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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울산광역시 장생포항에 조성된 고래생태체험관은 순수하게 고래를 테마로 조성된 해양공

원의 부속시설로서 고래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조성된 고래

관련 수족관이나 공연장 시설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래생태체험관의 경제

적 가치를 1.5경계 양분선택형 스파이크 모형을 이용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추정하였

다. 추정결과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남구의 경우 연 17,324~18,498원, 비남구의 경

우 연 12,211~14,177원, 연간 총편익 58.8억원, 편익기간 30년 기준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848.1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고래생태체험관의 비용편익분석결과  B/C 비율이 스파이크모

형 5.08, 공변량모형 4.52로 추정되어 고래생태체험관 조성 사업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whale life experience museum in Ulsan is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whale 

aquariums in that it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urely whale-related cultural 

experience.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of the museum using a spike 

model on the 1.5 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mean WTPs per household are around 

17324~18498 KRW in Namgu and 12211~14177 KRW in non-Namgu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pplied models; and the estimated present value of the benefits 

from the museum for future 30 years is around 75,479~84,814 million USD. It is 

also estimated that the museum establishment has high economic feasibility based 

on the B/C ratio of 4.52~5.08.

키워드

whale life experience museum, economic valuation, spike model,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ost 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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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울산은 귀신고래의 회유지이며 반구대 암

각화에 나타난 것처럼 선사시대부터 포경

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장생포는 1986년 포

경이 금지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포경의 전

진기지였다. 그러나 포경 금지 이후 소실위

기에 처한 고래잡이 역사현장 보존을 통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조성한 장생포해양공원 부지에 

2005년 국내유일의 고래박물관이 건립되었

고, 2006년 한국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개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고래해체장 복

원전시관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고래 관련 

시설들과 연계하여 울산의 고래역사와 살

아있는 고래를 직접 볼 수 있는 고래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542m2, 건

축면적 2,611m2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고래생태체험관이 조성되었다.

[그림 1] 고래생태체험관의 입지 및 현황

  고래생태체험관에는 고래수족관, 해저터

널, 포토존, 4D영상관, 3개의 전시관을 비

롯한 고객관람 시설물과 관리공간, 수장실 

및 교육연구실(고래 격리치료실)을 구비하

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2009년 개장 

이후 관람객이 2010년 255,748명, 2011년 

269,911명, 2012년 325,578명, 2013년 

385,812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고래관광 상품의 하나가 

되었다(울산광역시 남구, 2014).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고

래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후 타당성을 진단한다. 고래생태체험관 

과 같은 공공재는 보완‧대체적인 시장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 전체의 

효용 또는 편익을 측정하기 어렵다(김재홍, 

20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의 

가치를 시민의 지불의사로부터 직접 도출

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VM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의 비효율

성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두 질문 간 

반응효과에 의한 편의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1.5경계 양분선택형을 이용하였고 

영(0)의 지불의사 처리를 위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

는 조사시점인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하

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의거하여 편익 대상 가구수는 2010

년 말 기준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

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과 1.5경계 양분

선택형 지불의사 유도방법 및 스파이크모

형 등 방법론을 논의하고 Ⅲ에서는 조사설

계와 분석자료를 설명한다. Ⅳ에서는 고래

생태체험관의 경제적 가치추정 및 비용편

익분석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Ⅴ

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Ⅱ. 연구방법 및 추정모형

1. 조건부가치측정법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의사 유도방법

으로는 경매법, 지불카드형, 양분선택형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NOAA의 

1993년 회의에서 양분선택형을 가장 바람

직한 방법으로 권고하였다(김재홍,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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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현하는 양

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유형 

중 단일양분선택형은 한 번만 질문하고 면

접을 종결하는 반면 이중양분선택형은 1차 

질문의 결과에 따라 후속 질문을 한 번 더 

시행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통계적 효

율성 관점에서 이중양분선택형이 단일양분

선택형 또는 심중양분선택형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per & Hanemann, 

1995). 그러나 많은 기존의 연구(Bateman 

et al., 2001; Carson & Groves, 2007)에

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이 통계적 효율성 

증진에도 불구하고 WTP 추정의 편의가 커

질 가능성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Cooper & Signorello(2002)는 이중

양분선택형에 비하여 편의를 줄이면서 단

일양분선택형에 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제시

하고 있으며, Barreiro et al.(2005), 유승

훈(2007), 황조희·유승훈(2012) 등에서 적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승훈(2007)

의 방법을 원용하여 대상재화 모두에 1.5

경계 양분선택형 지불의사액 유도방법의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재화의 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AL~AU의 비용이 매월 가구당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 제공한다. 여기서 AL은 

하한제시금액, AU는 상한제시금액을 의

미한다.

② 응답자를 2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첫 번

째 집단의 응답자에게는 AL의 지불의사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면 AU의 지불의

사를 추가로 질문하며,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추가질문 없이 면접을 종결한  

다. 두 번째 집단의 응답자에게는 AU의 

지불의사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면 추

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아니오”라

고 응답하면 AL의 지불의사를 추가로 

질문한다.

③ 두 집단 모두에서 AL에 ”아니오“ 응답

자에 대해서는 protest zero bidder 구

분을 위한 추가질문을 수행한다(전혀 지불

의사 없다 vs 조금은 지불의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표본 1,000개를 목표

로 대상재화별로 1,030부~1,180부의 설문

지를 상한제시자와 하한제시자에게 배분하

고 1.5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1.5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에 

적용된 제시금액의 범위(AL~AU)는 범위는 

최저 1,000원, 최고 15,000원이며 10개 수

준으로 구분하였다.  

  상기 설문에 대한 응답 유형은 하한제시 

집단에서는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

의 3가지, 상한제시 집단에서는 (예), (아니

오-예), (아니오-아니오)의 3가지가 가능하

며, 하한제시 집단에서 (아니오)인 경우 추

가질문에 의해서 (아니오-예)와 (아니오-아

니오)의 2가지, 상한제시집단에서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 추가질문에 의해서 (아니오

-아니오-예)와 (아니오-아니오-아니오)의 

2가지가 가능하지만 하한제시 집단의 (아

니오-예)와 상한제시 집단의 (아니오-아니

오-예), 하한제시 집단의 (아니오-아니오)

와 상한제시 집단의 (아니오-아니오-아니

오)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

으로는 7개 유형의 응답이 도출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1.5경계 양분선택형 스파이크모형을 적용

하여 지불의사금액(WTP)를 추정한다.

2. 1.5경계 스파이크모형

  비시장재의 가치추정을 위한 지불의사액

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응답자가 전혀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발생

하며, 이러한 영(0)의 지불의사 처리방법이 

CVM 연구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Haneman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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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ström(1997)이 제안한 스파이크모형

은 이러한 영(0)의 지불의사를 처리하기 위

해서 제시된 다양한 모형 중의 하나이다. 

스파이크모형은 지불의사액(WTP)의 분포

에서 0을 기준으로 음(-)에 해당하는 부분

을 절단하고 절단된 부분을 0에서의 스파

이크 값으로 산정하며, WTP의 누적분포함

수를 ⋅ 라 하고 이를 로지스틱

(logistic) 함수로 가정하여 스파이크 모형

을 구성하면 평균값 WTP를 추정할 수 있

다. 스파이크 모형에 있어서   일 때 

WTP의 누적분포함수는 식(1)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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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1)에서 스파이크는 1/ln(1+exp(a))로 

정의되며, 이 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식(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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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번째응답자의응답이예예

   번째응답자의응답이예아니오

   번째응답자의응답이예

   번째응답자의응답이아니오예

   번째응답자의응답이아니오아니오

  번째응답자의응답이아니오아니오예

  번째응답자의응답이아니오아니오아니오

이때 WTP 평균은 ln exp
로 계산된다.                          

Ⅲ. 조사설계와 분석자료

1. 조사설계 

1.1 조사의 방법과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고래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조사 

모집단을 울산광역시 전 가구(2012년 2월 

기준)로 설정하고 5개 구군 및 읍면동의 

인구규모에 따른 비례 층화추출법으로 920

가구의 표본을 추출하고 가구당 19세 이상 

세대원 1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며 조사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래생태체험관 방문

자 180명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총표본수

는 1,100개이다. 본 설문조사의 표본오차

범위는 95% 신뢰구간에서 ±0.03이다.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

전에 교육된 면접원에 의한 가구 방문 1:1 

면접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40명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CVM 조

사의 제시금액을 비롯하여 일부 설문 문항

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가구조사는 CVM 

전문 조사업체인 (주)리서치프라임에서 

500가구, 울산대학교 재학생 조사원이 420

가구와 현장 방문자 180명을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사항, 고

래생태체험관 인지정도, 방문정도, 향후 방

문의사, 방문목적, 세부시설 만족도, 지불의

사유도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2. 분석자료

  고래생태체험관의 만족도 분석과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총 1,100

개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지 모두를 회수하

였으나 일부 주요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19부를 제외한 1,081부의 유효표본 만을 

분석에 이용하여 유효표본 회수율은 98.3%

를 보였다.



- 15 -

 1,081명의 표본 중 연구 대상지가 입지한 

남구에서 가장 많은 표본(36.3%)이 조사되

었으며, 다음으로 중구(20.8%), 동구

(17.1%), 북구(16.2%), 울주군(9.6%) 순으

로 나타났다(<표 1>). 이는 울산광역시의 

시군구별 인구수와 대체로 비례하는 수치

이나, 표본 설계 시에 울주군의 경우 도시

화된 4개 읍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177명

의 방문자 표본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지가 입지한 남구에서 표본이 다소 과

대 표집된 반면 울주군의 경우에는 인구에 

비하여 다소 과소 표집된 경향이 있다.

[표 1] 표본의 지역별 분포

지역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 계

빈도 225 185 392 175 104 1,081

% 20.8 17.1 36.3 16.2 9.6 100.0

  표본의 성별은 남성 48.4%, 여성 51.6%

로 거의 동일했으며 [표 2], 연령대 분포는 

40대(32.9%), 50대(25.0%), 30대(27.9%), 

20대(9.5%), 60대(4.6%)의 순으로 나타났

다 [표 3].

[표 2] 표본의 성별 분포

성별 남자 여자 계

빈도 522 557 1,079

% 48.4 51.6 100.0

[표 3] 표본의 연령대 분포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빈도 103 302 356 270 50 1,081

% 9.5 27.9 32.9 25.0 4.6 100.0

고래생태체험관의 주요시설 중 가장 선호

하는 시설은 돌고래쇼장(3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족관(32.0%), 고

래박물관 등 주변시설(17.8%) 순 이었다 

[그림 2]. 

 [그림 2] 고래생태체험관 시설 선호도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쇼장(수족관)에

서 돌고래쇼를 공연하지는 않으나 돌고래

의 유영과 점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호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고래생태

체험관 입장시 돌고래 유영장 자체가 국내

유일의 돌고래 수족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수족관(해저터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4D영상관의 경우 고래생

태체험관 입장권과는 별도로 입장권을 구

입해야하기 때문에 고래생태체험관 방문자 

중에서도 일부만이 경험할 수 있으며, 시설

의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선호도

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시설의 활

용도 측면에서 향후 입장방법의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래생태체험관의 주요시설에 대한 전반

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0점으로 비교

적 양호한 편이며, 개별 주요시설의 만족도

는 선호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선호시설 순위에서는 

2번째인 수족관(해저터널)이 3.67점으로 가

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으며,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돌고래쇼(유영)장의 만족도는 

3.64점, 다음으로는 고래박물관 등 주변시

설(3.55점), 4D 영화관(3.3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4D 영화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낮은 이유는 전술한 시설의 선호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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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래생태체험관 시설 만족도

Ⅳ. CVM 추정결과

  1.5경계 스파이크 CVM 모형 추정 결과

를 제시하기에 앞서, 고래생태체험관의 제

시금액별 응답분포를 [표 4]에 요약하였다. 

전반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제시된 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

답한 응답자는 전체 1,069명 중 893명이

었으며, 전체 표본의 83.5%였다. 

[표 4]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 

제시금액

응답자

수

첫 번째 

질문에서 

을 제시한 

경우

첫 번째 

질문에서 

를 제시한 

경우

 
예-

예

예

-아

니오

아니

오
예

아니

오

-예

아니

오

-아

니오

1,000원 3,000원 129 7 17 44 8 18 35

2,000원 4,000원 117 7 12 36 4 16 42

3,000원 5,000원 115 2 8 49 3 9 44

4,000원 6,000원 111 5 6 47 4 1 48

5,000원 7,000원 114 2 4 50 1 5 52

6,000원 8,000원 101 2 3 43 5 4 44

7,000원 10,000원 102 2 2 40 3 4 51

8,000원 11,000원 108 1 0 52 2 4 49

10,000원 13,000원 86 0 0 42 1 0 43

12,000원 15,000원 86 1 1 40 1 1 42

계 1,069 29 53 443 32 62 450

  [표 5]는 1.5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

결과와 평균 WTP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

다. 상수와 제시금액 모두 전체 표본, 남구 

지역, 비 남구 지역 모두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사전 예측과 동일

하게 제시금액의 계수값이 음수로 추정되

었다. 

  평균 WTP는 전체 표본의 경우 가구당 

월 1,312.6원, 남구지역의 경우 가구당 월 

1,541.5원, 비 남구지역의 경우 가구당 월 

1,181.3원으로 추정되었다. 세 경우 모두 

평균 WTP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했다. 

고래생태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는 남구지역

의 평균 WTP가 비 남구지역보다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WTP가 고래생태체

험관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전체표본의 평균 WTP 95% 신뢰구간은 

1,135.3원~1,519.6원이었으며, 남구지역의 

경우는 1,241.6.6원~1,921.9원, 비 남구지

역은 974.5원~1,461.2원이었으며, 평균 

WTP의 95% 신뢰구간은 Krinsky & Robb 

(K&R)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표 5] 스파이크 모형 추정결과

변수

추정계수

전체표본 남구 지역
비남구 

지역

상수
-0.840

(-12.668)*

-0.656

(-6.144)*

-0.953

(-11.204)

*

제시금액
 -0.273

(-16.785)*

-0.271

(-11.780)*

-0.276

(-11.969)

*

스파이크
0.699

(50.006)*

0.658

(27.428)*

0.722

(42.247)*

로그우도 -989.205 -389.283 -597.432

Wald통계량

(p-값)

176.726

(0.000)*

81.492

(0.000)*

94.862

(0.000)*

표본크기 1,069 389 680

평균WTP(원/월)

표준오차

t-값
95% 신뢰구간

1,312.6

0.099

13.294*

[1,135.3~

1,519.6]

1,541.5

0.171

9.027*

[1,241.6~

1,921.9]

1,181.3

0.121

9.740*

[974.5~

1,461.2]

주1: ( ) t 값;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주2: 평균 WTP는 가구당 월 평균 WTP를 의미함
주3: 95% 신뢰구간은 K&R 5,000번 반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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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응답자 개인의 인정특성이 지불의

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변량

을 포함한 모형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

다. 공변량을 포함한 1.5경계 스파이크 모

형에 쓰인 변수 정의와 기초통계량은 <표 

6-18>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 연령은 42.9

세였으며, 평균 교육수준은 고졸 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은 390.0만원, 향후 고래생

태체험관 방문의사는 75%, 고래생태체험관

과 거주지와의 평균거리는 8.747km로 나

타났다.

[표 6]  공변량모형의 변수정의와 기초통계량

변수 변수의 정의 평균
표준
편차

연령 만 나이(단위: 세) 42.95 9.951

교육수준

초졸 이하=1, 중졸 이하=2, 
고졸 이하=3,

전문대졸 이하=4, 대졸 
이상=5

3.729 0.990

월가구
소득

월평균가구소득(세전)
(단위: 백만원)

3.900 2.937

향후방문
의사

향후 방문의사 있음=1, 
방문의사 없음=0

0.752 0.432

대상지로
부터의 
거리

대상지와 거주지와의 
거리(단위: km)

8.747 4.027

  공변량 포함 1.5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및 평균 WTP는 [표 6]에 요약되

어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변량은 연

령, 향후 방문의사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

준은 미미하다. 향후  고래생태체험관 방문

의사가 있을수록 지불의사에 양의 영향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미래 이용가능성 

또는 방문 가능성이 높을수록 고래생태체

험관 조성을 위한 투자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과 월 가구

소득, 대상지로부터의 거리는 통계적인 유

의성이 없었다. 한편, 가구당 월 평균 WTP

는 1,178.5원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 K&R에 의해 계산된 95% 신뢰구간

은 1,015.1원에서 1,375.0원이었다.

[표 7] 공변량 모형 추정결과
변수 추정계수

상수 -0.794 (-1.410)

연령 -0.029 (-3.840)*

교육수준  0.122 ( 1.590)

월가구소득  0.030 ( 1.184)

향후방문의사  1.082 ( 5.807)*

대상지로부터의 거리 -0.028 (-1.627)

제시금액 -0.284 (-16.550)*

스파이크  0.715 (48.745)*

로그우도 -933.823

Wald통계량(p-값)  527.112 ( 0.000)*

표본크기 1,052

평균 WTP

(가구당 월)

1,178.5

(12.740)*

[95% 신뢰구간] [1,015.1~1,375.0]

주1: ( ) t 값;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주2: 평균 WTP는 가구당 월 평균 WTP를 의미함

주3: 95% 신뢰구간은 K&R 5,000번 반복 계산

  1.5경계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 상기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고래생태체험관 조성

사업에 대한 WTP 추정결과는 [표 8]에 요

약되어 있다. 남구와 비남구의 가구당 월평

균 WTP에 12개월를 곱해서 연간 가구당 

평균 WTP를 계산하였으며, 2010년 인구

총조사 기준의 가구수를 곱하여 고래생태

체험관에 대한 연간 총 편익을 구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편

익기간 5년과 30년 두 경우의 현재가치를 

구하였으며, 할인율은 KDI의 예비타당성조

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5.5%를 

적용하였다. 또한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모

두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고래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의 가구당 평균 

WTP는 남구 연 18,498원, 비남구 연 

14,177원이며, 울산지역의 연간 총 편익은 

58억 8천만원 정도였다. 편익기간 5년의 

경우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240억, 편익기

간 30년의 경우는 848억 1,400만원이었다.

  공변량 모형의 경우 [표 9]에서 보는 것

처럼 고래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의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남구 연 17,324.4원, 

비 남구 12,211.2원이었으며, 공변량을 포

함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약간 낮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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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금액 수준을 보였다. 연간 총 편익

은 52억 3,300만원이며, 편익기간이 5년의 

경우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2011년 12월 

말 기준 221억 7,700만원이며, 편익기간이 

30년의 경우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2011

년 12월 말 기준 754억 7,900만원이었다.

[표 8] 총편익의 현재가치 추정결과

(1.5경계 스파이크 모형)

구 분

평균 

WTP 

추정값

(원/가

구/년)

가구수

연간 

총편익

(백만원)

총편익 

PV

(5년)

(백만원)

총편익 

PV

(30년)

(백만원)

남구 18,498 120,826
5,880 24,000 84,814

비남구 14,177 257,112

주1: 가구수는 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이며, 출처는 

통계청(www.kosis.kr)

주2: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2011년 말 기준

주3: 할인율은 5.5%를 적용하였음

[표 9] 총편익의 현재가치 추정결과 

(1.5경계 스파이크 공변량모형)

구 분

평균 
WTP 
추정값
(원/가
구/년)

가구수
연간 

총편익
(백만원)

총편익 
PV

(5년)
(백만원)

총편익 
PV

(30년)
(백만원)

남구 17,324 120,826
5,233 22,177 75,479

비남구 12,211 257,112

주1: 가구수는 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이며, 출처는 

통계청(www.kosis.kr)

주2: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2011년 말 기준

주3: 할인율은 5.5%를 적용하였음

  고래생태체험관 조성 및 유지비용은 사

업비 72억원과 30년간 운영 및 유지비 

203억 7,000만원을 더한 총 비용의 현재

가치는 166억 9,300만원이다. 연간 운영 

및 유지비에 대한 자료는 자료수집의 한계

로 여타 사업의 선례에 따라 향후 30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고래생태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공

변량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

우에 결과값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연간 

총 편익이 비슷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고 생각된다. 

 고래생태체험관 사업비와 30년간 운영 및 

유지비의 합인 총비용의 현재가 치인 166

억 9,300만원과 비교하여 편익기간이 5년

인 경우 B/C 비율은 스파이크 모형 1.44, 

공변량모형 1.33이었으며, 순현재가치는 양

의 값이었다. 한편, 편익기간이 30년인 경

우 B/C 비율은 각각 5.08와 4.52이었으며, 

순현재가치는 양의 값으로 상대적으로 더 

컸다. 따라서 편익기간을 30년으로 볼 경

우 고래생태체험관 조성 사업의 편익/비용 

효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비용편익분석결과

구 분

5년 편익 기준 30년 편익 기준

순현재
가치

(백만원)

B/C 
비율

순현재
가치

(백만원)

B/C 
비율

1.5경계 
스파이크 모형

7,307 1.44 68,121 5.08
1.5경계 

스파이크 공변량 
모형

5,484 1.33 58,786 4.52

주: 할인율은 5.5%를 적용하였으며, 편익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에 조성된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주민의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1.5경계 스파이크모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고래생태체험관의 주요시설에 대한 전반

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0점으로 비교

적 양호한 편이며, 시설별로는 해저터널이 

3.6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

으며, 4D영상관은 3.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나타났다. 4D영상관

의 경우 별도로 입장권을 구입해야하기 때

문에 시설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의 활용도 측면에서 향후 입

장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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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생태관 조성의 경제적 가치를 1.5경

계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추정

한 결과, 1.5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경우 가

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남구의 경우 연 

18,498원, 비남구의 경우 연 14,177원, 연

간 총편익 58.8억원, 편익기간 30년 기준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848.14억원으로 추정

되었고, 공변량 모형의 경우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남구 연 17,324.4원, 비남

구 12,211.2원, 연간 총편익 52.33억원, 편

익기간 30년 기준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754.79억원으로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래생태체험관의 총편익(30년 기준)의 

현재가치와 총비용의 현재가치 166.93억원

을 비교한 B/C 비율은 스파이크모형 5.08, 

공변량모형 4.52로 추정되어 고래생태체험

관 조성 사업의 편익/비용 효율은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B/C 비율은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현재수준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30년 동안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

문에 고래박물관, 고래바다여행선 등과 연

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과 홍보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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