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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불확실성하에서 지속가능한 DMZ 관리 

실물옵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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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설정된 완충지대이다. 또

한 정전협정 이후 철저히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단절된 지역이고,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 ‧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반면, 향후 남북경협 활성

화 시 DMZ에 대한 개발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기에, DMZ 개발 시 경제적 비용-편익 관점에

서의 논의뿐 아니라, DMZ의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존할 것인지와 복구비용 및 예산

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 

DMZ 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DMZ의 정치적 리스크 및 지역적 특수성을 모형 안에 반영

하여 설계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불확실성하에서 DMZ 투자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물다

양성 가치의 임계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때 생물다양성이 주는 편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DMZ 보전, 남북경협, 실물옵션, 생물다양성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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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emilitarized Zone(DMZ) is a buffer zone set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limit 

lines established after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t is an important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where wil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live.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pressure on the 

DMZ will increase whe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activated in the future. As a result, 

DMZ development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economic cost-benefit aspects, but also how to assess and 

conserve the biodiversity of the DMZ, as well as the recovery costs and budget. This paper develope a 

sustainable DMZ management model under biodiversity uncertainly by using real option approach. The 

model is also designed to reflect the political risk and regional specificity of the DMZ. Through empirical 

analysis, I derive the biodiversity threshold () that can secure the DMZ investment economy under 

uncertainty. In addition, through the sensitivity analysis, I deriv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iodiversity 

threshold,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DMZ.

Keywords : DMZ Conservati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iodiversity, Real Options,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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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3년 여간 지속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1)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의 주요 협

약 내용 중 하나가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설정하고 군사분계

선 남북으로 각각 2km씩 후퇴한 남방한계선 및 북방한계선 사이의 완충지대를 설치하

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바로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MDL 남북 2km까지의 완충지대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비무장지대는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간인 통제선(CACL, Civilian Access Control Line)2) 이북지

역,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3)을 의미한다(박은진, 2008; 전성우 외, 2009).

이러한 DMZ 일원과 관련한 조사 ‧ 연구는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DMZ의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민통선 이북지역 및 접경지역과 

관련한 조사 ‧ 연구밖에 할 수 없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위성영상 및 GIS를 활용한 조사 ‧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박은진 ‧ 여인애(2018)의 분석에 따르면 정전 이후 1992년까지 약 40년간 DMZ 관련 

조사 ‧ 연구는 총 3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15년 사이의 DMZ 관련 조사 ‧ 연

구의 비중이 97%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들어 DMZ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급속히 늘어

났다. DMZ와 관련한 대표적 조사 ‧ 연구 주제들로는 환경, 경제 ‧ 지역개발, 교류협력, 

관광, 안보통일, 인문역사 및 법제도 순이었으며, DMZ 환경조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많은 수를 차지했다(박은진 ‧ 여인애, 2018).

하지만 기존의 DMZ와 관련한 조사 ‧ 연구에서는 정책학 및 생태학 분야의 연구가 주

1)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의 범위에 지정

3)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정의)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以南)의 시 ‧ 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 개

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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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었으며, DMZ 관련 경제학 분야의 연구는 적은 편이다. DMZ 관련 경제학 분야

의 대표적인 연구 주제는 ‘DMZ의 가치 평가’이다. 전건홍 ‧ 윤여창(2000)은 CVM을 이

용하여 철원지역 생태계 보전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이충기(2005) 및 이충기

(2006)도 CVM을 이용하여 DMZ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보존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최성록 ‧ 박은진(2010) 및 최성록 외(2010)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DMZ일원 주요 자

원의 보전가치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는 ‘DMZ 보전기금’과 관련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을 통한 개발모형

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Kim(2019)은 주인-대리인 분석(Principal-Agent Study)을 도입

하여 DMZ 사업권을 가진 주체인 정부가 대리인인 개발사업자에게 DMZ 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DMZ 보전기금 마련과 DMZ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박호정 외(2019)는 향후 남북경제협력 시 DMZ 개발사업권을 정부가 개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DMZ 보존기금을 마련하여 DMZ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나 방법론적으로는 실물옵션 방법론과 경매이론을 연

계한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으며, 모형에서 남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

치적 리스크도 고려하였다.

국내에서 실물옵션 방법론을 DMZ에 적용한 연구는 전술한 박호정 외(2019)가 최초

이다. 하지만 국내외에서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모형을 실

물옵션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주요 대상으로는 산림(Clarke and Reed, 

1989; Conrad, 1997; Bulte et al., 2002; Leroux et al., 2009, Di Corato et al., 2013; Di 

Corato et al., 2018), 야생(Conrad, 2000), 멸종위기종(Weitzman, 1998; Kremer and 

Morcom, 2000; Kassar and Lasserre, 2004), 수산자원(박호정 ‧ 장희선, 2009; Park, 

2010), 유전자원(박호정 ‧ 정병관, 2017; 홍원경 외, 2019) 등이 있다.

산림의 가치와 관련되어 초기의 대표적 연구는 Conrad(1997)이다. Conrad(1997)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헤드워터스 포레스트 보호지역(Headwaters Forest Reserve) 산림의 

목재 벌목과 산림 보전에 따른 옵션 가치를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산림의 경

관가치(amenity value)가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Bulte et al.(2002)는 코스타리카

(Costa Rica) 대서양 연안지역 산림의 농지전환 과정에서 산림이 주는 편익(forest benefit)

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을 설정하였다. Leroux et al.(2009) 역시 Bulte et 



생물다양성 불확실성하에서 지속가능한 DMZ 관리 실물옵션 분석

• 621 •

al.(2002)의 모형을 발전시켰으나, Bulte et al.(2002)와는 달리 생물다양성 보전에 따른 

편익이 종-면적 관계(species-area relationship)4)에 의해 결정(MacArthur and Wilson, 

2001)되며, 종-면적 관계식의 한 요소인 ‘종의 한계가치’가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였

다. 그리고 Di Corato et al.(2013 & 2018) 역시 Bulte et al.(2002)의 모형을 발전시켰으

나, 생태계의 가치가 불확실성을 고려한 상황에서 산림의 농지로의 최적 전환 비율을 실

물옵션 방법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에 따른 가치를 산림가치(Conrad, 1997; Bulte et al., 

2002), 생태계가치(Di Corato et al., 2013 & 2018) 및 종의 한계가치(Leroux et al., 2009) 

등으로 설정하고, 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분

석하고 있는 DMZ는 선행연구의 분석 대상인 산림뿐 아니라 다른 토지이용형태(<표 

1>)도 존재하고 있기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5)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태계(ecosystem)’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가치를 불확실

성 요소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DMZ 개발 시 생물다양성의 가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정책 의사결정 모형

을 실물옵션 방법론을 통해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Bulte el al.(2002), Leroux et 

al.(2009) 및 Di Corato et al.(2013)에서 사용한 가정사항 및 파라미터를 일부 준용하였

다. 하지만, 본 논문은 불확실성한 요소를 생물다양성으로 정의하였으며, 박호정 외

(2019)와 같이 DMZ의 정치적 리스크 및 지역적 특수성도 고려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II. 모형

DMZ의 전체 면적은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시간 (단  ≥  )에서 고정()되어 있

음을 가정하였다. DMZ의 면적은 생태계면적(, Biodiversity Reserve)과 개발면적

4) Leroux et al.(2009)에서 가정한 종-면적 관계는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는 생태계에 따른 종의 밀도, 은 생태계 면적, 은 종-면적 상수 및  종의 한계가치(the value of 

a species at the margin)를 의미한다.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 ‧ 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 ‧ 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

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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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Area)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DMZ의 면적을 일정한 단

위(ha)의 동질한 구획(homogenous parcels)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가정하였으며, 초

기(  )의 개발면적은  ≥ 을 가정하였다.

  , with     ≥   (1)

DMZ의 개발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데, 한번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irreversible) 과정임을 가정하였다. DMZ는 일반적인 자원개

발투자사업과 달리 생물다양성의 편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편익을 정확

히 측정할 수 없을 뿐 생물다양성의 편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실물옵션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생태계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얻는 가치를 ‘준옵션가치

(quasi-option value)’로 정의한다(Arrow and Fisher, 1974; Leroux et al., 2009; 권오상, 

2014; 박호정, 2017).

DMZ는 매시간 마다 만큼 일정 비율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이를 토지전환비

율(rate of land conversion)로 정의하였다. 는  ≤ 의 값을 갖는데, 만약 

  이라면 보존(conservation) 상태로 개발이 정지되어 더 이상 개발면적이 증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면 DMZ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발지역으

로 전환(conversion)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 로 고정되

어 있음을 가정하였다.

    보존 
  전환 

 (2)

결과적으로 매시간 마다 증가된 개발면적과 감소된 생태계면적의 관계는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Leroux et al.,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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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계는 매시간 마다 환경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시간 

에 단위면적당 생태계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생물다양성 가치(, 

Biodiversity Value)’로 가정하였으며, 는 gBm(geometric Brownian motion)을 따름

을 가정하였다(Bulte et al., 2002; Di carto et al., 2013).

     (4)

위 식에서 는 의 증가율(Drift Rate)이고, 는 변동성(Volatility)을 뜻하며, 는 

위너과정(Wiener’s process)의 증분을 의미한다.

시간 에서의 DMZ 생태계 보전에 따른 ‘생물다양성 편익(Biodiversity Benefit, 

)’은 생물다양성가치 와 생태계면적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정부는 DMZ 개발 시(  ) DMZ 개발 사업자에 DMZ 개발권을 주면서 개발자

가 사업개발을 통해 향유할 편익을 감안하여 DMZ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DMZ 보

존기금( , 억 원/ha)을 개발자로부터 수취한다. 반면, 정부는 사용자가 토지를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토지정리비용(conversion cost, , 억 원/ha)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리고 토

지개발권의 양도와 토지정리는 시간 에서 동시적(simultaneously)으로 진행됨을 가정

하였다.

시간 에서 정부는   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

은 정부의 수익이며, 세금의 종류에 따라 설정 방식(정률세, 정액세) 및 부과 주체(중앙

정부, 지방정부)가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토지에 대하여 정률로 세금을 부과

함을 가정하였으며, 부과 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 정부의 세수이므로, 모두 

정부로 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 는 다음과 같다.

        (5)

위 식에서 는 세율(%)이고, 는 과세표준,  는 세금 부과 면적6)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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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DMZ는 남과 북의 군사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남북경협 시 정

치적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DMZ 개발 시에 남북경협의 정치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남북경협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로 정의하며, 의 확률은 

포아송 프로세스(Poisson Process)를 따름을 가정하였다(Clarke and Reed, 1990; Clark, 

1997; Leroux and Whitten, 2014, 박호정 외, 2019).

정부의 이윤함수는 생물다양성의 편익 , 세금  , 개발에 따

른 수익   및 개발비용 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6)

정부의 가치함수는 다음과 같다.

   


∞

        (7)

s.t.     

위 식에서 는 기대연산자이며, 는 할인율을 나타낸다. 만일 남북경협의 정치적 리

스크에 의해   사이에 수입이 만큼 감소할 확률이 라고 한다면, 위 식을 아래

의 벨만방정식(Bellman Equation)처럼 전개할 수 있다.7)

         

   
     

 (8)

다음 단계로 Ito’s lemma를 활용하여 식 (8)을 정리하면 아래의 HJB 방정식 

(Hamilton-Jacobi-Bellman equation)을 얻게 된다.

6) 엄밀히 말하면 개발면적에서 공용면적인 도로시설, 용수시설, 폐기물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면적도 존재하나, 해

당 면적은 추정이 불가능하고,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7) 이후,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시간을 나타내는 표기 는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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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의 2계 미분방정식인 HJB방정식의 해를 도출함으로써 프로젝트 가치함수 

 를 얻을 수 있다. 식 (9)의 비동차방정식(Non-homogeneous Equation)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10)

투자 이전에는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옵션가치 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는 옵션 상수를 의미한다.

    (11)

 




















 





   (12)

생물다양성의 가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DMZ 개발 투자 임계 수준인 는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해당 경계조건은 등가조건(value matching condition)과 

한계조건(smooth pasting condition)이다. 여기에서 는 정부의 비가역적 초기투자비를 

의미한다.

 
  

   

 


  (13)

   
  


 (14)

위 식의 연립방정식에서 도출한 와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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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6)

결론적으로 식 (15) 및 식 (16)을 이용해 도출한 옵션가치는 다음과 같다.

    
 


  

   

 


  (17)

III.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앞장에서 도출한 DMZ 개발에 따른 정부 관점에서의 실물옵션 모형을 실

증분석하였다. 그러기에 앞서 실증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값을 구해야 한다.

우선 DMZ의 폭은 4km, 길이는 243km이며, 총 토지면적은 90,703ha이다. DMZ의 토

지는 산림지역이 75.5%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초지 20.3%, 

농경지 2.8% 및 습지 1.1% 순으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다(임업연구원, 2000).

<표 1>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형태
(단위: ha)

구분 대한민국 북한 계

산  림 35,017 77.6% 33,480 73.5% 68,497 75.5%

농경지 588 1.3% 1,907 4.2% 2,495 2.8%

초  지 9,091 20.1% 9,324 20.5% 18,415 20.3%

습  지 226 0.5% 806 1.8% 1,032 1.1%

나  지 86 0.2% 12 0.0% 98 0.1%

수  역 129 0.3% 37 0.1% 166 0.2%

합  계 45,136 100.0% 45,567 100.0% 90,703 100

*출처: 임업연구원, 2000,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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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증분석을 위한 DMZ 개발 시나리오

이 중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라 DMZ를 개발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개발가능한 면적

은 MDL 남쪽의 대한민국 지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1차적으로 개발가능

한 DMZ 전체면적( )은 45,136ha(임업연구원, 2000)로 설정하였다. 농경지는 이미 

DMZ 생태계가 개발되어 전용된 땅이므로 초기 개발면적()은 588ha로 설정하였고, 

이를 제외한 면적이 초기 생태계면적( 44,548ha)이다(<그림 1.A>).

그리고 정부는 개발시작 후 매시간  마다 의 속도로 DMZ를 개발한다. 점차 개발면

적이 확대됨에 따라 생태계면적은 이에 상응하여 감소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생태계면적이 최소가 되는 최소생태계면적(min )은 <표 1>에서 습지(229ha)와 수역

(129ha) 면적의 합인 355ha로 가정하였다(<그림 1.C>).

그렇기에 정부에서 개발하는 생태계의 면적은 <그림 1.A> 및 <그림 1.C>의 사이( , 

)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개발가

능면적( )을 전체 DMZ 면적의 1/2까지(Di Corato et al., 2013)로 설정( × 

22,568ha)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정부 관점에서의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DMZ는 정치적 

및 지역적 특수성에 의거하여 파라미터와 관련한 적절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실증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파라미터를 임의로 도출하였다. 

첫째, 토지정리비용()은 9.37억 원/ha를 가정하였다. 정부는 DMZ의 개발을 위해 토

지정리를 통해 개발자가 토지를 개발가능하도록 공급해야 한다. DMZ의 토지정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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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증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파라미터 의미 값 단위

토지

 DMZ 전체면적 45,136 ha

 생태계면적 44,548 ha

 개발면적 588 ha

정부

 토지정리비용 9.37 억 원/ha

 토지전환비율 0.01 -

 DMZ 보전기금 1.20 억 원/ha

 세율 0.001 -

 과세표준 4.50 억 원/ha

 수입감소분 0.43 억 원/ha

 수입감소확률 0.02 -

 투자비 10,000 억 원

 할인율 0.05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증가율 0.025 -

 생물다양성 변동성 0.200 -

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차지하는 요소는 바로 지뢰제거비용이다. 한반도에 지뢰가 매설

된 지역의 추정면적은 약 66,618ha이며, DMZ 전역에만 52만발정도가 매설되어있다.8) 

최근에 지뢰를 제거한 사례로 2006년 군(軍)에서 경의선 연결공사를 위해 사업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였는데, 이때 투입된 비용이 9.37억 원/ha9) 정도였다. 

둘째, 토지전환비율( )은 0.01로 적용하였다. 선행연구인 Leroux et al.(2009)에서 

를 최대전환비율(maximum rate of conversion)로 정의하였으며 동 값을 0.025로 제시하

였는데, 이는 매년 전체면적의 2.5%가 농지로 전환됨을 가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16년 기준 전체 국토면적(101,059km
2
) 중 임야면적이 63%(63,918km

2
)이며, 개발면

적( )이라 간주할 수 있는 ‘임야 外’ 면적이 37%(37,140km
2
)이다. 그리고 ‘임야 外’ 면

적은 ‘08년 35,282km
2
에서 ’16년 37,140km

2
로 연평균 1%씩(CAGR) 증가하고 있다.10)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로 적용(1%)하였으며, 선행연구와 비교를 위해 

8) 아시아경제(2018.10.02), “[DMZ 지뢰 제거] 한반도 매설 지뢰, 종류와 양은 얼마?”

9) 한국지뢰제거연구소(2006.07.09), “군, 경의선 연결공사의 35%가 지뢰제거 작업 비용으로 집행”

10) 행정안전부,｢한국도시통계｣, 지목별 토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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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때의 민감도 분석도 시행하였다.

셋째, DMZ 보존기금은 1.20억 원/ha를 가정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자연자산을 관리 ·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

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

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의 곱으로 설정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지역계수가 

411)이다. 

넷째, 세율()은 0.001 및 과세표준()은 4.50억 원/ha를 적용하였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입주 기업 및 개인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

방세 및 등을 지불12) 하고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DMZ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하

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대

신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른 세율은 0.1%(생산용건물) 및 과세표준은 4.50억 

원/ha를 적용13)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수입감소분()은 0.43억 원/ha를 가정하였다. 2016년 개성공업지구 

운영의 전면 중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1조 5,404억 원의 손실14)을 입었고, 이

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게 지불한 경협 보험금 2,809억 원15)으로 추정되었다. 남

북경협의 중단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감소분은 경협 보험금 및 개성공단의 면적을 바탕

으로 도출16)하였다.

여섯째, 정부의 초기 투자비  억 원을 가정17)하였다. ｢개성공업지구 지원

에 관한 법률｣18)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 철

11) DMZ 보전기금(1.2억 원/ha)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m
2
) × 지역계수(4) × 환산계수(104m

2
/ha)

1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누리집(https://www.kidmac.or.kr)

13) 미국의소리(2015.12.21), “남북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놓고 이견”

⇒ 토지사용금액 = 토지사용요율(1%) × 분양가(149,000원)

14) 연합뉴스(2017.02.07), “개성공단 폐쇄 피해 1조 5천억 원 이상…⅓도 보상 못 받아”

15) 연합뉴스(2013.08.27), “개성공단 보험금 지급 증가…27개사 895억 원 수령” 

16) 정부의 수입감소분(0.43억 원/ha) = 경협 보험금(2,809억 원) ÷ 개성공단면적(66,000ha)

17) 조봉현(2019)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10대 남북경협 사업’에 따른 20년간 총 투자비가 63.5조 원으로 

추정된다. 초기투자비는 7,797억 원으로 추산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초기투자 매몰비용을 

10,000억으로 가정하였다.

⇒ 총투자비 = 20년간 총 투자비(63,5조 원) ÷ DMZ 전체면적(90,700ha)

⇒ 초기투자비(7,797억 원) = 초기생태계면적(44,548ha) × 토지전환비율(, 0.025) × 7.00억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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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신,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MZ 개발 시에

도 특별법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의 초기 투자비가 지출될 것이며, 동 금액은 

조봉현(2019)을 바탕으로 가정하였다.

일곱째,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수입감소확률() 및 할인율()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DMZ 개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남북경협 리스크와 이에 따른 수입감소 확률과 관

련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모형의 실증분석과 결과의 비교

를 위해서 박호정 외(2019)의에서 가정한   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할인

율 역시 DMZ라는 특성을 반영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박호정 외(2019)의 

  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 가치()의 증가율() 및 변동성() 파라미터는 Di Corato et 

al.(2013)에서 적용한     및   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와 생태계면적()

의 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편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생물다양성 가치 증가율 및 변동성에 따른 최적투자분기점은 <표 3> 및 <표 4>와 같

다. 이에 따르면,     및   일 때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은 0.18억 

원/ha로 나왔다. 이는 불확실성하에서 DMZ 개발 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0.18억 원/ha 

이상이어야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이상이 되어 정부가 DMZ 개발을 이행하면, <부록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의 임계값은 점차 높아지게 되어 투자가 연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불확실성하에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이하라면, 정부의 DMZ 개

발은 투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투자를 연기하게 된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변화에 따른 의 변화율이 상이한데, 이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일 때부터 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인 Bulte et al.(2002)와 Leroux et al.(2009)는 실증분석 시 생물다양성의 가

치()를 75$/ha(90,000원/ha)로 설정하였으며, Di Corato et al.(2013)는 를 200$/ha 

1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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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원/ha) 설정하였다(환율 1,200원/$ 적용). 본 논문의 임계값은 선행연구와 괴리

가 존재하는 데, 선행연구에서는 개발이전 상태(  )에서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

한 것이고, 본 논문은 개발 수익 및 비용을 고려한 DMZ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생물다

양성 가치의 임계값을 도출한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는 ‘DMZ 보존기금( )’과 ‘토지정

리비용()’이라는 DMZ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파라미터를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위한 와 의 값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지뢰제거비용’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 조건에서 생물다양성의 편익()은 8,23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및 가 

증가할수록 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편익을 로 정의함

에 따라   및   증가에 따라 가 증가한 결과이다.

<표 3> 증가율() 변화에 따른 생태계편익 및 생태계가치

파라미터 값

생물다양성 가치

증가율( ) 0.010 0.025 0.040

변동성() 0.200

(억 원/ha) 0.1779 0.1849 0.2553

생물다양성 편익( , 억 원) 7,926 8,235 11,373 

 1.8508 1.4611 1.1583

주:  ,  ,  ,   ,  ,  , ,   , , 




<표 4> 변동성() 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가치 및 생태계가치

파라미터 값

생물다양성 가치

증가율( ) 0.025

변동성() 0.100 0.200 0.300

(억 원/ha) 0.1370 0.1849 0.2531

생물다양성 편익( , 억 원) 6,103 8,235 11,276 

 1.7417 1.4611 1.2995

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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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 때의 를 식 (6)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

리고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의 식 (6)은 식 (19)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식 (18)과 식 (19)에 <표 2>의 파라미터를 대입하면  일 때 정부의 이

윤은 각각 7,873억 원 및 –364억 원으로 나온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가치 및 편익을 고려

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 관점에서의 DMZ 개발사업은 투자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생물다양성의 가치 및 편익을 하나의 변수로 고려할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8)

           (19)

또한 정부는 DMZ 개발 시 민간 투자자의 비용-편익 분석 관점과는 달리, 공공재인 생

태계의 비가역적 개발을 통해 손실될 수도 있는 생물다양성의 준옵션가치(quasi-option 

value)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식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

기간 동안의 DMZ 개발 시행에 따라 생태계면적이 감소되어 포기해야 하는 준옵션가치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에 사용된 값을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생물다양성 가치의 증가율() 및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파라미터 값은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  및 ∈  범위에서만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2>, <부록 표 1> 및 <부록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듯이 와 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DMZ 개발을 위한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

인 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는 와   중에 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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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 증가율() 및 변동성() 민감도 분석

(  ,  ,  ,   ,  ,  , ,   , )

다음으로 DMZ의 특수성을 반영한 파라미터인 남과 북의 정치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

는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수입감소확률() 및 수입감소분()에 대한 의 민감도 분석

을 시행하였다. 는 의 변화에는 크게 반응하고 있으나, 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MZ 개발 시 정부의 정치적 리스크 증가 시 생물다양

성 가치의 임계값()이 높아져 DMZ 투자 유인이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다(<그림 3>).

박호정 외(2019)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증가에 따라 투자자의 ‘경쟁 입찰 수준’이 감소하기에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서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분석한 

정부관점에서의 DMZ 개발사업도  변화에 따라 가 높아져 투자 유인이 급속도로 감

소하였으며, 이는 정부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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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 수입감소확률() 및 수입감소분() 민감도 분석

( , ,   ,   ,  ,   ,  ,  , )

DMZ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른 파라미터인 ‘DMZ 보존기금( )’ 및 ‘토지정리비용()’

에 대한 의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와  값으로 ‘생태계보전협

력금’ 및 ‘지뢰제거비용’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는 의 변화에는 크게 반응

하고 있으나, 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DMZ 개

발 지역 선정 시 값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투자경제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

한편, <그림 4>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DMZ 보존기금( )이 7.03억 원/ha 이상으

로 올라가거나 및 토지정리비용()이 0.3억 원/ha 이하가 되면, 값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미래의 생물다양성 가치의 불확실성 및 편익에 대한 순현재가치 분

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즉각적인 투자가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한 ∈   및 ∈ 의 범위에 대해

서만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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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의 DMZ 보존기금( ) 및 토지정리비용() 민감도 분석

(  ,   ,   ,  ,  ,  , ,   , )

마지막으로 토지전환비율( ) 변화에 따라 최대개발면적( )으로 설정한 22,568ha에 

도달하는 시간 를 분석해보았다. <그림 5>와 같이 가 1)     2)     및 3) 

  로 증가함에 따라 에 빨리 도달함을 알 수 있으며, 가 DMZ 생태계면적 변

화에 비선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에 도달하는 시간이   일때는 약 

70년의 만기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증가에 따라 만기 도달시간은 짧아지기에 

식 (7)의 시간 는 다르게 설정(  ∞  또는     ∞ )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에 정부에서 DMZ 개발계획 수립 시 적절한 토지전환비율( )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3>과 같이   증가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가치 임계값()은 증가하여 불확실

성하에서 DMZ 개발의 투자 의사결정이 연기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생물다양성의 편익

()도 급속도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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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변화에 따른  도달 시간 분석

IV. 결론 및 제언

DMZ는 물리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각각 2km

씩 후퇴한 남방한계선 및 북방한계선 사이의 완충지대이며, 총 면적은 907km
2 
(90,703ha)

에 이르고 있다. 생태적으로는 정전협정 이후 철저히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단절된 지역

이고,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 동 ‧ 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자연환

경보전지역이다(전성우 외, 2009). 또한 정치 ‧ 군사적으로는 2000년 ｢6 ‧ 15 남북공동선

언｣ 이후, 2011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7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르는 과

정(김범수 외, 2018)에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DMZ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2019년 대한민국과 미국 대통령이 DMZ를 방문함에 따라 DMZ는 

국제적으로도 재조명 받고 있다.

그렇기에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시 DMZ에 대한 개발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기에, 

DMZ 개발 시 DMZ와 유사한 접경지역의 사례(박호정 외, 2019)를 바탕으로 DMZ 개발

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 즉, 기존의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

본계획’과 같은 경제적 비용-편익 관점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DMZ의 생물다양성을 어

떻게 평가하고 보존할 것인지와 복구비용(지뢰제거비용) 및 예산(DMZ 보전기금)도 종

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론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DMZ 개발 시 생물다양성의 가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정책 의사결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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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물옵션 방법론을 통해 개발하였다. 또한 DMZ의 정치적 리스크 및 지역적 특수성

을 모형 안에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물다양성 가치()의 증가율()이 0.025 및 변동성()이 0.20일 때 생

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은 0.18억 원/ha로 나왔다. 이는 불확실성하에서 DMZ 개발 

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0.18억 원/ha 이상이어야 투자의 경제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만

약 불확실성하에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이하라면, 정부의 DMZ 개발사업은 투자 경

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투자를 연기하게 된다.

민감도 분석결과 는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수입감소확률()에 민감하며, 정치적 리

스크 증가 시 이 높아져 정부의 DMZ 투자 유인을 급속도로 감소시킬 것이다. 는 

DMZ 보존기금( ) 보다 토지정리비용()에 민감하기에 정부는  관리보다는 DMZ 개

발 지역 선정 시 값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투자 경제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는 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반응하는 데, 이 높아질수록 정부

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이윤을 증가시켜 는 급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부록 표 

4>). 그렇기에 정부는 와 를 낮추고, 를 높이는 정책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DMZ 개발 시 투자경제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성록 ‧ 박은진(2010)19)은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DMZ 전체 보전가치를 11조 

4,700억 원으로 도출하였으며, DMZ 전체면적(90,700ha)으로 동 값을 나누면 DMZ의 

가치는 1.26억 원/ha이다. 이는 본 논문에서 도출한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 0.18

억 원/ha 보다는 약 6.81배 큰 값이다. 이렇게 두 값이 차이나는 이유는 방법론의 차이도 

존재하나 본 논문에서   도출 시 세수(), DMZ 보존기금( ) 및 토지정리비용()과 같

은 파라미터를 변수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조건에서 ≥ 억 원/ha일 경

우 는 1.26억 원/ha로 높아진다.

국제사회에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2007년 G8 

환경장관 회의에서 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s & Biodiversity)를 발족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물다양성의 가치평가는 유전자, 종, 보호

구역, 산림소득 등 국소적인 측면에서만 평가(Nijkamp et al., 2008; 김정택 외, 2012)하

19) 최성록 ‧ 박은진(2010)에서 도출한 DMZ의 보전가치는 다음과 같다.

⇒ DMZ의 보전가치(11조 4,700억 원) = 1인당 총 편익(304,902원) × 인구수(37,618,58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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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해외의 다양성 생물다양성 측정 방법론은 대한민국 생물종의 특성과 생태계

의 차별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강희찬 외, 2015). 그럼에도 생물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측

정 및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

향평가 시 생물다양성의 가치도 고려하는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구미현 ‧ 이동근, 2011; 

오일찬 외, 2015).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실물옵션 방

법론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여 정책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분석한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생물다

양성의 가치와의 비교와 민간도 분석을 통해 정부 관점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

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관점에서의 DMZ 개발 의사결정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나, 기업들도 투자의사결정 시 생물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확대(TEEB, 2012)

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에는 기업(개발자) 관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투자 모

형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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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물다양성 가치() 생물다양성 편익( )

주:  ,  ,  ,   ,  ,  , ,   , , 

  

<부록 표 1> 증가율()과 개발면적(∈ ) 변화에 따른  및 

생물다양성 가치() 생물다양성 편익( )

주:  ,  ,  ,   ,  ,  , ,   , , 

  

<부록 표 2> 변동성()과 개발면적(∈ ) 변화에 따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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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가치() 생물다양성 편익( )

주:   ,  ,   ,  ,  , ,   , ,   , 

  

<부록 표 3> 토지전환비율( )과 개발면적(∈ ) 변화에 따른  및 

생물다양성 가치() 생물다양성 편익( )

주:  ,  ,   ,  ,  , ,   , ,   , 

  

<부록 표 4> 세율()과 개발면적(∈ ) 변화에 따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