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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

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

다. 실증분석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추진 중인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시관 운영 편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관 가동률의 불확실성을 고려

하기 위해 실물옵션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전시

관 가동률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전시관 가동률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청주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시관 가동률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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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제협회연합(UIA)이 발표한 2015년 국제회의 개최현황에 따르면, 2015년도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12,350건으로 2011년도(10,743건)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icemkorea.com). 또한 한국전시산업

진흥회에서 발표한 2016년 국내 전시산업 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전

시회 개최건수는 2015년 대비 1건이 늘어났으나, 전시회 1건당 참관객 수는 평균 1

만 3,838명으로 2015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시저널, 2018). 이와 

같은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국내 전시회 참관객 수 증가로 인해 개최장소로 활용 

가능한 컨벤션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www.akei.or.kr)에 따르면 회의기능 및 전시기능을 갖추고 있

는 국내 컨벤션센터의 개수는 총 15개이며, 지역별 컨벤션센터 개수는 서울(4개), 부

산(1개), 인천(1개), 고양(1개), 대전(1개), 광주(1개), 제주(1개), 창원(1개), 대구(1개), 

구미(1개), 군산(1개), 경주(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1). 이를 통해 회의 및 전시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에 4개의 컨벤션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지역별로 1

개씩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기업체들이 모여 있으며, 2015년부터 매년 국제 박람회 규모로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를 실시하는 등 바이오·화장품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수요 및 전시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이 관련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지역에는 

회의기능 및 전시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행사장소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관

련 지자체에서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이하 ‘청주 전시관’)를 오송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본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

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 이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

과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조사 및 심

1) 회의기능 및 전시기능을 갖춘 국내 컨벤션센터 개수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에 제시
된 개수(13개)와 한국경제연구원(2016)에서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한 개수(15
개)로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DDP 및 SETEC이 포함된 한국경제연구원(2016) 자료에 기반한 
개수를 국내 컨벤션센터 개수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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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구조상 사업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가 어렵지만2), 실제 사업 운영 시

에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운영 환경에 내포된 불

확실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할 경우 더욱 엄밀한 관점에서 해당 사업의 경

제성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문헌이 제약적인 관계로 전시관을 포함하는 문화시설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화시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해외 연구로

는 Safavi(1971), Throsby(1982), Pollicino and Maddison(2001), Bedate et al.(2009)이 있다.

Safavi(1971)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컨벤션센터로 인한 편익 및 비용 등을(세금, 채

권, 영업수익 및 비영업수입 등)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컨벤션센터가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컨

벤션센터의 행사로 인한 편익은 특정부문(호텔, 레스토랑 등)에만 국한되어 발생하

여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함을 주장하였다.  

Throsby(1982)는 지역사회 내 예술관련 시설건립에 대한 경제적 편익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인 내용과 더불어 호주의 밀두라 아트

센터(Mlidura Art Centre)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 내 예술관련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시 지역적(regional) 관점의 직접적 편익

(입장료 등)만을 고려할 경우 해당 시설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해당시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역적(national) 관점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Pollicino and Maddison(2001)은 영국에 위치한 링컨 대성당(Lincoln Cathedral)의 오

염방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링컨 대성당 오염방지를 위한 지불의사

금액(Willingness To Pay, WT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및 분석방법(이중경계 

또는 단일경계)에 따라 4가지 분석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링컨 대성당 오염

방지를 위한 총 지불의사금액은 5.9백만 파운드에서 8.8백만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거리가 멀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불확실성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은 확실성 하에서의 경제성 분석보다 복잡한 수리적 도출과정을 가
지며, 불확실성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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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ate et al.(2009)은 현대예술 박물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CVM을 적용하여 추

정하였으며, 스페인 발라돌리드(Valladolid)에 위치한 현대예술 박물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대상자를 발라돌리드 거주자, 박물관에 방문해본 

사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국제 현대예술 박람회(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s Fair)에 참석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설

문지에 현대예술 박물관 건립의 지불의사에 대한 확실성 질문(certainty question)을 

반영하여, CVM 분석 시 발생되는 편의(bias)를 최소화시키고 합리적인 지불의사금

액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결과 국제 현대예술 박람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보였으며, 박물관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

로 높은 지불의사를 보여, 조사대상에 대한 경험이 지불의사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불의사에 대한 확실성 질문의 강도가 높을수록 낮

은 지불의사금액이 도출되어, 확실성 질문의 반영이 설문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금액 

과대 추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시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윤희윤(1999), 박광국 외

(2003), 김태칠 외(2014)가 있다. 윤희윤(1999)는 다중상관 및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외 대도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도서관은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사점으로 규모의 경

제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광국 외(2003)는 대구 수성구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편익의 항목 중 문화강좌 수강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직접 추정하였으며, 해당 시설 건립에 대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 할인율이 6.55%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철 외(2014)는 KINTEX 

2단계 건립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분석 시 편익항목으로는 컨벤

션센터 자체 운영수입과 컨벤션센터를 활용한 기업의 예상 매출증대를 고려하였고, 

비용항목으로는 총사업비, 운영비, 재 투자비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할인율 5.5%를 

기준으로 KINTEX 2단계사업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B/C비율(Benefit-Cost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각각 6,380억 원, 1.39, 10.87%로 도

출되어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거나, 

문화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 및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 운영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의 경우 확정적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분석대상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

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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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에 관한 기존 경제성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환경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연구로는 장철호․박호정(2009)이 있다. 

장철호·박호정(2009)은 이항옵션(binomial option) 모형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이산적(discrete) 확률과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시

점(옵션 모형 관점에서 만기 시점)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투자 경제성 분석이 가능

하다. 하지만 실제 투자 시행 시에는 정해진 시점에만 투자의사를 결정하기보다는 

유연한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항옵션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도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사업 운영과 

관련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전시관 연간 가동률의 연속적(continuous) 확률과

정을 투자 사업에 내포된 불확실성으로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실물옵션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연속적 확률과정을 반영할 경우, 수리적 모형의 복잡성이 

발생하지만 정해진 시점이 아닌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유연하게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를 통해 청주전시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더불어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석모형인 실물옵션에 관해 설명한 

뒤, 3장에서는 분석자료를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에 근거한 분석결과를 제시

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분석모형

실물옵션 모형은 투자사업의 운영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의 불확실성

(uncertainty)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며, 운영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운영수입, 운영비용, 투자비용 등이 

있다. 각 요소의 불확실성은 해당 요소의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 특성을 고려하

여 반영할 수 있으며, 확률과정의 특성은 과거 자료를 통해 도출된다. 실물옵션 모

형은 운영수익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해당 투자에 대한 경제성 확보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석과정에서 수리적 복잡성이 수반되므로, 투자의 비가역

성(irreversibility)과 불확실성이 해당 사업의 운영수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때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재원으로 추진되는 전시관 건립 사업은 초기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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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투자 이후 전시관 가동률에 따라서 운영수익

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시관 가동률의 변동성을 반영한 경제성 확보시기를 확인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실물옵션 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모형은 목적식과 제약식으로 구성되며, 목적식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청주전

시관 운영 시 순수익(=‘편익-비용’)으로, 제약식은 전시관 가동률3)의 확률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지방행정연구원(2016a, 2016b)에 따르면 전시관 운영편익은 전시시설 편

익과 기타시설 편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시시설 편익은 전시시설 운영편익, 주관

전시회 개최 편익, 전시참가업체 부가가치 창출편익으로 구성되며, 전시시설 운영편

익은 전시관 부스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주관전시회 개최 편익은 전시시설

에서 전시회를 주관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전시참가업체 부가가치 창출편익은 

전시시설 활용으로 기업 입장에서 발생되는 가치창출 편익을 의미한다. 기타시설 편

익은 전시관 운영주체 입장에서 회의실, 부대시설, 주차장 등과 같이 비 전시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편익을 의미한다. 

전시시설 운영편익은 임대료율, 전시면적, 가동률, 임대일 수의 곱으로 구성되며, 

이 중 다른 요소들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가동률은 예측한 전시수요를 바

탕으로 정해지므로 가장 변동성이 큰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

주전시관 가동률의 확률과정을 전시관 운영환경에 내포된 불확실성으로 반영하였으

며, 가동률 과거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GBM(Geometric Brownian Motion)

의 확률과정을 제약식으로 반영하였다. 전시관 운영편익의 구성요소들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전시관 운영편익 구성

3) 본 논문에서의 가동률(operation rate)은 (전시관에서 부스 대여로 인한 임대수입을 얻는 일 수)/365일를 
의미하며, 임대수입을 얻는 일수에는 부스의 설치, 운영, 해체기간이 포함된다.

구 분 산정 방법

전시시설

편익

(a)

① 전시시설

   운영편익
(임대료율) × (전시면적) × (가동률) × (임대일 수) 

② 주관전시회

   개최편익

(주관전시회 1회당 전시사업 수익) × 
(연간 주관전시회 개최횟수) × (전시산업의 부가가치율)

③ 전시참가업체

   부가가치

   창출편익

(전시회 1회당 1기업의 전시회를 통한 순 매출액) × 
(참여 업체의 부가가치율) × (전시회 1회당 예상 참가업체 수) × 
(전시회 예상 개최 수) × (전시관의 매출증대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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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a),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b),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주: 전시시설 편익 및 기타시설 편익의 세부 구성요소들에 대한 설명 및 출처는 부록에 제시함

본 연구에서의 목적식(전시관 운영 시 순수익)과 제약식(가동률의 확률과정)의 설

정은 일반적으로 전시관 운영 편익 중에서 전시시설 운영편익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전시시설 운영편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가동률인 점을 고려하여 식 

(2.1) 및 식 (2.2)로 설정하였다. 

max E




  
. (2.1)

 . (2.2)

식 (2.1)의 는 사업가치(project value)라고 불리는데, 이는 전시관 건립 이후 

내구연한 동안 시설 운영을 통해 확보 가능한 가치를 의미한다. 식 (2.1)의 우변에 

존재하는 E는   에서의 기대연산자(expectation operator)를, 는 연간 전시관 가

동률을, 는 1년을 의미하는 365일을, 는 단위면적(㎡)당 전시시설의 시간당 임대

료율을, 그리고 는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시설 공급면적을 의미한다. 즉, 식 (2.1)

에서 는 전시시설 운영편익을 의미하며 전시시설 운영편익을 제외한 나머지 

편익들(주관전시회 개최편익, 전시참가업체 부가가치 창출편익, 기타시설 편익)은 통

합하여 로 표현하였다. 또한, 전시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로, 할인율은 로 각각 

나타내었으며, 전시관의 내구연한은  년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토

지가치  를  년 이후의 현재가치화 된 값으로 변환하여 토지의 잔존가치로 목적

식에 반영하였다. 

구 분 산정 방법

기타시설

편익

(b)

① 회의실 

   운영편익

(㎡당 평균 회의실 임대료) × (회의실 가동률) × 
(회의실 총 면적) × 365일

② 부대시설 

   운영편익

(부대시설 ㎡당 월 임대료) × (부대시설 면적) × (가동률) 
× 12개월

③  주차장

   운영편익

(주차면수) × (주차장 회전률) × (시간당 주차료) × 
(평균 주차시간) × 365일

총 편익 (a+b)



10 정진영․남영식․전대욱

식 (2.2)는 가동률 의 확률과정에 해당하는 GBM을 의미하며, 이는 기대증가율 

, 순간변동율 , 그리고 확률과정의 무작위성(randomness)을 나타내는 위너증분

(Wiener increment) 로 구성된다. 는 식 (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우변의 는   일 때의 가동률을 의미한다.4)

max E




  . (2.3)

식 (2.3)을 전개하면 는 식 (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4)

투자주체 입장에서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투자의 순사업가치와 해당 투자의 지연으로 관련 정보의 불확실

성을 해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때 투자지연을 통

해 발생 가능한 편익은 투자시행에 대한 선택가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이를 투자옵션 로 제시하였다. 이때 투자옵션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 해당 

사업이 지니는 본원적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의 가치로

도 해석할 수 있다. 사업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의 가치는 해당 사업에 내포된 불확

실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투자옵션은 전시관 가동률 의 함수로 구성된다. 이토 보

조정리(Ito’s lemma)와 해밀톤-자코비-벨만(Hamilton-Jacobi-Bellman, HJB) 방정식을 적

용하여 식 (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5)

 


 . (2.5)

4) 식 (2.3)과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은 Dixit and Pyndick(1994) 제6장 및 박호정(2018) 제4장을 참
고할 수 있다. 

5) 이토 보조정리는 확률 미분방정식에서의 테일러 전개로 이해될 수 있으며, HJB 방정식은 현재의 
최적가치를 현재의 보상과 미래의 최적가치로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이들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박호정(2018)의 2장 중 이토 보조정리 및 HJB 방정식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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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옵션가치는   
6)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옵션상수 

와 옵션승수 로 구성된다. 이를 식 (2.5)에 대입할 경우 식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6)

식 (2.6)은 식 (2.7)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식 (2.7)을 통해 에 대한 해를 식 

(2.8)과 같이 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는 특성근(characteristic root)이라 칭한다.







 . (2.7)

 




 







 






. (2.8)

식 (2.7)이 2차방정식이므로 특성근 는 2개의 값(>,  )으로 도출되어 

옵션가치는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전시관 건립 투

자에 대한 옵션가치가 경제학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동율( )이 낮아질수록 

옵션가치는 감소해야하므로   일 때 lim
→

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특성

근 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는 식 (2.7)의 두 근 

중 양의 해만을 적용한다.  

투자주체 입장에서 사업의 최적 투자시행 여부는 투자에 대한 사업가치에서 초기 

투자비용( )을 제외한 순사업가치와 옵션가치가 동일하고, 가동률 에 대한 한계 

순사업가치와 한계 옵션가치가 동일한 조건에서 결정된다. 이때 전자에 해당되는 조

건을 등가조건(value matching condition)으로, 후자에 해당되는 조건을 한계조건

(smooth pasting condition)으로 지칭하며, 이는 식 (2.9)와 식(2.10)과 같다.

 

6) 식 (2.5)와 같은 구조의 미분방정식 해는  와 같은 해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박호정(2018)의 제4장에도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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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10)

식 (2.9)와 (2.10)을 동시에 만족하는 는 임계 가동률이라 하며, 이는 식 (2.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임계 가동률은 전시관 건립사업에 내포된 불확실성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가동률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 연간 가

동률이 임계 가동률 이상이 될 때, 투자주체 입장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1)

식 (2.11)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은 지연효과(hysteresis effect)라 불리며, 투자 

경제성 분석 시 사업에 내포된 불확실성 반영에 따라 경제성 확보시기가 지연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특성에 따라, 


은 1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불확실성

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경제성이 확보되는 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Ⅲ.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청주전시관 건립에 관한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비용 및 편익 자료

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의 지침에 

따라 전시관의 운영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당 전시관 단위시간 임대가격 

는 해당 변수에 대한 미래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의 변

화를 고려한 민감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KDI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편익 및 비용을 현재가치화 하였다. 전시관 

가동률에 대한 확률과정 파라미터인 기대증가율  및 순간변동률 는 기존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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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자료를 통해 산출 가능하며, 이를 산출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내 15개 전시관7)의 평균 가동률 자료를 활용하였다.8) 분석에 적용된 가동률 과거 

자료의 기초 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변수 관측치 갯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국내 15개 

전시관의 

평균 가동률

25 0.541 0.709 0.425 0.542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표 2> 분석에 활용된 국내 15개 전시관 평균 가동률의 기초통계량 (1991~2015년)

본 분석에서는 전시관 가동률이 GBM의 확률과정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ADF 

(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9)을 실시하였으며, 단위근 검정결과 전시관 

가동률이 5% 유의 수준에서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분석에 적용된 전시관 가동률이 비정상적인(non-stationary) 

시계열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고, 분석에 활용되는 전시관의 가동률은 GBM의 

확률과정을 따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근 검정결과는 <표 3>과 같다. 

구분 P값

ADF 단위근 검정 결과

t-통계량 -2.916539

0.0611통계적 유의수준

5% -2.650413

<표 3> ADF 단위근 검정 결과 

7) 분석기간 동안에 운영된 전시관은 총 16개이지만, 여의도전시장은 2004년에 폐장하였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여의도 전시장을 제외하고 평균가동률을 산출하였다.

8) 전시관 가동률의 기대증가율 및 순간변동률 추정 시 지역(비수도권) 및 규모(전시면적 5,000㎡ 이
상) 측면에서 청주전시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사례의 자료만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4개 전시관(EXCO(대구), BEXCO(부산), CECO(창원), KDJ센터(광주))은 대부분 
광역시에 위치하여 오송읍에 위치한 청주전시관과 그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4개 전시
관의 가동률 시계열 자료는 15년치만 구득 가능하지만, 주요 전시관(15개)의 가동률 자료는 25년
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전시관(15개) 평균 가동률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9)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은 시계열 자료의 단위근(unit root)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정
상성(stationarity)을 판별하는데 활용되는 검정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E-views를 활용한 단위근 검
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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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가동률에 대한 기대증가율  및 순간변동률 는 Tsay(2001)에서 제시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값의 산출식은 식 (3.1) 및 식 (3.2)와 같다. 이때 


는 의 평균을, 는 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ln
    (3.1)

  (3.2)

국내 주요 전시관의 평균 가동률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기대증가율  및 순간

변동률 를 산출한 결과, 는 0.0171, 는 0.16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옵션 분

석 시에는 적용되는 할인율이 기대증가율보다 클 때 투자지연을 통해 정보 불확실

성이 해소되는 가치가 존재하며, 이 경우 특성근 가 1보다 큰 특성을 만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1.6877로 도출되어 투자지연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분석 시 활용된 주요 변수 및 파라미터는 <표 4>와 같다.

구분 설명 값 단위

 전시관 연간 가동일 수 365 일

 ㎡당 전시관 1시간 임대가격 0.00135 백만원

 전시시설 공급면적 10,368 ㎡
 연간 전시시설을 제외한 편익 평균 9,021 백만원

 연간 전시관 운영 비용 평균 3,553 백만원

 분석기간 30 년

 건설비용 133,287 백만원

 토지의 잔존가치 37,208 백만원

 할인율 4.5 %

 기대증가율 0.0171 -

 순간변동률 0.1664 -

 특성근 1.6877 -

<표 4> 주요 변수 및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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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주전시관의 임계 가동률 는 79.45%로 산출되었다. 이는 

청주전시관 건립 후 가동률이 79.45%이상이 되어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 가능함을 의미하며, 전시관 가동률이 79.45%라는 것은 1년 365일 중 최소 290

일은 임대수입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10)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내 15개 전시

관의 평균가동률이 54%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가동률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청주

전시관 건립사업은 경제성 확보가 현재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시관 

가동률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임계 가동률 

 는 32.37%로 도출되어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임계 가동률  는 식 (2.11) 중 지

연효과에 해당하는 


를 제외한 요소로 구성된다.

구분 설명 값

 불확실성을 고려한 임계 가동률 79.45%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계 가동률 32.37%

<표 5> 불확실성 반영 여부에 따른 임계 가동률

<그림 1>은 불확실성 반영 여부에 따른 임계 가동률 와  의 차이를 시각

적으로 보여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가동률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 사업가치가 0인 경우의 가동률이 임계 가동률  가 되지만, 불확실성을 고려

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연에 따라 정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기다림의 가치(waiting 

value)가 0이 될 때의 가동률이 임계 가동률 가 된다.

10) 일반적으로 전시시설의 경우 공휴일 및 부스 해체 후 재설치까지 일정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전시업무가 가능한 일수는 365일 중 65%를 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COEX
의 경우 90% 이상의 연간 가동률을 기록하기도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79.45%의 가동률은 
실현 가능한 수치로 간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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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주전시관의 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

시관 가동률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확실성을 반영한 경우에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

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의 경우 수익창출 외에도 인근 지역 주민 및 기업들에

게 전시관련 행사를 경험 또는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

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주전시관의 필요성은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

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전시관 운영여건 하에서 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제성 확보 기준값에 해당하는 임계 가동률을 제시한 분석결과는, 향후 운영주체 

입장에서 원활한 전시관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임계 가동률 는 전시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화하므로, 할인율 

, 전시시설 단위 임대요율 , 가동률의 기대증가율  및 순간변동률 에 따른 민

감도 분석도 실시하였다. 할인율  및 전시시설 단위 임대요율 에 대한 민감도 분

석결과는 <표 6> 및 <그림 2>와 같으며, 이를 통해 임계 가동률 는 할인율과는 

비례하지만, 전시시설 단위 임대요율과는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할인율이 증

가할 경우 전시관 운영에 따른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므로 해당 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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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임계 가동률 값이 증가하여, 경제성 확보 시기가 

지연된다. 하지만 전시시설 단위 임대요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전시관 운영에 따른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증가하여 임계 가동률 값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경제성 확

보 시기가 앞당겨진다. 




0.035 0.04 0.045 0.05 0.055

850 0.7772 1.0303 1.2618 1.483 1.6994

1,100 0.6006 0.7961 0.975 1.146 1.3131

1,350 0.4894 0.6487 0.7945 0.9338 1.07

1,600 0.4129 0.5473 0.6703 0.7879 0.9028

1,850 0.3571 0.4734 0.5797 0.6814 0.7808

<표 6> 임대요율과 할인율 변화에 따른 임계 가동률의 변화

<그림 2> 임대요율과 할인율 변화에 따른 임계 가동률의 변화

가동률의 기대증가율 와 순간변동률 에 따른 임계 가동률 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표 7> 및 <그림 3>과 같으며, 이를 통해 임계 가동률 는 와  모두와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에 대한 의 효과는 식 (2.11)을 참고하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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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간접효과)와 
 


에 미치는 효과(직접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의 변화가 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의 증가에 따른 간접효

과의 증가규모가 직접효과의 감소규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 증가할수록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는 간접효

과에만 영향을 미치며 가 증가할수록 간접효과가 증가하여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입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최소 

기준점()이 증가하여 해당 투자에 대한 경제성 확보 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0.0141 0.0156 0.0171 0.0186 0.0201

0.1164 0.6447 0.6582 0.6739 0.6922 0.7134

0.1414 0.7000 0.7143 0.7309 0.7501 0.7725

0.1664 0.7608 0.7761 0.7945 0.8146 0.8385

0.1914 0.8268 0.8436 0.8629 0.8853 0.9111

0.2164 0.8982 0.9166 0.9378 0.9621 0.9903

<표 7> 기대증가율과 순간변동률 변화에 따른 임계가동률의 변화

<그림 3> 임대요율과 할인율 변화에 따른 임계 가동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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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전시관 가동률의 변동성을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고려하여 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물옵션 모형을 개발하고, 청주전시관 건립사

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시관 가동률의 변동성을 운영수입의 불확실성

으로 반영한 본 연구의 분석은 확정적 상황에서의 기존 분석과는 달리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검토 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사

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분석결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시관 건립에 대한 경제성이 확

보되지만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확보의 판단 기준인 임계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할인율과 순간변동률이 증가할수록 경제성 확보시기는 지연되며, 전시시설 단

위 임대요율과 기대증가율이 증가할수록 경제성 확보시기는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분석결과를 단순히 

해석한다면 가동률의 변동성을 고려할 경우 청주전시관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전시

관은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공공 전시시설로서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들에게 전시관

련 행사를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므

로, 사업추진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청주전시관이 위치할 충청북도 오

송은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오송화장품

뷰티엑스포와 같은 국제 박람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전시·컨벤션 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청주전시관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

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청주전시관 건립 이후 운영주체 입장에서 이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와 같은 기존 행사뿐만 아니라 새

로운 행사의 기획 및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송의 경

우 바이오산업에 특화되어 있고 유관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생명과학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국제행사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철도(KTX 오송역), 항공(청주공항), 도로(중부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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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망을 갖추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최적 개최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전시관의 지리적·교통적 편리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해 전시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면서 운영주체 입

장에서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면 건립 이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경제성 분석 시 국내 평균 전시관 가동률 자료에서 도출된 불확실성을 

반영했지만, 청주전시관 건립이 인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정형화된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분석의 한계를 가진다. 특히 지방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정형화된 가치보다 비정형화된 사회적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으므

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확실성 하에서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운영주체 입장에서 청주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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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본 부록에서는 본 모형에서 활용된 국내 15개 전시관 평균 가동률 및 연간 전시

시설을 제외한 편익 평균값()의 산출방법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15개 전시관 가동률

연도 Coex SETEC AT센터 KINTEX
Songdo

Convensia
KOTREX DCC EXCO GUMICO HICO BEXCO CECO

KDJ 
Center

GSCO
ICC 
JEJU

1991 0.472 
1992 0.477 
1993 0.425 
1994 0.611 
1995 0.656 0.250 
1996 0.670 0.300 
1997 0.809 0.293 
1998 0.689 0.325 
1999 0.740 0.660 0.727 
2000 0.718 0.710 0.493 
2001 0.721 0.640 0.210 0.264 0.350 
2002 0.904 0.715 0.463 0.250 0.365 0.430 
2003 0.726 0.606 0.374 0.290 0.699 0.460 n/a
2004 0.755 0.636 0.447 0.550 0.721 0.520 n/a
2005 0.718 0.552 0.408 0.496 0.734 0.673 0.540 0.480 0.594 n/a
2006 0.706 0.614 0.506 0.509 0.446 0.702 0.556 0.473 0.307 0.321 
2007 0.735 0.678 0.622 0.538 0.678 0.721 0.600 0.486 0.632 0.024 
2008 0.682 0.673 0.760 0.510 0.431 0.584 0.340 0.730 0.621 0.620 0.690 n/a
2009 0.600 0.628 0.667 0.540 0.416 0.589 0.427 0.670 0.510 0.632 0.654 0.171 
2010 0.720 0.654 0.690 0.585 0.422 0.652 0.456 0.700 0.550 0.557 0.706 0.044 
2011 0.633 0.511 0.756 0.508 0.597 0.619 0.467 0.500 0.509 0.550 0.749 0.702 0.318 
2012 0.629 0.614 0.768 0.443 0.580 0.597 0.576 0.500 0.238 0.470 0.731 0.703 0.312 
2013 0.707 0.545 0.690 0.500 0.707 0.674 0.508 0.532 0.480 0.469 0.729 0.705 0.279 
2014 0.693 0.540 0.701 0.459 0.601 0.685 0.475 0.500 0.271 0.507 0.730 0.706 0.250 0.375 
2015 0.704 0.609 0.626 0.488 0.532 0.595 0.414 0.460 0.275 0.370 0.457 0.730 0.710 0.317 0.373 
자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1991~2015), 문화체육관광부(2013).

<표 부록 1> 국내 15개 전시관 가동률 (1991~2015년)



24 정진영․남영식․전대욱

2. 연간 전시시설을 제외한 편익 평균(R) 산정방법 

1) 주관전시회 개최편익

주관전시회 개최편익  ① × ① ÷ × ①

①  : 주관전시회 1회당 전시사업 수익

①  : 전시산업 부가가치율

①  : 연간 주관전시회 개최횟수

변수 단위 설명 출처

주관전시회 1회당 

전시사업 수익

백만원

/회
주관전시회 1회 개최 시, 
전시관에서 얻는 수입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a)
한국개발연구원(2012)
한국개발연구원(2007b)

전시산업 부가가치율 %
경영분석 상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율

한국은행(2013~2015)

연간 주관전시회 

개최횟수
회

1년 동안 주관전시회를 

개최하는 횟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표 부록 2> 주관전시회 개최편익 항목 

2) 전시참가업체 부가가치 창출편익

전시참가업체 부가가치 창출편익  ② × ② ÷ × ② × ② × ②

             ②  : 전시회 1회당 1기업의 전시회를 통한 순 매출액

             ②  : 참여업체의 부가가치율

             ②  : 전시회 1회당 예상 참가업체 수

             ②  : 전시회 예상 개최 수

             ②  : 전시관 매출증대 기여도

<표 부록 3> 전시참가업체 부가가치 창출편익 

변수 단위 설명 출처

전시회 1회당 1기업의

전시회를 통한 순 

매출액 

백만원

/(회·개)
전시회 1회 참가 시, 1기업이 전시회를 

통해 얻는 순 매출액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참여업체의 부가가치율 % 전시회 참가업체의 성격 부가가치율 

가중평균
한국은행(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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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실 운영편익

회의실 운영편익  ③ × ③ ÷ × ③ × ③

                            ③  : ㎡당 평균 회의실 임대료

                            ③  : 회의실 가동률

                            ③  : 회의실 총 면적

                            ③  : 임대일 수

변수 단위 설명 출처

㎡당 평균 회의실 

임대료 

원

/(㎡·시간) ㎡당 회의실 1시간 임대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회의실 가동률 % 1년 동안 회의실이 가동되는 비율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의 

방법을 준용하여 

로그회귀분석을 실시함

회의실 총 면적 ㎡ 회의실 총 면적 충청북도(2015)

임대일 수 시간 8,760시간 -

<표 부록 4> 전시참가업체 부가가치 창출편익  

4) 부대시설 운영편익

부대시설 운영편익  ④ × ④ × ④ ÷× ④

                            ④  : 부대시설 ㎡당 월 임대료

                            ④  : 부대시설 면적

                            ④  : 부대시설 가동률

                            ④  : 운영개월 수

변수 단위 설명 출처

전시회 1회당 예상 

참가업체 수
개 전시회 1회 개최 시, 참가하는 업체 수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각 

연도)

전시회 예상 개최 수 회
1년 동안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개최 횟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의 

방법 준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전시관 매출증대 

기여도
-

전시시설 참여업체의 매출계약 성사 및 

매출 증대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들의 기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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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단위 설명 출처

부대시설 ㎡당 

월 임대료

천원

/(㎡·월) 부대시설 ㎡당 월 임대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부대시설면적 ㎡ 부대시설 면적 충청북도(2015)

부대시설 가동률 % 1년 동안 부대시설이 

가동되는 비율

한국개발연구원(2007a), 한국개발연구원(2007b),
한국개발연구원(2008), 한국개발연구원(2012)

운영개월 수 월 12개월 -

<표 부록 5> 부대시설 운영편익 항목  

5) 주차장 운영편익

주차시설 운영편익  정기권 주차 편익  시간제 주차편익
정기권주차편익  ⑤ × ⑤ × ⑤ ÷ ×⑤ 시간제주차편익  ⑥ × ⑥ × ⑥ ÷ × ⑥ × ⑥

    ⑤  : 민영주차장 정기권 가격    ⑥  : 민영주차장 시간제 가격

    ⑤  : 주차면수    ⑥  : 주차면수

    ⑤  : 정기주차비율    ⑥  : 회전율

    ⑤  : 운영일 수    ⑥  : 평균주차시간

                     ⑥  : 운영일 수

변수 단위 설명 출처

정기권

주차

편익

민영주차장 정기권 

가격 

원

/(대·월) 전시관 인근 민영주차장의 정기권 가격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주차면수 대 청주전시관 최대 주차가능대수 충청북도(2015)

정기주차비율 % 상주인원을 고려한 정기주차비율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운영일 수 월 12개월 -

시간제

주차

편익

민영주차장 시간제 

가격

원

/(대·시간) 전시관 인근 민영주차장의 시간제 가격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주차면수 대 청주전시관 최대 주차가능대수 충청북도(2015)

회전율 % 하루 평균 전체면적대비 주차장 이용 비율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a)

평균주차시간 시간 인근 전시관 평균 주차시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운영일 수 일 365일 -

<표 부록 6> 부대시설 운영편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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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Economic Evaluation of Convention Center 

Construction using a Real Option*

Jinyoung Jeong**․Youngsik Nam***․Daeuk Jeon****

In this study, an analysis model was developed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facilities under the 

uncertainty in the project. The real option model is used to perform the empirical analysis to 

the construction of Cheongju convention center in the Osong-eup, Cheongju-si, Chungcheongbuk-do. 

This model considers the stochastic process of operation rate to the convention center as 

the uncertainty. The result shows that this project does not have the economic feasibility 

when it considers the uncertainty. Otherwise, the feasibility of this project is secured. It 

represents that the strategy for escalating the operation rate of the convention center is 

necessary to get the feasibility in the operation of the convention center.

Key Words : Real option, Convention center, Operation rate, Uncertainty, Economic evaluation

   * We referred to "Feasibility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Cheongju Convention Center, 
Commercial and Residential site (2017)"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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