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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t : While w etland economics pur sues the balance betw een the
m arginal benefit s of protecting and converting w etlands , m ore

appropriate evaluations of those benefit s are often limited. T he paper
notes that the analy sis of the benefit s and cost s from the Saemankum
reclam ation project appraised by it s (S aem ankum ) Research Council can

be alter ed substantially through a reappraisal of certain economic
assumption s and procedures . T he paper finds that the Council tends to
over state benefit s and under state cost s and that it s analy sis misleads the

project that w ould not be feasible if "proper " evaluation techniques w ere
employ ed. T he critical is sues include several benefit s and cost s such as
food security benefit s , the v alue of national land expan sion , the increases

of property v alues around the development areas, the functional values
of r ice paddy ecosy stem s, w ater improvement benefit s , and the cost 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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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tland loss (commercial fisheries, w aste tr eatm ent , ecotourism and
non - u se v alue). T he paper attempt s to reevaluate the project with the

dominant opinion of the economics profession and a critical view of the
Council ' s analy sis . T he result s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presented
by the Council. Even under the m ost con servativ e approach, the IRR is

0.818. In the case of more severe assumptions the IRR falls to 0.589. In
conclusion , the project has been designated as "justified" on the basis of
unrealistic choices of criteria and param ete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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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는 지금 세계환경개발회의(1987)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 elopment ) , 유

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1992)의 지속가능한 발전(Su stainable

Dev elopment )을 위한 의제 21(Agenda 21) 등 환경을 위한 여러 국제협

약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지속여부 등과 같이 보

존과 개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갯벌과 같은

비가역적인(irrever sible) 자연자원 또는 생태계는 개발의 이익규모와

관계없이 예비적 기준(precautionary standard), 적응적 기준(adaptiv e

standard) 및 안전최소기준(safe minimum standard)1)과 같은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감안

해 볼 때 갯벌의 개발을 통한 토지로의 활용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주관부처에 의해 경제성 분석

이 수행됨에 따라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연구참여자의 가치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과학적인

기법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축적함으

로써 이를 환경자연자원의 보존전략과 관리정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논문은 자원의 보존과 개발의 사회적 최적수준에 대한

경제학적 배경과 대규모개발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실체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른 여러 관련 연구- 예컨대, 이정

전(2001), 생태경제연구회(2000), 곽승준(2001) 등- 에서 지적하지 못한

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T urner (1999)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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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항목별 구체적 오류의 규모와 비용/ 편익분석의 재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Ⅱ. 보존과 개발의 경제적 조화 : 사회적 최적수준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정책은 그 사업을 보존하고자 하는 대중의 관심

과 다른 경제적 용도로 개발 또는 전환하고자 하는 반대적 관심을 어떻

게 효율적으로 균형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장에서는 공공사업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경제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

다.

경제학에서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최적수준은 보존과 개발에 대한 한

계편익(m argin al b en efit s )의 균형상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

림- 1>은 갯벌의 개발과 보존의 균형에 관련된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전형적인 틀을 나타낸다. x축은 갯벌의 최초의 총 스톡(total initial

stock )을 나타내고, 이는 보존된 갯벌면적(P : 그래프의 왼쪽에서부터 측

정된 면적)과 개발된 면적(C: 그래프의 오른쪽에서부터 측정된 면적)으

로 배분된다. 한편 y축은 갯벌의 단위 면적당 화폐적 가치의 지표를 나

타낸다.

<그림- 1>의 MBp
i는 갯벌의 증가면적(an incremental acre)을 보존함

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social benefit s and cost s )

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편익을 나타낸다.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갯벌보

존의 사회적 편익(홍수조절, 수질개선, 전망, 사냥, 낚시 또는 오락적 기

회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곡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

다. 보존된 갯벌의 기존면적이 감소하면(그래프에서 x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MBp
i는 증가할 것이다.

<그림- 1>의 MBc
i는 갯벌의 증가면적을 개발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

는 한계편익을 나타낸다. 갯벌보존의 편익과 반대로 갯벌의 개발은 개

인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집약적 이용을 보다 더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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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MBc
i
는 MBp

i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개발된 갯벌이 증가하

면(그래프에서 x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MBc
i
는 감소할

것이다. 갯벌에 대한 개별적 최적배분은 이 두 한계편익곡선이 교차하

는 점(Qi
* )이다. 이 점에서 추가적 갯벌을 보존하는 것은 보존으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을 포기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추가적 갯벌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보존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포기하는 비용이 더 크다

는 것이다.

<그림- 1> 갯벌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최적배분

Wetland acres protected
Wetland acres converted

$/ acre $/ acre

MBp
i

MBp
s

MBc
s

MBc
i

Q *
i Q *

s

여기서 갯벌의 보존 또는 개발에 의한 간접적 또는 무형의 편익

(indirect or intangible benefit s )을 MBp
i 또는 MBc

i에 추가하면 이들 곡

선은 MBp
s 또는 MBc

s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접적 또는 무형의

편익을 포함한 한계편익을 갯벌보존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MBP
s )과

갯벌개발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MBc
s )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주목하

여야 할 사항은 개발과 정착이 이미 이루어진 선진국 사회와 같이 환경

에 대한 관심이 큰 사회일수록 갯벌과 같은 자연자원의 개발에 따른 간

접편익은 보존에 따른 간접편익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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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MBp 곡선의 이동은 MBc 곡선의

이동보다 훨씬 크다. 궁극적으로 갯벌의 사회적 최적배분(Qs
* )은 Qi

*
의

오른쪽에서 발생한다. 이는 간접적 또는 무형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전통적 최적배분(Qi
* ) 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갯벌을 보존하

고, 개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주요 논쟁도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편익/ 비용분석의 반영여부

및 그 규모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평가

사업은 부문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a sectoral and national level)에서

의 경제적 개발에 필수적이다. 개발이 여러 가지 차원- 시공간적

(temporal and spatial), 사회문화적, 재무적 및 경제적 차원- 에서 검토

된다면, 사업은 재무적·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과 함께 시공간적

단위로서 보여 질 수 있다. 사업평가는 구체적인 목적함수- 예: 이윤극대

화,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사회적 복지 및 낙후지 개발 등- 가 주어지면

희소자원의 최선의 이용을 반영한 계량적 지표에 기반을 둔 최선의 사

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평가의 기본적인 단계는 자원의

참된 희소가치에 의한 비용과 편익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세대간

(inter - temporal)의 의사결정 기법이고 제약된 가정 하에서 자원의 참

가치에 대한 지표를 구하는 것이다. 사업평가는 사업이 파악되고, 형성

되고, 선정되는 일련의 방법론적 과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인문·지리·경제적 현황 및 자연 환경적·기술적 현황 등)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점사항과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파악하여야 할 것

이다.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주요기준은 순현가(Ne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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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NPV ), 편익- 비용비율(Benefit - Cost Ratio : BCR ) 및 경제적 내

부수익률(Ecn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 EIRR )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제분석방법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들은 경제적 편익과 비용

항목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경제분석과 재무분석에서의 기준의 차

이,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 및 불확실성과 위험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있다.2)

대부분의 공공투자사업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효과-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 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효과들 중에서 편익과 비용의 범위와 수준

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사항은 일반적으로 환경의 가치

에 대한 고려 유무와 그 수준에 대한 적합성 문제를 포함하여, 편익을

과대평가하거나 비용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개발사업 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는 대표적인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재평가에 따른 경제분석 결과의 변화정도를 제시한다.

1 .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에 걸쳐 33km

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대규모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991년 11월말 공사를 착공하였고,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포

함한 그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1999년 5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

라 함) 을 결성하여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 사업의 구

체적인 내용은 농지위주의 내부간척지 2만 8,300ha와 담수호 1만 1,800ha

를 조성하고, 갯벌 2만 800ha가 상실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00년말 불변가격환산기준 3조 6,972억원(공사비 및 보상비: 2조 5,130

억원, 환경시설비: 1조 1,842억원)에 달한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일중·표희동(2001)과 김재형 등(2000)을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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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단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새만금 환경영향공동조사단,

2000) 내부수익률(IRR )이 9.1%에서 19.8%로 추정되어 사회적 할인율

8% 보다 커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공동조사단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에

대하여 공동조사위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공개

토론회(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등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논리적·방법론

적 문제점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공동조사단의 결과보고서의 문제점 및

오류를 구체적으로 실체화하고, 이들의 보정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의

재평가를 시도한다.

2 . 경제성 평가에 대한 주요 논쟁

이 절에서는 새만금 재검토보고서 등에서 경제학적으로 특히 문제시

되었던 편익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중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

적인 항목은 ①식량안보가치, ②국토확장효과, ③주변지역 재산가치증

가편익, ④논의 공익적 편익, ⑤수질개선편익, ⑥갯벌의 손실 등을 꼽을

수 있다.3)

1 ) 식량안보가치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쌀 생산을 위한 농지의 조성이 목적인 사업

의 주된 편익은 농업소득 창출효과- 쌀 생산증가효과- 이다. 그런데 최근

새만금사업의 재검토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식량안보가치의 개념이 도입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량안보가치를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에 의하면 식량안보가치란 요컨

대 식량공급이 안정화됨으로써 얻는 편익 혹은 식량 자급률의 상승으로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태경제연구회(2000), 이정전 등 (2001), 표희동(2001)을 참
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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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편익으로 정의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쌀 소비의 지

속적인 감소와 산유국들의 원유 무기화와 달리 세계의 상당한 쌀 생산

잠재력과 거대한 곡물시장의 존재는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하여 회

의적인 시각이 많다. 설령 농업국가들이 쌀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쌀의 국제적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

격의 조정문제로 귀착된다(이정전 등, 2001).

새만금사업 재검토보고서에서의 식량안보가치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쌀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시장재화이기 때문에 시장에

서 형성된 가격-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 이나 잉여에 의해 결정된

다. 단지 경제분석에 적용될 쌀 가격을 국내미가와 국제미가 중에서 어

느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가와 미가의 미래변동에 대한 반영유무의 결

정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분석에서의 가격은 잠재가격이기 때

문에 국제미가를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적합하다. 또한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한 경제분석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의 가격이 미래에

도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미가의 미래변동의 반영은 수산

물 가격 등과 같이 다른 편익과 비용항목의 미래가격 변동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4)

둘째, 시장재화인 쌀에 시장가격 이외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주된

경제이론과 방법인 수요·공급이론에 입각한 시장분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시장분석방법으로 추정할 수 없는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

치 추정에 이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 )과 같은 설문조사법은 많은 주의를 요하는 분석방법이다. 미국의

NOAA는 이와 같은 CVM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새만금 재검토보고서에 이용된 CVM은 많은 문

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5) 특히 이 보고서의 주요한 결함 중의 하나는

계산상의 오류이다. 총식량안보가치의 현재가치를 연간 가치로 환산하

4) 새만금 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의 미가차이는 130만 4,020
원으로서 국내미가가 국제미가보다 2배 이상 높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곽승준(200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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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톤당 식량안보가치를 15배 이상 과대평가하였

다.6) 이는 국내미가에 의한 농업생산액의 1.6배, 총편익의 약 6%를 과대

평가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 국토확장효과

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큰 편익은 국토확장효과이다.7)

간척지개발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대안을 설

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은 조성된 간척지를 모두 농업용지로 이용하

는 방안이고, 두 번째 대안은 전부를 농업용지로 이용하되 일부만을 다

른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고, 세 번째 대안은 조성된

간척지의 일정비율만을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공업용, 도시용,

관광용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다.8) 첫 번째 대안의 경우에는 간척지의

경제적 가치를 이미 미곡증산효과로 추정하기 때문에 토지의 전용에 따

른 기회비용은 영(0) 이고, 별도의 토지창출효과를 계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안의 경우에는 농업용 이외의 토지에 대해

서는 비농업용(공업용, 도시용, 관광용 등) 토지 지가와 농지 지가 사이

의 차액을 추정하고 이를 토지창출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국토

창출효과를 추정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6) 공동조사단이 제시한 쌀 톤당 식량안보가치는 196만 8,594원인데, 이는 계산과정
상의 오류로 인해 15만 6,963원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CVM에 의해
추정한 연간 식량안보가치를 20년 동안 매년 발생한다는 것을 근거로 현재가치
화한 이후 이 금액(식량안보의 총가치)이 100년 동안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
하였다. 여기서 현재가치화한 금액은 식량안보가치의 총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연간 가치로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톤당 식량안보가치를
15배 이상 과대평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식량안보에 대한 총가치를 연간 등가액
으로 배분하면 쌀 톤당 연간 식량안보가치는 196만 8,594원이 아니라 15만 6,963
원이 된다(표희동, 2001).

7) 새만금 재검토보고서는 국토확장효과가 총편익의 50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이 효과의 경제학적 적합성을 규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8)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8)의 최초 새만금 지구의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에서도 적용된 대안들이다. 반면에 재검토보고서는 간척지를 모두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대안만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척지가 100% 간척될 시점에
도시용 토지로 전용될 것이다는 가정 하에 국토확장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는 식
량안보가치를 계상할 대의명분을 상실하고, 도시나 공업용 토지이용에 의한 보
다 더 큰 수질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이정전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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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용도별로 전용될 면적만큼만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조사단의 보

고서에서처럼 100%가 도시용지로 전용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동향과 여건을 감안한 용도별 전용면적을 합리

적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용도별 전용시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간척시점에 농업용지 모두가 도시 및 산업용지로 전

용될 것으로 가정하고 연간 등가액을 산정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연차

별 전용가능면적을 추산하여야할 것이다. 이는 국토확장효과의 편익에

대한 현재가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용도별 토지가격 중에서 용도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을 공

제하여야 한다. 토지전용에 따른 조성비는 물론이고 토지전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 )의 외부효과, 특히 추가적인 환경오염비용이 고려

되어야 한다. 예컨대 새만금 간척지 조성 5년 후부터 5년 간 매년 간척조

성면적의 10%씩만 전용되고 토지조성비(환경오염비 제외) 3억원/ ha을

감안할 경우 공동조사단의 국토확장효과는 6배 가량 과대평가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9)

3 ) 주변지역 재산가치 증가

간척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은 직접편익에서 파생된 전방 및 후방연쇄

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의 편익과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대체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라면 부차적인 편익(고용창출효과와 지역개발

효과)의 반영은 이전지출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

편익은 국민생산 또는 사회후생의 증가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이 증가하지만, 금전적 편익은 공공사업에 의한 가격변화 때문에

발생한 이전지출에 불과하다.

9) 토지조성비(3억원/ ha)은 토지개발공사가 아산공단을 조성한 사례를 참조한 것이
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98). 토지조성비를 제외한 순지대의 현재가치를 계산
하면 1조 4,657억 5천만원으로서 공동조사단의 국토확장효과의 현재가치 추정액
9조 817억 3,700만원 보다 6배 정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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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간척농지의 공익적 편익

국내의 간척지 개발사업에서 크게 과대평가된 편익 중의 하나가 간척

농지의 공익적 가치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간척농지의 공익적 가치가

간척농지의 조성(배수불량지의 배수개선 포함)에 따른 농업 총생산액

(국내미가 적용)의 1.2배, 총편익의 13% (시나리오1 기준)를 차지고 있

다. 그러나 표희동(2001)의 연구결과 논의 공익적 가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경우 거의 미미한 정도이다.

이와 같이 간척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질정화효과를 추정할 때의 가정이 잘못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용수는 4급수 이상의 물이어야 하므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를 정화

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화학비료 및 농약 등에

의한 수질오염효과가 있고, 비료나 농약 등에 의한 오염의 정화는 농업

생산 자체의 오염정화이기 때문에 이는 농업에 의해 파생된 정화효과가

아니다. 따라서 논의 수질정화효과는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부(- )의 효과, 즉 수질오염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대기정화효과 추정에 잘못된 가정과 이중계산의 문제가 있다.

논의 대기정화효과는 정(+)의 대기정화효과(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

사유실, 휴식공간, 산소공급, 대기냉각기능 포함)와 부(- )의 대기오염효

과(메탄가스와 이산화질소)가 병존한다. 또한 대체비용법의 전제조건10)

에 합당한 대체재의 선정이 필요하다. 산림은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

사유실, 휴식공간, 산소공급, 대기냉각기능 등을 포함한 모든 대기정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다기능적 대체재로서 가장 적합한 대체재이기

10) 대체비용법은 가치추정의 편의성과 달리 수요함수추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
회적 후생을 추정할 수 없고, 적합한 대체재를 선정하지 못할 때 편익을 과대추
정하거나 이중계산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체비용법에 의한 자연환경
자원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표
희동, 2001).
1. 대체재는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자원의 기능과 유사하고 실용가능한 자원이

어야 한다.
2. 대체재는 최소비용의 대체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의 자원에 대한 한계효용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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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산소가격 등의 대체재는 최소비용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5 ) 기타 편익

첫째, 담수호 창출효과이다. 담수호의 주된 목적은 간척농지의 농업용

수 공급에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는 농업생산가치에 반영되었으므로

무엇보다 이 부분이 차지하는 효과는 이중계산이다. 뿐만 아니라 담수

호의 나머지 물도 생활용수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업용수로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나머지 물이

모두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공업용수 수요를 예

측하여 그 수요만큼만을 편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둘째는 3등급 수준

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정수처리과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는

다목적댐의 건설단가가 아닌 원수의 공급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둘째, 수질개선효과이다. 새만금호 수질악화의 원인은 새만금 간척과

방조제 건설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업에 따라 파생된 편익이 아니다. 더

욱이 그 목적이 새만금 담수의 농업용수로의 활용이기 때문에 농업생산

을 위한 원가에 반영되었고, 심미적 가치는 관광효과에 반영되어 있다.

6 ) 갯벌의 손실

Krutilla (1965)이래 갯벌과 같은 환경 및 자연자원에 대한 총경제적 가

치(total economic value)는 크게 사용가치(u se values )와 수동적 사용가

치(passive use v alues )11)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조사단의 보고

서에서는 갯벌의 총가치를 인간중심의 가치(사용가치와 보존가치)와 생

11) 사용가치는 직접사용가치(어업, 레크리에이션 등)와 간접사용가치(홍수조절,
태풍보호, 수질정화기능 등)로 분류할 수 있고, 수동적 사용가치는 총가치에서
사용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가치로서 선택 및 준선택 가치(option and
quasi- option value)와 비사용가치(non- use value)를 포함한다. 비사용가치는
존재가치(existence value), 보존가치(preservation or conservation value), 본질
적 가치(intrinsic value)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애타적 가치
(alruistic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 및 존재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arson et al.(2001)과 Pyo(2001)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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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기능의 가치(수산물생산, 서식지제공, 재해방지, 수질정화, 대기정

화 및 심미적 기능)의 합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인간중심의 가치는

CVM에 의해 지불의사금액(WT P )을 도출하였고, 생태계 기능의 가치는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선행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가치를 도출하였

다. 민간공동조사단의 CVM에 의해 추정한 새만금 갯벌의 인간중심의

가치는 전술된 식량안보가치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인간중심가치의 사용가치는 생태계 기능가치와 명백하

게 서로 중복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업적 어업(commercial fisheries )이 발달한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자료에 의해 수산물 생산가치와 서식지 가치를 도출할

수 있고, 심미적 기능가치는 여행비용법과 CVM 등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재해방지 및 정화기능 등에 대한 가치는 CVM과 대체비용법

등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 1 ) 어업손실

간척매립사업에 따른 수산물 손실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해결점은 경제이론적으로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렌트를 합한 가치에 의

해 추정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순편익(=총수익- 총비용)

에 의거 도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면허어업권의 보상산출식이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어업의 보상규모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허가어업, 신고어업 및 영업권의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법상

보상액은 연간 평년수익액의 3년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된 기준이다. 허가어업의 어장이 간척사

업으로 인해 상실되어 더 이상 다른 곳에서도 허가어업을 할 수 없거나,

설사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거나 국가 전체적 입장

에서 볼 때는 허가어업의 어장상실 부분만큼의 어업손실이 발생될 것이

기 때문에 허가어업에 대한 손실부분도 무한대까지의 경제적 기회손실

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지 허가어업의 어획량은 산란장과 노

력량(어선수) 등에 의해 결정되고, 갯벌과 같은 어류산란장의 감소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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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량의 감소가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은 역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어류어획량의 증감을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 ) 갯벌의 수질정화효과 손실12 )

갯벌의 수질정화기능은 온도, 계절적 변동, 강우량, 오염물질(BOD, 질

소, 인 등)의 부하량, 갯벌면적 및 갯벌의 형태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갯벌 생태계는 육상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을 분

해하고, 분해된 무기영양염을 이용하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다. 특히

질소는 크게 암모니화(ammonification ), 질화 또는 질산화(nitr fication ),

탈질화(denitrification ), 생물현존량에서의 흡수(uptake in biom ass )와

침전(sedimentation )과 같은 질소고정(dinitrogen fix ation ) 등 복잡한 과

정을 통하여 제거 또는 변환된다. 이와 같은 갯벌의 수질정화에 대한 기

능적 가치는 갯벌의 질소저감 또는 BOD/ COD처리기준13)에 대한 하수

종말처리비로 환산할 수 있다. 10kg/ ha/ day의 BOD정화능력기준(표희

동, 2001b )에 의거한 갯벌에 대한 연간 생태적 수질정화가치는 8,466,631

원/ ha/ year이다. 한편 500kgN/ ha/ year의 질소저감기준(Pyo, 2001)에 의

거한 연간 생태적 수질정화가치는 6,504,070원/ ha/ year이다.14) 또한 갯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희동(2001b)과 Pyo(2001)를 참고하기 바람.
13) 갯벌의 BOD/ COD정화능력에 대한 국내연구는 최근 새만금 지역(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2000)의 약 10kg/ ha/ day와 옹진군 선재도(해양수산부, 2000)
의 6.02kg/ha/ day가 있고, 국외연구로는 영국(Wellsbury et al., 1996)의 18.3kg/ ha/
day와 일본(Aoyama et al., 1996)의 4.74kg/ ha/ day가 있다. 갯벌의 질소저감에
대한 국내연구는 영광지역(환경부, 1998)의 440 ∼ 1270kg N/ ha/ year와 옹진군
선재도(해양수산부, 2000)의 452.23kgN/ha/year가 있고, 국외연구로는 Thibordean
and Ostro(1981)의 430.7kgN/ ha/ year와 Bystrom(1998)의 500 ∼ 1,000kg/ ha/
year 등이 있다. 표희동(2001b)은 BOD정화능력기준(10kg/ ha/ day)을, Pyo(2001)은
질소저감기준((500kgN/ ha/ year )일 때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
였다.

14) 여기서 갯벌의 수질정화가치는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구분되었는데, 생
태적 가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갯벌이 제공하는 최대오염정화능
력에 대한 갯벌의 기능적 가치를 말하고, 경제적 가치는 해당지역 개발 이후
유입될 잠재적 오염부하량과 잔존갯벌면적과 관계를 감안한 가치이다. 즉 연간
경제적 수질정화가치=연간 생태적 수질정화가치×잠재적 총오염부하량÷ha당
연간 오염처리능력(BOD 또는 질소저감능력)÷잔존갯벌면적이다. 따라서 갯벌
의 수질정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생태적 가치와 달리 해당 지역의 오염부하
량과 갯벌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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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보존과 개발의 경제성 분석시 갯벌의 수질정화가치 추정에서 유의

할 점은 소멸되고 남은 갯벌이 현재의 오염배출량뿐만 아니라 미래의

최대오염배출량도 충분히 정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가치의

정도를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잔

여갯벌의 오염정화능력이 오염 최대배출가능량보다 크다면, 갯벌의 정

화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영(0) 이고, 반대일 경우 그 차이만큼의 오염처

리를 위한 정화비용이 그 가치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만약 갯벌이

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적인 정화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잔여갯벌이 기존의 오염을 충분히 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척매립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화비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분석시 갯벌의

정화기능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3 ) 갯벌의 생태관광효과 손실15)

최근 세계적으로 갯벌을 포함한 습지의 생태관광(ecotourism )이 널리

보급되는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갯벌의 체험학습 또는 갯벌축제와

같은 갯벌생태관광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은 안면도 갯벌체험 프로그램(고기잡이, 조개채취, 갯벌생태체험,

머드팩 마사지, 조류관찰 및 생태관찰 등)을 1박2일간 수행할 경우의 시

나리오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거 안면도해수욕장을 방문한 여

행객 511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지불수단은 갯벌체험장

이용권, 지불의사유도법은 이중경계양자택일법, 제시금액은 3만∼7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5가지 제시금액을 설정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의

뢰해 실시하였다. 추정결과 1인당 1회 지불의사금액(WT P )은 약 5만 5

천원으로 나타났다.17) 이를 바탕으로 안면도 갯벌관광의 가치를 총합화

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을 참고하기 바람.
16) YMCA,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여러 환경시민단체들의 주관 하에 주요 갯

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7) 현재 실제 1박2일 갯벌체험 입장료가 대략 2만원임을 감안할 때 3만 5천원 정도

의 소비자잉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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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면 대략 연간 411억원으로 추산된다.18)

(4 ) 갯벌의 보존가치 손실19 )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가치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비용- 편익분석에

포함되지만, 수동적 사용가치(이하 보존가치라 일컬음)는 아직 비용- 편

익분석에의 포함여부 및 규모20)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존

가치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이론적 문제가 없다. 특히 환경경제학자나

생태환경학자들은 갯벌과 같이 희소하고 비가역적인 자연자원의 보존

가치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과 표희동 등(2001)은 이중경

계양자택일형의 CVM을 이용하여 영산강 유역의 갯벌에 대한 보존가치

를 추정하였는데, 이는 가구당 매월 3,904원이다.21) 이를 전국적인 수준

에서 총합화하면 최소한 연간 1,757억원으로 추산된다.

3 . 공동조사단의 경제분석에 대한 재평가결과

전술한 공동조사단의 경제분석의 주요 문제점을 <표- 1>과 같이 보정

함으로써 새만금 간척사업의 지속여부를 비용- 편익분석에 의해 재평가

18) 1998년도 안면도지역 해수욕장의 연간 방문객 282만 3천명을 대상으로 한 갯벌
체험 이용에 대한 긍정적 응답자비율 83.2%와 보수적 추정을 위한 조정계수로
서 이에 대한 절반의 방문객이 갯벌체험 이용권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의 추
정치이다. 즉 안면도 갯벌체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총합화 = 소비자잉여
(55,000원- 20,000원)×방문객 인원(2,823,000명)×정(+)의 응답비율(83.2%)×조
정계수(0.5)이다.

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과 표희동 등(2001)을 참고하기
바람.

20) 특히 보존가치의 규모에 대한 대표적인 논란은 포함효과(embedding effect or
part- whole, symbolic effect , disaggregation effect )- 범주효과(scope effect ), 순
서효과(sequence effect) 및 합산문제(adding-up problem)를 포함-이다(Kahneman
and Knetsch, 1992; Hausman, 1993).

21) 보존가치의 포함효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들 연구는 서울거주민들 중
갯벌의 비이용자(non- users )들을 대상으로 NOAA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맥락에서 그 가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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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표- 2>의 4가지 대안의 공통된 재평가기준은 개발에 따

른 편익 중 식량안보가치, 국토확장효과, 고군산도 재산가치 증가, 수질

개선효과, 해일방지효과 및 인공어초효과를 제외한 것이고, 2000년 이전

에 이미 투자된 사업비와 갯벌의 수질정화가치는 비용에서 제외한 것이

다. 한편 재평가의 단순화를 위하여 대안- 1은 갯벌의 보전가치를 고려

한 확장된 비용- 편익분석방법에 의한 대안이고, 대안- 2, 3 및 4는 갯벌

의 보전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전통적 비용- 편익분석방법에 의한 대안

이다. 다만 대안- 2는 논의 대기오염비용과 수질오염비용을 경제적 비용

항목에 포함한 반면, 대안- 3은 논의 대기 및 수질오염비용을 비용항목

에서 제외하고, 대안- 4는 대안- 3의 기준에서 갯벌의 관광가치 손실비용

도 추가적으로 비용항목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들의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제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재평가결과의 대안- 4와 같이 갯벌의 수질정화가치, 보전가치 및 관광

가치, 논의 대기 및 수질오염비용 등을 경제적 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가

장 보수적인 추정결과에 의하면 NPV가 460억원, IRR이 8.18%, 비용/ 편

익비율이 1.018로 추정됨으로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대안들의 경우는 이미 투자된 공사비와 어업보상비를

매몰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간척농지의 국토확장효과, 식량안보가치 및 공

익적 가치의 불합리한 평가가 경제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표- 1> 새만금 간척매립사업의 경제분석에 대한 재평가항목별 적용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간척농지/ 관개개

선편익
- 국내미가적용/ 안보미가 미고려

국토확장효과/ 재
산가치증가

- 편익에서 제외

담수이용 - 영산강호의 공업용수에 대한 원수가격(25.54원/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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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매립사업의 경제분석에 대한 재평가항목별 적용기준 (계속 )

항 목 적 용 기 준

논의 공익가치 - 산림조성비의 대체재

논의 대기/ 수질

오염

- 대안- 1과 2: 대기(산림조성비)/수질(하수처리장) 적용

- 대안- 3과 4: 비용에서 제외

홍수방지/ 관광효

과/ 육운개선/ 갯

벌회복

- 공동조사단의 결과가 과대평가되었지만, 그대로 적

용함

수질개선/ 해일방

지/인공어초
- 편익에서 제외

유지관리비/ 농업

생산비
- 공동조사단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

기투자 사업비
- 매몰원가로 취급함으로써 1999년까지의 투자비는 경

제적 비용에서 제외

투자예정 사업비 - 공동조사단의 자료이용

갯벌의 수질정화

가치

- 공동조사단의 환경오염시설비만 고려(공동조사단의

자료)
- 갯벌의 수질정화가치 제외

갯벌의 수산물생

산/서식지가치

- 면허어업은 면허어업보상비 적용(기지급 보상비는

매몰비용으로 간주)
-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보상(연평균 순이익의 3년분)

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 반영

갯벌의 관광가치

- 갯벌의 생태관광(갯벌체험, 해수욕 등), 바다낚시 등

의 가치 손실은 갯벌의 주요한 가치 중의 하나임. 선

진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갯벌의 총 경제적 가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대안- 1, 2,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은 갯벌의 생

태관광가치를 추정한바, 1인당 약 14,560원/ year반영.
- 대안- 4: 갯벌의 관광가치 제외

갯벌의 보존

(비사용)가치

- 대안- 1에서만 고려하고, 대안- 2, 3 및 4에서는 고려

하지 않음.
- 대안- 1은 공동조사단의 인간중심적 가치의 50%를

방조제건설 후 5년 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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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안별 평가항목의 선정기준 개요 및 경제성 재평가결과

항 목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간척농지/관개개선편익(국내미가) ○ ○ ○ ○

국토확장효과/ 재산가치증가 × × × ×

담수이용 ○ ○ ○ ○

논의 공익가치 ○ ○ ○ ○

논의 대기/ 수질오염 ○ ○ × ×

홍수방지/관광효과/육운개선/갯벌회복 ○ ○ ○ ○

수질개선/해일방지/인공어초 × × × ×

유지관리비/ 농업생산비 ○ ○ ○ ○

기투자 사업비 × × × ×

투자예정 사업비(환경오염시설비) ○ ○ ○ ○

갯벌의 수질정화가치 × × × ×

갯벌의 수산물생산/ 서식지가치 ○ ○ ○ ○

갯벌의 관광가치 ○ ○ ○ ×

갯벌의 보존(비사용)가치 ○ × × ×

NPV(억원) - 6,158 - 3,105 - 3,017 460

IRR 5.89% 6.79% 6.82% 8.18%

B/ C Ratio 0.805 0.891 0.894 1.018

보수적 추정순위 4 3 2 1

주 : ○ : 편익이나 비용으로 포함 또는 반영함.
× : 편익이나 비용에서 제외 또는 반영하지 않음.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 논문은 자원의 개발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에서 보존의 패러다임으

로의 변화에 따른 보존과 개발의 사회적 최적수준의 경제적 근거를 제

시하였고, 경제성 분석의 주요 고려사항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이 논문

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기존의 경제성 분석

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체화함으로써 그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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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예컨대 새만금 공동조

사단이 제시한 식량안보가치는 추정방법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계산과

정상의 오류로 인하여 156,963원/ 톤의 실제식량안보가치를 1,968,594원/

톤으로 15배 이상 과대평가 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국토확장효과도

추정과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3배 가량 과대평가 되어 있고, 경제적 이론

과 부합되지 않은 추정방법을 이용한 논의 공익적 가치도 잘못 평가되

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미 투자된 사업비를 경제적 비용에서 제

외한 비용/ 편익분석의 재평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하였

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경제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

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체화하고,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과학적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연환경생태계는 다기능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시장실패와 정부간섭의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비효율적 방법에 의해 과대 개발되고 있다. 새로

운 패러다임-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사회적 가치함수(sustainability - based

social v alue function )에 따른 최적 자원관리전략을 제안한다.22)

Costanza et al.(2000)은 이 전략을 집행할 수 있는 6가지 원칙(리스본

원칙)- 책임성(respon sibility ), 적합한 규모(scale- matching ), 예방주의

(precaution ), 적응적 관리(adaptive managem ent ), 총원가배분(full cost

allocation ) 및 참여주의(participation )- 을 개발하였는데, 자연환경의 보

존에 대한 원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23)

22)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에 기초를 둔 신고전학적 경제이론은 논리적 또는
실증적 맥락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환경정책적 대안으로서 대안적
행위모델(alternative behavioural models)이 제안되고 있다. 행위모델의 이념은 경제
심리학(economic psychology), 행위경제학(behavioural economics) 및 생태경제학
(ecological economics)의 이론과 방법론을 나타낸다(Bergh et al., 2000).

23) 여기서 책임성원칙은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정당한 방법과 관련된다. 적합한 규모원칙은 내부화된 비용과 편익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시스템과 기능면에서 적합한 규모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
다. 예방적 원칙은 잠재적 불가역적 환경영향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자연자원을 보존하여야 한다. 적응적 원칙은 생태학적/사회적
/경제적으로 적합한 정보를 동태적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총원가원칙은 환경자
원의 이용에 관한 대안적 의사결정의 내외적 비용과 편익의 모든 비용을 반영
하는 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다. 참여원칙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환경자원에 관한
의사결정의 형성과 시행에 관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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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취급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기에서

제안한 자연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최적관리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건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사업평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사업시행 이전 단계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인운하 건설사업 및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예: 용인난개발사업)24)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사업들의 시행 이전에 의사결

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들을 감안할 때 국가

적 최대손실(m aximum losses )을 최소화하거나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

한다는 미명 하에 경제분석을 형편없이 조작하는 경우가 앞으로 근절된

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 전

에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자연자원의 예상 피해부분에 대해 화폐

적 가치에 의한 측정방법을 제도화하고, 경제성 분석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CVM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측

정기법들이 환경자연자원의 보존과 환경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환

경적 대응·보상 및 책임에 관한 종합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 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 CERCLA ), 수질

청정법(Clean Water Act ) 및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에 의거 이

런 기법을 이용하여 환경파괴손해평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9년 발생한 알라스카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미국의 Exx on Valdez사는 CVM에 의해 평가된 해양생태계파괴손해액

24) 본 논문에서 취급하지 않은 용인지역과 같은 난개발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반영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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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달러를 근거로 하여 약 10억달러를 보상하였다. 이 보상액은 해상

및 연안의 유류제거비(20억달러)를 제외한 것이며, 대부분이 비사용가

치에 대한 것이다.

셋째,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자원의 불가피한 훼손이나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방법으로서 대체자원조성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

대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습지완화은행(Wetland

Mitigation Banks )25)과 같은 강력한 습지보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

시점보다 환경생태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동부 해안에 홍수림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습지(85만ha )가 분포되어 있

는데, 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1970년대까지 습지면적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습지보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

도와 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와 같은 습지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

다. 대표적으로 1988년에 제정된 습지의 순손실방지(No Net Loss ) 를

위한 습지완화은행제도의 도입에 의거 개발된 습지보다 새롭게 조성된

대체습지가 더 많다(예: 1992년과 1994년 사이에 4,046㎡의 습지개발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대체습지는 7,282.8㎡임).

끝으로 자연환경자원의 과학적·생태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우위성 또는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시장실패의 근원적인 원인은 정책결정자, 경제활동인 및 일반시민

의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기업 및 민간의

공동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역할분담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새만금

사업이 비록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되더라도 생태학적·경제

학적 통합모델을 통한 자원의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또는 효율적 배분

을 지속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25) 이는 생태계의 순손실방지(no net loss ) 정책의 일환으로써 생태계의 피해를 완
화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1993년 8월에 도입한 습지보존정책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개발에 따른 생태계의 보상이 개발대상지역에서 이루어
질 수 없거나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때 개발행위에
앞서 생태계지역의 피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생태계지역의
복구, 창조, 증진을 도모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존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완화은행은 1995년 현재 미국에서 약 100여개가 신규 설립되었다.

111



해양정책연구 제17권 1호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적인 요인과 경제학적인 방법들 중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연의 효율적인 보전이 왜곡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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