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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고유 원자로기술확보 및 핵섬 기술자립 그리고 수출 산업화를 목표로 다목

적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SMART의 국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SMART의 국내 건설

및 운영을 통한 경험축적은 SMART에 대한 국제적 선뢰성 제고와 해외 수출 산업화를 위

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SMART사업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건설 및 운영 그리고 수

출에 따른 국가경제 파급효과가크고， 원자력 기술자립 및 수출에 따른 국민의 자긍섬과 대

외적인 국가위상 증대와 같이 측정이 어려운 무형의 사회적 편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적절한 평

가기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은 SMART의 국내 건설 , 운전， 수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 사업시행자 관점에서의 재무적 경제성 @ 원자력 원천기술 확보와 독자적인

수출에 따른 국민들의 자긍섬과 대외적인 국가홍보효과와 같은 사회적 무형 편익을 구분하

여 각각 유형별로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개발사업은 SMART사업에 대한 이라한 다면적인 경제적 가치 및 국민경제 기

여효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 빛 이해관계 단체， 참여 예정 민간 기업에게

SMART의 경제적 가치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

의지를 제고시카며 또한 SMART사업과 같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예산

배분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口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개발사업은 SMART사업의 경제성 및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내용은， SMART 1기의 국내건설 및 운영 그리고 가능

한 수출 대수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급효과이다. SMART를 국내에 건설하고 운

영하며 수출하는 경우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은 얼마

만큼 영향을 받는가?

두 번째 내용은， SMART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 제일 큰 관섬사인 재무

적 경제성이다. 국내에 SMART원자로 171를 시범원자로로서 건설하고 운영할 경우 이윤

흑은 손실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가? 또한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이윤 흑은

손실은 어떠한가?

세 번째는， SMART사업이 가져오는사회적 무형 가치이다. SMART는 우리나라의 독

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원전으로서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운영기술에도불구하고 원천기술

의 미확보로 독자적인 수출을 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원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SMART는 원자력의 원천기술 확보와 독자적인 수출을 통해 국

민들로 하여금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자긍섬과 대외적인 국가홍보효과를가져오는데 이라한

무형의 사회적 편익은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가?

본 연구개발사업은각 연구개발 내용별로 별도의 적합한 분석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한

다. 첫 번째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에는 국가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주로 채택되고 있는

산업연관분석을적용한다. 두 번째의 사업시행자관점에서의 재무적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는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ation,

NPV)을 채택하되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실물옵션기법 (Real Option)을 추가로 적

용한다. 세 번째의 사회적 무형 편익 측정에는 사회 인프라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가치평

가에 주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기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한다.

口 연구개발 범위

(1) 기본 가정

O 환율: 1，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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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MART 유형: SMART(330MWth)

O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발전만을 고려하고 담수생산은 고려하지 않음.

(2) 국내 건설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의 입력자료

o SMART 1st기 건설비: 시나리오1 (6 ， 800억원) , 시나리오2 (8 ， 000억원)

(3) 국내 운전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의 입력자료

O 운전수명: 60년

O 발전설비용량(NET): 100MW

O 발전이용율: 90%

O 전력판매가격: 66.34원/kWh (2009년 평균판매단가)

(4)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의 입력자료

o SMART의 수출가격:

해외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가스복합발전과의 발전단가측면에서의 경쟁성을

고려하여 수출가격 산출.

가스복합발전의 발전단가는 주요 수입국의 할인율과 천연가스 국제시장 가격을 반

영하여 결정.

수입국 할인율 시나리오(단위: %): 8 , 10 , 12

- 천연가스 가격 시나리오(단위 :$/MMBtu): 8.18 , 9.2 1, 10.23 , 11.25 , 12.28

O 국내건설비: nth호기부터 반복건설에 따른 건설비 감소율 = 18.5%

시나리오1: 6 ， 800억원C1st기) => 5 ， 542 억원 (nth호기， 4호기)

시나리오2: 8 ， 000 억원C1 st기) => 6 ， 520억원 (nth호기， 4호기)

(5) 재무적 경제성 평가의 입력자료

O 발전설비용량(NET): 100MW

O 할인율: 7.5%(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용)

O 발전이용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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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MART 1st기 건설비 :

시나리오1: 5 ， 000억원

시나리오2: 6 ， 000억원

- 시나리오3: 6 ， 800억원

시나리오4: 8 ， 000억원

O 운전유지비 및 연료비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 참조

운전유지비: 16.04 원/kWh

연료비: 3.12 원/kWh

(6) 사회적 무형가치 분석

O 추정 가치 유형:SMART사업을 통한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와 독자

적인 수출 그리고 이를 통한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자긍섬과 대외적인 국가홍보효과

등의 무형의 사회적 편익에 대해 국민들이 부여하는 가치

O 연구방법론: 조건부가치평가볍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설문형 태: 양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

지불수단: 분기별 소득세

O 설문조사

모집단: 우리나라 전체 가구

표본: 5대 광역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목표 표본가구수: 6087}구

조사방식: 일대일 개인면접볍

N. 연구개발 결과

口 SMART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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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ART 1 기의 국내건설 기여효과 분석결과

※ 주요가정

o SMART 국내건설비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율은 2개의 선행연구를 따름:

- 한국전력기술(2001)

한국원자력연구소(2004)

o SMART 1 기 건설비:

시나리오 1: 6 ， 800억원

- 시나리오 2: 8 ， 000억원

@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원)

건설비가 6 ， 8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1

조 2 ， 839억원에서 1조 3 ，1 02억원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비가 8 ， 0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1

조 5 ，1 05억원에서 1조 5 ，4 14억원으로 분석되었다.

@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억원)

건설비가 6 ， 8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

은 4 ， 741억원에서 5 ，1 31억원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비가 8 ， 0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

은 5 ， 578억원에서 6 ， 037억원으로 분석되었다.

※ 동 분석결과는 국내 건설비 중에서 부가가치로 분류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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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파급효과 (단위: 명)

건설비가 6 ， 8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는

10，1 90명에서 10 ， 226명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비가 8 ， 0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는

1 1， 988명에서 12 ， 031명으로 분석되었다.

(2) SMART 1 기의 국내운전 기여효과 분석결과

SMART 1기의 국내 운전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원전 부문에서의 직접효과가

3 ， 582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산업부문에서 유발된 간접효과는 1， 589억원으

로 분석되었고， 총효과는 5 ，1 72억원으로 분석되었다.

SMART 1기의 국내 운전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원전 부문에서의 직접효과가

2 ， 510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산업부문에서 유발된 간접효과는 643억원으로

분석되었고， 총효과는 3 ，1 53억원으로 분석되었다.

SMART 1기의 국내 운전에 따른 고용 유발언원은 원전 부문에서의 직접효과가

72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산업부문에서 유발된 간접효과는 753명으로 분석되

었고， 총효과는 825명으로 분석되었다.

(3) SMART 1 기의 국내건설 및 운전 기여효과 합계

O 국내건설의 국민경제 기여효과와 운전 기여효과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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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18,2741 20 ,586
7,8941 8,731

11 ,0511 12 ,856
18,0111 20 ,277
8,2841 9,190

11 ,0151 12 ,813

CD 생산유발효과 (단위 : 억원)

건설비가 6 ， 8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 및 운전에 따른 생산 유

발액은 1조 8 ， 011억원에서 1조 8 ， 274억원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비가 8 ， 0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 및 운전에 따른 생산 유

발액은 2조 277억원에서 2조 586억원으로 분석되었다.

@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억원)

건설비가 6 ， 8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 및 운전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7 ， 894억원에서 8 ， 284억원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비가 8 ， 0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 및 운전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8 ， 731억원에서 9 ，1 9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 동 분석결과는 국내 건설비 중에서 부가가치로 분류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고용 파급효과 (단위: 명)

건설비가 6 ， 8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 및 운전에 따른 고용 유

발효과는 1 1，015명에서 11 ， 051명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비가 8 ， 000억원인 경우에 SMART 1기의 국내 건설 및 운전에 따른 고용 유

발효과는 12 ， 813명에서 12 ， 856명으로 분석되었다.

(4) 수출의 기여효과 분석결과

※ 주요가정

o SMART 수출 건설비 시나리오:

시나리오1: 6 ， 800억원이~3호기)， 5 ， 542억원 (4호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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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2: 8 ， 000억원이 ~3호기)， 6 ， 520억원 (4호기 이후)

o SMART 수출 건설비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율은 2개의 선행연구를 따름:

한국전력기술 (2001)

한국원자력연구소 (2004)

CD 생산 파급효과 (단위 : 억원)

9,686 8,987 11 ,395 10,573
19,372 17,974 22 ,791 21 ,146
29 ,058 26,961 34,186 31 ,719
31 ,576 29 ,298 37,149 34,468
39 ,470 36,622 46,436 43 ,085
47,364 43 ,947 55 ,723 51 ,702
55 ,259 51 ,271 65 ,010 60 ,319
63 ,153 58,595 74,297 68,936
71 ,047 65 ,920 83 ,584 77,553
78,941 73 ,244 92 ,871 86,170

건설비 시나리오 1 인 경우에 SMART 수출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수출대수가 1기

일 경우에 8 ， 987 억원에서 9 ， 686 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7조

3 ， 244억원에서 7조 8 ， 941 억원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비 시나리오 2인 경우에 SMART 수출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수출대수가 1기

일 경우에 1조 573억원에서 1조 1， 395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 가 수출될 경

우 8조 6 ， 170억원에서 9조 2 ， 871 억원으로 분석되었다.

@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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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3,940 3,993 4,635
6,789 7,880 7,987 9,271

10,183 11 ,820 11 ,980 13,906
11 ,066 12,844 13,018 15,111
13,832 16,055 16,273 18,889
16,598 19,266 19,528 22 ,666
19,365 22 ,477 22 ,782 26,444
22 ,131 25 ,689 26,037 30 ,222
24,898 28,900 29 ,291 34,000
27,664 32 ,111 32 ,546 37,777

건설비 시나리오 1 인 경우에 SMART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수출대수가

171 일 경우에 3 ， 394억원에서 3 ， 9405 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2조 7 ， 664억원에서 3조 2 ， 111 억원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비 시나리오 2인 경우에 SMART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수출대수가 1

기일 경우에 3 ， 993억원에서 4 ， 635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3

조 2 ， 546억원에서 3조 7 ， 777억원으로 분석되었다.

@ 고용 파급효과 (단위: 명)

3,688 3,616 4,339 4,254
7,377 7,232 8,678 8,509

11 ,065 10,848 13,017 12,763
12,024 11 ,789 14,146 13,869
15,030 14,736 17,682 17,336
18,036 17,683 21 ,218 20 ,803
21 ,042 20 ,630 24,755 24,271
24,048 23 ,577 28,291 27,738
27,054 26,524 31 ,828 31 ,205
30 ,060 29 ,471 35 ,364 34,672

건설비 시나리오 1 인 경우에 SMART 수출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는， 수출대수가 1

기일 경우에 3 ， 616명에서 3 ， 688명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29 ，4 71명에서 30 ， 060명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비 시나리오 2인 경우에 SMART 수출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는， 수출대수가 1

기일 경우에 4 ， 254명에서 4 ， 339명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 ix -



34 ， 672명에서 35 ， 364명으로 분석되었다.

口 SMART의 재무적 경제성

(1) 국내건설 및 운전의 재무적 경제성 분석결과

o SMART 국내건설의 평준화발전단가 (단위:원/kWh)

※ 주요 가정: 이용율(90%) , 할인율(7.5%)

o SMART의 재무적 경제성

※ 주요 가정: 2009년 평균정산단가 66.34원/kWh를 SMART 정산단가로 적용

모든 건설비 시나리오 하에서 SMART 발전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SMART 사업을 국내건설에만 국한할 경우 재무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출의 재무적 경제성 분석결과

o SMART의 적정 수출가격 (단위: 백만$)

- x -



※ 주요 가정: SMART의 적정 수출가격은 수입국이 직면하는 천연가스 가격과 할

인율에 기초하여 도출함.

할인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천연가스의 가격이 높을수록 SMART의 적정 수출가

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일반적인 할인율인 10%와 IEA/NEA에서 예상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인 10.23 ($/MMtu)의 경우에는， SMART의 수출예상가격은약 6억 6천만

달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o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 주요 가정: SMART 건설비 시나리오

(시나리오1) 6 ， 800억원(171) => 5 ， 542 억원 (nth호기， 4호기)

(시나리오2) 8 ， 000 억원(1 71) => 6 ， 520억원 (nth호기， 4호기)

※ SMART 수입국의 할인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할인율인 10%을 적용할

경우 SMART의 경제적 이윤을 천연가스 가격 시나리오별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의 경제적 이윤은 국내건설에 따른 손실액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임.

@ 건설비 시나리오 1하에서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단위: 백만$)

-311
-431
-552
-19
-163
-158
-153
-147
-142
-137

천연가스의 가격이 기준가격인 10.23$/MMBtu하에서는 471를 수출하면서부터

양의 경제적 이윤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기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윤은

약 2억 2천만 달러이며 871를 수출하면 경제적 이윤이 6억 2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가스 가격이 12.28$/MMBtu로 상승하면 371 수출부터 양의 이윤이 실현되

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4기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윤은 6억 달러， 8기 수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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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억 달러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의 실현 여부는 천연가스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20% 하락한 8.18$/MMBtu하에서는 경

제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을 말 수 있다.

@ 건설비 시나리오2하에서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단위: 백만$)

-455
-599
-743
-296
-292
-288
-285
-281
-277
-274

%

-
댔-
없-
쨌-
잃-
젠-
원-
댔-
깨-
댐

-551
-791

-1032
-680
-773
-865
-957

-1050
-1142
-1235

기준 천연가스 가격인 10.23$/MMBtu하에서 항상 음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0% 상승한 1 1. 25$/MMBtu하에서는 SMART

를 6기 수출하면서부터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가격이 12.28$/MMBtu로 상승하면 4기 수출부터 경제적 이윤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분석결과 요약:

건설비 시나리오 1 에 비하여 시나리오 2에서는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SMART의 건설비 수준이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실현 여부에 결정적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말 수 있다.

수입국의 할인율과 천연가스가격은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외생적인 조건인 반

면에 SMART의 건설비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고 판단된다.

경제성 분석결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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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MART의 국내건설 및 운전의 부가가치 기여효과와 재무적 손실액 현가의 합계

6,380 억원 6,086 억원

앞서 SMART 1 기의 국내건설 및 발전에 대한 재무적 경제성 분석은，

모든 건설비 시나리오 하에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SMART 사업을 국내건설에만 국한할 경우 재무적 경제성이 없는 것으

로나타났음

- 그러나 재무적 손실과 국민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효과를 합산한 결

과는 모든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해 5 ， 990억원~6 ， 086억원의 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 차원에서 SMART 1기의 국내건

설 및 운전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민간기업에 의한 SMART 1기의 국내건설 및 발

전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경제학적 타당

성 근거가 되며 또한 그 지원금 규모에 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언을 제

。함

O 수출의 부가가치 기여효과(한국전력기술 산업구성비율 경우)와 재무적 경제성 분석

결과(수입국 할인율 10% 경우) 의 합계

@ 건설비 시나리오 1의 경우 (단위: 백만$)

앞서 SMART 수출의 재무적 경제성 분석은， 천연가스 가격이 8.18 $/MMBtu

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기수에서 손실을 나타났고 나머지 천연가스 가격 시나리오

에서는 471를 수출하면서부터 양의 경제적 이윤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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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출의 재무적 손실과 국민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효과를 합

산한 결과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

어 국가 차원에서 SMART 수출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 건설비 시나리오 2의 경우

앞서 SMART 수출의 재무적 경제성분석은， 천연가스 가격이 기준가격인 10.23

$/MMBtu 이하일 경우에는모든 수출기수에서 손실을 나타났고 나머지 천연가스

가격 시나리오에서는 471 흑은 6기 이상을 수출하면서부터 양의 경제적 이윤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의 재무적 손실과 국민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효과를 합산한 결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271 의 수출기수에서부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며 371부터는 천연

가스 가격의 최저 시나리오 (8.18$/MMBtu) 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

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 차원에서 SMART 수출은 경제적 타

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4) 국내건설 및 운전의 설물옵션 가치평가 분석결과

※ 주요가정

SMART운전에 따른 미래수익의 변동성이 오직 전력가격에만 의존하고 전력가

격 이외의 운영유지비나 연료비는 사전적으로 결정된 변수로 가정.

전력가격의 대리변수인 정산단가에 대해 로그노말(l og-norma l) 분포 가정.

옵션의 만기라고 할 수 있는 SMART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기간은 SMART의

표준설계 및 기술검증 사업기간 (3년)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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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석결과: SMART의 국내 건설 및 운전의 옵션적 가치 (단위: 억원)

-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SMART 건설 사업 주체가 보유한 유연성 가치를 포함한 옵

션의 가치는 건설비가 5 ， 000억원일 경우 1， 182억원으로 나타났고， 건설비가 증가

할 경우 점차 감소하여 건설비 규모가 8 ， 000억원인 경우의 옵션 가치는 264억원

으로 계산된다.

口 SMART의 사회적 무형가치

※ 기본 가정: 사회적 총 편익의 계산 기간

우리나라에서 사회 인프라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방식을 따라 평가대상 사업의 사회적 총 편익을 5년 기간에 대해 계산함.

이라한 방식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SMART의 연간 사회적 무형가치를 2010

년~2014년 기간에 결친 연도별 우리나라 총 가구수에 곱하여 합계를 구함.

O 분석결과: SMART의 사회적 무형가치

17,152 ,277
17,379 ,667
17,596 ,139
17,803 ,198
18,001 ,541

SMART의 사회적 무형가치에 대한 총 가치 추정치는， 총계 4 ， 584억원으로 평가

되며， 95% 선뢰구간 하한값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추정값은 총계 2 ，4 52억원 그리

고 90% 선뢰구간 하한값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추정값은 총계 2 ， 800억원으로 각각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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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의 경제적 가치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의 요약 정리

CD 1기의 국내건설 및 운전

O 국민경제 기여효과

생산파급 유발효과: 18 ， 011 억원~20 ， 58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 ， 894억원~9 ，1 90억원

고용 유발효과: 1 1， 015명 ~12 ， 856명

O 재무적 경제성

SMART 1기의 국내건설 및 발전에 대한 재무적 경제성 분석은， 모든 건설비

시나리오 하에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SMART 사업을

국내건설 및 운전에만 국한할 경우 재무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재무적 경제성과 국민경제 기여효과(부가가치)의 합계

- 재무적 손실과 국민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효과를 합산하면， 모든 시나리오

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 차원에서 SMART 1기의

국내건설 및 운전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수출

O 국민경제 기여효과

생산파급 유발효과: 수출대수가 1기일 경우에 8 ， 987억원~1조1，395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7조 3 ， 244억원~9조 2 ， 871 억원으로 분석

됨.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출대수가 1기일 경우에 3 ， 394억원~4 ， 635억원으로 분

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2조 7 ， 664억원~3조 7 ， 777억원으로 분석

되

고용 유발효과: 수출대수가 171 일 경우에 3 ， 616명 ~4 ， 339명으로 분석되었으

며， 1071가 수출될 경우 29 ，4 71명 ~35 ， 364명으로 분석됨.

O 재무적 경제성

SMART 수출의 재무적 경제성 분석은， 가장 보수적인 건설비 시나리오의 경

우 천연가스 가격이 기준가격인 10.23 $/MMBtu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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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에서 손실을 나타났고 나머지 천연가스 가격 시나리오에서는 4기 흑은 6

기 이상을 수출하면서부터 양의 경제적 이윤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재무적 경제성과 국민경제 기여효과(부가가치)의 합계

가장 보수적인 건설비 시나리오의 경우에서， 수출의 재무적 손실과 국민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효과를 합산한 결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271의 수출기수에

서부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며 371부터는 천연가스 가격의 최저 시나리오

(8.18$/MMBtu)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 차원에서 SMART 수출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

로분석됨

@ 사회적 무형가치

o SMART의 사회적 무형가치에 대한 총 가치 추정치는， 총계 4 ， 584억원으로 평

가되며， 95% 선뢰구간 하한값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추정값은 총계 2 ，4 52억원

그리고 90% 선뢰구간 하한값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추정값은 총계 2 ， 800억원으

로 각각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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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Research Title

Economic Evaluation and Impact Analysis of SMART (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II. Objectives of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value and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of the SMART projec t.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ree kinds of values of the project separately; national economy

contribution, the financial cost-benefit analysis and intangible social benefit

of the project. The research methods are Net Present Valuation (NPT) for

the first analysis , Input-Output (IO) model for the second analysis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for the last analysis.

III. Contents of Research

This study tries to answer for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much

does the project affect on Korean national economy in area of construction,

electricity generation and export? (2) what is the financial cost - benefit

assessment of the SMART project which is of the most interest to the

private sector constructing the reactor? (3) how much is the project ’s

intangible social gains in that it brings Korea ’s scientific development in area

of nuclear generation and improves Korea ’s global standing?

N. Main Results of Research

(1) Domestic Construction and Electricity Generation of the 1st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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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Production inducing effect by the domestic construction and generation of

the 1st reactor amounts to 1,801 ~2 ， 059 billion won ,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mounts to 789~919 billion won , and employment inducing effect

amounts to 11 ， 015~12， 856 men.

B. Financial Cost-Benefit Assessment

Financial cost - benefit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and generation of the

1st reactor turns out to be economically non-profit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private companies participating the project, by having economic loss

over all scenarios of construction costs.

C. Combining Financial Cost-Benefit Assessment and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s Value-Added

Combining financial cost - benefi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and generation of the 1st reactor turns out to be

economically valid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economy , by having

economic profit over all scenarios of construction costs.

(2) Export

A.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Production inducing effect by the domestic construction and generation

amounts to 899~ 1， 140 billion won for the 1st reactor export and to

7 ， 324~9， 287 billion won for the 10th reactor expor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mounts to 339~464 billion won for the 1st reactor export and to

766~778 billion won for the 10th reactor export. Employment inducing

effect amounts to 3 ， 616~4， 339 men for the 1st reactor export and to

29 ,471 ~35 ， 364 men for the 10th reactor export.

B. Financial Cost-Benefit Assessment

Financial cost-benefit of exporting SMART reactors turns out to be

economically non -profitable for the natural gas price less than or equal to

10.23 $/MMBtu over all scenarios on exporting number of the react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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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s out to be economically profitable for the other price level from the

exporting number of 4 or 6.

C. Combining Financial Cost-Benefit Assessment and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s Value-Added

Combining financial cost-benefi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

exporting SMART reactors turns out to be economically profit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economy for more than equal to 2nd reactor

depending on the scenarios of the natural gas price.

(3) Intangible Social Gains

The intangible social gains of SMART Project by contributing to Korea ’s

scientific development in area of nuclear generation and improving Korea ’s

global standing in the science area amounts to 245~458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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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발전과 해수담수화 등의 다목적 용도의 중소형원자로가 매우 광범위하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IAEA (2002) 는 지역난방， 담수화， 공정 열공급 등과 같은 원자력

의 비발전 분야에서 다목적 용도의 중소형원자로에 대해 시장 잠재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

분 시장 잠재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도 고유원자로 기술 확보 및 핵섬 기술자

립 그리고 수출 산업화를 목표로 비교적 일찍 다목적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SMART의

독자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이제는 국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SMART의 국내 건설 및

운영을 통한 경험축적은 SMART에 대한 국제적 선뢰성 제고와 해외 수출 산업화를 위해

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빠르게 증대하는 추세에 따라 효율적 자원배

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SMART사업의 경우

에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건설 및 운영 그리고 수출에 따른 국

가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원자력 기술자립 및 수출에 따른 국민의 자긍섬과 대외적인 국가

위상 증대와 같이 측정이 어려운 무형의 사회적 편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매우 큰 편이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

면에 대해 적절한 평가기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부문은 발전부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비발전부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가경제 및 국민복지 증전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에 결쳐 사

회전반에 결친 민주화 및 지방분권화 진행과 원자력산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원자력 정책

에 대한 국민적 합의문제가 새로운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SMART사업에

대해서도 다면적인 경제적 가치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빛 이

해관계 단체， 참여 예정 민간 기업에게 이라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동

력을 확보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의지를 제고시카며 또한 SMART사업과 같은 중장기 연

구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예산배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은 SMART의 국내 건설 , 운전， 수출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 사업시행자 관점

에서의 재무적 경제성 @ 원자력 원천기술 확보와 독자적인 수출에 따른 국민들의 자긍섬

과 대외적인 국가홍보효과와 같은 사회적 무형 편익을 구분하여 각각 유형별로 적합한 방

법을 채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개발사업은 SMART사업의 경제성 및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세 가

지의 내용을 분석한다. 첫 번째 내용은 SMART 171의 국내건설 및 운영 그리고 가능한

수출 대수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급효과이다. SMART를 국내에 건설하고 운영하

며 수출하는 경우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가? 두 번째 내용은， SMART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 제일 큰 관

섬사인 재무적 경제성이다. 국내에 SMART원자로 171를 시범원자로로서 건설하고 운영

할 경우 이윤 흑은 손실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가? 또한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경우에 대

한 이윤 흑은 손실은 어떠한가? 세 번째는， SMART사업이 가져오는 사회적 무형 가치이

다. SMART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원전으로서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운

영기술에도불구하고 원천기술의 미확보로 독자적인 수출을 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원전 역

사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SMART는 원자력의 원천기술 확보

와 독자적인 수출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자긍섬과 대외적인 국가홍

보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라한 무형의 사회적 편익은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가?

본 연구개발사업은 첫 번째 내용의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채택한다.

SMART 171의 국내 건설 및 운영은 원전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산업들에 대한

후방연쇄효과를통해 국가경제 전반에 결쳐 생산 부가가치 고용의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라한 산업간 연관관계를 감안한 파급효과 분석에는 주로 산업연관표가활용된다. 단， 산

업연관표는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재화

로 고려하느냐 아니면 구분하여 고려하느냐 여부에 따라 각각 경쟁수입형과비경쟁수입형

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개발사업에서는수입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는 파급효과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생산과수입을 구분하는 비경

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두 번째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 경영학에서 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

는 NPV(Net Present Value)기법을 채택한다. NPV기법을 통해 SMART 1기의 국내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과 현금유입의 차이에 대해 현재가치를 계산하며， 이라한 현재가

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SMART 국내건설 및 운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

하게 된다. 한편 다목적 중소형원자로의 건설 및 운전은 국내외적으로선례가 없기 때문에

SMART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매우 큰 편이다. 전통적인 NPV방법은 투자사업의 불

확실성하에서 높은 비증을 갖게 되는 옵션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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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은 이라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물옵션 (Real Option) 기법을 적용하

여 불확실성하에서 SMART사업이 갖게 되는 옵션적 가치를 평가한다. 수출에 따른 경제

성 평가에 대해서는 NPV기법만을 적용한다. SMART 수출의 경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 너무 다OJ하기 때문에 실물옵션기법에서 고려하는 확률적

수리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단순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개발사업에서는SMART의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서 다양한 수출 시나리오를 고려함으로써 분석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 조건부가치평가기법(Contingent Valua

tion Method, CVM)을 채택한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불

완전하게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기법으로서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사회인프라사업의 경제성 평가나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 주관하는 R&D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전운영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SMART의 국내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실증로의 건설 및 운영 경험까지 구축하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SMART 수출은 크게

증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SMART는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와

독자적인 수출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자긍섬을 갖게 하고 대외적인

국가홍보효과를가져올 수 있으며， 이라한 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본 연

구개발사업에서는조건부가치평가법을이용하여 측정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1. 기본 가정

본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고려하는 SMART의 제원은

SMART-330으로서 열출력 330MWt, 전기출력 100MWe급의 발전 및 해수담수화 일

체형 중소형원자로이다. 원자로 수명은 60년이고 평균 이용율은 90%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실증로 및 해외수출 건설에서 건설비는 SMART의

열출력 용량이 100% 발전으로 이용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다.

SMART의 수출단가는 국내 션행 연구들(한국전력기술， 200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한국개발연구원 2008)에서 모두 공급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국내 건설비에 기초

한 반면에， 세계 시장에서 SMART와 같은 소형원전의 경쟁대상은가스터빈발전이므로본

연구에서는가스터빈발전의 적정가격에 기초함으로써 시장에 기초한 SMART의 수출가격

을 고려한다. 이로써 세계 시장에서 SMART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의 수출가격

q
u



이 적합한지를 도출하게 되었으며， 분석 결과 그러한 수출가격은 고정된 단일한 상수가 아

니라 국내요인(전력판매단가， 건설비)과 해외요인(국제 천연가스가격， 수입국 할인율) 등

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의 국제가격과 수입국의 할인

율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수출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분석의 기준년도는 2010년이다. 기준년도에 대한 불변가격화를 위한 할인과 건설비 및

운전비의 연간 배분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SMART의 건설과 운전은 2010년 시점에 모

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된다.

2. 국내 건설， 운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효과의 분석 범위

본 연구에서 SMART의 국내 건설 및 운전 그리고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는 산업연

관모형에 의해 분석된다. 본 연구는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생산， 고용， 부가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산업연관모형은， 본원적 생산요소 흑은 부가가치의 외생적 변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부문들을 외생화하는 공급유도형과 최종수요의 외생적 변화의 파급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최종수요를 외생화하는 수요유도형의 두 가지가 있다. 본 연구는 SMART의 국

내 건설 및 운전 그리고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요유도형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이용하였다. 다만 SMART의 국내운전 효과 분석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원전

부문의 투입열이 바로 운전에 따른 투입자료이므로 원전 부문의 산출을 외생화하여 파급효

과를 분석하는 기법을 이용한다.

산업연관표는 수입의 취급방식에 따라 경쟁수입형과 비경쟁수입형으로 구분된다. 前者

는 동종의 재화일 경우 국산품과 수입품의 구분 없이 각 수요부문에 일괄 기록하여 작성하

는 표이며， 後者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표이다.

비경쟁수입형표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를 국산품에 대한 효과(국내생

산유발효과)와 수입에 의해 해외로 누출되는 부분(수입유발효과)으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SMART의 국내 건설 및 운전 그리고 수출에 따른 국민

경제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 비경쟁수입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3. 재무적 경제성의 분석 범위

SMART를 국내에 1기 건설하고 이를 demonstration plant로 삼아 SMART의 수

출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고 상정하고 재무적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재무적 경제성

의 분석은 국내 건설시의 SMART의 평준화발전단가 산출 및 손실액 규모 추정，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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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가격 산출，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산출을 그 분석 범위로 하였다. 이와 더불

어 SMART의 국내 건설이 가져오는 옵션가치의 추정도 병행하였다.

4. 사회적 무형 가치 분석 범위

SMART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원전으로서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운

영기술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의 미확보로 독자적인 수출을 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원전 역

사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SMART는 원자력의 원천기술 확보

와 독자적인 수출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자긍섬과 대외적인 국가홍

보효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이라한 무형의 사회적 편익에 대해 Hicks (l 943) 의 보상잉여

(compensating surplus) 개념을 적용하여 화폐단위로 측정하고자 하며 실증적인 측정

방법으로서 조건부가치평가기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채택한다. 조

건부가치평가법은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

제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기법으로서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사회인프라사업의 경제성 평가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R&D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모집단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와 표본으로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우리나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고려하며， 설문조사방식으로는 일대일 개인면접법을 채택하

여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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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MART으| 선행연구

SMART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로는 SMART의 경제성을 평

가한 한국전력기술(2001) ， SMART의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 SMART의 사전 실시 용역을 수행한 한국전력공사(2007) ,

SMART 기술고도화 사업의 사전타당성을 조사한 한국개발연구원(2008) 등이 있다.

한국전력기술(2001)은 SMART의 설계를 반영하여 cost engineering의 관점에서

건설비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국내의 가스복합화력발전과의 발전단가를 비교한 결

과， SMART의 경제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는 SMART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용의

주요 항목으로는 연구로 건설비， 수출시 상용로의 건설비를 선정하였으며 편익으로는 연구

로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 상용로 수출이 가져오는 매출액 빛 이익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기수 371 일 때의 Benefit Cost 비율이 1. 13이며 수출기수가 12로 늘어

날 경우의 Benefit Cost 비율은 3.69로 평가함으로써 SMART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경

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SMART 사업을 “대형국가 연구개발 실용

화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전력공사(2007)은 SMART의 경제성에 대한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SMART의

발전단가를 산정하여 다른 발전원과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SMART의 잠재 시장에

대한 전망과 SMART의 경제성을 종합하여 한전의 주관적인 사업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SMART 사업의 경제성을 비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당시의 SMART 설계

에서 고려하고 있던 설비용량인 330MWth을 격상시켜 용량을 660MWth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제안을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8)은 균등화발전원가법을 통해 도출된 SMART-660의 발전원

가를 SMART-660과 경쟁관계일 것으로 예상하는 복합화력 발전원들과 비교하여 비용

분석 위주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성관련 자료는 "SMART

의 사전 실시 용역 “(한국전력공사 2007. 6) 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고 결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SMART의 해외수출만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에 SMART를 건설

운영하는 경우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적이 없다. 또한 SMART 관련 기술확보와 원천

기술의 가치나MA준설계인가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기술자립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원전기술경쟁력 증가등과 같은 무형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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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MART으|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

제 1절 연구방법론

1. 산업연관표의 유형

산업연관표는 수입의 취급방식에 따라 경쟁수입형과 비경쟁수입형으로 구분된다. 前者

는 동종의 재화일 경우 국산품과 수입품의 구분없이 각 수요부문에 일괄 기록하여 작성하

는 표이며， 後者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표이다.

비경쟁수입형표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를 국산품에 대한 효과(국내생

산유발효과)와 수입에 의해 해외로 누출되는 부분(수입유발효과)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장점을 갖는 반면에， 하나의 산업부문 내에서도 경제여건에 따라 동종 품목의 국산품과 수

입품의 투입구성이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국산 및 수입 투입계수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

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와 반대로 경쟁수입형표는 최종수요 변화의 생산파급효과를 국

내생산유발효과와 수입유발효과로 분리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 반면에， 비경쟁수입형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입계수가 안정적인 장점을 갖는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자료에서 경쟁수입형표는 생산자가격평가표에 해당

하며 비경쟁수입형표는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에 해당한다.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는 중

간재수요와 최종재수요가 국산과 수입의 구분 없이 합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에서는 각각 국산과 수입으로 구분되어 표기된다. 다만 부가가치는 국산과 수

입의 구분 없이 합의 값만 제공된다.

본 연구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2.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 산업상호간의 중간재거래부분，(2) 각 산업부

문에서의 노동·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분，(3)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

에게로의 판매부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는 @ 산업상호간의 중간재거래부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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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을 각각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표 3-1] 산업연관표의 구조

산업 1 ... 산업 n 산업상호간 중간재거래부분 @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 @

노동，자본，토지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등

0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분 @

산업연관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데， 세로방향으로는 위 표에서 @과 @를

읽게 되며 각 산업부문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구입한 투입요소의 구입내역， 투입

한 투입요소의 투입구조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등을 말 수 있다. 특히 @은 원재료투입

을 나타내는 중간투입부문이며 @는 임금·이윤·이자·간접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

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부문인데 이 둘을 합계하면 총투입액이 된다.

가로방향으로 읽으면 위의 표에서 @과 @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판매구성과 배분구조를 말 수 있다. 특히 @은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부문이며 @은

민간소비재·정부소비재·자본재·수출 등 최종재로 판매되는 최종수요부문이며 이 둘을 합계

하면 총수요액이 되고 총산출액과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총산출액= 총수요액 -수입 =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각 산업부문별 총산출액 = 총투입액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사용한다.

z = 중간재 수요(투입)행렬

표 = 중간재 수요계 벡터

끄 = 중간투입계 벡터

C , INV , 묘 = 최종재 소비， 투자， 수출수요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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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최종재 수요계 벡터

M= 수입벡터

X = 총산출벡터

장 = 대각항이 X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대각행렬

꼬 = 부가가치계 벡터

구체적인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2]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 구조

중간재수요 최종재수요
총산

또자
-ιTA、， C노”:j

출액
산업

수요계
소비투자 수출

수요계

는~
간 산업 Z W C IN꼬 묘 F M X
재
E드
--,-
。t닐l 중간투입계 끄

부가가치계 V

총투입액 X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가로방향으로 보면，

CD Z ij = 산업 i 산출품 중 중간재로서 산업 j로 판매된 액수

@ 산업 i의 제품에 대한 총수요 =

산업 i의 제품에 대한 중간수요계 Wi +

산업 i의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계 F i

@ 산업 i의 제품에 대한 총공급 =

산업 i의 제품에 대한 국내총산출액 X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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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의 제품에 대한 수입 Mj

@ 총수요 = 총공급이므로，

세로방향으로 보면，

{W1 + F1 = X1 + M1 또는

Xi = ( Wi + Fi) - Mi

® 2 jj = 산업 j의 생산에 중간재로서 투입된 산업 i 산출품의 액수

@ 산업 j의 제품에 대한 총투입액 Xj=

산업 j의 제품에 대한 중간투입계

산업 j의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계

@ 총산출액 = 총투입액이므로

U]+

V j

(Wj + Fj) Mj = Xj = Uj+Vj

3.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모형 및 연쇄효과

국내생산에 대한 후방연쇄효과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경쟁수입형 산업연관

표을 고려한다. 표에서 국산 최종재수요에서 발생한 초기 외생적 충격이 일단 해당 산업의

총산출액에 그대로 전가되며， 이라한 총산출액 변화는 그 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다

른 산업들로부터의 중간재투입액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산업들의 총산출액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표 3-3]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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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대한 후방연쇄효과:

- 초기 충격 : (2) => ® = ®
- 충격 파급방향: ® => @ , CD => .

생산에 대한 후방연쇄효과 분석에서 사용되는 레온티에프 역행렬 또는 투입역행렬 G은

투입계수행렬(input coefficients matrix)로부터 도출된다. 투입계수행렬 A는 국산 중

간투입행렬을 세로 방향으로 분석할 때 활용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A = ZX- 1 ===} G 드 (I - At 1 (3-1)

단， 호 = 대각항이 X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대각행렬

z = 중간재 수요(투입) 행렬

투입역행렬을 이용하면 1절의 관계식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l= εzlj+Fl= εaljXj+Fl 흑은

X = AX + F 흑은

X = (I -At 1 F 드 GF

(3-2)

투입역행렬의 파급효과 계산과정과 관련하여 의미를 삼펴보면， 실수의 무한등비급수의

합에 대한 공식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Ad+ A;+ (I - Ad t 1 (3-3)

위 식의 좌변에서 항등행렬 I는 각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씩 증가하

였을 때 이를 충족시카기 위한 각 산업부문의 직접생산효과가되며 A는 각 산업부문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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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액 즉 1차 생산파급효과가 된다· A 2은 1차 생산파급

효과로 나타난 각 산업부문 산출물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액 즉 2차 파급효과가 되며

마찬가지로 A3 , A4 , ...는 각각 3차 4차... 생산파급효과가 된다. 따라서

G 드 (I - At 1
는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모두 합

한 유발계수를 의미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1) 행렬 G의 (i，j)원소는 gij θX)θFj로서， 산업 j의 최종재수요 한 단위 증가를

위해 요구되는 중간재 투입들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 i 산출의 총변화량을

측정한다. 따라서 투입역행렬 G은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산출 파급효과를 측정

한다.

(2) 행렬 G의 j번째 열의 합은 εgij ε θX) θFj 로서 산업 j의 한단위 최종수

요 증가를 위해 요구되는 중간재 투입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 산업 산출의 총

변화를 측정한다.

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는 모형구조는 전통적인 Leontief 의 수요유도형 모형이다. 동

모형의 주요 특정은， 고정된 투입계수행렬을 가정하는 것과 최종수요의 외생적 변화가 부

문별 산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동 모형은 고정투입계수를 가정하

고， 각 부문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해 다른 부문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중간투입량 비율이 고

정되어 있다고 본다.

4. 수요유도형 생산， 고용， 부가가치
까‘까‘
τ5"기一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모형에서 최종수요 부문은 외생부문이 되고 부가가치 부문이 내생

부문으로 취급된다. 즉 최종수요의 변동이 생산의 변동을 유발하고， 유발된 생산활동은 한

편으로는 부가가치 변동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외유출인 수입 변동의

원천으로서 역할하는 것으로 본다. 이라한 유발효과는 후방승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

된다.

가. 후방승수 (backward multi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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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후방연쇄효과의 관점에서 각 산업에 배분된 SMART의 국내건설비와 수출수입 1

단위가 산출액과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간거래표

에서 성립하는 수급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중간거래표 수급방정식:

단 A: 투입계수행렬

F: 최종재 수입수요 벡터

AX+F=X (3-4)

특히 거래표 수급방정식을X 에 대해 풀면

X = (I - At 1 .E 드 GF (3-5)

의 생산유발관계식이 되어 G 드 (I - At 1형의 투입역행렬을 얻게 된다.G의 (i，j)원소

gij 를 이용하면， 산업 j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생산 후방연쇄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산업 j의 최종수요의 1단위 증가

• 이를 충족시카기 위해서는 산업 i의 산출량이 gij 만큼 증가해야 함

• 산업 j의 최종수요의 1단위에 따른 생산유발액， aF

= ε~j

위 연쇄효과에서 마지막 값 쩍가 산업 j에 대한 산출액 승수이다 행렬표기를 이용하

면 각 산업에 배분된 최종수요 1단위의 산출액 승수 벡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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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뎌X 드 짧 J ~ G'i (3-6)

다;

다음으로부가가치 승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계수 벡터 A
V

를 정의한

AV= 장 IV 흑은 V = AVX

단 V: 부가가치계 벡터 (n*l)

AV
: AV 을 대각항으로 갖는 대각행렬 (n*n)

(3-7)

A
V
의 j번째 원소 끼를 이용하면， 산업 j에 배분된 최종수요 1단위 증가는 다음과 같은

연쇄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산업 j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

•
이를 충족시카기 위해서는 산업 i의 산출량이 gij 만큼 증가해야 함

• 산업 i의 부가가치가 gij Vi만큼 증가

• 산업 j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전 산업 부가가치의 증가， 셰

= εgijV

위 연쇄효과에서 마지막 값 셰가 산업 j에 대한 부가가치 승수이다 행렬표기를 이용

하면 각 산업에 배분된 최종수요 1단위의 부가가치 승수 벡터는

- 14 -



VA
-

G=

\1lllIll---/v
l

V
n

mLFa
)

V
Q
닌 (3-8)

이다.

다음으로 고용 승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계수 벡터 Al를 정의한다;

A I = 장 IL 흑은 v = j,.,lX (3-9)

단 L: 산업별로 산출액 1단위당 고용인원을 표시한 벡터 (n*l)

j,.,l: Al 을 대각항으로 갖는 대각행렬 (n*n)

Al의 j번째 원소 !를 이용하면， 산업 j에 배분된 최종수요 1단위 증가는 다음과 같은

연쇄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산업 j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

• 이를 충족시카기 위해서는 산업 i의 산출량이 gij 만큼 증가해야 함

• 산업 i에서 고용인원이 gij li만큼 증가

• 산업 j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전 산업 부가가치의 증가， 셰

= εgijV

위 연쇄효과에서 마지막 값 셰가 산업 j에 대한 고용 승수이다 행렬표기를 이용하면

각 산업에 배분된 최종수요 1단위의 고용 승수 벡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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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ρU=

\
‘‘l
l’’’’’,,,,,,
l
/
/

1
ι1
L

I
L

n

j

:
·j

I
LQ

닌 (3-10)

이다.

후방승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X1、l폰三io「U τ까;'-9까‘ §X 프 않 J ~ G'i (3-11)

웨가지이씀 ζ“시씨바””UA (3-12)

돼쓴 §I 드 (!J~ G Al (3-13)

나. 파급효과 측정

본 절은 前 절에서 논의된 후방승수 개념을 활용하여， 후방연쇄효과의 관점에서 각 산

업에 배분된 SMART의 국내건설비와수출수입이 산업별 생산액과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

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후방승수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산업 j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액은 쩍 = εgij 이므로， 산업 j에 배분된 실제 최종수요 rj 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rj 쩍= εrj gij 가 되며， 각 산업에 배분된 최종수요 벡터 I의 생산유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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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X= rG' i, 그리고 이라한 산업별 효과를 모두 합한 총 생산파급효과는

rfax= rfGfi 이다. 부가가치 파급효과와 고용 파급효과도 유사하게 논의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총생산파급효과: r fax = r f Gf i (3 -14)

총부가가치파급효과: I' I1 V =I'G'A V (3-15)

총고용파급효과: I' I1 L = I' G' A I (3-16)

5. 산출량을 외생화한 생산， 고용， 부가가치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SMART가 전력만을 생산하는 발전전용로로 가정하여

전기출력 100MW 의 생산용량을 갖는 원전으로 가정하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건설된 SMART의 운전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부문의 생산이 외생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인 수요유도

형 산업연관모형에서는 외생부문은 최종수요이고 부가가치나 생산은 내생부문으로 취급된

다. 즉 최종수요의 외생적 변동이 국내생산의 변동을 유발하고， 유발된 생산활동은 한편으

로는 부가가치 변동의 원천으로서 역할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SMART 운전의 파급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부문의 생산을 외생화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기법

이 필요하다.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원자력발전부문을포함하여 4개 부문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균형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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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gXg+ .E= X

단， A: 원자력발전부문의 행과 열이 제거된 투입계수행렬

(3-17)

Ag: 투입계수행렬의 원자력발전부문 열 중 원자력발전부문이 제거된 벡터

Xg : 원자력발전부문의 산출액

산출액 벡터 X 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X = (I - At 1 (A g X g + .E)

최종수요가 0이라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X = (I- A) l Ag Xg

(3-18)

(3-19)

위 식은 외생화된 원자력발전부문의 산출액이 Xg 일 때 이로부터 파생된 중간재 수요

A~ X g가 유발하는 간접 생산파급효과를 계산한다. 따라서 총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위에서 도출된 간접 생산파급효과에 직접 파급효과인 Xg를 합산해줄 필요가 있다.

한편，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V = Av (I A) l Ag Xg (3-20)

단， Av : 부가가치계수벡터인 A
V
을 대각항으로 갖는 대각행렬 (n*n) ,

고용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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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Al (I A) l Ag Xg

단， Al : 고용계수벡터인 Al 을 대각항으로 갖는 대각행렬 (n*n)

6. RAS에 의한 산업연관표 예측

가. RAS 소개

(3-21)

RAS 흑은 양비례조정볍방법 (Biproportional Adjustment Method)은 Stone

(1 961)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미래 투입계수를 추계하기 위하여 개발된 가장 보편화

된 산업연관표 연장기법이다. 이 방법은 산업연관표 작성에 필요한 직접조사에 의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비조사법 (Non- survey Method)이라고도 한다.

RAS방법은， 새로운 투입산출행렬의 총산출액 그리고 중간수요행렬의 행합 및 열합의

정보가 주어질 때 기존의 투입계수행렬로부터 새로운 투입계수행렬을구하는 상황이면 언

제나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투입산출행렬과 기존의 투입산출행렬의 조합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이다:

[1] (미래의 투입산출행렬， 과거 기준년도의 투입산출행렬)

[2] (미발표 연도의 투입산출행렬， 발표연도의 투입산출행렬)

[3] (지역 투입산출행렬， 국가 투입산출행렬)

이하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사용한다:

기존의 투입계수행렬:

새로운 투입계수행렬:

새로운 투입산출행렬:

새로운 투입산출행렬의 총산출량벡터:

새로운 투입산출행렬의 중간수요합계벡터: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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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투입산출행렬의 중간투입합계벡터: 끄 c

RAS에 의한 새로운 투입계수행렬 추계는 다음 공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Ac = r Ab S (3-22)

위 식에서 f과 §는 각각 대각행렬로서 Ab를 A c로 변환시카는 승수로 해석될 수 있

다. 새로운 투입산출행렬의 총산출량벡터， 중간수요합계벡터，중간투입합계벡터등의 값을

말고 있는 경우 f과 §를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반복말고리듬을따르게 된다.

[l단계] 새로운 투입산출행렬의 중간수요합계벡터에대한 1단계 추정값 도출:

WI = Ab 즈 c

읍 ]꼬 c와의 비교를 통한 조정계수 도출:

rI=WCW~l

단， W c , W I : 각각 핀 c' 핀 1를 대각벡터로 갖는 대각행렬

(3-23)

(3-24)

읍 기존 투입계수행렬를조정해서 새로운 투입계수행렬의 추정값 도출:

Al = r 1 Ab (3-25)

[2단계] 새로운 투입산출행렬의 중간투입합계벡터에대한 2단계 추정값 도출:

U1 Xc AI' i

단， ic: 즈 c을 대각벡터로 갖는 대각행렬

i: 각 항이 모두 1 인 벡터

=응 U c와의 비교를 통한 조정계수 도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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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EcErl

단， U c' U 1: 각각 므 c' 므 1를 대각벡터로 갖는 대각행렬

(3-27)

=응 1단계의 새로운 투입계수행렬의 추정값을 조정해서 새로운 투입계수행렬의

추정값도출:

A2 = Al S 1 (3-28)

[3단계] 1， 2단계를 반복수행하되 조정계수인r k ’ Sk 가 항등행렬과 일치할 때 멈춤.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위의 반복과정은 대략 10단계 내에서 수렴한다(Hewings，

1985). 2n단계에서 반복과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Ac rAb s를 계산하기 위한

f ,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r r n r 1

S Sl Sn

7

"

A~ = r A" s = r ~ __ r , A" s , __ s1 L ~b vI··· (3-29)

Bacharach (1 970)은 행렬 조정에 대한 Uribe , de Leeuw and Theil (1 965)의 정

보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RAS가 다음과 같은 최소화문제의 解와 동일함을 보인 바 있다:

Minε 려 log 책
I ,J α7J

subject to Ac즈 c 핀 c and

xcAc' i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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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최소화문제의 목적함수는ε a~ { log왜 - log생 }로 쓸 수 있으므로 결국 RAS

는 열합과 행합의 제약조건을 충족하면서 기존의 투입산출행렬과 가장 가까운 행렬을 찾는

기법으로 볼 수 있다.

r , s 의 경제적 의미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Stone (l 961)은 rl를 i투입

재가 다른 투입재들에 의해 대체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대처l효과(substitution effects)

적도로， 그리고 Sj 를 산업j가 단위 산출량당 중간재투입의 소비를 증가(감소)시카는정도

를 측정하는 가공도변화(fabrication effects) 적도로 해석하였다. Leontief(l 941)은

ri를 산업i의 증가된 생산성의 적도로서 그리고 Sj를 산업j의 증가된 생산성과투자율 감

소의 혼합효과의 적도로서 정의하였다. 이라한 경제적 해석과는 대조적으로， RAS기법을

제약조건하의 최적화문제의 해로서 나타나는 단순한 계산과정으로보는 비판적 시각을 갖

고 있는 많은 학자들도 있다(Miller and Blair, 1985).

나. RAS에 의한 산업연관표 예측

기준연도(b) 와 비교연도(c), 두 개 년도의 산업연관표가 이용 가능할 때 새로운 미래

년도(t) 의 산업연관표를 RAS에 의해 예측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단계]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앞서 논의한 RAS방법에 의

해 아래 관계가 성립하는 r , s을 구함:

A~ = r A" s = r ~ __ r , A" s , __ s1 L ~b v 1 .

[2단계] 목표연도 산업연관표 예측:

At = i(t-b)/(c-b). A
b

• S(t-b)/(c-b)

= f (t c)/(c b) • Ac • § (t c)/(c b)

(3-31)

(3-32)

예를 들어 기준연도는 2005년이고 비교연도는 2007년 그리고 예측목표연도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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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일 때 위에서 논의한 2단계의 예측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l단계] 2005년과 2007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f , §을 구함:

A"nn '7 r A"nn r-: S r ~ r 1 A"nn r-: S 1 S2007 ~ L ~2005 v ~ n … 1 L ~2005 v 1 .

[2단계] 2010년 산업연관표 예측:

(3-33)

(t-b)/(c-b)

(t-c)/(c-b)

(2010-2005)/(2007-2005) = 2.5

(2010-2007)/(2007-2005) = 1.5

A~n， n r2.5 • A~nnc • S2.5 r1. 5 • A~nm • S1.52010 ~ ι ~2005 v ~ ι ~2007

제 2절 통계자료

1. 산업연관표

(3-34)

본 연구는 분석의 기준년도인 2010년의 투입계수표를예측하기 위해 2005년과 2007

년 경상 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산업연관분석을적용하기 위해 산업연관표상의 부문들을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재분류하였는데， 2005년과 2007년 한국은행 통합대분류(28개

부문)를 기본으로 하되 원자력연구개발의 영향을 받는 무기화학기초제품(기본부문147) ,

전력시설건설(기본부문317) , 원자력발전(기본부문300) ， 사엽서비스(통합중분류69) 부

문들을 별도로 분리하였고， 원자력外 전력부문도 수력(기본부문298) ， 화력(기본부문

299) , 자가발전(기본부문301) 으로 세분하였다. 따라서 총357B 산업부문으로 재구성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며 구체적 산업분류는 [표 3-4]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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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조 3 캠 광}경제 파급효과분석을위한산업연관표 재분류

텀톨톨샌|톨등111I톨훌를톨임II

ι톨훌뜸....검월훌훨

분류번호

기본부문

(2005 , 2007 년)

1-29
30-44
45-84
85-113
114-128
129-130
131-141
142-146 , 148-171
147
172-187
188-208
209-219
220-239
240-267
268-273
274-287
288-297
298
299
300
301
302-304
305-316 , 318-320
317
321-322
323-326
327-340
341-347
348-353
354-360 , 368-371
361-367
372-373
374-383
384-400
401-403

통합

대분류19

대분류20

대분류21

대분류22

대분류23

대분류9

대분류10

대분류11

대분류12

대분류13

대분류14

대분류15

대분류16

대분류1

대분류2

대분류3

대분류4

대분류5

대분류6

대분류7

중분류54

중분류67

대분류25

대분류26

대분류27

대분류28

딛g

멤맨M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폼

목재，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석유，석탄제품

2.
3.
4.
5.
6.
7.
8.
9.
10. 비금속광물제품
11. 저11 차금속

12 금속제품

13. 일반기계
14. 훌를톨첼
15 정밀기기

16. 수송장비
17. 기타제조업
18 수력

19. 화력
20. 훌윌뭘
21 자가발전

22. 도시가스 및 수도

23. 건설(전시건 외)

24 κ~A탤흩탤

25. 도소매
26. 음식점및숙박
27 운수

28. 통신및방송
29. 뚫웰뭘

30 부동산및사회서비스

3 1. r.'IF.!밑i똥BIi톨월임|

32. 공공행정및국방
33 교육및보건

34. 사회및기타서비스
35. 기타

2. 국내건설비의 산업별 구성

본 연구는 2개의 선행연구로부터 SMART 1기의 국내건설비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율

를 산정한다. 첫 번째 션행연구로서 한국전력기술(2001)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에

서 제시한 SMART 상용로(SMART-P) 의 2000년 불변가 건설사업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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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SMART(17l) 건설사업비 산정결과(2000년 불변가) (단위:백만원)

등ζ그f~므 1 호기

언도 총건설비 전력설비 담수설비

직접비 주기기 구매비 57,954 52 ,929 5,025
토건 공사비 64,201 58 ,992 5,209
기전 공사비 88,988 82 ,876 6,111
담수화 설비 38,000 O 38 ,000
소계 249 ,143 194,797 54,346

간접비 설계기술용역비 15,920 13,636 2,284
외자조작비 4,607 3,450 1,158
사업주비 7,474 5,844 1,630
용지비 6,420 5,019 1,400
소계 34,421 27 ,949 6,473
여 I I::J I I::J I 10,537 8,302 2,235

순건설사업비 294,102 231 ,048 63 ,053
건설중이자 32 ,234 25 ,323 6,911
건설사업비 계 326 ,335 256 ,371 69 ,964

본 연구에서는 위 건설사업비에서 전력설비 건설비만 고려하며， 2000년~2009년 기

간 동안 연평균 생산자물가상승률 2.22%를 적용하여 2010년 불변가격으로 변환한다.

[표 3-6] SMART(17l) 건설사업비 산정결과(2010년 불변가) (단위:백만원)

언도

직접비 | 주기기 구매비

토건 공사비

기전 공사비

담수화 설비

간접비 | 설계기술용역비
외자조작비

사업주비

용지비

떼-
쩌
-
짧

-m

-
없
-
쩌
-
쩨

등f!크므
〈그 ---,

여 I I::J I I::J I

건설중이자

건설사업비 계

다음으로 각 건설사업비 항목을 한국전력기술(2001)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관련 산업

으로 배분한 다음예 산업부문별 구성비율을 계산한다. 계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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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꺼 한국전력기술(2001)의 SMART(17l) 건설사업비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율

건설사업비 계

169 ,151

73 .477

35.838

27 ,325

13 ,530

319 ,321 100.00

SMART 1기에 대한 국내건설비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션

행 연구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2004)에서 고려한 KSNP형 원전의 연도별 건설비 항목별

수치를 활용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울진5 ， 6호기， 선고리1，2호기， 선고리3，4호기， 선월성

1， 2호기에 대한 수치만을 고려한다. 이들 KSNP형 원전의 연도별 건설비를 2010년 기준

생산자물가에 의해 불변화하여 총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표 3-8] KSNP형 원전의 2010년 기준 불변 건설사업비 총액 (단위: 백만원)

JI 자재

원전언료

건설/시공

설계용역

건설이자

외자조작비및보험료

비품I::J I(기타제조)

일반관리비

(본부.건설.해외공급)

일반관리비

(시운전정비지원)

예I::J I I::J I

위의 수치를 각 원전의 발전설비용량으로 나누어서 합하면 아래와 같다.

1) 2010년 기준 생산자물가는， 먼저 2005년 기준 생산자물가 자료와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2010년

과 2011년에 대해 예측한 다읍에， 2010년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불변화하는 과정을 거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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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KSNP형 원전의 2010년 기준 불변 건설사업비의 가중합 (단위: 백만원)

합계(원/kW)
ru 己

'L..:o:·.t::::f ·ccr·L!,;.;.

JI 자재 h t:; LlRLl ."«, 전자.전기기기

원전언료 5,541.91 기조무기화학물

건설/시공 39.717 ‘ 84 전력시설건설

설계용역 11.595.38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건설이자 :'<Ll qhR R() 그며용-보 L임

외자조작비및보험료 1,722 .48 그며용-보L임

비품비(기타제조) 206.97 기타제조

일반관리비(본부.건설.해외공급) 10,322.74 부가가지

일반관리비(시운전정비지원) 1.889.4σ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여I I::J I I::J I 4,826.72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위의 수치를 산업별로 재분배하고 총 건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전력기술(2001)에서 도출된 산업별 구성비율을 오른편 열에 제시하였

다.

[표 3-10] 원자력연구소(2004)의 SMART(17l) 건설사업비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율

3.14
37.15

0.12
22.53
20.81
10.39
5.86

100.00

제3절 실증 분석

1. SMART 국내 건설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가. 분석 구조

0.00
52.97

0.00
23.01
11.22
8.56
4.24

100.00

SMART 1기의 국내건설과 관련된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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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의 국내 총건설비에 산업부문별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업부문별로 건설비를 배분

하고 이렇게 도출된 산업부문별 건설비를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모형에 최종수요로서 입력하

여 각종 파급효과를 계산한다.

이때 국내 총건설비는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산업부문별 구성비율은 선행연구에서 인용

한다.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1) SMART 1기의 국내 총건설비에 대한 시나리오

O 시나리오1: 6 ， 800억원

O 시나리오2: 8 ， 000억원

(2) 국내 총건설비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율을 선행연구로부터 인용함

O 션행연구1: 한국전력기술(2001) 의 SMART-P 상용로의 건설비의 구성비율을

차조

단， 담수설비 건설비는 제외하고 전력설비 건설비의 구성비율만 참조

O 션행연구2: 한국원자력연구소(2004) 의 KSNP형 원전의 건설비 구성비율을 참조

단， 울진5 ， 6호기， 선고리1， 2호기， 선고리3，4호기， 선월성1， 2호기를 KSNP의

대표 원전으로 고려하며， 각 원전의 발전용량을 가중치로 하여 산업부문별 건설

비의 가중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구성비율을 계산함.

산업연관모형 계산의 기준년도는 2010년으로 하되 각종 파급효과 계산을 2010년 한

시점으로 현재가치화 하여 계산한다. 이라한 접근은 선행연구인 한국전력기술(2001) 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에서 사용된 접근이다. 2010년 산업연관표는 가장 최근에 발

표된 2005년과 2007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RAS방법에 의해 예측한다.

나. 분석결과

(1) 생산 파급효과

SMART 1기의 국내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건설비가 6 ， 800억원인 경우에는 건

설비의 산업 구성비율에 따라 1조 2 ， 839억원에서 1조 3 ，1 02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건

설비가 8 ， 000억원인 경우에는 1조 5 ，1 05억원에서 1조 5 ，4 14억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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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SMART(17l) 국내건설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원)

(2) 부가가치 파급효과

SMART 1기의 국내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건설비가 6 ， 800억원인 경우에

는 건설비의 산업 구성비율에 따라 4 ， 741억원에서 5 ，1 31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비

가 8 ， 000억원인 경우에는 5 ， 578억원에서 6 ， 037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국

내 건설비 중에서 부가가치로 분류된 금액을 포함하는 총 유발액이다.

[표 3-12] SMART(17l) 국내건설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억원)

(3) 스마트1기 국내건설의 고용 파급효과

SMART 1기의 국내 건설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는， 건설비가 6 ， 800억원인 경우에는

건설비의 산업 구성비율에 따라 10，1 90명에서 10 ， 226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비가

8 ， 000억원인 경우에는 1 1， 988명에서 12 ， 031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3-13] SMART(l기) 국내건설의 고용유발효과 (명)

2. SMART 국내 운전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 29 -



가. 분석 구조

SMART 1기의 국내 운전과 관련된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SMART의 수명기간(60년) 동안의 산출액을 2010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도출된

산출액을 원전 부문의 산출액이 외생부문으로 처리된 산업연관 파급효과분석 모형에 입력

하여 각종 파급효과를 계산한다. 이때 총 산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010년 기준 스마트 산출액 = 운전년수 * 발전용량 * 이용율 * 판매단가

단，

O 운전년수 = 60년

O 발전량(단위: kW):

가정 1: 설비용량 전체가 전력생산에 이용된다고 가정함. 발전량=100MWe

- 가정 2: 설비용량의 90%가 전력생산에 이용된다고 가정함. 발전량=90MWe

O 이용율: 90%

O 판매단가: 66.34원/kWh (2009년 평균단가)

나. 분석결과

(1) 생산 파급효과

SMART 1기의 국내 운전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발전용량에 따라 원전 부문에서의 직

접효과가 3 ， 224억원에서 3 ， 582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산업부문에서 유발된 간접효

과는 1， 431억원에서 1， 589억원으로 분석되었고， 직간접 총효과는 4 ， 655억원에서 5 ,1 72

억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3-14] SMART(17l) 국내 운전의 생산 유발효과 (단위: 억원)

발전용량 시나리오 간접 ;-t「l1t닐H 직간접

바르저」용랴a 90,OOOkW 1,431 3,224 4,655

100,OOOkW 1,589 3,582 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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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 파급효과

SMART 1기의 국내 운전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발전용량에 따라 원전 부문에서

의 직접효과가 2 ， 259 억원에서 2 ， 510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산업부문에서 유발된

간접효과는 579억원에서 643억원으로 분석되었고， 직간접 총효과는 2 ， 838 억원에서

3 ，1 53억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3-15] SMART(17l) 국내 운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억원)

발전용량 시나리오 간접 ;-t「l1t닐H 직간접

발전용량 1

90,000kW 579 2,259 2,838

100,000kW 643 2,510 3,153

(3) 스마트1기 국내건설의 고용 파급효과

SMART 1기의 국내 운전에 따른 고용 유발언원은 발전용량에 따라 원전 부문에서의

직접효과가 65명에서 72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산업부문에서 유발된 간접효과는 677

명에서 753명으로 분석되었고 직간접 총효과는 742명에서 825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3-16] SMART(17l) 국내 운전의 고용 유발효과 (단위 : 명)

발전용량 시나리오 간접 ;-t「l1t닐H 직간접

발전용량 1

90 ,000kW 677 65 742

100,000kW 753 72 825

3. SMART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가. 분석 구조

SMART의 해외 수출과 관련된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

SMART의 수출대수와 수출대수에 따른 국내 총건설비 단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2)

여기에서 계산되는 수출금액예 산업부문별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업부문별로 수출 건설비를

배분하고 (3) 이렇게 도출된 산업부문별 수출 건설비를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모형에 최종

수요로서 입력하여 각종 파급효과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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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내 총건설비는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산업부문별 구성비율은 선행연구에서 인용

한다.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1 -1) SMART의 수출대수에 따른 수출 건설비 단가에 대한 시나리오2)

O 시나리오 1: 6 ， 800 억원(1 71) => 4기부터 5 ， 542억원 (감소율=18.5%)

O 시나리오 1: 8 ， 000 억원(1 71) => 471부터 6 ， 520억원 (감소율=18.5%)

(1 -2) 수출대수 시나리오: 171~1071

(2-1) 국내 건설비 단가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율을 선행연구로부터 인용함

O 션행연구1: 한국전력기술(2001) 의 SMART-P 상용로의 건설비의 구성비율을

참조

단， 담수설비 건설비는 제외하고 전력설비 건설비의 구성비율만 참조

O 션행연구2: 한국원자력연구소(2004) 의 KSNP형 원전의 건설비 구성비율을 참조

단， 울진5 ， 6호기， 선고리1， 2호기， 선고리3，4호기， 선월성1， 2호기를 KSNP의

대표 원전으로 고려하며， 각 원전의 발전용량을 가중치로 하여 산업부문별 건설

비의 가중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구성비율을 계산함.

(2-2) 수출 건설비 단가의 국내 조달 부분을 선행연구(한국전력기술，200 1;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2005) 에 기초하여 결정함

국내조달 건설비 항목: 설계기술용역비， 주기기 구매비， 기전공사비

해외조달 건설비 항목: 토건 공사비

- 토지비는 무상으로 가정하여 건설비에서 제외

2) 참고로 한국전력기술 (2001) 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에서는 반복 건설에 따른 건설비 감소율을

18.1%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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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SMART(1기) 수출 건설비의 산업구성비율(단위:%)

산업부문

0.00 3.14
56.69 37.15
0.00 0.12
0.00 0.00
9.88 19.84
9.28 10.39
0.00 5.86

100.00 100.00

나. 분석결과

(1) 생산 파급효과

(1 -1) 건설비 단가 시나리오 1의 경우(1기의 6 ， 800억원 => 4기부터 5 ， 542 억원)

SMART 수출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수출대수가 171일 경우에 8 ， 987억원에서

9 ， 686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7조 3 ， 244억원에서 7조 8 ， 941억원

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 SMART 수출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원)

수줄건설비의 산업구성비율

수출대수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 (2004)
9,686 8,987

2 19,372 17,974
3 29,058 26,961
4 31 ,576 29,298
5 39 ,470 36,622
6 47,364 43,947
7 55,259 51 ,271
8 63,153 58,595
9 71 ,047 65,920
10 78,941 73,244

(1 -2) 건설비 단가 시나리오 2의 경우(1기의 8 ， 000억원 => 4기부터 6 ， 520 억원)

SMART 수출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수출대수가 171일 경우에 1조 573억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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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395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8조 6 ， 170억원에서 9조 2 ， 871 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3-19] SMART 수출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원)

수줄건설비의 산업구성비율

수출대수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 (2004)
11 ,395 10,573

2 22 ,791 21 ,146
3 34,186 31 ,719
4 37,149 34,468
5 46 ,436 43,085
6 55,723 51 ,702
7 65,010 60,319
8 74,297 68,936
9 83,584 77,553
10 92,871 86,170

(2) 부가가치 파급효과

(2-1) 건설비 단가 시나리오 1의 경우(l기의 6 ， 800억원 => 4기부터 5 ， 542 억원)

SMART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수출대수가 1기일 경우에 3 ， 394억원에서

3 ， 9405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2조 7 ， 664억원에서 3조 2 ， 111억원

으로 분석되었다.

김조 3-2)] s\매RI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억원)

수줄건설비의 산업구성비율

수출대수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 (2004)
3,394 3,940

2 6,789 7,880
3 10,183 11 ,820
4 11 ,066 12,844
5 13,832 16,055
6 16,598 19,266
7 19,365 22 ,477
8 22 ,131 25 ,689
9 24,898 28,900
10 27,664 32 ,111

(2-2) 건설비 단가 시나리오 2의 경우(l기의 8 ， 000억원 => 4기부터 6 ， 52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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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수출대수가 1기일 경우에 3 ， 993 억원에서

4 ， 635 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 가 수출될 경우 3조 2 ， 546 억원에서 3조 7 ， 777 억원

으로 분석되었다.

김조 3-21] s\매RI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억원)

수줄건설비의 산업구성비율

수출대수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 (2004)
3,993 4,635

2 7,987 9,271
3 11 ,980 13,906
4 13,018 15,111
5 16,273 18,889
6 19,528 22 ,666
7 22 ,782 26 ,444
8 26 ,037 30 ,222
9 29 ,291 34,000
10 32 ,546 37,777

(3) 고용 파급효과

(3-1) 건설비 단가 시나리오 1의 경우(l기의 6 ， 800억원 => 4기부터 5 ， 542 억원)

SMART 수출에 따른 고용 유발언원은， 수출대수가 171 일 경우에 3 ， 616명에서

3 ， 688명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29 ，4 71명에서 30 ， 060명으로 분석되었

다.

[표 3-22] SMART수출의 고용 유발효과 (단위 : 명)

수줄대수 수줄건설비의 산업구성비율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 (2004)
3,688 3,616

2 7,377 7,232
3 11 ,065 10,848
4 12,024 11 ,789
5 15,030 14,736
6 18,036 17,683
7 21 ,042 20 ,630
8 24,048 23 ,577
9 27,054 26 ,524
10 30,060 29 ,471

(3-2) 건설비 단가 시나리오 2의 경우(l기의 8 ， 000억원 => 4기부터 6 ， 52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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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수출에 따른 고용 유발언원은， 수출대수가 171일 경우에 4 ， 254명에서

4 ， 339명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34 ， 672명에서 35 ， 364명으로 분석되었

다.

[표 3-23] SMART수출의 고용 유발효과 (단위 : 명)

수줄대수 수줄건설비의 산업구성비율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 (2004)
4,339 4,254

2 8,678 8,509
3 13,017 12,763
4 14,146 13,869
5 17,682 17,336
6 21 ,218 20 ,803
7 24,755 24,271
8 28,291 27 ,738
9 31 ,828 31 ,205
10 35,364 3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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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MART의 재무적 경제성 평가

제 1절 연구방법론

특정 투자 흑은 사업에 대한 편익 비용분석 (Benefit-Cost Analysis: BCA)은 현

금할인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비현금흐름할인볍

(Non - Discount Cash Flow Method)은 계산법이 간단하여 쉽게 적용이 가능하나 현

금흐름의 시간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 투자안이나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현금흐름할인볍(Discount Cash Flow

Method : DCF)으로 이루어져왔다. DCF법은 할인율을 이용해 시간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 내부수익률(Interal Rate of

Return: IRR) ,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io: B/C ratio)등이 있다(윤원철，

2001) .

DCF법은 자본투자사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전통적인 자본예산법이다. 순현재가치법은

현금흐름할인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순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투자 등 현금유출의 현가를 차

감하여 순현금흐름의 현가를 도출하는 가치평가법이다. 투자 사업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을 활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투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
-H

T

ε

내

vmM (4-1)

단， NPV : 투자안의 순현재가치

eFt 미래 현금흐름 (발생수익 비용)

r 할인율 T 투자안의 기간 수

본 연구는 현금흐름할인볍 (DCF) 중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하여 SMART사업의 재무적

경제성의 분석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건설시의 SMART의 평준화발전단

가 산출 및 손실액 규모 추정， SMART의 수출가격 산출，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산출을 그 분석 범위로 한다 3)

3) 순현재가치법은 향후 사업의 전개방향이나 제반 환경이 확실성에 기반하고 있을 경우

타당한 가치평가법이다. 본 연구는 SMART사업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추가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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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법은 가치평가에서 시간에 대한 가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비현금할인법에 비해

우수한 가치평가법이라 할 수 있으나 몇가지 제약도 갖고 있다.

첫째， DCF법은 가치평가 시 내외부 환경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향후

사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운영상의 대안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다. SMART와 같은 다목적 중소형원자로과 같은 선흥 시장은 사업 환경의 변화가

섬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자는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그러나 DCF

법은 의사결정자가 보유한 유연성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다. 따라서 DCF법에 의한 가치

평가는 투자안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둘째， 미래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측정에 대한 가정이다. 가치평가에 있어서 투

자안으로 인한 미래수익의 측정은 프로젝트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미래의 현금흐름과 위험의 정도를 실제로 측정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연

구자의 자의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제 2절 현금흐름할인법 (DCF) 방법에 의한 실증연구

1. SMART 국내건설의 평준화발전단가산출

SMART는 열출력 330MWth의 설비용량으로전력뿐만 아니라 담수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분석의 편의상 SMART가 전력만

을 생산하는 발전전용로로 가정하여 전기출력 100MW를 가정하여 SMART의 국내건설

시 평준화발전단가를 산출하였다[표 4-1 J. SMART의 건설비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5 ， 000 억원， 6 ， 000 억원， 6 ， 800 억원， 8 ， 000억원의 4가지 경우를 각각 고려하였으며 그

외의 기본적인 입력자료는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표 4-1] SMART의 평준화발전단가(국내건설) (단위:원/kWh)

을 실물옵션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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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용률 90%와 할인율 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SMART의 재무적 경제성은 SMART가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정산단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일례로 풍력에 적용되고 있는 정단단가인 107원/kWh를 적용하면 SMART의

경제성이 확보되지만 원자력의 정산단가인 35.5원을 적용하게 되면 SMART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의 평균정산단가인 66.34 (원/kWh)를 SMART의 정산단가

로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1] 의 SMART의 평준화발전단가는모든 경우에 있어서 2009년도의 평균정산

단가인 66.34 (원/kWh)을 상회하므로 평균정산단가를적용할 경우 SMART 국내건설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SMART 국내건설시 수명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

실규모는 [표 4-2] 과 같다.

[표 4-2] SMART 국내건설시 예상되는 손실 규모 추정 (단위: 억원)

SMART 건설비 연간 손실액
수명기간동안

손실액의 현가

5000 7.9 104
6000 83.9 1,104
6800 144.7 1,904
8000 235.9 3,104

※ 주: 2009년 평균정산단가를 적용함

[표 4-2] 에서는 SMART 건설비 시나리오에 따라서 손실액의 규모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명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액의 현가를 삼펴보면， SMART 건설비가 5,000

억원일 경우 104억원이며 건설비가 6 ， 800억원으로 증가하면 손실액은 1， 904억원으로

증가하고 건설비가 8.000억원일 경우의 손실액은 3.1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물론 이라한 손실액의 규모는 SMART에 적용할 정산단가에 크게 좌우된다.

이라한 손실액 규모는 SMART가 국내에 1기 건설되고 후속기의 건설이 없으며

SMART의 수출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SMART는 국내건설이 목적이 아니고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국내 1기

건설은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 플랜트(demonstration plant)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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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건설은 수출을 위한 하나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루어질

SMART의 수출 기수 및 수출 가격에 의하여 종합적인 손실 및 이익을 분석해야 할 것이

다.

2. SMART의 수출가격 산정

가. 수출가격 산출 방법

SMART는 CCGT(가스복합화력)와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CCGT의 평준화발전단가를 산출한 후， 이 평준화발전단가와 동일한 수준의 평준화발전단

가를 보장 하는 SMART의 건설비를 산출하였으며 바로 이 건설비를 SMART의 수출가

격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MART의 수출가격을 SMART의 건설비에

일정한 마진을 추가하여 산출하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중소형 발전시장에서

SMART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수준의 수출가격을 산출하도록 노력하였다.

SMART의 수출가격의 산출을 위하여 (4-2) 식을 설정하였다.

TC,mnrf x CRF(r,η )

…… + Fuelsmαrt + O&M smart = LGCccgt
AC감mαrt

여기서，

(4-2)

T~mart는 SMART의 총건설비(원)， CRF는 자본회수계수이고r은 할인율， n은 발전

설비의 수명기간(년)， AC감mart는 연간 발전량(kWh) , FUELsmart은 연료비(원/kWh) ，

O&M smart은 운전유지비 (원/kWh) ， LGCccgt는 CCGT의 평준화발전단가(원 /kWh) 를

나타낸다. 따라서 (4-2) 식은 SMART의 평준화발전단가와 CCGT의 평준화발전단가를

일치시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4-2) 식을 Tαm，o， rt 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0 -



(LGCccat - Fuelsmart - O&M smart) X A Gsmart
T~mart = ι7

CRF(r， η)
(4-3)

바로 TC깅mαrt가 CCGT와 평준화발전단가를동일하게 보장하는 SMART의 건설비로

서 SMART의 수출가격이 된다.

나. CCGT(가스복합화력)의 평준화발전단가산정

CCGT의 평준화발전단가산정은 SMART의 건설단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CCGT의 평준화발전단가의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입력자료는국내의 자료가 아

니라 외국 특히 수출대상국의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대상국의 자료를 직접

구하지 않았다. 특정 수출대상국을지정하여 그에 따른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CCGT의 평

준화발전단가를산출하기 보다는 국제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료를 이용하였

다. 그리고 중요한 변수에 대하여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SMART가 경쟁력을 가

질 수 있는 SMART의 수출가격 수준을 전망하였다.

CCGT의 평준화단가산정을 위한 기본 입력 자료는 IEA/NEA에서 2010년에 발간한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이하 IEA/NEA연구 (2010)로 표기)

를 참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순건설비 (overnight cost)

IEA/NEA연구(2010)에서는 회원국이 제출한 입력자료의 중앙값(median)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평준화발전단가를산출하였다. 또한 평준화발전단가의 불확실성의

범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각종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IEA/NEA연구(2010)에서의

CCGT의 발전설비용량의 중앙값은 480MW이며 순건설비는 1,069 ($/kW)이다. 본 연

구에서는 SMART와 동일한 발전설비용량인 100MW의 CCGT에 대한 순건설비를 산출

하기 위해서 IEA/NEA연구(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전설비용량인 480MW과의 발

전설비용량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scaling factor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과같다.

480M~γ 100M~γ O 디디
CCGT(100MW)의 순건설비 = CCGT(480MW)의 순건설비 X(τ긴:;)× (τ긴~)U.bb

- 41 -



여기서 0.55는 scaling factor이다 4) scaling factor가 1이면 100MW의 순건설비

($/kW)는 기존의 480MW의 순건설비($/kW)와 동일하게 되며 scaling factor가 1보

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00MW의 순건설비($/kW)는 480MW의 순건설비($/kW)보

다 많아지게 되어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게된다. CCGT(480MW)의 순건설비가

1,069 ($/kW)이므로 이상과 같은 과정을 적용하면 CCGT (l OOMW)의 순건설비는

2 ,1 65 ($/kW)가 된다.

(2) 운전유지비

IEA/NEA 연구 (2010) 에서 제시하고 있는 CCGT 운전유지비의 중앙값은

4.48 ($/MWh)이다. 운전유지비에 대하여도 발전설비용량 감소에 따른 규모의 비경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순건설비 산정에서 고려했던 동일한 scaling factor인 0.55를 적용하였

다. 결과적으로 CCGT (l OOMW)의 순건설비는 9.07 ($/MWh)로 산출되었다.

(3) 연료비

IEA/NEA 연구 (2010) 에서 제시하고 있는 CCGT 연료비의 중앙값은

10.23 ($/MMBtu)이다. CCGT의 연료비에 대하여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중앙값을 기

준으로 연료비가 10%상승 및 하락하는 경우와 20%상승 및 하락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또한 열효율은 IEA/NEA연구(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57%(NET)를 가정하였다.

(4) CCGT(가스복합화력)의 평준화발전단가산출 결과

이상의 입력자료를 기준으로하고수명기간 30면， 할인율 7.5% , 이용률 85%를 가정하

여 산출된 CCGT (l OOMW)의 평준화 발전단가는 [표 4-3] 과 같다.

4)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입력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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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CCGT(lOOMW)의 평준화발전단가($/MWh)

48.90

83.52

55.01

89.63

67.23

101.85

73.34

107.96

[표 4-3]은 CCGT의 평준화발전단가가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23 ($/MMBtu)일 경우의 평준화발전단가는

95.74 ($/MWh)이며 천연가스 가격이 이보다 20%하락한 8.18 ($/MMBtu)일 경우의

평준화발전단가는 83.52 ($/MWh)로 하락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기준가격인

10.23 ($/MMBtu)보다 20% 상승하면 평준화발전단가는 107.96 ($/MWh)로 상승하게

된다.

다. SMART의 수출예상가격 산출

SMART 수출가격은 (4-3)식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SMART 수

입국의 CCGT 평준화발전단가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SMART의 연료비， 운전유지비， 연

간발전량， 할인율 및 수명기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SMART의 연료비， 운전유지비，

연간발전량은 국내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환율은 1$당 1.000원을 적용하였다.

SMART 수출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로는 수입국의 CCGT 평준화발전단가와

수입국의 할인율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3)식을 이용하여

SMART 수출가격을 산출하되 천연가스가격과할인율에 관하며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도

록 하였다. 천연가스 가격은 [표 4-3] 에서 상정한 가격을 고려하였으며 할인율은 8% ,

10%, 12%를 고려하였다.

이상의 가정 하에서 (4-3)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SMART의 수출가격은 [표 4-4]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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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SMART 수출가격 추정 (단위 : 백 만$)

동일한 할인율 하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수록 SMART의 수출가격은 상승하며

동일한 천연가스 가격 하에서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SMART의 수출가격은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할인율은 수입국의 재무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간주할 수 있으

므로， 수입국이 SMART 수입에 따른 재무조달 능력이 부족할수록 SMART 수출가격은

하락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재무조달 능력이 좋을수록 SMART 수출가격

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션전국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

발도상국은 션전국에 비하여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실제

로 SMART의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크므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할인율인 10%하에서의 분석이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할인

율 10%하에서의 SMART 수출가격은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5억 6천만 달러에서 7억 5

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EA/NEA연구 (2010) 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

앙값인 10.23 ($/MMBtu)의 천연가스 가격하에서의 SMART 수출가격은 약 6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는 SMART가 수출을 통하여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SMART 건설비가 6억 6천만 달러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

론 천연가스 가격이 이 보다 20% 상승하여 12.28 ($/MMBtu)이 된다면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는 SMART 건설비는 7억 5천만 달러로 상승하게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가수입

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은 11.7 ($/MMBtu)이며5)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08년에

SMART를 대상으로 수행한 “중소형원자로기술고도화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보고서” 에

서는 7.23 ($/MMBtu) 의 천연가스 가격을 적용한 바 있다.

3.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분석

S)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입력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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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MART 수출의 경 제 적 이윤 분석

)、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는 SMART 수출가격과

SMART의 건설비이며， SMART의 수출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로는 수입국이 직

면하는 할인율과 천연가스가격을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SMART의 건설비 산출을 위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SMART의 건설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SMART

건설비는 1기부터 3호기까지는 최초호기 수준으로 유지되고 4호기부터는 최초호기의 건

설비보다 18.5%가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라한 가정은

2005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l)에서 수행한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의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에서 적용한 가정을 따른 것이다.

SMART 수출의 이윤분석에서는 SMART의 최초호기 건설비로 6 ， 800억원과 8 ,000

억원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SMART의 건설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따르게 된다.

시나리오1: 6 ， 800억원(1~3호기)， 5 ， 542억원(4호기 이후)

시나리오2: 8 ， 000억원(1~3호기)， 6 ， 520억원(4호기 이후)

또한 SMART 수입국의 할인율은 10%를 가정하였다.

(1) 건설비 시나리오1하에서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산출 (단위: 백만$)

천연가스의 가격이 기준가격인 10.23$/MMBtu하에서는 471를 수출하면서부터 양의

경제적 이윤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71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윤은 약 2억 2천만

달러이며 871를 수출하면 경제적 이윤이 6억 2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

가스 가격이 12.28$/MMBtu 로 상승하면 371 수출부터 양의 이윤이 실현되는 것으로 추

정되었으며 4기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윤은 6억 달러， 8기 수출시 약 14억 달러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의 실현 여부는 천연가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20%하락한

8.18$/MMBtu하에서는 항상 음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함을 말 수 있다.

할인율 8%와 12%일 경우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범위 분석결과는 부록1 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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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SMART 수출의 경제적[표 4-5] 건설비 시나리오1하에서의

-311
431

-552
19

-163
158

-153
147

-142
137

(2) 건설비 시나리오2하에서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산출 (단위: 백만$)

건설비가 시나리오2에 따라 변할 경우는 기준 천연가스 가격인

10.23$/MMBtu 하에서 항상 음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가

격이 기준가격보다 10% 상승한 1 1. 25$/MMBtu 하에서는 SMART를 6기 수출하면서부

터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가격이 12.28$/MMBtu 로 상승하

면 4기 수출부터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의

할인율 8%와 12% 일 경우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범위 분석결과는 부록1 에

수록하였다.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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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599

-743
-296

292
-288
-285

281
-277

274

[표 4-6] 건설비 시나리오2하에서의

-503
695

-888
-488

532
-577
-621

666
-710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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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발생 영역 제시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은 SMART 수입국의 할인율과 천연가스가격에 많은 영

향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SMART의 건설비도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에 영향을 많

이 주는 항목이다. SMART의 건설비가 시나리오1 에 따라 변할 경우 SMART 수출의 경

제적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할인율 천연가스가격 수출대수 등의 영역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시나리오1에 따른 경제적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

할인율이 낮을수록， 천연가스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출기수가증가할수록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가격이 기준가격보다 20% 높

을 경우 SMART 수입국의 할인율이 8%라면 171를 수출해도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지만

할인율이 10%인 경우는 371. 12 인 경우는 471를 수출해야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MART의 건설비가 시나리오2에 따라 변할 경우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이 발

생할 수 있는 할인율， 천연가스가격， 수출대수 등의 영역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시나리오2에 따른 경제적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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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의 건설비가 시나리오2에 따라 변하게 되면 시나리오1 에 비하여 SMART 수

출의 경제적 이윤 영역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 수 있다. 기준 천연가스가격과할인

율 10%인 경우를 가정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수출기수와상관없이 SMART 수출의 경

제적 이윤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할인율 8%하에서는 천연가스가격의 변

화에 따라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SMART의 잠재적 수

입국은 개발도상국이므로8%의 할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SMART 건설비가 시나리오 2에 따른다면 SMART 수출의 경제적 타당성 확

보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판단된다. SMART의 건설비 수준이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

윤 실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말 수 있다.

수입국의 할인율과 천연가스가격은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는주어진 조건이

다. 따라서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확보 가능성을높이기 위해서는 SMART 건설비

절감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나. SMART 수출의 국민경제적 이윤 분석

본 연구에서 SMART의 수출단가는세계 중소형원전 시장에서 경쟁대상인 가스터빈발

전의 적정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SMART의 수출단가와건설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에 따른 수익이나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라한 수익 규모는 수출단가가높을

수록(천연가스국제가격이 높고 수입국의 할인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건설비 단가가 낮을

수록 커질 것이다. 이라한 수익 내지 손실을 양의 흑은 음의 부가가치로서 간주하면， 산업

연관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과 합하여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부가가치 순 유발액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MART의 수출단가는 천연가

스 국제시장 가격과 수입국에서의 할인율 각각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출

에 따른 부가가치 순 유발액도 이라한 시나리오의 조합별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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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비 단가 시나리오 1의 경우(1기의 6 ， 800억원 => 4기부터 5 ， 542 억원)

(1 -1) 수출 건설비의 산업비율: 한국전력기술(2001)

[표 4-9] 수입국할인율(8%):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1,104 1,694 2,294 2,884 3,484

2 4,109 5,299 6,489 7,679 8,879
3 7,113 8,893 10,683 12,473 14,263
4 12,636 15,016 17,406 19,786 22 ,176
5 16,272 19,252 22 ,232 25 ,212 28 ,192
6 19,898 23 ,478 27 ,058 30 ,628 34,208
7 23 ,535 27 ,705 31 ,885 36 ,055 40 ,225
8 27, 171 31 ,941 36 ,7 11 41 ,481 46 ,251
9 30 ,808 36 ,168 41 ,538 46 ,898 52 ,268
10 34,434 40 ,404 46 ,364 52 ,324 58 ,284

[표 4-10] 수입국할인율(10%):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284 764 1,244 1,724 2,204

2 2,479 3,439 4,399 5,359 6,319
3 4,663 6,103 7,553 8,993 10,433
4 9,376 11 ,296 13,226 15,146 17,066
5 12,202 14,602 17,002 19,402 21 ,802
6 15,018 17,898 20 ,788 23 ,668 26 ,548
7 17,835 21 ,195 24,565 27,925 31 ,285
8 20 ,661 24,501 28 ,341 32 , 191 36 ,031
9 23 ,478 27 ,798 32 ,128 36 ,448 40 ,768
10 26 ,294 31 ,104 35 ,904 40 ,714 45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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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수입국할인율(12%):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ι‘、< 154 554 954 1,354
2 1,399 2,209 3,009 3,809 4,609
3 3,053 4,263 5,463 6,663 7,873
4 7,226 8,836 10,436 12,046 13,646
5 9,512 11 ,522 13,522 15,532 17,542
6 11 ,798 14,208 16,608 19,018 21 ,428
7 14,085 16,885 19,695 22 ,505 25 ,315
8 16,361 19,571 22 ,781 25 ,991 29 ,201
9 18,648 22 ,258 25 ,868 29 ,478 33 ,088
10 20 ,934 24,944 28 ,954 32 ,964 36 ,974

(1 -2) 수출 건설비의 산업비율: 한국원자력연구소(2004)

[표 4-12] 수입국할인율(8%):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1,650 2,240 2,840 3,430 4,030

2 5,200 6,390 7,580 8,770 9,970
3 8,750 10,530 12,320 14,110 15,900
4 14,414 16,794 19,184 21 ,564 23 ,954
5 18,495 21 ,475 24,455 27,435 30 ,415
6 22 ,566 26 ,146 29 ,726 33 ,296 36 ,876
7 26 ,647 30 ,817 34,997 39 ,167 43 ,337
8 30 ,729 35 ,499 40 ,269 45 ,039 49 ,809
9 34,810 40 ,170 45 ,540 50 ,900 56 ,270
10 38,881 44,851 50 ,811 56 ,771 62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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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수입국할인율(10%):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830 1,310 1,790 2,270 2,750

2 3,570 4,530 5,490 6,450 7,410
3 6,300 7,740 9,190 10,630 12,070
4 11 ,154 13,074 15,004 16,924 18,844
5 14,425 16,825 19,225 21 ,625 24,025
6 17,686 20 ,566 23 ,456 26 ,336 29 ,216
7 20 ,947 24,307 27 ,677 31 ,037 34,397
8 24,219 28 ,059 31 ,899 35 ,749 39 ,589
9 27,480 31 ,800 36 ,130 40 ,450 44,770
10 30 ,741 35 ,551 40 ,351 45 , 161 49 ,961

[표 4-14] 수입국할인율(12%):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300 700 1,100 1,500 1,900

2 2,490 3,300 4,100 4,900 5,700
3 4,690 5,900 7,100 8,300 9,510
4 9,004 10,614 12,214 13,824 15,424
5 11 ,735 13,745 15,745 17,755 19,765
6 14,466 16,876 19,276 21 ,686 24,096
7 17,197 19,997 22 ,807 25 ,617 28 ,427
8 19,919 23 ,129 26 ,339 29 ,549 32 ,759
9 22 ,650 26 ,260 29 ,870 33 ,480 37 ,090
10 25 ,381 29 ,391 33 ,401 37,411 41 ,421

(2) 건설비 단가 시나리오 2의 경우(l기의 8 ， 000억원 => 4기부터 6 ， 520 억원)

(2-1) 수출 건설비의 산업비율: 한국전력기술(2001)

- 51 -



[표 4-15] 수입국할인율(8%):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ι(‘ ι’ ν ‘ι 493 1,083 1,683

2 1,707 2,897 4,087 5,277 6,477
3 4,110 5,890 7,680 9,470 11 ,260
4 9,478 11 ,858 14,238 16,628 19,008
5 12,623 15,603 18,583 21 ,563 24,543
6 15,758 19,338 22 ,918 26 ,498 30 ,068
7 18,902 23 ,082 27 ,252 31 ,422 35 ,602
8 22 ,047 26 ,817 31 ,587 36 ,357 41 ,127
9 25 , 191 30 ,561 35 ,931 41 ,291 46 ,661
10 28,336 34,306 40 ,266 46 ,226 52 ,186

[표 4-16] 수입국할인율(10%):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 ” ι〉‘ ‘ ι ’? 403
2 77 1,037 1,997 2,957 3,917
3 1,660 3,100 4,550 5,990 7,430
4 6,218 8,138 10,058 11 ,978 13,898
5 8,543 10,953 13,353 15,753 18,153
6 10,878 13,758 16,648 19,528 22 ,408
7 13,212 16,572 19,932 23 ,292 26 ,662
8 15,537 19,377 23 ,227 27,067 30 ,907
9 17,871 22 ,191 26 ,521 30 ,841 35 ,161
10 20 ,196 24,996 29 ,806 34,616 39 ,416

[표 4-17] 수입국할인율(12%):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 ’〉\ι ;’ / ν7 ”、、、‘ 、‘

2 ,\、“ /“< 607 1,407 2,207
3 50 1,260 2,460 3,660 4,870
4 4,068 5,678 7,278 8,888 10,488
5 5,863 7,873 9,873 11 ,883 13,883
6 7,658 10,068 12,468 14,878 17,288
7 9,452 12,262 15,062 17,882 20 ,682
8 11 ,247 14,457 17,667 20 ,877 24,087
9 13,041 16,651 20 ,261 23 ,871 27 ,481
10 14,836 18,846 22 ,856 26 ,866 30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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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출 건설비의 산업비율: 한국원자력연구소(2004)

[표 4-18] 수입국할인율(8%):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 535 1,135 1,725 2,325
2 2,991 4, 181 5,371 6,561 7,761
3 6,036 7,816 9,606 11 ,396 13,186
4 11 ,571 13 ,951 16,331 18,721 21 ,101
5 15,239 18,219 21 ,199 24,179 27 ,159
6 18,896 22 ,476 26 ,056 29 ,636 33 ,206
7 22 ,564 26 ,744 30 ,914 35 ,084 39 ,264
8 26 ,232 31 ,002 35 ,772 40 ,542 45 ,312
9 29 ,900 35 ,270 40 ,640 46 ,000 51 ,370
10 33 ,567 39 ,537 45 ,497 51 ,457 57 ,417

[표 4-19] 수입국할인율(10%):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ι ιγ 、 、/ ‘/、，、 85 565 1,045
2 1,361 2,321 3,281 4,241 5,201
3 3,586 5,026 6,476 7,916 9,356
4 8,311 10,231 12,151 14,071 15,991
5 11 ,159 13,569 15,969 18,369 20 ,769
6 14,016 16,896 19,786 22 ,666 25 ,546
7 16,874 20 ,234 23 ,594 26 ,954 30 ,324
8 19,722 23 ,562 27 ,412 31 ,252 35 ,092
9 22 ,580 26 ,900 31 ,230 35 ,550 39 ,870
10 25 ,427 30 ,227 35 ,037 39 ,847 44,647

[표 4-20] 수입국할인율(12%): SMART수출의 부가가치 순 유발효과 (단위: 억원)

천언가스가격

수출대수 8.18 9.21 10.23 11.25 12.28
-20% -10% Ref 10% 20%

ιJ‘〈 ， ι 、 、/、 ι 、/ 、’ 、‘ ν、 195
2 281 1,091 1,891 2,691 3,491
3 1,976 3,186 4,386 5,586 6,796
4 6,161 7,771 9,371 10,981 12,581
5 8,479 10,489 12,489 14,499 16,499
6 10,796 13,206 15,606 18,016 20 ,426
7 13,114 15,924 18,724 21 ,544 24,344
8 15,432 18,642 21 ,852 25 ,062 28 ,272
9 17,750 21 ,360 24,970 28,580 32 ,190
10 20 ,067 24,077 28 ,087 32 ,097 3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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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SMART의 사회적 무형 가치

제 1절 연구방법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공공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공인기관이며， 사업예비타당성에서 사회적 무형가치를 평가하는데 조건

부가치평가볍 (Contingent Value Method , CVM)와 컨조인트분석기 법 (Conjoint

Analysis Method , CAM) 의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두 기법은 원래 환경재

의 가치측정기법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과학기술을 포함하여 환경재 이외의 분야로

그 적용범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CVM과 CAM은 가상시장접근법의 대표적인 방법들

이며， 이중 CVM이 본 연구에서 SMART의 사회적 무형가치 평가에 채택하는 기법이다.

CVM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재화나 기술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을 개인들에게

제시하고 개인의 보상잉여 (compensating surplus)나 동등잉여 (equivalent surplus)

를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함으로써 개인들이 평가대상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은 환경재의 경우 총 가치 중 중요한 비증을 차지하는 것으로

말려진 비사용가치(존재가치)까지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기 때문에，

Davis (1 963)가 처음 도입한 이래 환경재에 대한 가치측정의 주된 도구로서 꾸준하게 사

용되어 왔다 (Carson 외(1994)). 조건부가치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문헌으로

는 Mitchell and Carson (1 989) , Hanley (1 989) , Bateman and Turner (1 992) ,

Freeman (1 993) 등이 있으며 실제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룬 문헌으로는

Mitchell and Carson (1 993) , Werner and Groves (1 993) , Levy 외 (1 995) 등이

있고 문제점들을 논의한 문헌으로는 Hausman (1 993) 이 있다.

동 기법은 설문형태에 따라 경매법 (Bidding game) , 지불카드볍 (Payment card) , 양

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 등으로 세분되며 그중에서도 양분선택형은미국 상무성

산하 NOAA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의 전문가 그

룹이 만든 CVM 사용지침서에서 추천된 방법으로서 (Portney (1 994)) , 설문조사 시 각

개인에게 평가대상 재화의 가상적인 질 흑은 수량 변화를 제시하고 이라한 변화의 대가로

서 특정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컨조인트분석기법 (CAM)은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제품이 갖고 있는 속성 하나하나에

이용자가 부여하는 효용 (utility) 을 추정하는 실증연구방법으로서， Lancaster (1 966 ,

1971) 에 의해 미시경제학의 소비자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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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caster (l 966 , 1971) 는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이 보유하

는 속성들이라는 새로운 소비자이론을 제안하였으며， 이라한 새로운 접근법은 소비자 행동

분석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말려지면서 경제학에서는 특성접근볍 (characteristics

approach)으로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컨조인트분석기법 (Conjoint Analysis Method,

CAM) 의 이름으로 널리 응용되어 왔다 6) CVM이 평가대상 재화의 가치 총액만을 추정

할 수 있는 반면에， CAM은 평가대상 재화를 구성하는 각 속성마다 가치를 추정할 수 있

다. 그러나 평가대상 재화가 갖고 있는 속성 중 4~5개 속성만을 평가에 고려할 수 있는 단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CVM을 적용하여 SMART가 갖는 사회적 무형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SMART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에는 원자력 발전 분

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와 독자적인 수출을 통한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자긍섬과 원전기술

의 국제적인 위상 향상 등이 포함된다. 일반 시민들은 SMART사업에 지출되는 국가 예산

의 수입인 세금을 지불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비록 SMART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이용가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형의 가치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가할 타당성을 갖는

다. 국민이 부여하는 가치가 바로 사회후생과 연결되는 가치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가

치평가가 추구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란 바로 사회후생의 극대화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제 2절 분석구조

1. 설증연구절차

가. 설문방식 설계

CV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불의사액을 질문하는 방식이며，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지불의사액을 유도해내기 위하여 현재까지 고안된 지불의사 질문방법은 크게 경매법， 지불

카드형식， 양분선택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경매법 (bidding game)은 가장 오래되고 비교적 현재까지 많이 이용되는 유도방법이

며 Randall , rYes , Eastman (l 974) 등에 의해 고안되었다. 환경개선의 편익을 추정하기

6) 경제학에서의 연구사례는 Griliches (1971) , Muellbauer(1974) , Rosen (1974) , Heckman and
Scheinkman (1987) , Berry et. al (1995) 등을j 그리고 마케팅에서의 응용사례는 Bastell and
Louviere(1991) , Louviere(1988) , Hensher(1994) 등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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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먼저 최초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응찰여부를 확인하며， 응답자가 최초입찰가격에 응하

면 응찰가격을 인상시켜 제시하고， 이 가격에서도 응찰한다면 응찰가격을 더 인상시카며，

만약에 응답자가 최초입찰가격에 불응하면 응찰가격을 인하시켜 제시하고， 이 가격에서도

불응하면 응찰가격을 더 인하시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최대지불의사

액을 추정하는데， Des、Tousges et al. (1 987)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최대지불의사액

은 최초입찰가격과 입찰가격증가분(감소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

지불카드형식(payment card format)은 출발점편의와 입찰가격증가분에 대한 편기

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Hanemann (1 978)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Mitchell and Carson (1 98 1, 1984) 에 의해 발전되었다. 소득계층별로 공공재 소비를

위해 연간 부담하는 지불카드를 응답자에게 보여주며 응답자는 카드를 보고 심사숙고한

후 환경개선에 대한 최대지불의사금액을 밝히는 방식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지불카

드에 기입되는 다른 공공재에 대한 지불내역은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Bishop and Heberlein(1 979)에 의해 처음 소개된 양분선택형질문(dichotomous

choice question)은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각각의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명시된 금액

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응답자는 단지 예/아니오 로 대답하기 때문에

응답하기가쉽고 실제 시장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미국 상무성

산하 NOAA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의 전문가 그

룹이 추천하고 (Portney 1994) ,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사용을 강하게 추천하는 NOAA 패널보고서의 지

침에 따라 지불의사액 질문방법으로서 양분선택형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SMART사업 추진을 위해 어느 특정금액을 매 분기마다 지불해야할 경우 이를 지불할 의

사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만약 응답자가 합리적이라면 SMART사업에 부여하는

가치가 제시된 금액보다 큰 경우에 “예” 라고 대답하고 반대 경우에는 “아니오” 로 대

답할 것이며， 추정 계량경제학 모형은 이라한 합리성 가정에 기초하여 설계된다. 설문조사

에서 제시되는 금액은 사전설문조사(pretest) 를 통해 최소 500백원에서 최대 7천원 범위

의 8개의 제시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지불수단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지불의사액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에서 CVM에서 지불수단 선택은 지불의사액 질문방식만큼 중요하며， 기존 연구에

서는 조세， 기부금， 이용요금 등이 지불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MART사

업의 추진을 위해 매 분기마다 지불하는 소득세를 지불수단으로 선정하였다.

나. 모집단과 표본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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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에 기반을 둔 설문조사에서 연구자는 모집단의 범위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선

정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CVM은 가상 시장을 설정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가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는 모두 모집단의 구성원으로 고려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MART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으로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5대 광역시로 하였으며， 목표 표본가구인

6087}구를 5대 광역시의 가구 비율에 따라 광역시별로 할당하였다.

다. 셔 00 하
Eτrτr

설문지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쉽게 작성하였으며 사전조

사를 통해 문구와 내용을 수정하였다. 최종 설문지의 문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SMART의 가치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응답자들을 적응시카는 단계로

서 일반적인 SMART의 인식 여부와 SMART의 가능한 연구분야들 간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질문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둘째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등 경제사회학적

정보를 묻는 부분이다. 셋째는 SMART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을 설명하는 지문과 지불의

사액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라.설문조사방법

일반적으로 설문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은 개인면접법， 우편조사법， 전호}설문법 등이 있

으며 각 방법은 소요비용과 자료의 선뢰성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다르다. 개인면접법은 조

사요원이 응답자에게 분석대상의 비시장재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응답을 얻어내는 방식으

로 세 조사방법 증 가장 응답율이 높고 응답자료의 선뢰성이 높은 장점을 갖지만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우편조사법은 세 조사방법 중 조사비용은 가장 적게 들지

만 무응답비율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고 응답 자료의 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전

화설문법은 설문문항이 적을 경우 설문소용비용과 선뢰성면에서 적절한 타협을 이룬 방법

이지만 설문문항이 많아지면 응답자의 주의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CVM이 시장에

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가치를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요원이 응답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응답을 얻어내는 개인면접법이 가장 적절한 조사방법이며 NOAA 패널보고서에서도

추천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선뢰도가높은 응답결과를 얻기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만 일대일 개인면접법을 채택하였다.

조사는 전문 라서치회사가 2010년 6월 1 일~6월 11일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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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적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는， SMART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라한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매 분기 특정금액의 소득세 T를 지불

할 의사가 있는지와 인구경제학적 특성을 응답자에게 질문한다. 각 응답자는 소득 (y) , 방

사광가속기시설의 규모와 성능(q)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c) 등에 의해 결정되는 효용을

말고 있다고 가정한다. 응답자의 특성 중 일부만이 연구자에게 관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응답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은 다음

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WTP = h (y,c I Clo，댄 )+ η (5-1)

위에서 지불의사액은외부적으로관측되는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부분 h와 미관측 변

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 n로 구성된다. 개인이 지불의사를 가질 확률은 지불의사액이

제시된 금액 T보다 클 확률과 같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r {지불의사 } = Pr {αTP> T}

= Pr {h (ν ， c I qo'% ) + η > T}

= H({h (y,cl ct,댄 ) - T}/σ1) )

단， σ1) 드 v (η) ， H 드 -η/σ1) 의 누적분포함수(cdO ，

만약 로짓모형을 가정하면 위 지불의사를 가질 확률은

(5-2)

Pr {지불의사 } = (1 + exp {- {h (y,c I qo'% ) - T} / σ1)} fl (5-3)

- 58 -



가 된다. 지불의사액 함수의 유형으로서 아래와 같이 션형함수를 고려하면

h (y,c I ~，댄 ) = PO + PI y+ P2 c,

지불의사를 가질 확률은

Pr {지불의사 } = (1 +양pl-않+ 짧+ 짧c- 숙 T))r

(5-4)

드 (1 + exp {- {80 + 81ν + 82 c + 83 T} } t 1 (5-5)

가 된다. 여기서 원래 추정하려는 계수들(Po'에，대 )의 절대수준이 인식 (identified)된다는

것을말수있다. 즉，

{% = -1/9
PO = σ7] .80 = -80 /83

PI = σ7] .81 =-81 /83
P2 = σ7] • 82 = - 82 /83

(5-6)

계수값들의 최우추정량(MLE)은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극대화시키는값들로서 정의

된다.

(8~，~，~，8~ ) = arg max ε {짝 logPr {지불의사d (5-7)

+ (1 - Sj ) log {1 - Pr {지불의사i} }}.

위 식의 우변에서 Si는 i번째 응답자가 지불의사를 나타낸 경우 1의 값을 그리고 그렇

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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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각 가구의 분기별 지불의사액인 j 의 추정은 식 (5-1) 을 설명변수의 표

본평균값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j*= 조꺼， (5-8)

식 (5-8)에서 조를 고정된 값으로 고려하면， 가구당 분기별 지불의사액 ν* 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갖는다.

j* ~ N(조， (3 , 조 ， v(;3) 조 ) (5-9)

식 (5-9)을 이용하면 가구당 분기별 지불의사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간추정과 점추

정을 할 수 있다.

95% 선뢰수준에 따른 구간추정: ￡± 164과'V어)x

90% 선뢰수준에 따른 구간추정: ￡ ± 196얹구헤중

점추정: ￡= 조';3

(5-10)

식 (5-10)에서 각 구간추정의 하한값은 보수적인 추정치로 그리고 점추정은 일반적인

추정치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SMART사업에 대한 연간 편익은， 식 (5-9)에서의 가구당 분기별 지불의

사액에 4를 곱하여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액으로변환시카고 이어서 우리나라 총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된다.

SMART의 연간편익 4*가구당 분기별 지불의사액*전국총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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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결과

1. 설문조사자료 기초통계

설문조사 응답자 6087}구를 5대 광역시 가구수에 비례하여 각 지역별로 배분하였으며，

추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득과 인구사회변수의 값 그리고 제시금액의 지불의사를 묻는 문항

에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를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598 가구에 대한 조사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598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기초 통계를 보면， 여성과 남성의 성비

는 50.2% 대 49.8%이며， 연령별 분포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이 각각 23.1% ,

25.8% , 25.9% , 25.3%로서 응답자들이 성별과 연령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 각각 5.5% , 51.8% , 42.1 %,

0.5%를 차지하였으며， 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

400만원， 400만원 이상이 각각 0.7% , 10.9% , 25.9% , 3 1.1%, 3 1. 4%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0세， 평균 교육수준은 고졸이상， 그리고 가구원 전

체의 소득은 월평균 300만원~400만원으로 나왔다.

[표 5-1] 응답자의 인구사회 기초통계

사례수 %

전 처| 598 100

口지 여---， 별口

서 듣-딛 323 54
는그 산 109 18.2--,-

대 구 74 12.4
고〈그} 7: 47 7.9--,-

대 전 45 7.5
口성 별口

」C그F 人〈그커 298 49.8
여 人〈그커 300 50.2
口언 己〈그겨 별口

20 대 138 23.1
30 대 154 25.8
40 대 155 25.9
50 대 151 25.3
口학 己---，겨 별口

중졸 이하 33 5.5
고 }τE드~ 310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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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τE드~ 252 42.1
대학원 졸 3 0.5

口 가구소득별 口

100만원 미만 4 0.7
100~200만원 65 10.9
200~300만원 155 25.9
300~400만원 186 31.1
400만원 이상 188 31 .4
口 기조과학종사 口

걷:15: 사 5 0.8
I::J I 걷:15: 사 593 99.2

SMART에 관해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12.4%가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 시민들의 SMART에 대한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10%

대의 시민들이 SMART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접촉하기 쉬지 않은 SMART
사업의 전문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SMART가 전력

뿐만 아니라 바닷물 담수화에 이용될 수 있는 사실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5.9% 만이 들

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SMART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2%가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2] SMART 인지 여부

사례수 들은적이있다(%) 들은적이없다(%) 겨|

전 처| 598 12.4 87.6
口지 여---， 별口

서 듣-딛 323 7.4 92.6 100
는그 산 109 24.8 75.2 100--,-

대 구 74 8.1 91.9 100
고〈그} 7: 47 10.6 89 .4 100--,-

대 전 45 26.7 73.3 100
口성 별口

」C그F 人〈그커 298 17.8 82.2 100
여 人〈그커 300 7 93 100

口언 己〈그겨 별口

20 대 138 10.1 89.9 100
30 대 154 11 89 100
40 대 155 12.9 87.1 100
50 대 151 15.2 84.8 100

口학 己---，겨 별口

중졸 이하 33 9.1 90.9 100
고 }τEr므 310 11 89 100
대 }τEr므 252 13.9 86.1 100
대학원 졸 3 66.7 33.3 100

口 가구소득별 口

100만원 미만 4 25 75 100
100~200만원 65 6.2 93.8 100
200~300만원 155 12.9 87.1 100
300~400만원 186 13.4 8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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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상 188 12.8 87.2 100
口 기조과학종사 口

걷:15: 사 5 40 60 100
I::J I 종 사 593 12.1 87.9 100

[표 5-3] SMART의 발전 이외에 바닷물담수화 기능 인지 여부

사례수 들은적이있다(%) 들은적이없다(%) 겨|

전 처| 598 5.9 94.1
口지 여---， 별口

서 듣-딛 323 2.5 97.5 100
는그 산 109 14.7 85.3 100--,-

대 구 74 2.7 97.3 100
고〈그} 7: 47 10.6 89 .4 100--,-

대 전 45 8.9 91.1 100
口성 별口

」C그F 人〈그커 298 9.1 90.9 100
여 人〈그커 300 2.7 97.3 100

口언 己〈그겨 별口

20 대 138 5.1 94.9 100
30 대 154 5.2 94.8 100
40 대 155 4.5 95.5 100
50 대 151 8.6 91 .4 100

口학 己---，겨 별口

중졸 이하 33 6.1 93.9 100
고 }τEr므 310 4.8 95.2 100
대 }τEr므 252 6.3 93 .7 100
대학원 졸 3 66.7 33.3 100

口 가구소득별 口

100만원 미만 4 O 100 100
100~200만원 65 3.1 96.9 100
200~300만원 155 6.5 93.5 100
300~400만원 186 5.4 94.6 100
400만원 이상 188 6.9 93.1 100

口 기조과학종사 口

걷:15: 사 5 20 80 100
I::J I 걷:15: 사 593 5.7 9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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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MART의 국내 독자기술 개발추진 인지 여부

사례수 들은적이있다(%) 들은적이없다(%) 겨|

전 처| 598 7.2 92.8
口지 여---， 별口

서 듣-딛 323 3.7 96.3 100
는그 산 109 18.3 81 .7 100--,-

대 구 74 4.1 95.9 100
고〈그} 7: 47 10.6 89 .4 100--,-

대 전 45 6.7 93.3 100
口성 별口

」C그F 人〈그커 298 11.1 88.9 100
여 人〈그커 300 3.3 96 .7 100

口언 己〈그겨 별口

20 대 138 4.3 95 .7 100
30 대 154 6.5 93.5 100
40 대 155 6.5 93.5 100
50 대 151 11.3 88 .7 100

口학 己---，겨 별口

중졸 이하 33 6.1 93.9 100
고 }τEr므 310 6.5 93.5 100
대 }τEr므 252 7.5 92.5 100
대학원 졸 3 66.7 33.3 100

口 가구소득별 口

100만원 미만 4 O 100 100
100~200만원 65 4.6 95 .4 100
200~300만원 155 8.4 91.6 100
300~400만원 186 7.5 92.5 100
400만원 이상 188 6.9 93.1 100

口 기조과학종사 口

걷:15: 사 5 20 80 100
I::J I 걷:15: 사 593 7.1 92.9 100

SMART 개발 목적들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 중 42.1%가 「소규모

전력 생산으로 공업단지 · 도서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1순위로 꼽았고， 38.6%가 「

물 부족 극복을 위한 해수담수화에 에너지 이용--.J， l 1. 7%는 「다목적 소형원자로 기술을

입증하여 원자로 해외수출 기반조성 」을， 그리고 나머지 7.5%가 「중소형 원자로 세계시

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표 5-5] SMART의 개발목적 우선순위 (l순위)

사례수 샌모 물닙조 다모---，저---, 주ζ00-λ~ 혀〈그 겨|--,----,
전력 二그는브 ζ그 -λ~ 혀〈그 원자로---, ---, c르

생산으로 위해 원자로 세계시장

공업단지 해수 기술을 선저며 므르

·도서 담수화에 입증하여 위한

지역에 에너지 원자로 원천기술

안정적 이용 해외수출 확보

전려고그 기반조성---，=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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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 처| 598 42.1 38.6 11.7 7.5 100

口지 。---，걱 별口

서 듣-딛 323 40.6 40.2 13.3 5.9 100
는그 산 109 56 33.9 7.3 2.8 100--,-

대 구 74 52 .7 27 12.2 8.1 100
고〈그} 7: 47 21.3 34 19.1 25.5 100--,-

대 전 45 24.4 62.2 2.2 11.1 100
口성 별口

」C그F 人〈그커 298 43.6 36.6 10.7 9.1 100
여 人〈그커 300 40.7 40 .7 12.7 6 100

口언 己〈그겨 별口

20 대 138 42.8 41.3 10.1 5.8 100
30 대 154 38.3 40.3 13 8.4 100
40 대 155 45.2 31 13.5 10.3 100
50 대 151 42 .4 42 .4 9.9 5.3 100

口학 己---，겨 별口

중졸 이하 33 39 .4 45.5 12.1 3 100
고 }τE드~ 310 41.9 39 .7 11.6 6.8 100
대 }τE드~ 252 42.9 36.9 11.1 9.1 100
대학원 졸 3 33.3 O 66.7 O 100

口 가구소득별 口

100만원 미만 4 100 O O O 100
100~200만원 65 27.7 41.5 13.8 16.9 100
200~300만원 155 35.5 39 .4 15.5 9.7 100
300~400만원 186 41 .4 43 9.7 5.9 100
400만원 이상 188 52.1 33.5 10.1 4.3 100

口 기조과학종사 口
걷:x5: 사 5 60 O 20 20 100
I::J I 걷:15: 사 593 42 39 11.6 7.4 100

2. 모형추정결과

로짓모형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제시금액 (bid) ， 성별 (sex) , 연령 (age) , 교육(edu) , 가

구소득(inc) 이다. [표 5-6] 은 식 (5-5) 의 계수인 9 를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에서，

제시금액 (bid) 와 소득(inc) 만이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추정된 계수들의 부호도 모두 기대된 바와 같았다.

[표 5-6]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초기 추정결과

변수 계수 요준오자 t-값

-bid 0.00052230 0.00006109 8.5499 ***
canst -0.83153522 0.90981356 -0.9140
sex 0.06861980 0.23292326 0.2946
age 0.00167801 0.01117144 0.1502
edu -0.00904380 0.04783408 -0.1891
Inc 0.00000044 0.00000010 4.4610 ***

※ ***: 1% 유의수준에서 설명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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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이 없는 설명변수들은 누락시카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설명변수들만으

다시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에 주어져 있다.

저
「
으
E

계

혀
。

통

모로

[표 5-7] 최종 추정결과

변수 계수 요준오자 t-값

-bid1 0.00052213 0.0000609 8.5710 ***
canst -0.84244287 0.3641191 -2.3136 **

Inc 0.00000044 0.0000001 4.5456 ***

셔며려 이으
。「 λAp·

셔며러이으
20 "-1 λλp.

***: 1% 유의수준에서

**: 5% 유의수준에서

※

위의 로짓모형의 계수(e)로부터 원래 지불의사액 함수의 계수(p) 를 도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변환과정이 필요하다.

-1/제시금액변수계수

σq • 각변수계수 = 각변수계수/제시금액변수계수

이라한 변화과정을 거친 지불의사액 함수의 계수들에 대한 계산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8] 지불의사액(WTP)함수 추정결과

변수 계수 요준오자 t-값

PI (casnt) -1613 .479620 754.9844 -2.1371 **

P2(inc) 0.000835 0.0002 4.8283 ***

셔며려 이으
。「 λAp·

셔며러이으
20 "-1 λλp.

***: 1% 유의수준에서

**: 5% 유의수준에서

※

측정결과무형가치사회적3. SMART

얻어진 각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을 대입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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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가구당 분기별 지불의사액은 1 ， 303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이것을

년단위로 환산하면 가구당 5 ， 213원이 된다. 가구당 년단위 지불의사액에 2010년 우리나

라 가구수 추계치 17 ，1 52 ， 277를 곱한 결과，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평가한

SMART의 사회적 무형가치는 894억원/년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식 (5-11) 을 이용하여

90% 선뢰구간 하한값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SMART의 2010년 기준 연간 사회적 무형

가치 추정값은 546억원/년으로 그리고 95% 선뢰구간 하한값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2010

년 기준 추정값은 478억원/년으로 각각 평가된다.

[표 5-9] SMART의 2010년 기준 연간 사회적 무형가치

평균
90% 신뢰구간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가구당 (원)
분기별 \f\πp 1,303 796 1,811 697 1,910
년간 \f\πp 5,213 3,184 7,242 2,788 7,638

국가 (억원) 년간 \f\πp 894.11 546.05 1,242.18 478.13 1,310.09

우리나라에서 KDI가 주관하는 사회 인프라사업의 경제성 평가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

업의 사회적 총 편익을 5년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이라한 방식을 본 연구에 적용하려면，

SMART의 연간 사회적 무형가치를 2010년~2014년 기간에 결친 연도별 우리나라 총

가구수에 곱하여 합계를 구하면 된다. 계산결과， SMART의 사회적 무형가치에 대한 총

가치 추정치는， 평균값은 총계 4 ， 584억원 그리고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17억원/년으로

평가되며， 95% 선뢰구간 하한값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추정값은 총계 2 ，452억원과 연평

균 490억원/년으로 그리고 90% 선뢰구간 하한값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추정값은 총계

2 ， 800억원과 연평균 560억원/년으로 각각 평가된다.

[표 5-10] SMART의 2010~2014년 사회적 무형가치

종편익 (억원)
년도 가구수

95% 하한 90% 하한 평균

2010 17,152,277 478 546 894

2011 17,379 ,667 485 553 906

2012 17,596 ,139 491 560 917

2013 17,803 ,198 496 567 928

2014 18,001 ,541 502 573 938

짧 2,452 2,800 4,584

언평균 490 560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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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6 .xl- 갇킹 프료
〈그 ~ L-

우리나라는고유원자로기술 확보 및 핵섬 기술자립 그리고 수출 산업화를 목표로 비교

적 일찍 다목적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SMART의 독자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이제는

SMART의 국내 시범 원자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라한 시범원자로의 국내 건설 및

운영을 통한 경험축적은 SMART에 대한 국제적 선뢰성 제고와 해외 수출 산업화를 위해

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개발사업은SMART의 국내 건설 , 운전， 수출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구

체적으로 @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 사업시행자 관점에서의 재무

적 경제성 @ 원자력 원천기술 확보와 독자적인 수출에 따른 국민들의 자긍섬과 대외적인

국가홍보효과와 같은 사회적 무형 편익을 구분하여 각각 유형별로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여

평가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첫 번째 내용의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채택하였다. 두 번째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 경영학에서 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NPV(Net Present Value) 기법을 채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실물옵션 (Real Option)
기법을 적용하여 불확실성하에서 SMART사업이 갖게 되는 옵션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세

번째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 조건부가치평가기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SMART의 경제적 가치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SMART 1기의 국내건설 및 발전에 대한 재무적 경제성 분석은， 모든 건설비

시나리오 하에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SMART 사업을 국내건설 및

운전에만 국한할 경우 재무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적 손실과 국민

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효과를 합산하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 차원에서 SMART 171 의 국내건설 및 운전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SMART 1기의 국내건설 및 발전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18 ， 011 억원~20 ， 586 억원의 범위에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894

억원~9，1 90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는 1 1，015명 ~12 ， 856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대한 SMART 수출의 국민경제 생산 유발효과는 수출대수가 171 일 경우에

8 ， 987 억원~1 조1， 395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7조 3 ， 244억원~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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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71 억원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수출대수가 1기일 경우에 3 ， 394억

원~4 ， 635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2조 7 ， 664억원~3조 7 ， 777억원

으로 분석되며， 고용 유발효과는 수출대수가 1기일 경우에 3 ， 616명 ~4 ， 339명으로 분석되

었으며， 1071가 수출될 경우 29 ，4 71명 ~35 ， 364명으로 분석된다. 해외에 대한 SMART

수출의 재무적 경제성 분석은 가장 보수적인 건설비 시나리오의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기

준가격인 10.23 $/MMBtu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수출기수에서 손실을 나타났고 나머지

천연가스 가격 시나리오에서는 4기 흑은 6기 이상을 수출하면서부터 양의 경제적 이윤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의 재무적 손실과 국민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

효과를 합산하면， 271 이상의 수출기수에서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

으로 분석되어 국가 차원에서 SMART 수출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SMART의 사회적 무형가치에 대한 총 가치 추정치는， 총계 4 ， 584억원으로 평가되며，

95% 선뢰구간 하한값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추정값은 총계 2 ，4 52억원 그리고 90% 선뢰

구간 하한값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추정값은 총계 2 ， 800억원으로 각각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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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수입국 할인율이 8%와 12%일 경우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산정

口 건설비 시나리오 1과 할인율 8%하에서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산출

[표 부록1-1] 할인율 (8%) : 건설비 시나리오 1하에서의 SMART 수출의 경제

적 이윤

(단위: 백만 달러)

SMART
수출 기수

1
-2
-3
-4
-5
5
7
-8
-9
-m

천연가스 가격 ($!MMBtu)
10% 기준 가격

9.21 10.23
170 -110

-149 -30
-129

20%
12.28

口 건설비 시나리오1과 할인율 12%하에서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산출

[표 부록1-2] 할인율(1 2%) : 건설비 시나리오 1하에서의 SMART 수출의 경

제적 이윤

(단위: 백만 달러)

SMART
수출 기수

-20%
8.18
364

-539
-713

384
-432

480
528

-577
625
673

1

-
디/
Q
-3
-4
-5
-6
-7
-8
-9
-m

천연가스가격 ($/MMBtu)
-10% 기준 가격

9.21 10.23
324 -284

-458 -378
-592 -472

223 -63
-231 -31

239
248

-256
264
272

M

-
때

-@

-%

-
댐

%

-
짧

-@
-%

-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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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건설비 시나리오2에서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산출(할인율 8%)

[표 부록1-3] 할인율 (8%) : 건설비 시나리오 2하에서의 SMART 수출의 경제

적 이윤

(단위: 백만 달러)

SMART 천연가λ가격 ($/MMBtu)

수출 기수
-20% -10% Ref 10% 20%
8.18 9.21 10.23 11.25 12.28

1 -469 -410 -350 -291 -231
2 -628 -509 -390 -271 151
3 -787 -609 -430 -251 갱

4 -354 -116 361 599
5 -365 -67 231 529 827
6 -377 -19 339 697 1054
7 -388 30 447 864 1282
8 -399 78 555 1032 1509
9 -410 127 664 1200 1737
10 -421 176 772

口 건설비 시나리오2에서의 SMART 수출의 경제적 이윤 산출(할인율 12%)

[표 부록1-4] 할인율(12%) : 건설비 시나리오 2하에서의 SMART 수출의 경

제적 이윤

(단위: 백만 달러)

SMART
천연가λ가격 ($/MMBtu)

수출 기수
-20% -10% Ref 10% 20%
8.18 9.21 10.23 11.25 12.28

1 -604 -564 -524 -484 444
2 -899 -818 -738 -658 -578

3 -1193 -1072 -952 -832 711
4 -895 -734 574 -413 -253
5 -1041 -840 -640 -439 -239

6 -1187 -946 -706 -465 -224

7 -1333 -1052 -772 -490 -210

8 -1479 -1158 -837 -516 -195

9 -1625 -1264 -903 -542 -181
10 1771 -1370 -969 -56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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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실물옵션 방법에 의한 SMART 재무적 경제성 평가

1 절.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SMART원자로를 도입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

설의 경제적 가치를 전력가격의 불확실성을고려한 가운데 평가하는데 있다. SMART원자

로란 전력의 생산과 동시에 해수담수화 기능을 갖춘 소형원자로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SMART원자로는 열출력 330MWth이다.

SMART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로 본문에서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활용하였다. 현금흐름할인법은미래수익과 비용에 대한 시간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온 방법이다. 그러나 현금흐름할인법

은 투자와 관련한 제반 환경(미래수익이나비용)이 확실하다는 강한 가정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투자가 비가역적이고 수익과 비용이 불확실한 경우에 투자사업의 가치 중 비중이

커지는 옵션가치를 SMART사업에 대해 추가로 고려하고자 한다. 투자가치에 내재된 옵션

이란 의사결정자가 투자사업에 대해 갖는 탄력적인 선택권을 의미하며， 이라한 선택권의

가치는 미래편익이 불확실할 때 의사결정자가투자옵션의 행사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써 갖게 되는 유연성(선택권)의 가치이다. 본 연구는 이라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법으로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물옵션가치평가볍(Real Option

Pricing Method. , ROPM)을 이용한다.

실물옵션가치평가법은 금융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실물자산의 가치평가에 적용한 것으

로서 전통적인 현금흐름할인볍 (Discount Cash Flow Method , DCF) 에서 고려하지 못

하는 경영 흑은 관리상의 유연성을 가치평가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동

기법은 적용 모형에 따라 Black- Scholes 옵션가격결정모형，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몬

테카를로 시율레이션 모델 등으로 세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계산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Black- 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SMART 건설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다7l 또한 도출된 옵션의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을통해 계산된 순현재가치 (NPV)와 합

계함으로써 불확실성이 고려된 SMART사업의 총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다.

기초자산의 크기는 SMART 건설의 경제성을 현금흐름할인법을통해 구한 자료를 활

용하고 기초자산의 불확실성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거래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전력

7)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은 기초자산의 크기 및 변동성， 할인율， 행사가격， 만기로 구성되는 다섯

가지 변수의 값을 공식에 대입하면 간단하게 유럽형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실물

옵션을 적용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는 모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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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가격의 연평균 자료를 통해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실물옵션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 3절은

SMART건설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 및 기본가정의 소개와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제

4절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절. 설물옵션가치평가 방법론

1. 실물옵션의 소개

가. 설물옵션의 개념

실물옵션가치평가법은 금융에서 사용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실물자산의 가치평가에

적용한 것이다. 금융옵션은 채권， 주식，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정 행사가격에 매

입 흑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실물옵션은 기초자산이 실물자산이 되는 것으로

사업 확장·포기， 신규투자 및 생산방법 변경 등에 따른 선택권을 의미한다.

실물옵션은 전통적인 현금흐름할인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경영 흑은 관리상의 유연성

을 가치평가에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경영 흑은 관리상의 유연성 가치란 특정 프로젝트

의 투자 및 운영단계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연기， 확장， 축소， 폐기 흑은 사용 변경할 수 있

는 선택권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 실물옵션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실물옵션의 가

격은 현금흐름할인법에서 도출된 순현재가치 (NPV) 에 대해 추가적인 가치 부분을 형성하

며， 이 두 가지 가치의의 합이 불확실성이 고려된 투자사업의 총가치가 된다.

현실 경제에는 무수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라한 불확실성을 단순히 기피해야

할 위험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기존의 가치평가 방식이었다면 ROPM은 불확실성하에서의

선택이라는 “옵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의

가치를 투자안의 가치에 포함하는 방법이다. 즉， ROPM에서의 불확실성은 위험이 아닌 기

회가 되는 것이다. 이라한 ROPM을 활용한 가치평가가 벚을 발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자

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우선시 된다.

나. 설물옵션과 금융옵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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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모형은 실물옵션평가법의 정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융옵션가격결정모형을

그대로 활용한다. 다만， 금융옵션가격결정을 위해 투입되는 변수들을 실물옵션가치평가에

적절한 변수로 대체된다. [표 부록2-1] 는 금융옵션과 실물옵션에 사용되는 변수를 비교

한것이다.

[표 부록2-1] 실물옵션과 금융옵션의 변수비교

금융옵션 설물옵션

기초자산 (S) 금융자산의 시장가격
투자기회에 대한

미래현금승름의 현재가치

행사가격 (X) 옵션의 행사가격 투자비용，개발비용

변동성 ((12 ) •까r 。• 11 뜯E좋二이~~λ~ 투자의 위힘

무위힘이자율 (r) 국채금리 or 콜금리 투자자금의 시간가치

만 기 (T) 만기까지의 기간 의사결정 유보기간

금융옵션에서는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의 시장가격이 되지만 실물옵션에서는투자기회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주로 현금흐름할인법을활용하여 도출

된 순현재가치(NPV)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SMART 건설의 경제성 평가에

서는 SMART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서 운용비용을 차감한 수익의 순현재가치

(NPV) 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옵션에서의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금융자산의

수익률의 분산이 활용되지만， 실물옵션에서는 투자위험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SMART운전을 통해 발생하는 순현재가치의 분산이 사용될 수 있다. 행사가격과 무위험

이자율， 그리고 만기는 표 [표 부록2-1] 를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옵션의 보유과정에 대해서 금융옵션과 실물옵션을 비교해 보면， 금융시장에

서는 금융자산을 기초로 하는 옵션상품을 옵션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지만 실물

자산에 대한 옵션은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나 투자 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여타의 환경이 충족되었을 때 보유가 가능하다.

다. SMART 건설에 적용할 옵션

SMART 원전의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의 종류를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MART 원전의 건설은 현재 진행 중인 표준설계 및 기술검증이 끝나야 가능하다. 표준설

계 및 기술검증 기간은 3년으로 3년 이후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SMART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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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이를 실물옵션에 적용해 본다면 기술을 보유한 상태에서 언

제든지 행사 가능한 투자옵션， 즉， 아메라칸 콜옵션을 보유한 것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MART 건설에 대한 옵션의 행사는 SMART 원자로의 표준설

계 및 기술검증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옵션을 설정한 것은

표준설계 및 기술검증에 대한 사업이 이미 착수되어서 SMART 원전 건설의 의사결정과

정에서 표준설계 및 기술검증에 대한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표준설

계 및 기술검증 사업에 대해 투입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므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필

요가 없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을 가정하고 현 시점부터 SMART 원전 건설의

의사결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3년 후 기술의 완성으로 SMART 원전

의 건설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를 실물옵션에 적용해 본다면 옵션의 행사

가 3년 후에 가능한 만기 3년을 가진 유럽피안콜옵션을 보유한 것이 되며， SMART 사업

의 의사결정 주체가 지금까지의 연구 개발 투자로 인해 SMART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권

리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모형

본 연구는 실물옵션의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인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서블랙 숍즈모형

(Black - Scholes Model)을 사용한다. 블랙 숍즈모형은옵션의 가치를 기초자산의 가격

과 시간의 함수로 가정한 모형으로 편미분 방정식을 활용하여 옵션가치를 도출한다. 블랙

-숍즈모형은옵션가격을 도출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지만 가치평가방법론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할 조건들이 있다.

첫째， 블랙 숍즈 모형은 만기에만 행사하는 유럽식 옵션에 유효한 모형이다. 따라서 만

기 이전 언제나 행사가 가능한 미국식 옵션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본 SMART 원전 건

설의 경제성 평가에서는유럽피안 콜옵션의 성격을 갖는 투자옵션을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숍즈 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블랙-숍즈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확률과정이 기하브라운 모션

(Geometric Brownian Motion, GBM)을 따라야한다 (최병호 2003) . 그러나 대부분

의 기존 연구들은 기초자산의 확률과정을 별다른 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GBM으로 가정

해 왔다. 이는 본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타 확률과정과 GBM을 사용한 모형

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형활용의 편이를 위해 모형을 단순화 시카는 것이 바

람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를 받아들여 SMART 원전 건설로 인한

수익이 GBM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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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S의 수익률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dS,
날 = μdt + adW t

U
디/

μ
]로

기

HT

여기서， μ : 연이율

μdt : 순간 수익률

。 주가의 변동성

ad VII;; 순간 변동성

기초자산과 시간의 함수형태로 나타낸 파생상품의 가격 (F) 에 Ito s Lemma를 적용해

서 표현하면，

dF = [Fsμ + 융Fssa~ +뻐t + FsadW (부록 2-2)

식 (2-1) ， (2-2)는 공통적으로 d W'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불확실성 요인 dW를

제거하면 주식과 파생상품으로이루어진 포트폴리오는무위험 자산이 되며 이는 무위험 이

자율 r과 일치해야 한다.

rFsSt + F t + 융Fssa~ = rF (부록 2-3)

이렇게 도출 된 식 (2-3)를 블랙 숍즈 편미분 방정식이라 하고 이를 이용하여 t=T

시점에서 Max[ St - K , 0] 또는 Max[ K - St , 0] 의 조건을 만족하는 유럽형 콜옵션 (C) 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c = S • N(d
1

) - Ke-r(T-t) • N(d
2

) (부록 2-4)

d1 = [ln(SjK)+(r+a2 j2)(T-t)] ja νT-t

d2 = [ln(SjK)+(r-a2 j2)(T-t)] ja νT-t

여기서， c 콜옵션의 가격 K 행사가격

S :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r 무위험자산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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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 :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

。:주가변동성

3절. SMART 건설의 경제성 평가

1. 자료 및 기본 가정

T: 옵션의 만기

t 현재 시점

실물옵션기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는 기술개발 완료 이후 예상되는

SMART원자로의 건설비와 운영에 따른 비용 그리고 SMART의 운용을 통해 획득 가능

한 미래수익으로 구성된다. SMART의 발전설비용량은 100MW로 가정하고， 건설비는

5 ， 000억 원부터 8 ， 000억 원까지 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운영에 따른 미래비용과

미래수익에 대한 할인율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7.5%를 사용하였다. 운전

유지비와 연료비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입력자료를 참조하였다. 운영을 통한 수익을

구성하는 전력가격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2009년 평균 정산단가 66.34원

/kWh를 사용했다.

실물옵션적용을 위한 자료로 SMART 운전의 순현재가치의 분산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연평균 정산단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정하였

다 8) 본 연구에서는 SMART운전에 따른 미래수익의 변동성이 오직 전력가격에만의존

하고 전력가격 이외의 운영유지비나연료비는 결정적 변수로 가정한다. 전력가격의 대리변

수인 정산단가는 로그노말(log-norm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옵션의 만기라고

할 수 있는 SMART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기간은 SMART의 표준설계 및 기술검증사업

기간(3년)으로 가정하였다.

2. 추정 결과 및 경제적 함의

가. 기초자료 추정

블랙 숍즈 모형을 활용한 SMART 원자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섯

8) 전력가격의 표준편차는 9.6원/KWh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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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기본 변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는 미래수익의 현재가치로 표현되는 SMART운전

을 통한 순현재가치이며， 둘째는 실물옵션의 행사가격이 되는 투자비용으로 SMART의 건

설비용이다. 셋째는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행사가격을 할인하는 할인율과 만기까지의 기간

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익률의 변동성이다. 투자수익률의 변동성은 SMART 운전의 순현

재가치의 분산을 의미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모형에서는전력가격만을 확

률변수로 취급하므로 SMART 운전의 순현재가치도확률변수가 된다. 변수의 추정 결과는

[표 부록2-2]와 같다.

[표 부록2-2] 콜옵션 가격 도출을 위한 변수들의 값

변수 값 비1 고

SMART 운전의 순현재가치 (SCJ) 4 ， 896 억원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한

결과와 동일

건설비용 (A'a)
5,000 ~

8 ， 000억 원 9)
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

할인율 (r) 7.5%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용하는 값

SMART 운전의 순현재가치의 분산 (σ2) 20.7%
과거 (2001 ~ 2009년) 의 연간

평균정산단가의 분산

만기까지의 기간 3년
표준설계 및 기술검증

사업기간

주 : SMART 운전의 순현재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과동일하므로 본 장에서는 추정 결과만 제시함.

나. Black- Scholes 모형을 활용한 옵션가치 도출

[표 부록2-3] 건설비 시나리오별 SMART 건설 사업의 가치 (단위 : 억원)

건설비 시나리오 5,000 6,000 6,800 8,000

건설비 포함 순현재가치
-104 -1 ,104 -1 ,904 -3 ,104

(현금흐름할인법 에 의 한 NPV)

콜옵션의 가치 1,182 743 498 264

SMART 사업의 총 가치 1,078 -361 -1 ,406 -2 ,840

9)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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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3] 은 건설비 시나리오별 SMART 건설 사업의 가치를 나타낸 표이다. 표

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해 계산된 건설비를 포함한 순현재가치와 블랙-숍즈모형을 활용해

계산된 콜옵션의 가치 그리고 순현재가치와 콜옵션 가치의 합인 총 가치를 제시하였다.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해 도출된 SMART 건설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건설비를 5 ， 000억

원으로 가정한 경우에는 104억원으로 순 손실이 발생하고， 건설비를 시나리오에 따라

8 ， 000억 원까지 점차 증가시킬 경우 그 손실은 3 ，1 04억 원으로 커지게 된다. 반면 불확

실성을 고려해서 SMART 건설 사업 주체가 보유한 유연성을 가치를 포함한 콜옵션의 가

치는 건설비가 5 ， 000억 원일 경우 1， 182억원으로 나타났고， 건설비가 증가할 경우 점차

감소하여 건설비 규모가 8 ， 000억 원인 경우의 콜옵션 가치는 264억 원으로 계산된다. 따

라서 순현재가치와 콜옵션가치를 합한 SMART사업의 총 가치는 SMART의 건설비가

5 ,000 억원일 경우에 1，078억원이 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외

의 건설비하에서는총 가치가 모두 음수로 나타났지만，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NPV보다

는 손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옵션 가치의 경제적 의미의 해석

블랙 숍즈 모형을 통해 도출된 SMART 건설의 옵션가치는 다음과 같이 경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블랙-숍즈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기초자산만 보유할 경우 위험이 존

재하지만 연속적인 시간으로 작동하는 금융시장에서 옵션을 적절하게 구입하여 기초자산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이 완전하게 헤지 Chedgy)되어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무

위험 이자율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블랙 숍즈 모형을 통해 도출된 옵션의 가격

은 기초자산과 옵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무위험 이자율과 동일한 크기의 수익률을 갖

게 되도록 계산된다.

이를 SMART사업에 대해 적용해 보면 건설비를 포함한 SMART건설사업의 미래현

금흐름의 순현재가치는 불확실성(위험)을 포함한 자산이지만 블랙 숍즈모형을 통해 도출

된 옵션가격만큼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무위험 이자율만큼의 수

익률이 보장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에서 콜옵션의 보유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의 위험을 햇지 Chedgy)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불하고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실물옵션에서는 특정 기술의 습득이나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의 수행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의사결정자가 금융시장의 옵션과 동일한 실물옵션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

경우에 해당 사업의 총 가치는 기초자산인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뿐만 아니라 보유하

는 실물옵션 가치도 함께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 85 -



다만 블랙-숍즈 모형에서 도출된 옵션의 가치는 연속적인 상황 하에서 계산된 점을 감

안해야 한다. 연속적이라는 의미를 SMART 건설에 대해 고려해보면， 의사결정자는

SMART 건설과 관련한 상황의 변화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각 상황에 맞는 최적 의사결정

을 내려야한다 10)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옵션가치는 의사결정자의 합리성이 완전하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된 값이 된다.

4절. 결론

본 연구는 실물옵션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SMART 건설 사업의 가치평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실물옵션가치평가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서 고려할 수 없는 불확실성하의 유연

성의 가치를 사업의 가치에 반영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가 비가역

적일 때 적절한 가치평가법이다.

추정결과， SMART 건설 사업의 옵션가치는 건설비가 5 ， 000 억 원일 경우 1， 182 억 원

으로 추정되었으며， 건설비를 8 ， 000 억 원으로 증가시겼을 때도 264억 원의 옵션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SMART 건설과 관련된 환경이 확실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순현재가치

(NPV) 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음의 값이 도출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없음을 제시되었

지만， 실물옵션을 적용했을 때는 SMART 건설비가 5 ， 000억원인 경우에 SMART사업의

순가치가 1， 078 억원으로서 사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

의 건설비하에서도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추정된 손실액의 규모보다 옵션가치 만큼 줄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0년에 결쳐 운영되는 SMART 원전의 운영에는 무수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발전소의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히 사업의 운영을 변경할 수 있

는 옵션을 의사결정자가 적절히 사용한다면 SMART 건설을 통한 순편익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SMART 건설 사업의 의사 결정자는 불확실성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 하에

서 평가된 NPV 결과를 인용해 사업의 추진 자체를 무산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

정구조를 확립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실물옵션 적용 측면과 연구대상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

측면에서의 한계를 삼펴보면 본 연구가 오직 국내 1기에 한하여 SMART 건설에 대한 경

제성만을 삼펴보았다는 점이다. SMART 건설에 대한 경제성이 향후 SMART 기술개발

10) 본 연구에서는 전력가격만이 불확실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전력가격의

화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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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 적용 가능한 구체

적인 발전소의 기수와 해외 수출부문까지 고려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향후 관련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선성장동력사업의 한 분야로 이 분야에 대

한 국가 연구개발투자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물옵션 적용 측면에서의 한계로는 SMART 건설과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옵션을 고

려하지 못하고 3년 후 건설이 가능해지는 건설에 대한 콜옵션만 고려했다는 점과

SMART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을 전력가격만으로 가정한 점이다. SMART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은 전력가격 뿐만 아니라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가격， 건설비용 등 다양한 불

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본 연구는 모형활용의 편이를 위해 하나의 변수가 불확실성

을 대변한다고 가정한 점이 있다. 향후 복수의 변수를 확률변수로 처리하여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실물옵션평가법이 개발된다면 보다 면밀한

가치평가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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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사회적 무형가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지

SMART어| 관한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lID I I I I

본 설문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경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다목적 중소형 원

자로 SMART와 관련하여 시민 여론을 묻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는 절대로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이 있

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샘각하신 후， 구|하 또는 귀하 까구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해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문 조사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의 고견은 향후 SMART 원자로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한 뀌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통계법 저133조에 의거하여 그 비밀이 절저하게 보장되오니， 번거롭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어 뀌하의

고견을 정책 수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5월

돔서리서치

담당연구원 김혜진 (02) 2188-9675
실사연구원 조윤아 (02) 2188-9711

sa 1) 성별 1. 남성 2. 여성

sa 2)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세

sa 3) 지역 1. 서울 2.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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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는 1997년부터 우리나라까 독자 기술로 개발해 온 한국형 원자로의 이름입니다. SMART는 전력샘산과 바당

물 담수를 겸용하는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로서， 특히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새로운 기술이 쉽게 접목될 수 있

고， 안전성 향상과 건설기간 단축에 따른 경제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술 집약적인 원자로입니다 국제 전문기구들

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은 기존의 대형 원자로뿐만 아니라 중소형 원자로 시장이 새롭게 성장할 것이며

발전이외에도 담수샘산이나 선박추진의 동력원 등 다원화 시장으로 진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 다목적 중소형원자로의 독자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이제는 SMART의 국내 시범 원자로의 건

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원자로의 국내 건설 및 운영을 통한 경험축적은 SMART에 대한 국제적 신로|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해외 수출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중소형 원자로 기술분야는 대용랑 원자로 분야에 비해 선진화가 가능하

기 때문에， SMART 개발사업은 우리나라카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선진국에 앞서 세계 중소형 원전

시장을 선점하며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A1. 구|등깨서는 스마트 원자로에 대해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CD 들은적이 있다 @들은적이 없다

ft2.. 구|등깨서는 스마트 원자로까 전력뿐만 아니라 바g몰 딩싹호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깨

@알고있다 @모른다

K3. 구|등깨서는 우리나라까 독자 기술로 스마트 원자로를 개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CD 알고 있다 @모른다

AA. 스마트 원자로의 개발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등때|서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4순우|까지 밀씀해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 소규모 전력생산으로 공업단지 ·도서지역에 안접적 전력공급 @ 물부족 극복을 위해 해슈핍바호때| 에너지 이용

@ 다목적 소형원자로 기술을 입증하여 원자로 해외수출 기반조성 @ 중소형원자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원전기술 확보

|맡댐딩됨밑훌lιII

〈스마트 원자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갚으념

이 분기별로 납부하논 소득세가 향후 5년간 인상된다논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상적인 상황이지만 뀌 댁

의 소득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서 실저| 상황이라고 샘각하시고 응답해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5. 귀하의 까구는 〈스마트 원자로〉사업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분기벌 1회 ( )원을소득세를 통해 지불하실 의사까

있습니까?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스마트 원자로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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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해당사항에 ν로

체크하시거나 값을 적어 주십시오.

81. 구|하께서는 기초과학 연구와 관런된 일을 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82.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 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83. 작년 한 해 동안 퀴하 가구의 월 편규소득(세전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아래에서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CD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j)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00만원 이상 1 ， 000만원 미만

(j]) 1 ， 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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