 측면에

서 그 한계 또한 존재한다.

먼저, 소음의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명확하게 분리되었냐 하는 점

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해 신공항의 건설과 운영으로 야기되는 소음을 저

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기 위해 엄밀한 시나리오와

함께 설문조사원들의 면대면 설문을 엄격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피설문자

들이 기존 김해공항이 야기하는 소음에서 김해 신공항으로 야기될 소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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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뺀 값 만큼에 대해 지불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냈는가 하는 점에서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소음 저감 사업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시민

들에게 지불의사를 이끌어냈다는 점과 피설문자들의 지불의사를 이끌어내

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김해 신공항 건설의 축소 또는 취소

라는 시나리오는 다소 무리한 구도라는 비판 또한 존재할 것이다. 소음으

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시나리오와 설계 또한 같은 관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표본의 크기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 권역

별,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 광역 도시를 분리하여 표본을 수집해야 하

는 구조상 한계가 있었다. 인구 배분에 따라 표본을 수집하여야 했기에 김

해시 전체 표본이 180부가 넘었지만 1권역의 경우 30부 내외의 표본에 그

쳤고, 여기에서 조정 또는 수용거부자를 제외할 경우 10부 이상 표본이 감

소하여 통계 추정시 소규모표본 편의(small sample bias)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은 김해시 전체에 한정해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광역 도시에

서 표본을 수집했으나 역시 많은 표본을 수집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설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근본

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한다면 보다 엄밀한

검증과 함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활용한 조정

(calibration)과 수용거부자 제외에 대한 문제이다. 두 방법론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풍성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해서 보다 적합한 방법에 대한 합의

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도 예비설문과 본 설문에서 다른 방법

론을 활용해보고, 모형에 따라 제외하며 추정한 뒤 결과값을 비교해보는

등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합일

된 이론적・방법론적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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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은 향후 비슷한 대상과 사례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도출

된 결과는 기존 이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보다 다양한 추가 연구를 통해 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구

축하고 실험설계와 분석, 해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결과들이 궁극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의 외

부효과로 인한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학술적 자산으로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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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D A C

김해 신공항 항공기 ‘소음’의  경제적 가치 추정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김해 신공항 건설 후 예상되는 항공기 ‘소음’ 문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조사에는 옳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제시된 문항을 진지하게 생각하신 뒤,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통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과 관련된 개인의 견해가 외부에 알려

질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연구 자료

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 김  민  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수료       

▌전                                        화 : 010-4840-1348

▌E - m a i l  : wis6346@snu.ac.kr

2018년 4월

※ 본 설문은 만 20세 이상의 김해시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죄송하지만 만 20세 미만이거나 김해시민이 아니시면 설문을 중단해 주십시오. 

SQ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           )세    

SQ 2. 귀하의 거주지는 어느 곳입니까?   김 해 시                  동(읍)  

SQ 3. 귀하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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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관한 질문 

1-1. 김해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2개 이상 응답가능)

① 교통문제    ② 주택문제    ③ 환경문제    ④ 안전・범죄문제   ⑤ 실업문제

⑥ 고령화・저출산 문제    ⑦ 도시의 균형개발문제    ⑧ 도시의 부채 등 재정문제  

⑨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  

1-2. 귀하께서는 위의 질문에서 김해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

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행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

으십니까?

①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해결에 나서고 싶습니다.

② 아니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은 없으며, 관련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

각합니다. 

1-3. 몇몇 도시에서는 불법・과격 시위나 단체행동을 통해 도시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절대 반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과격 시위나 활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② 동의하지 않지만 삶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③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러한 과격한 행동을 통한 의사표출이 아니고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4. 귀하는 김해시의 정책추진과 집행 과정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는 편이다             ⑤ 매우 신뢰한다 

1-5. 그렇다면 귀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과 집행 과정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는 편이다             ⑤ 매우 신뢰한다 

1-5. 귀하 거주지 주변의 생활소음, 비행기나 자동차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소음이나 공장 등 기피시

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하다   ② 심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 편이다   ⑤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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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관한 설명

❍ 2016년 6월 21일, 정부는 기존 김해국제공항의 추가 시설건설을 통한 김해 신공항 건설방안을 제

시하였으며, 사업의 주요 내용1)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 일원(現김해공항 서측)

‐ 부지면적 : 약 3,000,000㎡ (약 90만 7,500평)

‐ 사업물량 : 총 연간 3,800만 명 처리시설 확보(3,200m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건설, 접근도로 및 철도 등)

‐ 총사업비 : 5조 9,600억 원(미정)

           ※ 보상비 1조 800억 원, 공항 건설비용 3조 8,300억 원, 접근교통망 1조 500억 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6년

❍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기존 활주로에서 북서 방향으로 40도 가

량 틀어진 신규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노란색 부분이 신규 확장사업 대상지

입니다.  

[그림 1] 김해 신공항 계획도

1)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와 김해시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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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해 신공항의 ‘소음’문제와 관련된 이슈

☑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쟁점 중 현재 김해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소음’관련 문제입니다. 

❍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비교적 일관되게 심리적・생

리적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은 소음의 수준, 소음의 질 그리고 특성에 따라 다르며, 소음 횟

수 및 정신물리학적인 측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음노출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증상을 연구한 결과, 소음 수준이 80dB을 초과하면서부터 소음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 등의 스트레스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 만성적・반복적인 항공기 소음노출은 아동의 청각 분별력 장애로 학습과 수행, 회상 장애를 야기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특히 항공기 소음의 경우, 항공기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사이렌 효과(또는 도플러 효과)’에 의해 신경을 두 배 이상 더 자극한다는 연구도 있습니

다. 



- 187 -

☑ 소음도에 따른 인체 영향

❍ 소음 수준이 40dB이상이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50dB을 넘으면 호흡, 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을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

는 반응을 보이며, 80dB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WHO, 1999).  

▶ 올해 3월 16일 오후 1시 30분 경 한국환경공단이 김해시 불암동 초선대에서 측정한 소음 수치

는 평균 67.4dB, 최저 53.7dB, 최고 86.7dB로 추정되었습니다. 

❍ 특히 소음에 반복적・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장기적 영향은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혈행장애와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등으로 그 

피해가 보다 위중해질 수 있습니다.

☑ 소음은 사람 뿐 아니라 농・축산물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

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근 지역 주

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공항 주변에서 돼지나 소를 키우는 축사・양계장・양어장・각종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쳐 

생육부진 등의 피해사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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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건설과 소음문제에 관한 질문 

3-1. 귀하께서는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① 시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건설에 반대한다.     ☞ 아래 [질문 3-3]으로 이동하십시오.

② 별로 관심 없다.                                ☞ 아래 [질문 3-3]으로 이동하십시오.

③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건설에 찬성한다.  ☞ 아래 [질문 3-2]로 이동하십시오.

3-2. 귀하께서는 김해 신공항 건설에 찬성한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김해 신공항 건설시 발생

할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예상되므로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② 건설에는 찬성하지만 향후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3-3. 귀하께서 김해 신공항 건설시 야기되는 소음 문제에 대한 정부의 피해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한 수준이다          ⑤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3-4. 평소 귀하께서는 소음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① 소음에 민감한 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소음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② 소음에 약간 민감한 편이고 일상생활에서 ‘가끔’ 소음문제로 피해를 느낀 적이 있다. 

③ 소음에 매우 민감한 편이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소음문제로 피해를 느낀 적이 있다.  

3-5. 귀하의 소음에 대한 지식(신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의 정도 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의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3-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소음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어떤 종류의 소음

입니까?

① 차량의 경적, 개조된 차량의 배기 소음   

②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

③ 아파트의 경우 윗층에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④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⑤ 인근 건설현장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

⑥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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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김해시가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 건설로 인해 소음영향 

면적은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김해시 전체 소음영향 면적은 1.96㎢인데 신공항이 건설되면 소음영향 면적이 12.22㎢로 예

상됩니다. 항공기 소음 법정 기준치인 75웨클이 넘는 대책지역은 현재는 없으나 신공항 건설시 

1.03㎢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지역(75웨클 이상) : 칠산서부동 1천 세대, 2천 400여 명

▌인근지역(70웨클 이상) : 주촌면,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불암동, 칠산서부동 3만 2천 세대, 

                         8만 4천여 명  

❍ 아래 그림은 김해 신공항 건설시 예상되는 「소음 등고선도」입니다. 

   

[그림 2]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등고선(김해시 내부자료)

자료: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배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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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김해시를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현재 소음수

준과 신공항 건설시 예상되는 소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현재 소음과 신공항 건설시 예상되는 소음의 수준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 소음 결과는 2016년 6월 김해시가 의뢰하여 수행한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항공기 소음

측정 용역 결과’를 참조하였습니다.

1권역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현재의 
소음 수준

상세설명
신공항 건설시 

예상 소음
상세설명

75dB
․ 도로변, 잔디 깎는 

    기계 소리
80dB

․ 철도변, 매미소리, 

      전철 안, 피아노소리

2권역 칠산서부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동상동, 주촌면

현재의 
소음 수준

상세설명
신공항 건설시 

예상 소음
상세설명

70dB
․ 시끄러운 사무실

     큰 소리의 대화
75dB

․ 도로변, 잔디 깎는 

    기계 소리

3권역 장유동, 북부동, 진례면,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현재의 
소음 수준

상세설명
신공항 건설시 

예상 소음
상세설명

65dB
․ 사무실, 백화점 내

    아파트 윗층 망치질
70dB

․ 시끄러운 사무실

     큰 소리의 대화

※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소음의 수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이 내용을 

통해 앞으로 소음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7. 귀하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현재 항공기 소음과 신공항 건설시 예상되는 소음을 얼마나 잘 인지

하고 계십니까? 

① 거의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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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시간대별로 현재의 항공기 운항횟수와 김해 신공항 건설시 항공기 운항횟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대
현재 운항횟수(회) 신공항 운항횟수(회)

시간당 10분당 시간당 10분당

오전

06:00 ~ 08:00 54 9 100 17

08:00 ~ 10:00 57 10 106 18

10:00 ~ 12:00 59 10 110 18

오후

12:00 ~ 14:00 45 8 84 14

14:00 ~ 16:00 55 9 102 17

16:00 ~ 18:00 65 11 121 20

저녁
18:00 ~ 20:00 39 7 72 12

20:00 ~ 22:00 59 10 110 18

심야 22:00 ~ 23:00 8 1 15 2

일일 총 운항횟수 441 - 819 -

 

☑ 정부는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구체적 내용

1 활주로 및 이착륙로 방향 조정
․ 기존안 대신 11자형 활주로 → 막대한 비용 

․ 오전・오후로 나누어 이중 활주로 사용

2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운용
․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추가 설치 및 운용

․ 김해시민에게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

3 소음피해 대책지역 기준 확대 ․ 75웨클 이상(현재) → 70웨클 이상으로 확대

4 소음통합센터 및 통합 콜센터 운영
․ 항공기 소음 민원 원스톱 처리

․ 김해시민과 소통창구 상시 운영  

5 공항 및 주택가 소음저감 시설 설치 ․ 완충녹지 및 소음 차단벽 등   

❍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6조 원에 달하는 신공항 건설 사업비 외에 추가

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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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해 신공항 ‘소음’개선을 위한 지불의사 추정 시나리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해 신공항이 건설되면 현재의 수준보다 많은 소음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 사업과 병행하여 현재 검토 중인 항공기 소음 

저감・최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공항 건설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정부는 더 이상의 재원마

련 여력이 없기에 추가적인 세금인 ‘김해 신공항 소음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세’

를 통해 사업비를 거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음의 개선의 목표는 신공항 건설 사업 이전 수준이며, 항공기 소음이 

‘0’이 되는 수준이 아니니 주의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세의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불의사가 

없으면 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못하게 되고, 소음 저감 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규모

를 대폭 줄이거나’, ‘사업을 백지화하고 비교적 소음 문제가 없는 타도시로의 이전을 재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 고려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5년간 여러분들께서 매년(총 5회) 부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1인당 지급 금액이 아니라 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설문조사에는 옳고 틀린 답이 없으니, 편안하게 조사원의 안내를 받아 진지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결과가 실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4-1. 귀하께서는 얼마를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귀하 가정의 소득과 지출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답하시기 바라며, 

        매년 납부하시기를 희망하는 금액을 아래 빈 칸에 직접 쓰시면 됩니다.

매년   원

     ‣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신 분은 10페이지의 [질문 4-2]로, 

    ‣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신 분은 11페이지의 [질문 4-4]로 이동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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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귀하께서는 앞서 김해 신공항 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을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빈 칸의 실제상황을 읽으시고 다시 한 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다음과 같이 실제상황을 부여합니다.

  앞서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신 비용에 대해 정부(국토교통부)에서 귀댁으

로 납부용 지로용지를 배송하거나 계상계좌 번호를 귀하의 휴대폰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납부용 지로용지나 계상계좌를 부여받게 되면 반드시 앞으로 5년간 

매년 1회, 총 5회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 최종적으로 희망하신다면 아래에 귀하의 주소와 성명 

및 서명 날인을 하여 주십시오.

귀하께서 응답하신 지불금액은 본 연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김해 

신공항 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에만 활용되게 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납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빈 칸을 채워주시고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주           소

  성명 및 서명                                            (인)

 ‣ 다음 11페이지의 [질문 4-3]로 이동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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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불의사가 있다고 밝히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귀하께서 이 사업에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항공기 소음 감소로 인해 만족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항공기 소음 감소로 김해 지역의 환경이 좋아지고, 활동하게 될 때 기분도 좋아질 것 

같기 때문이다. 

  ③ 항공기 소음 감소는 나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④ 항공기 소음 감소를 통해 환경이 개선된다면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항공기 소음이 감소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좋다.

  ⑥ 지금 당장은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소음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투자하고 싶다. 

  ⑦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

☞ 다음 장으로 이동하십시오.

4-4. 지불의사가 없다고 밝히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귀하께서는 이 사업에 비용을 지불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

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소음(환경)문제 해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이다.

  ② 우리 가족은 추가로 지불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③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④ 정부가 이미 해당 부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⑤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

  ⑥ 해당 사업은 우리 가구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⑦ 해당 사업을 대체할 만한 것이 이미 충분하다.

  ⑧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⑨ 추가적인 세금이 명시된 사업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⑩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

☞ 다음 장으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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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시간대별로 현재의 항공기 운항횟수와 김해 신공항 건설시 항공기 운항횟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대
현재 운항횟수(회) 신공항 운항횟수(회)

시간당 10분당 시간당 10분당

오전

06:00 ~ 08:00 54 9 100 17

08:00 ~ 10:00 57 10 106 18

10:00 ~ 12:00 59 10 110 18

오후

12:00 ~ 14:00 45 8 84 14

14:00 ~ 16:00 55 9 102 17

16:00 ~ 18:00 65 11 121 20

저녁
18:00 ~ 20:00 39 7 72 12

20:00 ~ 22:00 59 10 110 18

심야 22:00 ~ 23:00 8 1 15 2

일일 총 운항횟수 441 - 819 -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소송사례와 법원의 주요 판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사건내용 판결 보상액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배상
(사건번호 2000가합6945)

지급
360,000

~600,000원/년

충주공군비행장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배상
(사건번호 2005가합56815)

지급
360,000

~720,000원/년

군산비행장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배상

(사건번호 2002가합33132)

지급
360,000

~600,000원/년

❍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판결이 난 사례들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을 일부 차이가 있으

나 제 1종 구역(95웨클 이상)은 매월 6만원, 제 2종 구역(90~95웨클)은 매월 5만원, 제 3종 구역

(75~90웨클)은 매월 3만원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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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해 신공항 ‘소음’에 대한 수용의사 추정 시나리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해 신공항이 건설되면 현재의 수준보다 많은 소음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민원과 법적 소송제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줄

이고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김해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

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제안을 수용하시면 항공기 소

음에 대한 어떠한 행정 소송이나 민원 제기를 하실 수 없으며, 신공항은 추가적인 

소음 저감 대책 없이 건설・운영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의 범위는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한 소음 피해’ 만큼이며, 이전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해서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의 소송사례를 참조하시되 여러분들께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보상금을 밝

혀주십시오. 지급 될 보상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협의를 

거쳐 집행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급한 보상금만큼 정부 예산은 감소

하고 공항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취소’되어 ‘공항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금액은 앞으로 5년간 여러분에게 매년 지급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서 말하는 금액은 1인당 지급 금액이 아니라 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설문조사에는 옳고 틀린 답이 없으니, 편안하게 조사원의 안내를 받아 진지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결과가 실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4-1. 귀하께서는 얼마의 보상금이면 이 제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 귀하 가정의 소득과 지출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원

※ 귀하께서 매년 납부하시기를 희망하는 금액을 위의 빈 칸에 직접 쓰시면 됩니다. 

     ‣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신 분은 다음 장의 [질문 4-1-1]로, 

    ‣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신 분은 다음 장의 [질문 4-1-2]로 이동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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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보상금 수용의사가 있다고 밝히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귀하께서는 보상금을 수용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보상금을 수용하겠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

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우리 가족은 제시된 보상금이 꼭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② 제시된 보상금의 액수가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③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④ 김해 신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김해시에 계속 거주하지 않고 조만간 이사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⑥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

4-1-2. 보상금 수용의사가 없다고 밝히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귀하께서는 보상금을 수용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

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우리 가족은 제시한 보상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

  ② 보상금을 제시하면서까지 추진할 만큼 긴급한 사업이 아니다.

  ③ 보상금은 필요 없으며 무조건 항공기 소음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란다.

  ④ 해당 사업의 내용에 관심이 없다.

  ⑤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⑥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⑦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

☞ 다음 장으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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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답자의 개인 특성에 관련된 질문

▌건강 및 행동 특성에 관련된 질문

5-1. 귀하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5-2. 아래 제시된 질환 중 귀하께서는 최근 겪고 있는 질환이 있으면 표시해주십시오.

   ① 만성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② 심혈관계 질환     ③ 수면장애     ④ 두통 및 신경통 

   ⑤ 난청 등 청각질환     ⑥ 위장병 등 소화기 질환     ⑦ 호르몬 및 대사 장애    

   ⑧ 해당사항 없음

   ⑨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5-3. 위 질문에서 특정 질환을 겪고 있다고 답하셨다면, 귀하께서 질환을 겪은지는 얼마나 되셨습니

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③ 1~2년     ④ 2~5년     ⑤ 5년 이상     

5-4. 아래 제시된 질환 중 귀하의 가족 중 최근 겪고 있는 질환이 있으면 표시해주십시오.

   ① 만성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② 심혈관계 질환     ③ 수면장애     ④ 두통 및 신경통 

   ⑤ 난청 등 청각질환     ⑥ 위장병 등 소화기 질환     ⑦ 호르몬 및 대사 장애    

   ⑧ 해당사항 없음

   ⑨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5-5. 위 질문에서 특정 질환을 겪고 있다고 답하셨다면, 귀하의 가족께서 질환을 겪은지는 얼마나 되

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③ 1~2년     ④ 2~5년     ⑤ 5년 이상     

5-6. 지난 일 년 동안 낮잠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① 5시간 이하       ② 6~7시간        ③ 8~9시간       ④ 10시간 이상

5-7. 귀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① 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② 아니오,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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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귀하는 하루 일과 중 낮 시간(09:00~18:00)에 주로 머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실내       ② 야외       ③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5-9. 귀하는 하루 일과 중 밤 시간(18:00~06:00)에 주로 머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실내       ② 야외       ③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거주 환경 특성에 관련된 질문

5-10.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의 종류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① 아파트 15층 미만          ② 아파트 15층 이상        ③ 오피스텔     

④ 연립 및 다세대 주택       ⑤ 단독주택(도심)                        ⑥ 단독주택(전원)    

⑦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5-1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은 건축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5-1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은 다음 중 어떤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① 주택이 중심이 되어 있고, 주택들이 주로 밀집한 양호한 환경 (전용주거지역)       

② 상업, 오락, 문화, 교육시설 등과 혼합되어 있는 편리한 환경 (일반주거지역)        

③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활발한 업무・상업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환경 (준주거지

역)    

④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5-1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 주변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까이 있습니까?

① 일반도로 150m 이내                     ② 고속도로 300m 이내

③ 소음이 많은 제조업 공장                 ④ 학교 또는 운동장

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⑥ 해당사항 없음

     ⑦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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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

※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통계분석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귀하의 성별 :   ① 남      ② 여    

   

6-2. 귀하의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기혼   

6-3.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가족 구성원을 적어주십시오.

    

  (1)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                     )  명

  (2) 만 7~19세 (초・중・고등학생 (                     )  명

  (4) 만 20~64세 (                     )  명

  (5) 만 65세 이상 (                     )  명

총 가족 수 (                     )  명

6-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6-5.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정도 되십니까? 이자나 임대수익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주십시오.

① 200만원 미만    ② 200~299만원    ③ 300~399만원      ④ 400~499만원  

⑤ 500~599만원    ⑥ 600~699만원    ⑦ 700만원~799만원    ⑧ 800만원 이상

6-6. 지난 5년 간 귀하께서는 공항을 이용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연간 1~2회            ③ 연간 3~5회            ④ 연간 5회 이상

6-7. 귀하께서는 향후 김해공항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아마 있을 것이다            ③ 확실히 있다

※ 소중한 시간 내어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면접원 기록사항

    ① 면접원 :                              ② 면접지점 : 김해시         (읍/면/동)

    ③ 면접일시 : 2018년    4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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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intergroup conflict due to externalities arises due to

the mismatch between willingness to gain an exclusive approach to

positive externalities and the willingness to avoid negative externalities.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resolve these kinds of conflicts

– through measur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egal systems,

mutual negotiations and coordination measures among related parties,

expansion of institutional methods and resources, arbitration and

judgment by third parties, economic methods such as auction based on

the market mechanism, economic compensation, technical measures, and

restoration of trus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of conflicts and the solutions by examining on the economic

approach, that is the cost and benefits of externalities, and the

appropriate level of economic compensation for the negative influence.

Under the awareness of this problem, this study analyzed and verified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we estimated the residents'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for the expected aircraft noise due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Gimhae New Airport. In order to carry

this out, a total of eight models were used for estim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were compared through various verification methods in

order to examine the internal validity of results. As the estimation

result of the model which excludes the covariates, the willingness to

pay per household ranged from a minimum of KRW 2,829 a year to a

maximum of KRW 5,054 a year, and the willingness to accept per

household ranged from a minimum of KRW 186,152 a year to a

maximum of KRW 233,140 a year. The estimation result of the model

including the covariates showed that the maximum amount for

willingness to pay was KRW 12,000, and the maximum amou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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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ngness to accept was KRW 249,185.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receive ranged from 22.1 times to 94.0 times - the reason

why this difference occurred was investigated on. First, it was found

out that the gap was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of calibrating the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results. Next, we found out

that the gap between the two values was reduced in the model that

include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variables which explain the gap

between the two concepts such as income effect and holding effect, and

experience, familiarity, and responsibility which relate to the perception

of noise.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gap between the two values 

was significantly reduced when the spatial extent of the externalities

was extended to the major metropolitan areas - Busan, Changwon,

Ulsan and Daegu. This is a phenomenon which had not been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on various sample groups in controlled

environments. In other words, this suggests that the gap between the

two values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patial extent of the

externalities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effect on the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for goods or services.

Also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atterns of conflict through

how the spatial disparity between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In the case of the 3rd area, the gap between the two concepts

increased due to the decrease in the level of willingness to pay after the

calibration. In the case of the 3rd area, the difference becomes larger by

excluding the group that does not actually lead to the payment, whereas

in the 1st and 2nd regions, the difference becomes larger due to the

increase of demanded level of compensation after exclu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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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ng group that are not willing to accept, which is why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is difference. In other words, the case of the 3rd area

i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individual about whether or not to pay,

whereas in the case of the 1st and 2nd area, the difference is caused by

the pros and cons of the actual project - which relates to conflict. This

suggests that conflicts in public projects where negative externalities

and positive externalities work at the same time, conflicts may be

described by the mismatches between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and the intensification or reduc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values.

The variables that affect both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in the same direction were the future use of the airport, the

necessity of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egative effect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good

understanding of the scenario presented in the questionnaire.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as a reasonable result that can be identified

under the assumption that if the willingness to pay is low, or if there is

a refusal of willingness to accept the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will be

reduced in size or cancel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willing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can reflect the concepts of gain and loss,

respectively, but however may also show influences in the same

direction in some case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proposals

in two aspects. Firstly, the method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CVM using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ncluding the

adjustment and the protest of WTA, and the Cost-Benefit Analysis in

accordance with the Kaldor-Hicks criterion. Second,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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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ffecting the WTP and WTA, three policies for conflict

management in the New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were presen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respect that it verifie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ause of the disparity between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while also identifying various causes which had

not been verified in previous studies on infrastructure. Also, the fact

that it is confirmed that unlike in the controlled laboratory environment,

the disparity between the two concepts can be further reduced as the

willingness to pay exceeds the domain, attaches a high academic value

to this stud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not only limited to

the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of

Gimhae area residents and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in relation

to airport noise pollution and noise reduc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may be applied to similar cases and areas in the future, and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in

experimental desig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in order to derive more

reliable results.

▌Key words : Externality, Conflict, New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Aircraft Noise, CVM, WTP・WTA
▌Student Number : 2015-3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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