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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benefit
of the marine science technology. To do so, this study adopted the
unmanned submersible(Hemire) as the case of analysis,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ith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A
hypothetical scenario was given to 400 respondents to determine their
levels of Willingness to Pay(WTP) for the unmanned submersible.
The result from the estimation of the WTP of the unmanned submersible
was calculated as approximately 2,094 Korea Won. This shows that the
economic value is estimated 161.8 billion Korea Won. Therefore, considering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unmanned submersible is of great benefits
to public.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Korean government budget expenditure should be actively
carried out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R&D) of the marine science.
The R&D of the marine science including the unmanned submersibl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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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long distances away from the real life of public in terms of time
and space. So, political concerns about R&D of marine science is deemed
to be low. But confirming the result of this study, public showed high
expectation for this project and this justifies the government budget
expenditure for this project.
Key Words : unmanned submersible, Contingent Valuation(CVM),
Willingness to Pay(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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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아시아 각국이 해양영토를 둘러싸고 격렬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2010년 9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
러싸고 충돌했고, 10월에는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릴열도 남방 4개 섬 중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를 방문함
으로써 러․일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한 중국도 남중국해의 난사
(南沙)군도와 시사(西沙)군도를 두고 필리핀․베트남 등 주변국과 대립
하고 있다. 각국이 해양영토를 두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는 것은 섬 주
위의 바다 밑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의 중요성 때문이다.1)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해양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심해저에 매장
되어 있는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에도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심해 분출구 해수 및 생물 시료 채취, 가스분출
구 유망해역에 대한 물리탐사 및 메탄 분포 조사 등 해양자원의 탐사
와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심해용 잠수정 개발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선두권을 이루
고 있고, 중국, 한국이 심해 잠수정 개발에서 추격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이 2007년 1월 수심 7,0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잠수정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10년 9월에는 심해잠수정 죠룽(蛟龍)호가 남중국해
수심 3,759m까지 사람을 태우고 성공적으로 잠수했다고 발표했다.2)
한국은 해양과학기술이 앞선 일본, 러시아, 중국에 둘러싸여 있어
1) 난사군도와 시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에는 약 280억t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조류․바다거북
등 어족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섬에는 인산질 비료로 널리 쓰이는 구아노
(guano․건조한 해안지방에서 바다새(海鳥)의 배설물이 응고․퇴적된 것)도 풍
부하다. 센카쿠 열도 인근 동중국해에도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이 일대에는 흑해 유전에 버금가는 72억t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969년 유엔이 이 일대 해저에 석유를 포함한 막대한 천연
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부터 중국과 일본은 이 지역
을 두고 본격적으로 영유권 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쿠릴열도가 있는 지역에도
석유, 금, 황 등의 해저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세계 4대 어장인 북서태평양 어장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어 어족자원도 풍부해
러․일 모두 이곳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조선일보, 2010. 11. 8).
2) 이 잠수정은 길이 8.2m 너비 3m 높이 3.4m에 무게 21톤이다. 3명이 타고 최장
9시간 바다 속에서 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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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과
학기술, 특히 심해 잠수정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KORDI)이 2006년 6,000m 심
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 해미래를 개발했다. 심해용 무인잠수
정 개발사업은 2001년 5월부터 수행되어 2007년 4월에 1단계 6차년도
연구가 완료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심해용 무인잠수정 시스템이 설계․
제작되었고, 실해역 시운전을 통하여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전
장치가 개발되었다.3)
해미래는 지질 및 생태계 연구와 함께 심해 광물자원 탐사와 극지
연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잠수정으로 해저 6,000m까지 잠수할 수 있
다. 로봇 팔과 최첨단 센서를 장착한 해미래는 길이 3.3m, 폭 1.8m,
높이 2.2m로 무게가 3.2톤에 달하고 시속 1∼1.5노트 속도로 운항이
가능하다. 해미래 개발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 6,000m급 심해잠수정 보유국이 되면서 해양탐사 부문의 유망
한 후발주자로 부상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확인된 메탄수화물의 매장량이 기존 천연가스 매
장량의 약 100배인 10조 톤이 넘는데다 러시아․캐나다․일본의 공동
연구팀이 베링해, 오호츠크해, 울릉도독도 부근 해저, 남극 세종기지
주변 해역에 메탄수화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해미
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부
터 시작된 2단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심해용 무인잠수정이 심해 해
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 전
용의 지원모선을 갖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심해용 무인잠
수정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능 고도화
와 동해 및 태평양 실해역에서의 활용 시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해용 잠수정 개발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실용화를 위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심해용 무인잠수정 사업의 실용

3) 해미래는 이 기간 중 총 5차례 잠수하여 바다 밑 생태환경과 자원탐사 등의 작업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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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서는 예산 투입에 따른 효율성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심해용 잠수정 개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심해용 잠수정으
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심해용 무인 잠수정인 해미래를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심해용 잠수정을 비롯한 해양 연구개발(R&D) 사업은 그 결과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개발된 장비에 대한 시장이 형
성되지 않아 그 시장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해양과 같은 특
수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은 그 결과가 국가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시장가치에 의한 경제성 평가로
편익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
해용 무인잠수정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비시
장가치를 위주로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
(CVM)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하고,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의 편익
분석을 위한 설문의 작성 및 조사를 제시하였고, 제4장에서는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결론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기초로 향후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1. 효용차이모형(Utility Difference Model)
폐쇄형 질문의 응답은 ‘예’와 ‘아니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의
결과를 화폐적 추정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효용이론과 계
량적 분석도구가 필요하다.4) 그러나 폐쇄형 질문에서는 시장이 가상
으로 설정되어 실제 시장에서 나오는 자료보다 더욱 다양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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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가능하다. 실제 시장에서 나오는 자료는 대부분 모든 경제주
체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한 경우의 결과지만5), 가상적인 시장에서는
설문자의 의도에 의해 무작위로 설정된 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
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폐쇄형 자료의 후생분석은 Hanemann(1984)과 Seller
et al.(1985) 등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utility difference model)과
Cameron and James(1987)와 Cameron(1988)이 제시한 지불의사함
수차이모형으로 나뉜다. 이후 McConell(1990)은 두 모형을 비교한 결
과 두 모형이 동일하게 기본적인 효용이론의 구성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고, 후생을 결정하는 공식에서 행위와 선택에 대해 동일한 예측치
를 제공함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효용차이모
형만을 고려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어느 소비자에게 “환경의 질을  에서  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위해
당신이 내는 세금에 x원을 추가시키는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와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자. 개인의 간접효용함수
를      라고 할 때 각 개인은 다음이 만족될 때 ‘예’라고 응답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응답할 것이다. 여기에서
M은 개인의 소득이고, q는 환경질의 상태이며, C는 각 개인의 속성벡
터이다.
             ≥ 

(1)

한편, 개인의 간접효용함수는 관측 가능한 부분  ∙ 와 관측 불가
능한 부분  (단,  ∼   이고    )로 구성된다고 하자. 이
경우 ‘예’라는 응답이 이루어질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 r    P r                  ]

(2)

4) 계량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프로빗(probit)이나 로짓(logit) 모형과 같은 이산선택
모형(discrete choice model)이 적합하다.
5) 예를 들면 운송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모든 개인은 동일한 운임에 직면해 있다.
이 경우 개별 소비자마다 나타나는 행동의 차이는 개인적인 속성의 차이에 기인
하며, 가격의 차이에 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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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는  이므로 이 확률은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스 성장
곡선으로 표시될 수 있다.


P r        ∆ 

, (단, ∆     )

(3)

CS를 소비자 잉여라고 할 때,    에 대한 지불의사는 잠재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여기에서 CS는 관측 불가능한 오차    로 인해 확률변수가 된다.
즉, 위의 식(4)에서 ‘예’라는 응답이 나올 확률은  ≥  일 확률이며,
‘아니오’라는 응답이 나올 확률은  ≤  로 귀결된다. Hanemann(1984)
은 이 경우 CS의 기대값이 다음과 같은 누적밀도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   로 구해질 수 있음을 보였다.

   



∞

      

(5)



식(5)에서 CS의 기대값은       과 누적밀도함수    의
윗부분으로 이루어진 면적에 해당한다. 예로 x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q의 변화에 대해 낮은 지불의사를 갖는 사람은 제안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며, 위의 면적은 작아질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조건부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
로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 추정이 쉽지 않은 공공재의 가치
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이 방법은 그동안 다양한
환경경제학, 환경정책, 환경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재의 가치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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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또는 비사용자의 입장에서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측정한 연구의 효
시는 1960년대 초반 Davis가 방문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메인주
삼림지역의 환경적 혜택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연구이다(Davis, 1963).
이후 깨끗한 공기(Eastman, Randall, and Hoffer, 1970), 여가선용을
위한 자연환경의 쾌적함(Darling, 1973), 사냥터(Chcheba and Langford,
1978), 환경보전지역(Cicchetti and Smith, 1973), 희귀동물 및 습지
(Hammack and Brown Jr., 1974)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깨
끗한 대기로 인한 시계도(visibility)(Fischoff and Furby, 1988), 야생
동물에 대한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Buschena, Anderson, and
Leonard, 2001; Stevens, Echeverria, Glass, Hager, and More, 1991),
해안지역의 보전가치(Goodman, Faffry and Seabrooke, 1999), 수질에
대한 가치(Sutherland and Walsh, 1985), 해안지역의 수질 향상에 대
한 지불의사(Haneman, 1978), 대도시 식수원의 수질(Gramlich, 1977),
강유역 수질의 비사용가치(Desvousges, Smith, and Fisher, 1987) 등
환경 측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한국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경관가치(윤희정ㆍ김혜민, 2006), 학교 숲
의 속성별 가치(윤희정ㆍ변재상ㆍ김인호, 2008), 대청호 상수원보호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이순배, 2008), 호텔객실 조망권의 가치(문
혜선ㆍ이희찬, 2010), 광덕산의 보전가치(박재영, 2006), 관악산, 남산,
팔달산에 대한 편익 비교(박창규, 2006), 수달서식지 보호의 비시장적
가치(유진채ㆍ김정은, 2008), 낙동강 수질개선의 편익(이주석ㆍ유승훈
ㆍ곽승준, 2007), 도시소음 저감의 편익(유승훈, 2007) 등에 대한 연구
에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이 활용되었다.
도시공원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시도되었다. 도시공
원에 대해서는 울산지역 도시공원의 편익(김재홍, 2007), 생태체육공
원 조성의 경제적 가치(곽소윤ㆍ이주석ㆍ유승훈, 2008) 등이 있고, 문
화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창덕궁(Kim et al., 2007), 울산의 지방문화재
(변일용ㆍ김선범, 2007), 안동 하회마을(한상현, 2007), 가야고분유적
(최규환ㆍ여호근, 2007), 전쟁기념공원(이승훈ㆍ이강욱, 2008), TV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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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촬영장(이상경, 2005), 인천 최초사 박물관(정민섭ㆍ한혜숙ㆍ박
선희, 2008), 동굴관광자원(김성섭ㆍ이희승, 2008), 직지심체요절(정연
정ㆍ공기서, 2009), 하동군 녹차밭 관광(여호근ㆍ최규환ㆍ정광현,
2007), DMZ 생태관광자원(이충기, 2005: 이충기, 2006), 화암동굴지구
(최승운, 2005), 창덕궁(이희승 외, 2006) 등이 있다.
갯벌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으면서 갯벌의 심미적 기능
(한국해양연구소, 1996), 강화도 갯벌(이동근ㆍ윤소원, 1999), 강화도
남단 갯벌(유병국, 1998), 함평만 갯벌(김충실, 2002), 새만금 갯벌(새
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2000; 전철현 외, 2002), 영산강 4단계
유역의 갯벌(표희동 외, 2001), 충남 태안도 안면도 지역 갯벌(표희동
ㆍ채동렬, 2003)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첨단도시 건설과 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
었다. 아현 뉴타운 U-Eco 주거단지(이창무 외, 2008), 동탄신도시의
U-Eco City 서비스 가치(이우종ㆍ이상경, 2010), 파주 운정 U-City
(석봉길,

2007),

해안선

자전거일주도로(권용석ㆍ이진각ㆍ손영태,

2006), 서울-춘천고속도로(김경주ㆍ강기용ㆍ김경민, 2010), 도로사업
의 간접편익(강기용, 2007), 고성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김종대 외,
2002)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조건부가치측정법 사용이 환경, 공원, 문화관
광, 갯벌 등은 물론 최근에는 도로, 도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환경재에 대한 편익
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
을 추정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해양 분야의 연구개발
(R&D) 사업에 대한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산출한 연구는 아
직까지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심해용 무인잠수정 해미래를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
하여 편익의 가치를 추정함은 물론 이를 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추론하였다. 이를 통해 심해용 무인잠수정 사업에 대한 경
제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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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론
심해용 무인잠수정 사업의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question : DC)에 의한
Hanemann(1984)의 효용차이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양분선택형
질문법(DC)에는 Bishop and Heberlein(1979)이 제시한 단일경계 양
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

SBDC)과

Hanemann(1985)에 의해 제시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 DBDC)이 많이 쓰인다. 통상적으로 SBDC의
경우 설문은 쉽지만 통계적 효율성이 낮아,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DBDC의 경우 표본은 작지만 설문자에게 이중의
질문을 해야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SBDC와
DBDC의 모형을 함께 추정하였으며, 두 모형의 결과를 통해 통계적으
로 더 우수한 모형을 비시장가치 추정에 적용하였다.

Ⅲ. 실증분석
1. 설문의 방법 및 내용
1) 설문의 방법

본 연구는 심해용 무인잠수정의 비시장 가치 추정을 위해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간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
주, 인천, 대전,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동서리서치(주)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전국
4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특히 차세대 무인잠수정 사업의 경우 해당 편익이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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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도 전체 국민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표본에 대해 직접 대면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비용
적으로 제약이 작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7대도시에 대해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표는
<표-1>과 같다.
<표-1>
항목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응답자 분포
구분

직업별

학력별

비율

항목

구분

표본수

비율

남성

197

49.30%

중졸

23

5.80%

여성

203

50.80%

고졸

230

57.50%

20대

38

9.50%

대재이상

141

35.30%

무응답

1

0.30%

30대
40대

105
134

26.30%
33.50%

100만원미만
100∼150만원미만

5
19

1.30%
4.80%

50∼64세

123

30.80%

150∼200만원미만

19

4.80%

서울
부산

116
59

37
54

9.30%
13.50%

대구

50

29.00%
200∼250만원미만
14.80% 월가구 250∼300만원미만
12.50% 소득별 300∼400만원미만

155

38.80%

광주
인천

42
52

10.50%
13.00%

400∼500만원미만
500∼700만원미만

66
37

16.50%
9.30%

대전

43

10.80%

700∼1000만원미만

6

1.50%

38
221

9.50%
55.30%

1000만원 이상
50만원미만

2
3

0.50%
0.80%

179

44.80%

50∼100만원미만

17

4.30%

367
33

91.80%
8.30%

100∼150만원미만
150∼200만원미만

42
50

10.50%
12.50%

1.00%

200∼250만원미만

59

14.80%

38.00% 월개인 250∼300만원미만
27.50% 소득별 300∼350만원미만

37
58

9.30%
14.50%

울산
세대주
세대주
여부 세대주 아님
결혼
여부

표본수

기혼
미혼
공무원

4

회사원
자영업

152
110

학력별

전문직

11

2.80%

350∼400만원미만

15

3.80%

주부
농업

106
1

26.50%
0.30%

400∼450만원미만
450∼5000만원미만

10
4

2.50%
1.00%

기타

16

4.00%

500만원 이상

9

2.30%

초등졸

5

1.30%

무응답

96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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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의 내용

무인잠수정 사업의 비시장 편익을 올바르게 추정하기 위해 전문 조
사기관인 동서리서치에 설문을 의뢰하였다. 피설문자들은 1차적으로
응답자들이 심해용 무인잠수정 사업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가정하고,
보기카드를 통해 이 사업의 내용과 목적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보기카드에서는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심해용에
서 잠수정의 작업 개요와 해외에서 개발된 심해용 무인잠수정의 모
습, 무인잠수정의 해저 내에서 작업 내용 등을 사진으로 설문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이 자력으로 심해용 무인잠수정을 개발하였을
경우 국민경제적으로 미치는 편익 내용을 표로 제시하여 피설문자에
게 직접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력의 기술로 이러한 무인잠수정을 개발하여 국내 연안 및
태평양과 북극, 남극 등의 공해 자원에 대한 탐사에 투입할 경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제시된 금액을 세금으로 매년 지급할 용의가 있는가
를 양분선택형(dichotomous) 설문으로 물었다. 이와 함께 조건부가치추
정에 있어서 공변량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응답자 개인의 연령(AGE),
성별(SEX), 결혼여부(MAR), 세대주여부(HOME), 해양 관련 종사여부
(OCEAN), 교육수준(EDU), 가구 월소득(INCOME) 등을 질문하였다.

2. 변수의 설명
차세대 무인잠수정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설문과 동
시에 응답자의 경제사회적 통계를 위해 나이(AGE), 성별(SEX), 결혼
여부(MAR), 해양산업 관련 여부(OCEAN), 교육수준(EDU), 가계소
득(INCOME) 등을 조사하였다. 이 통계 가운데 AGE, SEX, EDU,
INCOME 변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추정에 있어서 공변량을 포함
하는 모형에 적용하였다.
연령수준을 알기 위한 출생년도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분포는 만 20세
에서 만 64세까지로 평균은 43.7세였다. 성별(SEX)은 여자의 경우 0,
남자의 경우 1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평균치는 0.4925이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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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49.2%가 남자임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55.2%가 기혼(MAR)
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교육수준(EDU)은 15.5년(대학 4년)이었으
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INCOME)은 평균 457.4만원이었다.6)
<표-2>

차세대 무인잠수정의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한 표본의 기본 통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제시가격(BIDPRI)

3.0000

1.4160

1

5

나이(AGE)

43.6525

9.7011

20

64
1

성별(SEX)

0.4925

0.5006

0

결혼여부(MAR)

0.5525

0.4979

0

1

교육수준(EDU)
소득(INCOME)

15.4700
457.4375

49.3509
288.8832

2
90

999
1500

한편 Hanemann(1984)의 효용차이모형을 이용하여 무인잠수정 개
발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해서 응답자에게 제시가격(BIDPRI)을 부
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응답자에게 심해용 무인잠수정 사업을 위
해 향후 5년간 기존 세금에 추가적으로 제시가격(BIDPRI)을 지불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제시가격은 1,000원에서 5,000원까지 1,000원
단위의 5개 값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가격은 설문의 작성 및 수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통해 결정되었다.7)
<표-3>

차세대 무인잠수정 사업의 응답자 지불의사금액 분포

제시금액

표본수(명, %)

‘예’ 응답자

‘예’ 응답비율(%)

1,000원

80(20%)

22

27.5

2,000원

80(20%)

21

26.3

3,000원

80(20%)

24

30.0

4,000원

80(20%)

36

45.0

5,000원

80(20%)

22

21.5

전 체

400(100%)

125

31.3

6)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 전체의 소득을 의미한다.
7)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의 적절성 및 적정
제시가격 산정을 위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에 앞서 전국 7대 도시
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20명의 주민에 대한 지불의사를 개방형(open-ended)으로
설문하였으며, 그 중앙값을 선택하였다. 조사는 동서리서치에서 수행하였다.

64 해양정책연구 제25권 2호

<표-3>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사업에 있어서 5개의 제시가격
각각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표본의 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
자의 분포를 보면 제시금액이 3,000원과 4,000원에서 ‘예’의 응답비율
이 높았고, 1000원과 5,000원에서는 ‘예’의 응답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3. 추정 결과
심해용 무인잠수정 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 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
모형을 각각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
였다. 모형의 정확성을 위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으로 총4개의 모형에 대해 각각 추정하였다. 공변량을 포
함한 모형의 경우 앞에서 조사한 6개의 경제사회변수 중 응답자의 행
동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나이(AGE), 성별(SEX), 교육수준
(EDU), 가구소득(INCOME) 등 4개의 변수만을 반영하였다. 다른 변
수는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정 결과 이중
경계 양분선택형(DBDC) 모형의 설명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DBDC 모형을 비시장가치 추정치로 채택하였다.
DBDC 모형에서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경우, Wald 통계
량으로 볼 때 추정방정식 내의 추정 계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은
p-value가 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기각되었다. 한편
제시금액에 대한 계수는 0.3624로 예상값을 가지며, t값이 11.27로 1%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에도 Wald 통계량으로 볼 때 추
정방정식에 있는 모든 추정 계수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은 유의수
준 1%에서 통계적으로 기각되었다. 한편 모든 추정계수의 부호는 예
상했던 것과 일치하였으나 공변량 변수 각각의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BDC의 모형 가운데 공변량을 포함하
지 않은 모형을 최종 결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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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무인잠수정사업의 비시장가치 추정 결과
추정계수
변수

공변량 포함하지 않음
(t-통계량)

공변량 포함
(t-통계량)

상수

0.1274 (1.0667)

0.4761 (0.9850)

나이(AGE)

-

-0.0086 (0.8390)

성별(SEX)

-

0.1736 (0.8765)

교육수준(EDU)

-

0.5992 (0.4231)

가계소득(INCOME)

-

0.2138 (0.5913)

제시금액(BIDPRI)

0.3624 (11.2709)***

0.3617 (11.2742)***

관측치 개수

400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450.0698

-449.1090

Wald 통계량 (p-value)

156.0036 (0.000)***

52.1583 (0.000)***

주 : ***는 유의수준 1%에서,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추정 결과를 이용하면 무인잠수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가구당 연평
균 지불의사액(WTP)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의 포
함 여부에 따라 2개의 모형을 고려하였으므로 총 4개의 평균 WTP와
절단된 WTP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95% 신뢰구간을 제공함
으로써 모형의 안정성을 높였다. 여기에서 신뢰구간의 추정은
Krinsky and Robb(1986)의 Monte Calro8)기법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
르면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가구당 평균 지불
의사액(WTP)은 2,094원이었으며, 신뢰구간은95%의 유의수준에서
1,804∼2,472원이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 2,094원을 2008년 전국의 총 가
구수 1,667만 3,000가구와 설문에서 가정한 조세 부과기간 5년에 대해
적용하면 심해용 무인잠수정 사업의 총 가치는 1,618억 원인 것으로

8) 여기서 사용한 Krinsky and Robb(1986)의 Monte Calro기법은 ⅰ) parameter
vector  추정, ⅱ) variance-covariance vector  를 추정, ⅲ) 새로운 parameter
vector  를 만들기 위해 결합확률분포   로부터 임의의 값을 추출, ⅳ) 이를
이용하여 지불의사를 재계산, ⅴ) 이러한 과정을 10,000회 반복, ⅵ) 10,000개의
지불의사값 정렬 후 위와 아래에서 2.5%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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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었다.9)
<표-5>

무인잠수정 사업의 가구별 지불의사액(WTP) 추정결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DBDC)

구분

공변량이 없는 경우
(t-통계량)

공변량을 포함한 경우
(t-통계량)

평균WTP

2,094원 (12.4901)***

1,945원 (7.2221)***

95% 신뢰구간

1,804 ∼ 2,472원

1,454 ∼ 2,538원

주 : ***는 유의수준 1%에서,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Ⅳ. 결 론
본 연구는 심해용 무인잠수정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조건부가
치측정법(CVM)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무인잠수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액(WTP)은 2,094원이었으며, 95%의 유
의수준에서 1,804∼2,472원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총 가구수로 확
대하고 CVM 설문에서 제시한 5년간의 세금 납부기간을 적용하면 무
인잠수정 사업은 총 1,618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와 같은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유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R&D 사업으로 수행 중인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사업에서 잠수정 2기 제작 및 30년간 운영비용이 2008년 현가 기준으
로 869억 원10)인 점에 비추어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추정과정을 통해 심해용 무인잠수정의
경제적 사업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잠수정 3기 개발 및 운영비용의
현가는 1,432억 원, 4기 개발 및 운영비용의 현가는 1,738억 원인 점과
비교할 때 잠수정 3기 개발까지는 경제성이 있고, 4기부터는 경제성

9) 5년 동안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한 2008년 기준 현가를 의미한다.
10) 해양연구원 선박시스템연구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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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해양과학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
입을 정당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심해용 무인잠수정 사업
을 비롯한 해양과학 연구 활동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일반 국민의 일
상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ㆍ정책적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국민들이 무인
잠수정 사업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는 사실은 해양과학 연구개발
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입을 더욱 촉진하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방 및 안보 차원에서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무인잠수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이 센
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동북
아 지역에서 해양영토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무인잠수정
등 해양과학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과학기술 개
발이 범정부 차원의 업무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주로 환경이나 자원, 문화관광 자원 분야의
경제적 편익 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어 온 CVM을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한 첫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CVM을 해양과학기술
개발 연구 분야에 적용한 본 논문은 학술적 독창성은 미약하지만 기
존의 방법론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한 연구로서 활용적인 가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시점이 2008년 11월이어서 2010년 3월에 일
어난 ‘천안함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천안
함 사태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무인잠수정 사업의 경제적 가치
는 더 높게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사 시점 당시 활동이 본격
화되지 않았던 심해용 무인잠수정에 대해 도출된 가치는 가상적 비시
장 상황에서 설정된 정보를 가지고 응답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측정의
오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대
상을 일반국민 이외에도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또는 직접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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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는 그룹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투고일(2010년 10월 4일)
심사일(1차 : 2010년 11월 12일, 2차 : 12월 7일)
게재확정일(201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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