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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배경  목

공공투자 사업 시행여부에 한 사  검토를 한 경제성 분석의 일환

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최근 들어서는 

문화,정보,기술  과학 분야 등 용범 가 범 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CVM의 결과로 측정되는 지불의사(WillingnessToPay:WTP)는 소

비자의 선호(preference)를 도출하는 경제기법의 하나로 질병치료,질병

리,신약기술,보건의료분야의 결과평가(outcomeevaluation)등을 포함한 

보건 분야의 다양한 역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보건 

분야에서의 용 사례가 많지 않아 본 연구는 CVM를 통해 측정된 WTP

의 추정함수  추정치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산출 과정의 이론  근거를 

이해하고자 하 다.이를 해 실증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살펴보아,실제 분석자들의 입장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을 실제 

자료를 결과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방법

조건부 가치측정법(CVM:ContingentValuationMethod)에서 지불의사

(WTP：WillingnesstoPay)　추정함수에 해 이론으로 검토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실증  자료에 용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실증  분석에 이

용한 자료 2가지 다.1)항암 치료 등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에 한 유

방암 환자가 느끼는 질병결과에 한 가치를 ‘화폐  가치’로 계량화하기 

한 연구내용으로, 유방암 환자가 해당질병에 하여 생명연장에 효과

인 임상치료  서비스를 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

고자 하 다.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모병원 액종양내과를 내원

하고 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아래의 기 에 충족된 199명을 

상으로 숙련된 조사원에 의해 설문 조사된 자료 다.2)폐경과 련된 

증상인 운동증상 즉,‘안면 홍조  발한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

들을 상으로 질환완화를 한 효과 인 임상치료에 얼마나 지불할 의사



- ii -

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다.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된 657명

으로 상으로 구성하여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 다.두 자료를 이용하여 

WTP응답에 한 확률모형,확률분포 그리고 함수형태 등을 달리하여 

WTP함수 추정모형을 설계하도록 하 다.그리고 설계된 모형에서의 표

본 WTP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 다.모형은 선형함수,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Single-BoundedDichotomousChoice)모형과 이 경

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모형,WTP

의 분포를 고려한 함수 등이 포함되며,각 모형의 특성을 악하고,각 모

형에서 산출된 WTP표본 측정치들과 개방형으로 응답한 WTP의 값을 비

교해 보고  자료들의 특성  결과들을 살펴보기 해 Simulation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도 함께 비교해보았다.

결과

1)첫 번째 실증  분석에 포함될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연령

이 높을수록 ‘아니오/아니오’라고 응답할 비율이,교육수 이 높을수록 

‘/ ’로 응답할 비율이,배우자가 없는 경우 ‘아니오/아니오’의 비율이,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 ’의 비율이 높아졌다. 한 제시된 액이 

커질수록 ‘/ ’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모형에 포함시킬 변

수들은 기술통계량들과 단변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연령,

교육정도,민간보험가입여부,직업유무,가구총소득,한 달간 지출의료비,

VAS,ECOGPerformanceStatus.

2)두 번째 실증  분석에 포함될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체 으

로 ‘/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모형에 포함시킬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연령,교육정도,폐경의 징후로 인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지 유

무,피임약복용기간,폐경 리의 필요성,폐경 리를 한 1달 지출비용,

월가구총소득.

두 실증자료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WTP를 추정하는 과정은 동일하나 

합한 WTP추정모형과 추정 WTP  개방형으로 측정된 WTP의 값을 

비교해 보면,그 양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1)유방암자료의 경우는,

통계 으로 합한 모형은 SBDC모형과 DBDC모형 에서는 이변량 

로빗 모형이었고,모형의 추정 WTP와 개방형 응답결과 WTP를 비교해 



- iii -

보면 극단치 제거후의 WTP는 이변량 로빗 모형과 유사하 다.(약 650

만원).2)폐경자료의 경우는 통계 으로 합한 모형은 SBDC 모형과 

DBDC모형 에서는 구간자료 모형이었고,모형의 추정 WTP와 개방형 

응답결과 WTP를 비교해 보면 극단치의 제거와 련없이 개방형 WTP는 

SBDC모형과 구간자료 모형에서의 추정 WTP와 (약 40,000원)유사하

다.두 자료에서 양분선택형 질문법에 맞추어 모형을 설계하여 합한 모

형을 선정하여 그 결과인 추정 WTP와 함께 개방형으로 응답한 WTP의 

결과를 같이 비교해 본 결과 두 자료의 극단치의 향,즉 자료의 분포정

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임을 알게 되어 분산이 작은 자료와 큰 자료

를 Simulation으로 생성하여 모형을 설계하여 각 모형의 MSE를 측정하

다. 분산이 작은 Simulation자료의 결과를 살펴보면,SBDC모형에서의 

값들은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냈고,DBDC모형  ModelⅧ,구간자료

모형에서의 MSE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반면,분산이 큰 Simulation자료

의 결과를 살펴보면,SBDC모형에서의 값들은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냈

고,DBDC모형  ModelⅣ,이변량 로빗 모형에서의 MSE가 가장 작

게 나타났다.그리고 SBDC의 MSE보다 상 으로 DBDC의 MSE가 작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이 결과는 SBDC보다 DBDC의 WTP함수 추

정치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의 2개의 실증자료 분석결과와 함께 보면 두 자료 모두 SBDC 모형 

보다는 질문을 두 번하여 설계한 DBDC 모형이 효율성이 높은 방법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DBDC모형을 심으로 살펴보면, 유방암 자료

의 경우는 분산이 큰 자료의 Simulation결과와 같이 DBDC모형  이변

량 로빗 모형,즉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 패턴이 다름을 가정한 

모형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폐경 

자료의 경우는 분산이 작은 자료의 Simulation결과와 같이 DBDC모형 

 구간자료 모형,즉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 패턴이 같음을 가정

한 모형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두 자료가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두 자료의 특성이 매두 상이하기 때

문이다.두 자료는 증정도의 차이가 큰 질환자료 다.하나는 유방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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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증질환에 한 WTP측정 자료이고,다른 하

나는 폐경과 같이 생명유지와는 직결되지 않아 덜 증한 질환으로 질환

의 증도보다는 삶의 질과 련된 WTP의 측정자료 다.그 다보니  두 

자료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에서의 응답패턴이 다를 뿐 아니라 개방형 질문

에서의 결과에서도 분산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주로 공공재  성격의 사업  서비스를 평가하기 한 방안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CVM을 이용한 WTP측정이 최근 질병치료,질병 리,신약

기술,보건의료의 결과평가 등 다양한 보건분야에서의 활용이 확 되어 

가고 있으므로 실증  자료로 시도해 볼만한 연구 다.

본 연구는 CVM 문헌에 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여 기여하기 보다

는 여러 보건 분야에서 확 되어 사용될 CVM 응답자료를 분석하는데 참

고자료의 역할에 을 맞추고자 함에 요한 의미를 갖고자 하 다

주요어 :지불제시,조건부가치측정법,단일경계양분선택형,이 경계양분

선택형,모형,지불제시추정값,

학  번 :2009-3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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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연구의 배경  필요성

가치를 측정하기 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가치에 한 정의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고,그 정의 하에서 가치 측정이 가능해진다.건강과 질병상태

에 한 정의를 살펴보자면,흔히 임상 인 결과에 근거한 객  정의와 

주  정의로 설명되어지고 있으나 건강과 질병상태라는 것은 다양한 차

원을 포함하는 복합 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 개념이 상이

할 수 있다(이두호 등 1992).건강에 한 다양한 차원의 정의들을 측정하

기 해 SF36등과 같이 다양한 설문틀이 사용되고 있다.이와 함께 사람

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건강이라는 개념을 가격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조 씩 생겨나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시도되고 있으며,그  

하나가 경제성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Method:CVM)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비타당성 조사 등의 공공투자 사업 시행여부에 한 사  

검토를 한 경제성 분석의 일환으로 CVM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CVM

은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

라에서도 1993년부터 학술지에서 CVM을 용한 논문들이 게재되기 시작

하 고, 기에는 주로 환경자산이나 환경질의 평가와 분야에 응용되

다가 최근 들어서는 문화,정보,기술  과학 분야 등 용범 가 범

해지고 있고(엄 숙,2011),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보건의료와 련된 

재화의 가치측정이 시도되고 있다.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가 부여하

는 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할 때,의료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그 서비스부터 얻을직  결과(outcome) 는 서비스부터

한 포 인 편익(benefit)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수경,2001).

CVM의 결과로 측정되는 지불의사(WillingnessToPay: 수 )는 소비자

의 선호(preference)를 도출하는 경제기법의 하나로 질병치료,질병 리,

신약기술,보건의료분야의 결과평가(outcomeevaluation)등을 포함한 보건 

분야의 다양한 역에서도 수행되고 있다.CVM에서 측정된  수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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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의 시작은 가격으로 가치가 표 되는 사 재와는 달리 공공재와 

공공재약기술,시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 근방법으로 해당재화의 가

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최근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서도 활발히 연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보건 분야에서도 보

건의료제도  서비스와 같이 공공재  성격의 재화에도 이용될 수 있지

만,다양한 신약기술  의료기기의 평가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 는 재화의 시  가치뿐만 아니라 비 시  가치까지도 화폐로 계량

화 할 수 있어 해당재화의 가치를 이상 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으나,실제 용에 있어서는 개인약기주 인 가치평가를 일 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야기된다.즉,과연 각 개인앴기술험하지 못한 

불확실한 험에 한 추상 이고 복합 인 질문에 해 합리 이고 일

성 있는 응답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하지만 와 같

이 WTP의 응답결과에 한 불확실한 험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이 방법을 행하는 이유는 화폐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을 화폐로 

계량화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험을 갖지만 이용하

는 방법인 것이다.

최근 보건분야에서도 WTP 련 연구들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제도를 평

가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고,질병 리와 련된 WTP연구는 많진 않지

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하지만 그와 함께 보건분야에서의 용 사례

나 분석방법론이 소개된 문헌들은 많지 않았다.WTP추정모형은 근거가 

되는 경제이론,확률분포의 가정,확률모형의 표기,질문횟수,편익의 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고,그에 따라 편익 측정치에 향

을 미칠 수 있다(HanemannandKaninnen,1999;HaabandMcConnell,

2002).물론 국내에서 용된 CVM 연구들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행되었지만 CVM 자료들을 분석하여 WTP를 도출하는데 미치는 요소

들을 한 논문으로 체계 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CVM을 이용한 응답자료인 WTP의 함수 추정과 WTP의 측정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 요소들을 기존문헌에 기 하여 검토하고,실

제 분석자들의 입장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여러 가지 쟁  사항을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 다.그런 측면에서 본 연

구는 CVM 문헌에 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여 기여하기 보다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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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에서 비타당성 조사가 확 되어 실시되는 등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 되는 CV 응답자료를 분석하는데 참고자료의 역할에 

을 맞추고자 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WTP 모형 구축 과정

(modelformulationprocess)에 을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 Ⅱ장에서는 WTP개념  측정방법에 

한 이론  고찰을 하고,제 Ⅲ장에서는 WTP모형에 한 이론을 정리

하고,제 Ⅳ 과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쓰인 자료 2개에 한 

모형설계 결과를 제시하고,제 Ⅵ 장에서는 WTP추정결과들을 비교하여 

반 인 WTP모형 구축  추정결과들을 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 한 결론을 요약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고찰  제한 을 제시하

다.

2.연구목

본 연구의 목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WTP를 추정해본다.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와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에 따라서 

모형을 설계하여 모형의 합성을 규명한다.

2) 에서 설계한 모형에서의 WTP 추정값들을 다른 방법으로 추정한 

WTP들과 비교하여 WTP를 추정하는 모형과의 계를 규명한다.

-개방형 질문법에서의 WTP와 Simulation결과를 비교해본다.

3)WTP의 실제자료 2가지를 이용하여 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합

한 모형  측정방법을 확인한다.

4)WTP추정과정을 재검토함으로서 증하리라 상되는 WTP연구들을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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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상시험심사 원회 승인

본 연구는 서울 학교 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임상시험심사 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습니다(IRBNo.H-0905-019-280)

4.연구모형

본 연구는 CVM를 통해 측정된 WTP의 추정함수  추정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산출 과정의 이론  근거를 이해하고자 하 다.이를 해 실

증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1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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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WillingnessToPay개념  측정방법

1.WTP(WillingnessToPay)개념

1)가격이론

Willingnesstopay는 경제학  가격이론에서 시작된다.먼  기본 인 

가격이론에 한 개념을 확인한다.

<그림2가격,수요,공 곡선>

일반 으로 부분의 정상  재화는,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 

재화에 한 수요가 감소하며,재화의 가격은 수요곡선과 공 곡선이 만

나는 에서 결정된다.수용곡선과 공 곡선이 만나 결정되는 가격에서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로 얻을 수 있는 총 편익은 aoqe부분이 된다.즉,



- 6 -

소비자가 q만큼의 재화를 얻기 해 aoqe의 배용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재화의 가격이 p에서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비

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poeq가 되고 ape만큼의 순편익으로 소비

자에게 돌아오게 된다.(2001,보건경제학원론).재화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

라 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의 수요곡선은 곧,재화의 소비로

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으

며,이러한 이론  근거에 의해 가격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지불용의

(Willingnesstopay)를 반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진 것이다.소비

자의 지불용의가 있다라는 의미는 소비자가 이 이상의 비용을 들여 재화

를 소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 자의 입장에서 aoqe이상

의 비용을 들여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원가를 보상받는 것 자체가 불가

능할 수 있다.결과 으로 공 자의 원가보상에 한 주장은,그 원가가 

소비자가 그 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편익 이하일 때에만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상인 소비자는 서비스의 가격을 통해 품질을 단하는 경향

이 있는데,이는 서비스가 갖는 무형성으로 인해 그 품질을 직  단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서비스에서는  가격 뿐만 아니라 비

 요소인 시간,노력 등도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통 으로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서비스 가격은 공 자들의 생산비용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는데,이 때 생산비용은 서비스의 련된 재료와 인건

비로 구성되는 직 비,고정비용을 나 어 계산한 간 비,그리고 이윤 등

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고유한 특성 때문에 소

비자의 가격 단 기 이 다소 다르게 되고, 한 가격을 책정하기도 어렵

다.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는 일반 제품과는 달리 소비자가 느끼는 총비

용  서비스 자체의 가격비 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이는 다시 말하면 

시간 비용이나 탐색비용,심리  비용 등을 감소시켜 다면 의료서비스 

자체의 가격은 다소 높아져도 서비스의 소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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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익의 개념으로서의 WTP

보건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할 때 의료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그 서비스에 의한 

직  결과 는 서비스에 한 포 인 편익으로 나타낼 수 있다(박정

.2001).의료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그 서비스의 결과

로 나타낸 건강상태의 향상에 의해 간 으로 측정이 가능하며,이 때 

결과지표로서 질보정수명(QALY :Quality Adjusted Life Years)이다.

QALY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연장된 수명을 삶의 질로 보정하여 

나타낸 값으로서,연장된 수명에 해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utility)수

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QALY를 이용하여 효과를 측정하게 되면 서

비스로 인한 질 인 효과와 양 인 효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QALY는 효과의 양 인 측면과 질 인 측면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서비스 제공 그 자체로부터 얻는 편익,즉,보건의료의 이용

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돌 (caring),불안감소, 화 등 과정상의 효용

(processutility)을 포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서비스의 직  효

과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편익(외부효과 :externality)는 반 할 수 없

다는 측면에서 WTP는 QALY보다 개개인의 포  선호를 반 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WTP는 어떤 서비스를 통한 편익이 기 될 

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최 지불용의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로

그램의 편익의 종류에 계없이 측정하므로 소비자의 선호를 반 하는데 

제한이 없고, 로그램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고려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외부효과에 한 평가까지도 가능하게 된다.(고수경,2001).그리고 

WTP는 비용과 동일한 화폐단 로 측정되기 때문에 직  비교가 가능하

여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Olsenand

Smith,2001).하지만 지불능력(ATP:AbilitytoPay)에 향을 받는다는 

은 WTP의 한계로 지 되고 있다(Thompso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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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TP측정방법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공공재나 공공재의 가치평가에 해 연구하여 

왔으며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나,보건의료와 련된 재화의 가치측정은 

보통 인 자본 근법(human capital approach)과 지불의사 근법

(Willingnesstopayapproach)에 의해 이루어진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의 두 근법을 소개한 후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가치측정방법인 조건부가지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Method)을 살펴보았다.

1)인 자본 근법(HumanCapitalApproach)

인간을 생산성을 가진 생산요소로 간주하여 질병의 방,치료,재활에 지

출된 직 비용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작업시간의 감소  상실로 야

기된 산출량의 손실분을 간 비용으로 간주하여 비용에 포함시켜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이다(양 민,1998).이 방법은 상 으로 용하기 쉽고,

분석가 임의의 주 인 단이나 해석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비경제학자들에 의해 이해되기 쉽학자들에 으로 인간의 생명의 가치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측정하는데 리 이용되고 있다.그러나 이 방법은 

보건학  측면에서 보았을 때,질병으로 야기 리 체 인 벶았을질의 

하로 발생하는 사회·심리학  비용과 같은 무형의 비용을 화폐단 로 계

량화하기 어렵다는  때문에 질병으로 비롯된 비용  편익을 과소평가

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개인의 수입능

력에 의해 악함으로써 생명가치에 한 윤리 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2)지불의사 근법(WillingnesstoPayApproach)

인 자본 근법의 안으로 등장한 지불의사 근법은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잠재  환자군에 속하는 사람이 그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한 기사망의 험에서 벗어나기 해서는 얼마만큼을 지불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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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는 주 인 비용의 크기를 그 질병  사망에 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합리 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한 방법이다.즉,어떤 질병

의 비용을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의 감소에 해서 지불

할 의사가 있는 액을 기 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박정 ,2000). 한 

재화의 시  가치뿐만 아니라 비 시  가치까지도 화폐로 계량화할 수 

있어 해당재화의 가치를 이상 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그러

나 실제 용에 있어 개인의 주 인 가치평가를 일 성 있게 측정할 수 

있냐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즉,각 개인이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한 

상황에 해 질문을 추상 으로 받아들여 합리 이고 일 성 잇는 응답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3)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ValuationMethod)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시장에서 찰할 수 없는 소비자의 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설문을 통해 가상  로그램에 한 응답자의 지불의사

를 직  질문하여 이끌어내는 방법이다.이는 어떤 보건사업이나 서비스

에 한 편익을 얻기 해 개개인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액(WTP)

혹은 편익손실의 가로 보상받고자 하는 최 액(WTA :Willingnessto

Accept)을 직  묻는 것으로 WTA보다는 WTP의 활용도가 높다(Gafni,

1991).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시나리오 설계,표본설계,조사설계과정에서 많

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가치측정이 으로 설문에 의존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 설문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한,응답자가 

친숙하지 않은 평가 상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의 문제가 제

기된다.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치측정법

의 단 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으며,특히 1989년 Exxon

Valdez호 좌 사건1)을 계기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이 상당히 실 인 결

1) 1989  Exxon Valdez호 초사건  건  가치측  하는 계 가 었다. 그 당시 미  1981

에 통과  미  포  환경 , 피해보상  책 에 한 에 해 미  내무  생한 연

환경 피해액  계산하여 환경  훼 한 사람  할 수 도록 어 었다. 그동안   할 수 

는  어 지 하고, 어  로 피해액  계산할 지에 한 란  어 는 , Exxon Valdez 

호 초사건 로 건 가치측  타당 과 건 가치측  시 주 해야 할   재검 었

다. 또한 건 가치측  한계   극복하  한  등에 한 가 루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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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도출하고 있음이 보편 으로 인정되었다.따라서 가상시나리오설계

가 합리 으로 설계되고 시행과정이 히 통제된다면,조건부가치측정

법은 비사용 가치까지 포함한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한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이수형,2003)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주로 서비스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편익에 

한 화폐  가치의 측정을 해 조건부 평가법을 사용하여 왔다.이 방

법은 응답자에게 서비스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시한 다음 서비스의 편

익을 얻기 해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다.그러나 실제로 

편익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한 지불하고

자 하는 액수는 지불능력과 함수 계를 가지므로,응답자로부터 평가를 

끌어내기 한 모든 과정이 자세히 제시되어야 하며,조사항목에는 응답

자의 일반  특성  사회경제  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001.박정

).

WTP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입찰게임,개방형,질문,지불카드 제시,양

분선택형 질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특히 CVM 설문조사

시 주어진 제시 액에 해 ‘/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선택형(DC :

DichotomousChoice)질문방법은 실제 시장에서의 구매방식이나 주민주

표 과정과 유사하여 응답자가 상서비스에 한 선호를 사실 로 표 할 

유인(incentivecompatible)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Cummingsetal,

1997),NOAA 지침에서도 추천한 지불의사 유도방법이다(Arrow etal,

1993). 한 이 방법은 항  지불의사(protestbids)를 사 에 방지할 수 

있다는 도 장 으로 작용하고 있다(MitchellandCarson,1989).

DC질문은 단 1회에 걸쳐서 미리 설정된 액에 해서 지불의사가 있는

지를 응답자가 ‘/아니오’로 한번만 답하는 방식이다.이때 사 에 개

방형 질문법으로 조사된 상되는 평균 WTP에 의거하여 설문하고자 하

는 액들이 결정되며,이들  임의의 한 가지 액을 각 응답자에게 제

시한다.다만 각 액들은 비슷한 수의 응답자들이 배당된다.응답자는 제

시된 액이 본인의 WTP보다 같거나 작으면 ‘’라고 답하고,높으면,

‘아니오’라고 답하게 된다.이 게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액

과 ‘’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서 평균 WTP를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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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C 질문법 에는 질문을 한번만 하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SBDC: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 유형보다는 

Hanemann(1985)에 의해 제안된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

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질문유형이 리 사용되고 있다.

DBDC질문으로부터 얻은 응답을 분석하는 것이 SBDC질문으로부터 얻은 

응답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효율 이기 때문이다(Hanemannetal,1991).

질문은 각 응답자에게 두 개의 액을 제시하여 자신의 WTP가 제시된 

액보다 크거나 같은지에 해 ‘’ 는 ‘아니오’의 응답을 요구한다.두 

번째 제시되는 액은 첫 번째 제시되는 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첫 번

째 제시 액에 한 응답이 ‘’이면 이보다 큰 액을 제시하고 ‘아니오’

이면 이보다 작은 액을 제시한다.

<그림3.양분선택형(DC:DichotomousChoice)질문방법>

우리나라에서도 기에는 환경자산이나 환경질의 평가와  분야에 

응용되다가,최근 그 용범 가 범 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용된 

CVM 연구의 70% 이상이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양분선택형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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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있다(윤신정,2008). 한 최근까지 비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CVM 연구들도 부분 양분선택형 질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홍

종호,엄 숙,2011).양분선택형 질문에 직면한 응답자들은 다른 지불의

사 유도 방법에 비해 인지  부담이 은 편이므로 자신들의 선호를 알고 

응답할 수 있겠지만,분석자들의 입장에서는 응답자들의 지정한 WTP는 

찰할 수 없고,다만 제시된 액에 한 ‘/아니오’의 응답을 찰하게 

된다.이때 분석자들의 입장에서 응답자들의 양분선택형 응답만으로는 선

호 악이 불완 하다고 보아 확률모형으로 응답자들의 선호를 모형화하는 

WTP함수의 추정단계를 거친 후,CVM 연구의 목 인 평가 상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  가치를 추정하게 된다(엄 숙,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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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TP선행연구

1)보건의료 분야에서의 WTP 연구의 시작

보건의료분야에서 WTP에 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70년 부터

다.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첫 연구는 1973년에 심발작 이후에 사

망 험을 감소시키기 해 이동식 심장치료실(mobile coronary care

units)사용에 한 WTP측정이 Action에 의해 이루어졌다.그 후 염 

치료(Thompson, 1986)나 정상임부에 한 음 시술(Berwick and

Weinstein,1985)등의 의학  행 에 사용되었다. 한 MarkS(1986)은 

CureChronicDisease에 해서 연구하 다.그리고,고 압 치료제

(Johannessonetal,1991,1993)등의 약제  싱홈 이용(Donaldson,

1990)등의 간호 행  등 다양한 서비스에 해 WTP측정연구가 이루어 

졌다. 반면,Neumannetal(1994)는 IVF(InVitroFertilization)의 시술에 

한 WTP를 측정하 다.

WTP에 미치는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는 Zethraeus(1998)는 폐

경기 증후를 완화시키기 한 호르몬 체요법의 지속여부에 한 WTP

를 측정하 고,Lieetal(2000)는 감기를 피하기 해 지불가능한 WTP를 

측정하 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간호분야에서 제한 이긴 하나 1999년도에 만성

질환자 153명을 상으로 가정간호에 한 이용의사와 련하여 WTP를 

측정한 연구가 있었고(이 등,1999.),개방P를 측을 사용하여 가정간호서

비스의 편익을 측정한 황정해(1999)의 연구 등이 있었다.2000년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수경 외(2001)의 연구는  간호서비스에 

한 WTP를 조건부 평가 개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정승  외(2009년)

는 환자의 수술 후 오심  구토 갩방P어느정),지불용의가 있는지에 

한 조건부평가 개을 사용하여 WTP를 측정하 다 100%효과 인 갩  

항구토제를.가정하 구5000원,10,000원,20,000원,50,000원 네 가지  하

나에서 시작하여 지불 여부를 물어 지불 가능 면 처음 (2값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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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큼 증가시키 구불가능 면 약 1/8만큼 감소시켜 환자의 지불가능

한 최고 액을 WTP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분석은 WTP에 한 

선형회귀모형을 설계하여 WTP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연구 다.

한 강희진 외(2009)는 다제약물 복용환자의 약물치료 리 서비스에 

한 지불의사를 묻는 연구를 진행하 다.경배법을 이용하여 최고 액 

WTP를 정하고,분석은 WTP에 한 선형회귀모형을 설계하 다.

이수형 외(2010)에서는 식 독 발생감소에 한 WTP를 조건부가치측정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 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WTP

에 해서 측정하고,분석은 구간자료모형과 베이지안 추정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제시하 다.

이 게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효과측정치로 외국에서는 WTP를 사용한 연

구들이 국내에 비해서 시작시기가 다소 앞섰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외

국에 비해 그 연구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타 분야에 비해서 보건분야에

서의 연구가 매우 미미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  서비스나 제도에 국한

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TP에 한 분석방법을 살펴보면,WTP에 미치는 요인을 찾기 한 회

귀분석이나 그룹간의 비교를 한 t-test  ANOVA등을 실시하 고,그

로인한 WTP추정값을 제시하는 것이 목 인 연구들이 부분이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진행되는 WTP연구의 분석방법을 살펴보면,WTP

측정방법에 맞는 좀더 정 한 분석방법들을 용하고 있으며,함수  분

포에 한 한 사용을 통해 타 분야에서 사용했던 분석방법들이 보건

의료분야에도 용되어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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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Willingnesstopay모형에 한 이론  고찰2)

이 경계양분형 질문법으로  WTP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모수 인 

(parametricmethods)방법과 비모수 (non-paramesticmethods)방법이 

있다.모수 인 방법은 특정분포를 가정해야 하고 음의 WTP가 추정될 수 

있다는 단 이 있는 반면,지불의사에 향을  수 있는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비모수  방법은 특정분포에 의존하지 않

고 항상 양의 지불제시 액이 추정되는 잠정이 있지만 변수들을 같이 고

려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이외에도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할수도 

있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에 향을  수 있는 변수들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을수는 없으므로,모수  방법에 을 맞추어 진행하

도록 하겠다.

모수  방법으로 진행하되 모형은 질문방법에 을 맞추어 1)단일경

계 양분선택형(SBDC:Single-BoundedDichotomousChoice)모형 과 2)

이 경계형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 DichotomousChoice),

즉 질문방법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로 나 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단일경계 양분선택형모형

(SBDC:Single-BoundedDichotomousChoice)

1.1선형함수 모형 :확률함수 심으로

1)확률함수의 설정

WTP함수추정에 있어 미시경제이론에서 활용되는 함수에 근간하여 살

펴보았다.미시경제이론 분야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질  변화에 

한 후생효과 측정은 보통 간 효용함수(주어진 가격과 산 하에서 실

2) 본  내  Haab and McConnell(2002)  한 개 연 원에  출한 엄 숙(2008)에 

초하여 리하  다수 문에  개  론도 같  포함하여 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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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최  효용)와 지불함수의 이원  특성(dualapproach)을 활용하

여 도출된다(Freeman,1993).후생효과의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양분선

택형(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조건부가치평가방법

(CVM)의 결과도 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불함수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다.

(1)선형 확률 효용 모형

McFadden(1974)이 여러 형태의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Model)을 

제시하 고,Bishopetal(1979)이 조건부가치평가방법(CVM)의 양분선택

형(DBDC:Double-Bounded DichotomousChoice)질문유형에 응용되었

고,Hanemann(1984)이 후생변화측정과 연결하여 모형을 정립하 다.특

정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가정할 때(=1)와 그 지 않을 때(=0),두 가지 

안에 한 CV 문항에 해서 응답자 i는 j상황에 한 간 효용함수

(indirectutilityfunction)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는 응답자 i의 소득,는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 는 분석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오차항

에서 오차항은 개인들의 특성,선호의 이질성 혹은 측정오차 때문에 발

생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응답자가 ‘’라고 응답하 다면,제시된 액 A를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때(=1)의 효용이 그 지 않을 때(=0)의 효용보다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즉,아래 (1)식과 같다.

    >    (1)

따라서 각 상황에 한 응답자들의 효용이 결정 인 부분과 확률 인 부

분으로 구별되고,경험 으로 결정 인 부분이 선형함수형태로 개략될 수 

있다고 할 때(Hanemann,1984)응답자들이 ‘’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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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Pr( )

=Pr[∆             ]

=Pr[        ]

=Pr∆   =Pr(-    )

= ∆ (2)

*    ,   ,   ,    

*∆   ∆ :확률변수 의 확률분포

*서비스 제공여부에 따라 한계효용이 다르다고 가정하

으며,같다고 가정한다면,를 삭제하여 활용

의 식 (2)와 같이 표기된 효용차이함수(utilitydifferencefunction)에서 

확률오차항()~iidN(0,
)을 가정한다면, 의 식 (2)는 아래의 식 (3)

과 같은 로빗 모형(probitmodel)로 추정할 수 있다.

Pr      =Pr 

 



 =




 
 (3)

*   ~N(0,1)가정

* : 표 정규분포

그리고, 효용차이함수 ∆ 의 확률오차항()이 로지스틱분포  ~

logistic(0,
)을 가정한다면 식 (2)는 식 (4)와 같은 로짓모형(logit

model)으로 추정할 수 있다.

Pr( )=Pr 

 



 =  exp 




 
  (4)

* ~logistic(0,

)을 가정

의 식 (3)과 (4)를 살펴보면,질문지에서 ‘’라고 응답할 확률을 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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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나 로짓모형으로 추정할 때 계수 추정치가 미지의 분산에 의해 나

어져 있고,실제 계수 추정치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고 추정하거나 분

모의 분산을 1로 표 화 한 뒤 추정하고 있다. 한 표  로지스틱 분포

의 분산은 표 정규분포의 분산(즉,1)에  을 곱한 수치이므로,식 (3)

과 식 (4)를 비교해 볼 때 로짓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계수 추정치들은 

로빗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계수추정치의 ≃ 정도를 곱한 수치

와 체로 근사하게 같다 (HaabandMcConnell,2002).

(2)선형 확률지불의사함수모형

에서 살펴본 확률효용모형이 간 효용함수를 사용한 효용차이함수를 

용하는데 반하여 확률지불의사함수모형(Random WTP Model)은 지출

차이함수(expendituredifferencefunction)을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선호를 

악하는 근법이다.Cameron(1998)과 CameronandJames(1987)가 제

시한 방법으로,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 액을 나타내는 WTP는 아래의 

식 (5)와 같이 보상변화의 개념으로 두 가지 가정(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가

정할 때(=1)와 그 지 않을 때(=0),)에 한 지출차이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5)

*소득변수는 사회경제  변수로 간주하여 S에 포함

응답자 i가 제시된 액 A에 해서 ‘’라고 응답했다는 것은,그 응답자

의 WTP가 제시 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라고 응답할 확률은 

아래의 식 (6)과 같다.

Pr( )=Pr  

=Pr(  )=Pr(  ) (6)

만약 확률오차항()~iidN(0,
)을 가정한다면,식 (7)과 같이 표 정

규분포 형태로 바뀌어 로빗 모형의 추정이 가능해진다.물론 확률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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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로지스틱 분포를 취한다고 가정하면 로짓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

다.

Pr( )=Pr(    )=Pr(




 
  )

=





 (7)

* ~N(0,1)

식 (7)에서의 선형 확률 WTP함수를 식 (3)에서의 선형확률효용함수와 

비교해 보면,둘다 로빗 모형으로 추정되고 편익측정치도 같게 된다

(McConnell,1990).그러나 추정된 계수의 해석은 서로 다를 것이다.즉,

확률효용모형에서의 계수 추정치()와 척도모수()를 분리추정할 수 

없는 반면에 확률 지불의사함수모형에서는 척도모수의 역수를 제시 액의 

계수로 추정할 수 있어,다른 계수 추정치들도 척도모수()와 분리추정이 

가능하다(Cameron,1988).

1.2지수함수 모형 :비음의 효용(non-negativeutility)고려

CVM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사업들은 체 으로 공공재  성격을 가진 

재화가 많았기 때문에 체로 비음의 효용(non-negativeutility)를 가진다

고 상 할 수 있다.그러나 WTP함수 추정의 편의상 사용된 선형효용차

이함수나 지출차이함수 모형은 -∞에서 +∞ 범 의 표본 WTP를 함축한

다.따라서 WTP의 비음의 역을 제한하기 하여 기존의 문헌에서는 식 

(3),식(4),식 (7)과 같은 확률모형을 사용하여 추정된 계수추정치를 사용

하여 WTP의 측정단계에서 비음의 역으로 삭(truncate)하기도 한다.

WTP함수를 로짓모형으로 추정하 을 경우, 삭된 WTP평균은 아래의 

식(16)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Hanemann,1984,1989)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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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WTP추정은 WTP함수 추정단계와 일

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HanemannandKanninen(1999)).그러므로 식 

(16)과 같이 WTP함수를 추정한 후에 비음의 편의 역을 단하기 보다

는 처음부터 비음의 WTP 역을 함축하는 로그-정규분포(log normal

distribution)이나 로그 로지스틱 분포(loglogisticdistribution)의 WTP

함수를 가정할 수 있다.이러한 특성을 만족하는 WTP 함수형태는 

CameronandHuppert(1991)이후 많이 쓰이고 있는 지수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즉,식 (17)과 같이 지수함수 혹은  로그선형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exp  orln    (17)

응답자가 주어진 제시 액에 해 ‘’라고 응답할 확률은 아래와 같다.

Pr( )=Pr(()>ln )=Pr(   ln )

=Pr   ln   

Si


laA i
 (18)

오차항 ()~N(0,
 )를 가정한다면, 의 식(18)의 계수들은 로빗 모

형을 추정될 것이고,WTP평균과 앙값은 아래의 식 (19)와 같이 추정

될 수 있다.

  
   




,  
   (19)

오차항 ()~로지스틱(0,


)를 가정한다면, 의 식(17)의 계수들은 

로짓모형을 추정될 것이고,WTP평균과 앙값은 아래의 식 (20)와 같이 

추정될 수 있다.

 sin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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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19)와 식(20)을 살펴보면 분산이 크면 WTP평균값과 앙값의 차

이가 클 것을 알 수 있다.

2.이 경계 양분선택형모형 

(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

2.1이변량 로빗 모형(BivariateProbitModel)

DBDC로 주어진 문항은 응답자들의 선호를 표기하기 하여 의 선형함

수모형인 식(3),식(4),식 (7)과 제시된 효용함수차이나 지출차이함수의 계

수들은 최 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우선,SBDC질문에서 주어진 가정과 제시 액에 해서 응답자들은 ‘

/아니오’에 응답을 한다.응답자들의 이러한 응답패턴에 한 로그 우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ln 
  



ln 
    ln 

  (8)

*X:공변량변수들

* :공변량들의 계수(

or )

마찬가지로,로짓모형에 한 로그우도함수는 식 (9)와 같다.

ln 
  



ln  
         ln  

      (9)

SBDC질문과 달리 DBDC는 질문의 유인일치  성격을 유지하면서 계수

추정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Hanemannetal(1991)이 제안

하 다.첫 번째 제시 액에 해 ‘’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제시 액보다 높은 액을 제시하여 지불의사를 다시 묻고,첫 번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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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제시 액보다 낮

은 액을 제시하여 지불의사를 묻는다.그러면 응답패턴은 ‘/ ’,‘/

아니로’,‘아니오/ ’.‘아니오/아니오’ 의 하나가 된다.이러한 DBDC

질문법은 응답자들의 WTP의 치는 좀더 구체 으로 제시해 주고,주어

진 표본수에 해 계량모형의 추정에 쓰일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

DBDC 질문에 해서는 확률 WTP함수를 사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가장 일반 인 형태의 지불항수 추정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물의사

에 해서 아래와 같이 가정하며 상 계수가   ,는 공

분산)인 이변량 정규분포를 취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BN(    ,
)

 ~BN(    ,
)

와 같이 이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면 이변량 로빗 모형(Bivariate

probitmodel)으로 응용할 수 있다. 를 들어 첫 번째 제시 액에 해

서 ‘’라고 응답하고,두 번째 제시 액에 해서 ‘아니오’라고 응답할 확

률은 아래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 ,아니오)=Pr(    )

=Pr(     ,   )

=

  
,

  
, (10)

DBDC 질문에 한 4가지 응답패턴에 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의 식 

(1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CameronandQuiggin,1994,Alberni,1995).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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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 ln

  


  


+  ln  

 


   
 (11)

*   는 표 화 이변량 정규 분포함수

의 식 (11)로 추정될 이변량 로빗 모형은 가장 일반 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DBDC모형을 포 하고 있어서 단순한 로그우도검증

을 사용한 통계  검증이 가능하다.이변량 로빗 모형보다 단순화된 모

형은 두 양분선택형 질문에 한 확률오차항들이 상 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에 한 독립 인 로빗 

모형도 유도할 수 있다.그리고 상 계수가 0인지 아닌지에 한 귀무가

설도 일반화된 이변량 로빗 모형에서 상 계수 추정치에 한 통계  

유의성으로 검증할 수 있다. 한 첫 번째와 두 번째 WTP분포의 평균과 

표 편차가 같은지도 가설검정이 가능하다.

2.2구간자료 모형(Intervaldatamodel)

의 식에서 두 응답에 한 상 계수가 1이고(  ),두 WTP분포의 

평균과 표 편차가 서로 같다고 가정한다면(
  

 ,   ),

Alberini(1995)가 제시한 구간자료모형(Intervaldatamodel)으로 식 (12)와 

같이도 응용할 수 있다.

ln 
  



ln  

 


+ ln 

 
 

 


+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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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12)

식(11)과 식 (12)에 제시된 이변량 로빗 모형,구간자료모형을 추정한 

다음,우도비검정을 통해 두 번째 제시 액으로부터 도출된 계수 추정치

가 첫 번째 제시 액으로부터 추정된 계수 추정치와 같은지를 통계 으로 

검증하여 DBDC질문법에 따른 유인구조 변화에 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에 제시한 이 경계양분형 설문방법을 모수 으로 추정하는 방법  

리 이용되는 방법들이다.이 방법들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응답자의 진짜  

WTP( 찰이 불가능한 값)간의 상 계()에 한 모형화이다.구간자료

모형(IntervalDataModel)은    으로 보고 두 양분형 질문에 향을 

주는 변수들의 계수가 같다는 가정하에 추정하는 일종의 restricted

version이다.이변량 로빗 모형(BovariateProbitModel)은  를 모형

에 모수로 추정하나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Alberini(1995)에 따르면 이

경계양분형의 두 양분형 질문이 내포하는 응답자의 실제 WTP같의 상

계()가 1에 가까우면 이변량 로빅 모형보다 구간자료모형이 편차

(Bias)를 이고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추정법이다.

3.WTP추정

1)표본 WTP추정

CVM 연구의 목 은 특성 서비스로 향을 받는 모집단의 경제  편익

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한 뒤,계수 추정치를 사용하여 표본 WTP를 측정할 수 있다.

한 모집단 총편익을 산정하기 해 표본 WTP분포를 통계 으로 요약

할 수 있다.일반 으로 앙집 경향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평균과 

앙값이다.평균은 앙값에 비해 이상치의 향을 많이 받지만 의미있는 

지표로 이용될 수 통계량이다.그리고 앙값은 다수의 승인을 얻는 서비

스 선택에 더 하게 사용될 수 있는 통계량이다.그러나 이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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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통계치가 더 의미가 있는지를 평가할 순 없으므로 WTP의 표본평균과 

앙값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본 WTP 평균()은 아래의 식으로 정의된다(Hanemann and

Kanninen,1999).

   

=
 ∞



 


∞

    (13)

*  :WTP함수의 확률오차항의 표 확룰분포

앙값은 식 (14)로 정의될 수 있다.

      (14)

식 (13)과 (14)에서 볼수 있듯이,표본 WTP측정단계는 WTP함수 추정단

계와 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근간이 되는 가정 등에서 일 성을 유

지하는 것이 요하다.HanemannandKanninen(1999)이 도출한 바와 같

이 WTP함수가 선형으로 표기되었을 경우 WTP표본평균과 앙값은 식 

(15)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같게 된다.

 





 (15)

2)표본 WTP의 신뢰구간의 추정

표본 WTP의 평균과 앙값은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추정치이다. 추

정치의 정확도를 나타내기 해 일반 으로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  근방법인 Krinsky-Robb기법을 쓰도록 하겠다

(KrinskyandRobb,1986).

Krinsky-Robb기법은 추정된 모형의 계수들의 확률분포에 한 가정에 

기 하고 있으며,계수 추정치의 근  분포로부터 반복  추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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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nsky-RobbProcedure

1 EstimatetheWTPmodelofinterest

2 Obtainthevectorofparameter estimatesandthevariance-covariance

(VCV)matrix

3 CalculatetheCholeskydecomposition,C,oftheVCVmatrixsuchthat

4 Randomlydraw from standardnormal distributionavectorxwithk

independentelements

5 Calculateanew vectorofparameter estimatesZsuchthat

6 Usethenew vectorZtocalculatethe WTPmeasuresofinterest

7 Repeatsteps4,5,and 6 N(>=5000) timesto obtain an empirical

distributionofWTP

8 SorttheN valuesoftheWTPfunction inascendingorder

9 Obtaina95% confidenceinterval aroundmean/medianbydroppingthe

topandbottom 2.5% oftheobservations

*P.WilnerJeanty,'ConstructingKrinskyandRobbConfidenceIntervals

for Mean and Median Willingness to Pay (WTP) Using

Stata'AgriculturalEnvironmental,and DevelopmentEconomics,The Ohio

State University.6th North American State User'Group Meeting.August

13-14,2007.

WTP추정치들의 경험  분포를 도출할 수 있고,분포의 0.025분 수와 

0.975분 수도 함께 산출 할 수 있다.

Krinsky-Robb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출된다(<표1>참조).

<표1.Krinsky-Robb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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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  자료분석Ⅰ

앞 에서 살펴본 양분선택형(DC:DichotomousChoice)조건부 가치측

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에서 지불의사(WTP：

WillingnesstoPay)　추정함수에 해 이론으로 검토한 사항들을 바탕으

로 실증  자료에 용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실증  자료로 이용한 자

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연구의 배경  목

CVM을 이용한 WTP측정은 주로 공공재  성격의 사업  서비스의 시

행여부에 한 사  검토를 한 경제성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왔

다(한국개발연구원,2009).하지만,보건분야의료분야에서 환자의 권리의식

이 확 되어 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가격결정에 있어 환자가 느끼는 편

익은 차로 그 의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질병발생  치료결

과(outcome)에 해 얼마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CVM을 이용한 WTP측정을 실시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에 한 유방암 환자가 느

끼는 질병결과에 한 가치를 ‘화폐  가치’로 계량화하기 한 연구로,

유방암 환자가 해당질병에 한 생명연장에 효과 인 임상치료  서비스

를 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다. 에서 언

하 듯이 주로 공공재  성격의 사업  서비스를 평가하기 한 방안으

로 주로 사용되었던 CVM을 이용한 WTP측정이 최근 질병치료,질병

리,신약기술,보건의료의 결과평가 등 다양한 보건분야에서의 활용이 확

되어 가고 있으므로 실증  자료로 시도해 볼만한 자료로 단되었다.

2.연구 상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모병원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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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내과를 내원하고 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아래의 기 에 

충족된 199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조사 상자의 기 은 다음과 같다.

● 이성 유방암 진단을 해당 문의에게 받은 환자.

● 서면 동의 설명문  동의서를 이해할 수 있고 제출할 의사가 있는 

환자.

-환자가 직  본 연구에 참여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환자의 법

 리인이 서면동의 설명문  동의서를 이해할 수 있고 제

출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연구에 포함.

3.측정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어 숙련된 조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사원은 지정된 면담실에서 환자 는 법  리인과 약 30분 간의 면담

을 진행하 다.면담 조사자는 “WTPCollectionForm”의 사회경제학  

특징에 해 환자 는 법  리인에게 질문하고 그에 한 답변을 양식

에 기입한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WTP를 측정하 다.

CVM 설문조사시 주어진 제시 액에 해 ‘/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

선택형(DC :DichotomousChoice)질문방법으로 진행되었다.질문은 각 

응답자에게 두 개의 액을 제시하여 자신의 WTP가 제시된 액보다 크

거나 같은지에 해 ‘’ 는 ‘아니오’의 응답을 요구하 다.두 번째 제

시되는 액은 첫 번째 제시되는 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첫 번째 제시

액에 한 응답이 ‘’이면 이보다 큰 액을 제시하고 ‘아니오’이면 이

보다 작은 액을 제시하 다.첫 번째 제시 액은 500만원,1,000만원,

1,500만원을 무작 로 배정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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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포함된 변수의 정의  분류

4.1분석에 사용될 변수 분류

-연령 :생년월일로 작성

-성별 :여자/남자

-교육정도 :무학, 등학교 졸업이하, 학교졸업이하,고등학교 졸업이

하, 학교 졸업이하, 학원이상.

-결혼상태 :미혼,유배우(배우자와 같이 거주),사별,이혼,별거

-자녀유무 : /아니오

-민감보험가입여부 : /아니오

-직업 :없음(없음+질병을 갖기 에는 있었으나 재는 없음).있음.

-월 평균 가구 총 소득(본인  동거 가족 수입의 총합 

:100만원이하,101-200만원,201-300만원,301-400만원,

401-500만원,501만원이상

-질병치료를 해 최근 한달간 지출된 의료비 

:만원단 로 개방형으로 응답

-ECOGPerformanceStatus(EasterenCooperativeOncologyGroup)3)

:Grade0-무증상(질병이 없던 때와 같이 활동이 가능한 상태

:Grade1-증상은 있으나 와 하게 거동이 가능한 상태(육체 으로 

힘든 활동은 제한되나 거동(보행)과 가벼운일 는 앉

아서 하는 일이 가능하다. 를 들어 가벼운 집안일,

사무)

:Grade2-증상이 있고,침 에서 50% 이하(모든 자가-간호와 거동

(보행)이 가능하나,노동이 불가능한 상태,낮시간의 

50%이상은 병상을 떠나 생활할 수 있음)

:Grade3-증상이 있고,침 에서 50%이상(자가간호는 제한 으로 

3)  As published in Am. J. Clin. Oncol.:Oken, M.M., Creech, R.H., Tormey, D.C., Horton, J., 

Davis, T.E., McFadden, E.T., Carbone, P.P.: Toxicity And Response Criteria Of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Am J Clin Oncol 5:649-655,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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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낮시간(깨어있는 시간)의 50%이상의 시간을 

침  는 휠체어에서 보내는 경우)

:Grade4-침 생활(완 히 무능력한 상태,어떤 자가-간호도 할 수 

없는 상태,완 하게 침  는 휠체어에 제한됨)

:Grade5-사망

-VAS(VisualAnalogueScale):0~100까지의 직선 에 통증의 정도를 

표시함(숫자가 커질수록 통증의 

정도가 커짐을 의미)

4.2지불의사 액(WTP)

-첫 번째 제시 액(500만원,1,000만원,1,500만원 무작 배정)에 한 응

답 : /아니오

-두 번째 제시 액

:첫 번째 제시 액에서 ‘’라고 응답한 경우 첫 번째 제시 액의 2배

액 제시에 한 응답 : /아니오

:첫 번째 제시 액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첫 번째 제시 액의 

1/2배 액 제시에 한 응답 : /아니오

5.분석방법

5.1일반  특성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속변수로 측정된 측정치들은 평균과 표 편차를,

이산변수로 측정된 측정치들은 백분율등으로 체 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하 다.

그와 더불어,DBDCCVM로의 응답분포를 살펴보아 제시 액에 한 응

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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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모형에 포함될 변수들 선정

각 모형에 포함시킬 변수들은 일반  특성  단변량 분석을 통해 선정

하 다.각 모형에 포함된 공변량들은 모두 같은 변수들로 구성하여 모형

을 살펴보도록 하 다.

5.3WTP함수 추정 모형 추정

DBDCCVM 질문에 한 확률모형,확률분포 그리고 함수형태 등을 달

리하여 WTP함수 추정모형을 설계하도록 하 다.그리고 설계된 모형에

서의 표본 WTP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 다.

1)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불의사모형을 분포 가정에 따라 로빗 모형과 

로짓모형을 구축하여 살펴보았다.

2)비음(Non-Negative)의 WTP추정은 로그 정규분포나 로그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하여 지수모형 혹은 로그선형모형으로 구축하여 살펴보

았다.

3)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Single-BoundedDichotomousChoice)모

형과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모형은 분포 가정에 따라 이변량 로빗 모형과 로그우도 함

수 모형,구간자료모형(Intervaldatamodel)을 구축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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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과

6.1응답자들의 특성  변수선정

1)일반  특성

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199명에 한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평균 56세로 최소 34세에서 최  85세의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5

세 단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체 으로 유사한 분포를 가지며,55세 이

상 60세 미만에서 21.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교육정도는 고

등학교 졸업이 38.19%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졸업도 32.16%로 그 다음

으로 높게 나타났다.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매우 높았으며

(78.89%),그 다음으로 미혼과 사별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87.9%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암 련 민간보험가입여부는 과반수(67.84%)

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 직업은 과거 질병을 앓기 이 에는 있

었으나 재는 없는 경우가 49.75%로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 고,무직이 

37.69%로 나타났다.이는 질환의 특성상 여자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

문에 무직은 부분 업주부이기 때문이었다.가구 총 소생태는 00만원 

단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00만 원 이하가 21.11%, 00만원 가 20.6%,

200만원 가 19.60%로 나타나 200만원이하가 많은 비 을 차지하 다.최

근 한달간 지출한 의료비는 평균 76만원으로 나타났고,10만원 단 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00만원이상이 24.12%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는 

20만원 가 20.60%를 나타냈다. 의  앓기는 최근 한달간 의료비,즉 

항암제 비용 뿐만 아니라 모든 부 의료비용(입원  외래 진찰비,주사

료,처치  수술료,검사료,방사선 진단  치료료,원외약제비,CT진

단료  기타 등)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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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연령(세) 56.19 9.83 34 85

한달의료비(만원) 76.20 151.41 0 1700

VAS* 62.56 20.44 5 100

* VAS : Visual Analogue Scale　

<표2.자료Ⅰ일반  특성 :연속변수>

병의 증도를 나타내는 ECOQ(EasterenCooperativeOncologyGroup)

PerformanceStatus는 Grade2가 71.72%로 가장 높았으며, Grade1이 

22.22%로 나타났다.질병의 통증을 알아보기 해 VAS(VisualAnalogue

Scale)를 조사한 결과는 평균 62.56으로 평균이상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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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자료Ⅰ일반  특성 :이산변수>

　 　분류 N %

연령(세)

　

　

　　

　

　

<45 25 12.56

45<= <50 28 14.07

50<= <55 32 16.08

55<= <60 42 21.11

60<= <65 26 13.07

65<= <70 28 14.07

70<= 18 9.05

　 　 　 　

성별　
여자 196 98.49

남자 3 1.51

　 　 　 　

교육정도

　

　

　

　

무학 2 1.01

등학교졸업 26 13.07

학교졸업 20 10.05

고등학교졸업 76 38.19

학교졸업 64 32.16

학원이상 11 5.53

　 　 　 　

결혼상태

　

　

　

미혼 15 7.54

유배우 157 78.89

사별 17 8.54

이혼 7 3.52

별거 3 1.51

　 　 　 　

자녀유무

　

유 175 87.94

무 24 12.06

　 　 　 　

민간보험가입여부

　

135 67.84

아니오 64 32.16

　 　 　 　

재 직업

　

　

없음 75 37.69

있었으나 재 없음 99 49.75

있음 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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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N %

가구총소득(만원)

　

　

　

　

100<= 42 21.11

100< <=200 41 20.60

200< <=300 39 19.60

300< <=400 25 12.56

400< <=500 32 16.08

500< 20 10.05

　 　 　 　

한달 의료비(만원)

　

　

　

　

　

　　

　

<10 16 8.04

10<= <20 24 12.06

20<= <30 41 20.60

30<= 40 27 13.57

40<= <50 11 5.53

50<= 60 16 8.04

60<= 70 4 2.01

70<= 80 8 4.02

80<= 90 3 1.51

90<= 100 1 0.50

100<= 48 24.12

　 　 　 　

　ECOQ*

Performance

Status　

Grade1 44 22.22

Grade2 142 71.72

Grade3 11 5.56

Grade4 1 0.51

* ECOQ : EasterenCooperativeOncologyGroup:

:Grade0-무증상(질병이 없던 때와 같이 활동이 가능한 상태

:Grade1-증상은 있으나 와 하게 거동이 가능한 상태(육체 으로 힘든 

활동은 제한되나 거동(보행)과 가벼운 일 는 앉아서 하

는 일이 가능하다. 를 들어 가벼운 집안일,사무)

:Grade2-증상이 있고,침 에서 50% 이하(모든 자가-간호와 거동(보행)

이 가능하나,노동이 불가능한 상태,낮시간의 50%이상은 

병상을 떠나 생활할 수 있음)

:Grade3-증상이 있고,침 에서 50%이상(자가간호는 제한 으로 가능

하고,낮시간(깨어있는 시간)의 50%이상의 시간을 침  

는 휠체어에서 보내는 경우)

:Grade4-침 생활(완 히 무능력한 상태,어떤 자가-간호도 할 수 없는 

상태,완 하게 침  는 휠체어에 제한됨)

:Grade5-사망

<표3.자료Ⅰ일반  특성 :이산변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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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 DichotomousChoice)

응답분포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응답받은 

응답분포를 살펴보았다.첫 번째 제시 액에 '/아니오‘답변에 한 두 

번째 제시 액의 ’/아니오‘답변의 분포를 살펴보기 해 첫 번째 제시

액에서 ’‘이고 두 번째 제시 액에서 ’‘를 응답한 경우,'’와 ‘아니

오’로 응답한 경우,‘아니오’와 ‘’로 응답한 경우,‘아니오’과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로 나 어 살펴보았다.첫 번째 제시 액이나 두 번째 제시

액에서 해 ‘’라고 응답한 경우가 204명으로 51.5%가 문항에 해 

정 으로 답하 다.연령이 높을수록 ‘아니오/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36.00%->55.56%),교육수 이 높을수록 '/ ‘의 비율이 

높아지고 ’아니오/아니오‘로 응답한 비율은 낮아졌다.결혼상태의 경우는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있지 않은 경우에 ’아니오/아니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가구 총소득은 높을수록 ’/ ‘의 비율은 높아

지고,’아니오/아니오‘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었다.

제시된 액이 커질수록 ‘/ ’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고,

1,000만원을 기 으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반면 ‘아니오/아니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제시한 액이 커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1,500

만원을 기 으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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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자료Ⅰ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응답분포>

　 　 / /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N % N % N % N % N

연령

　

　　

　

　

<45 4 16.00 8 32.00 4 16.00 9 36.00 25

45<= <50 9 32.14 5 17.86 2 7.14 12 42.86 28

50<= <55 2 6.25 12 37.50 5 15.63 13 40.63 32

55<= <60 3 7.14 10 23.81 5 11.90 24 57.14 42

60<= <65 1 3.85 6 23.08 4 15.38 15 57.69 26

65<= <70 4 14.29 5 17.86 5 17.86 14 50.00 28

70<= 3 16.67 2 11.11 3 16.67 10 55.56 18

　 　 　 　 　 　 　 　 　 　 　

성별 여자 25 12.76 47 23.98 28 14.29 96 48.98 196

남자 1 33.33 1 33.33 0 0.00 1 33.33 3

　 　 　 　 　 　 　 　 　 　 　

교육

정도　

　

　

　

무학 0 0.00 0 0.00 1 50.00 1 50.00 2

등학교졸업 2 7.69 3 11.54 6 23.08 15 57.69 26

학교졸업 2 10.00 3 15.00 1 5.00 14 70.00 20

고등학교졸업 9 11.84 14 18.42 7 9.21 46 60.53 76

학교졸업 11 17.19 23 35.94 12 18.75 18 28.13 64

학원이상 2 18.18 5 45.45 1 9.09 3 27.27 11

　 　 　 　 　 　 　 　 　 　 　

결혼

상태

　

　

미혼 1 6.67 6 40.00 2 13.33 6 40.00 15

유배우 24 15.29 38 24.20 21 13.38 74 47.13 157

사별 1 5.88 3 17.65 3 17.65 10 58.82 17

이혼 0 0.00 1 14.29 1 14.29 5 71.43 7

별거 0 0.00 0 　 1 33.33 2 66.67 3

　 　 　 　 　 　 　 　 　 　 　

자녀

유무

유 24 13.71 40 22.86 25 14.29 86 49.14 175

무 2 8.33 8 33.33 3 12.50 11 45.83 24

　 　 　 　 　 　 　 　 　 　 　

민간

보험

가입

여부

19 14.07 34 25.19 18 13.33 64 47.41 135

아니오 7 10.94 14 21.88 10 15.63 33 51.56 64

　 　 　 　 　 　 　 　 　 　 　

직업　 없음 8 10.67 14 18.67 9 12.00 44 58.67 75

있었으나

재없음

15 15.15 25 25.25 15 15.15 44 44.44 99

있음 3 12.00 9 36.00 4 16.00 9 36.00 25

　 　 　 　 　 　 　 　 　 　 　

　 체* 26 13.13 48 24.24 28 14.14 96 48.4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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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자료Ⅰ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응답분포>

:계속

　 　 / /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N % N % N % N % N

가구

총

소득

　

100<= 1 2.38 8 19.05 8 19.05 25 59.52 42

100< <=200 3 7.32 5 12.20 5 12.20 28 68.29 41

200< <=300 7 17.95 11 28.21 5 12.82 16 41.03 39

300< <=400 3 12.00 7 28.00 4 16.00 11 44.00 25

400< <=500 6 18.75 10 31.25 4 12.50 12 37.50 32

500< 6 30.00 7 35.00 2 10.00 5 25.00 20

　 　 　 　 　 　 　 　 　 　 　

한달

의료비

　

　

　

　

　

<10 1 6.25 3 18.75 4 25.00 8 50.00 16

10<= <20 3 12.50 5 20.83 4 16.67 12 50.00 24

20<= <30 5 12.20 7 17.07 9 21.95 20 48.78 41

30<= 40 5 18.52 3 11.11 4 14.81 15 55.56 27

40<= <50 2 18.18 3 27.27 0 0.00 6 54.55 11

50<= 60 2 12.50 5 31.25 2 12.50 7 43.75 16

60<= 70 0 0.00 1 25.00 0 0.00 3 75.00 4

70<= 80 2 25.00 2 25.00 1 12.50 3 37.50 8

80<= 90 1 33.33 0 0.00 1 33.33 1 33.33 3

90<= 100 0 0.00 1 100.00 0 0.00 0 0.00 1

100<= 5 10.42 18 37.50 3 6.25 22 45.83 48

　 　 　 　 　 　 　 　 　 　 　

ECOG

　

　

Grade1 3 6.82 14 31.82 7 15.91 20 45.45 44

Grade2 22 15.49 28 19.72 19 13.38 73 51.41 142

Grade3 0 0.00 6 54.55 2 18.18 3 27.27 11

Grade4 1 100.00 0 0.00 0 0.00 0 0.00 1

　 　 　 　 　 　 　 　 　 　 　

제시

가격

500 14 20.00 17 24.29 9 12.86 30 42.86 70

1000 6 8.96 21 31.34 9 13.43 32 46.27 67

1500 6 9.68 10 16.13 10 16.13 36 58.06 62

　 　 　 　 　 　 　 　 　 　 　

　 체* 26 13.1 48 24.2 28 14.1 96 48.5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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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수 선정

모형에 포함시킬 변수들을 선정해 보고자 하 다.따라서 일반 인 특성

에서 살펴본 인구사회학  변수들과 증도  통증정도를 나타내는 모든 

변수들에 해서 경향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여 모형에 포함될 변수들을 선정하 다.이때에는 첫 번

째 제시 액에 한 응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한하여 변수들을 선

정하 다.

<표5.자료 Ⅰ 단변량 분석결과>

Variable OR
95% CI

p-value
UpperCI LowerCI

연령 0.966 0.946 0.987 0.0018**

교육정도 1.797 1.449 2.229 <0.0001**

결혼

상태

미혼 1

유배우 0.746 0.352 1.582 0.9628

사별 0.352 0.121 1.024 0.9723

이혼 0.190 0.036 1.002 0.9801

별거 <0.001 <0.001 <0.001 0.9574

민간보험가입여부 0.756 0.485 1.176 0.2145

직업
없음 1

있음 2.224 1.153 4.288 0.0699

가구 총소득 1.462 1.281 1.668 <0.0001**

한달 의료비 1.003 1.001 1.005 0.0065**

제시가격 0.999 0.999 1.000 0.0023**

VAS 1.012 1.002 1.023 0.0178*

ECOG 1.259 0.867 1.829 0.2257

1)*:유의수  0.05,**:유의수  0.01

2)연령,교육정도,가구 총소득,한달간 의료비,제시가격은 연속변수로 정의하

여 분석함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단변량 결과를 살펴보면,연령,교육정도,가구 총

소득,한달 의료비,제시가격,통증척도 VAS가 유의수  0.05와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와 모형에 포함하도록 하 다.그리고,직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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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의  OR이 2.224로 높게 나왔고,직업은 질

병부담이라는 입장에서 보건학 으로 요한 변수로 인지되어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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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WTP함수 추정 모형

1)선형 확률 효용 모형과 선형 확률지불의사 함수 모형

앞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확률효용모형이 간 효용함수를 사용한 효

용차이함수를 용하는데 반하여 확률지불의사함수모형(Random WTP

Model)은 지출차이함수(expendituredifferencefunction)을 활용하여 응답

자들의 선호를 악하는 근법이다.<표6> 에서는 선형 확률효용모형

(RUM :Random UtilityModel)의 추정치를 각각 로빗 분포와 로짓분

포가정에 따라 ModelⅠ과 ModelⅡ로,선형 확률지불의사 함수 모형

(Random WTPModel)의 추정치를 ModelⅢ에 제시하 다.그리고 확률

모형의 설정과 확률분포에 따른 계수추정치들을 살펴보았다.

<표6.자료 Ⅰ 선형확률모형 >

ModelⅠ ModelⅡ ModelⅢ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Intercept 0.060 0.962 0.086 0.967 0.152 0.959

연령 -0.022 0.630 -0.034 0.652 -0.055 0.598

교육정도 0.149 0.064 0.243 0.073 0.380 0.058*

민간보험가입여부 -0.154 0.339 -0.220 0.416 -0.391 0.321

직

업

없음 -0.245 0.025** -0.408 0.027* -0.623 0.021*

있음 　0 　 　 　 0 　

가구총소득 0.193 <.0001** 0.318 <.0001** 0.491 <.0001**

한달간의료비 0.057 0.005** 0.096 0.004** 0.145 0.005**

VAS 0.010 0.005** 0.017 0.005** 0.025 0.005**

ECOG

PerformanceStatus

0.257 0.052* 0.427 0.057 0.654 0.049*

제시 액 -0.393 0.012* -0.663 0.011* -0.393 0.012*

C통계량 0.786 0.784 0.786

1)ModelⅠ:선형 확률효용함수 모형(Random UtilityModel)  로빗 모형

2)ModelⅡ:선형 확률효용함수 모형(Random UtilityModel)  로짓 모형

3)ModelⅢ:선형 확률지불의사 모형(Random WTPModel)( 로빗 모형 용)

4)*:유의수  0.05에서 유의함.**:유의수  0.0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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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확률지불의사모형 ModelⅢ은 선형 확률효용모형 ModelⅠ과 같이 

로빗 모형으로 추정되고 편익측정치도 거의 같음을 확인하 다.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추정된 계수의 해석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Pr( )=Pr(  )=Pr(





 )

=





 (7)

* ~N(0,1)

선형 확률효용모형에서의 계수 추정치()와 척도모수()를 분리추정

할 수 없는 반면에 선형 확률지불의사함수 모형에서는 척도모수()의 역

수를 제시 액의 계수로 추정할 수 있어,다른 계수 추정치들도 척도모수

()와 분리추정이 가능한 것이다(식 (7)).

즉,선형 확률효용모형(RUM :Random UtilityModel)의 ModelⅠ의 제

시 액 변수의 역수는 척도모수()를 의미하므로 선형 확률효용모형

(RUM :Random UtilityModel)의 ModelⅠ와 같은 추정치에 척도모수()

로 곱하여 주면,선형 확률지불함수 모형  ModelⅢ 의 각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들을 구할 수 있다(척도모수()=1/0.393≒2.55) 를 들어 살펴보면,

Model1에서 교육정도의 계수 추정치는 0.149이고,이 값에 척도모수()값

이 2.55를 곱하면 0.37995≒0.380이 나올 수 있다.

의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확률효용함수 모형 ModelⅠ과 ModelⅡ나 

확률지불의사함수 모형 ModelⅢ이 모두 선형으로 정의되어 구 된다면,

어떤 확률모형을 선택하느냐 나 어떤 확률분포를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WTP추정이나 편익 측정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Cameron(1988)과 HanemannandKannien(1999)의 의견과 동일하 다.효

용차이함수나 지출차이함수와 련된 확률분포 가정 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분포가 정규분포와 로지스틱분포를 가정한 로빗모형과 로짓모형

이었다.두 확률모형 사이의 계수 추정치들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할 뿐 

아니라 모형의 합성을 나타내는 C 통계량 값도 유사하게 나타났다(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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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모형의 합도도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통계량 수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각 모형의 계수추정치는 가정한 분포의 척도모수()로 표 화되기 

때문에 로짓모형인 ModelⅡ 의 계수추정치는 로빗 모형인 ModelⅠ의 

계수추정치의 일정한 배수사이에서 그 값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비음(Non-negative)의 WTP모형추정

<표7.자료 Ⅰ 비음의 WTP모형>

ModelⅧ ModelⅢ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Intercept 0.073 0.962 0.152 0.959

연령 -0.023 0.673 -0.055 0.598

교육정도 0.194 0.063 0.380 0.058*

민간보험가입여부 -0.231 0.257 -0.391 0.321

직

업

없음 -0.310 0.024* -0.623 0.021*

있음 0 0 　

가구총소득 0.243 <0.001** 0.491 <.0001**

한달간의료비 0.068 0.005** 0.145 0.005**

VAS 0.013 0.003** 0.025 0.005**

ECOG

PerformanceStatus

0.198 0.254 0.654 0.049*

제시 액 -0.529 0.007** -0.393 0.012*

1)ModelⅢ:선형 확률지불의사 모형(Random WTPModel)( 로빗 모형 용)

2)ModelⅧ :지수함수 모형

3)*:유의수  0.05에서 유의함.**:유의수  0.01에서 유의함

조건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WTP측정은 체 으로 공공재  성격

은 갖는 사업이나 서비스에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WTP의 측정범 는 항

상 양수(+)로 측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을 간과하지 않

도록 하며,Hanemann(1984)는 (-∞,+∞)의 범 에서 정의되는 선형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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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함수를 추정한 후 그 계수 추정치를 사용하여 식(16)과 같이 0이상으

로 삭된 WTP평균을 제시하는 방법을 언 하 다.

 





 (15)

 


∞

   

 

   (16)

식 (16)은 WTP함수를 추정한 후에 비음의 편의 역을 단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비음의 WTP 역을 함축하는 로그-정규분포(log normal

distribution)이나 로그 로지스틱 분포(loglogisticdistribution)의 WTP

함수를 가정하는 것이다.그러나 WTP함수 추정단계와 WTP측정단계에

서 가정된 분포의 일 성을 살펴본다면,식(15)를 이용한 삭되지 않고 

계산된  WTP표본평균에 비해서 선형확률효용모형의 로짓모형(ModelⅡ)

의 추정치를 사용하고 삭된 WTP표본평균이 과다추정될 수 있다(2011,

엄 숙).

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삭된 WTP는 WTP함수 추정단계와 WTP

표본평균 측정단계에서 정의된 확률분포의 범 에 한 가정의 일 성이 

결여될 수 있다.따라서 비음(Non-negative)의 WTP가정과 일 성이 있

는 WTP함수 형태를 갖는 것이 요하여 지수함수로 가정한 식(17)을 이

용하여 로빗 모형으로 추정해 보도록 하 다.

  exp  orln    (17)

ModelⅧ에서 계수추정치들을 살펴보면,부호의 방향성이나 유의한 정

도는 선형함수의 형태인 ModelⅢ와 비교해 보았을때 크게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하지만 제시 액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ModelⅧ에서 척도모수

()가 ModelⅢ에 비해 크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이는 WTP표본평균

을 산출할 때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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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Single-BoundedDichotomousChoice)모

형과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

모형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Single-BoundedDichotomousChoice)모형

은 앞에서 ModelⅢ에 제시되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양분선

택형(DC:DichotomousChoice)모형을 제시하 다(식(8)에서 식(12)).각 

모형에 해서 추정한 추정치들을 살펴보도록 하 다.

ln 
  



ln 
    ln 

  (8)

*X:공변량변수들

* :공변량들의 계수(

or )

ln 
  



ln  
         ln  

      (9)

 ~BN(    ,
)

 ~BN(    ,
)

Pr( ,아니오)=Pr(    )

=Pr(    ,    )

=

  
,

   
, (10)

ln 
  



ln  

  


   


+ ln  

   


  


+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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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11)

*   는 표 화 이변량 정규 분포함수

ln 
  



ln  

 


+ ln 

 
 

 


+ ln 

  
 

 


+  ln 

 
 (12)

<표8>는 의 각 모형에 한 추정결과들이다.ModelⅣ는 가장 일반

인 형태의 이변량 로빗 모형(BivariateProbitModel)추정 결과이다.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에 한 변수들의 추정치를 살펴보면,유사

한 성향으로 나타난 것들도 있지만,부호가 반 로 나오거나 유의성의 정

도가 다르게 나오는 등 각 변수들이 응답에 미치는 향의 크기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제시 액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에 모

두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첫 번째 응답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

한 반면(p-value=0.012),두 번째 응답에서는 유의하지 않게(p-value=0.150)

나타났다.가구 총소득의 경우는 방향도 다르게 나왔을 뿐 아니라 유의한 

정도도 다르게 나타났다.통증정도를 나타내는 VAS의 경우도 첫 번째 

응답에서의 추정치가 두 번째 응답에서의 추정치의 3배 수 이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에 미치는 요인들이 같은 분포에서 나왔

는지에 한 통계  검정이 필요했다.그래서 ModelⅤ를 제시하 다.

ModelⅤ는 제시 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

응이 같다는 가설하에 설계되었다.즉,ModelⅤ는 ModelⅣ와 비교하여 

두 가지 응답에 한 모형의 계수추정치는 서로 같지만 척도모수()는 서

로 다르다고 가정한 것이다.그리고 ModelⅥ은 제시변수까지 같다고 가

정하고 설계하 다.즉,계수 추정치 뿐만 아니라 척도모수()도 서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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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한 것이다.ModelⅣ는 ModelⅤ와 ModelⅥ을 모두 포 하고 

있으므로 우도비검정(LR test)를 수행하 다.ModelⅤ와 ModelⅥ의 

통계량값이 모두 67정도로 나와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에 한 계수추정

치들이 같다는 가설은 기각되어,계수추정치들이 같은 분포에서 나왔다고 

볼수는 없다.만약에 ModelⅤ와 ModelⅥ 이 두 번의 응답에 해서 변

수들의 계수추정치가 같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되면,로그우도 검정 결과 

제시 액의 추정치(-1/)즉 척도모수()도 통계 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고 볼 수 있겠다.그러면 ModelⅥ,ModelⅤ,그리고 ModelⅥ는 상 계

수()가 모두 0.3이상으로 나타나고,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첫 번째 응답에 한 WTP의 확률  요소가 두 번째 질문에 한  

WTP의 확률  요소와 같은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수 있게 된다.

구간모형 ModelⅦ은 선형확률효용 모형  로빗모형 ModelⅠ에서 

   과    ,=1임을 가정한 모형이다.두 번의 응답에 한 추

정치가 같다는 가정과 함께 상 계수()가 1이라고 가정하는 구간모형 

ModelⅦ은 두 번의 응답간 변수들의 추정치가 같다는 가정하의 이변량 

로빗 모형인 ModelⅤ와 ModelⅥ과 비교해 본다면,제시 액의 추정치 

즉,척도모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의 결과들을 살펴보면,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SBDC:

Single-Bounded DichotomousChoice)는 C통계량의 결과나 추정치들을 

살펴 도 모형은 합하다고 보여진다(ModelⅠ-Ⅲ).그리고 로그우도 검

정 결과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에 한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추정치에 해서는 ce)는 는 

가정건정건정건정)는지 않음을 보 고,두 번의 응답에 한 제약으로 가

정을 선택을때도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모형과 구간추정모형oic

e)일 성건정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

려해 보았을때,이변량 로빗 모형인 Model펴 가 본 연구의 설문자료계 

활용한 WTP 함e)일에 있어서 가장 하다고 일에 있어었다.즉,

치들을 살펴 도 미치는 변수들의 추정치유인체계,형인확률  요소가 첫 번째 

응답에서와도 달라졌을  있어 는 가능성을 포 하고 있게 된다.모형에

서 추정된 WTP의 결과는 다음 장에서 모형별로 비교하며 개방형 질문 

결과와 함께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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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자료 Ⅰ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모형>

　 ModelⅣ　 ModelⅤ ModelⅥ ModelⅦ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첫 번째 응답

연령 -0.003 0.682 -0.010 0.227 -0.042 0.057 -0.014 0.166

교육정도 0.159 0.050 0.398 0.020 0.358 0.018 0.215 0.037

민간보험가입여부 -0.121 0.445 -0.279 0.193 -0.042 0.156 -0.156 0.108

직업 0.215 0.043 0.172 0.054 0.366 0.025 0.243 0.038

가구총소득 0.176 0.000 0.194 0.000 0.174 0.000 0.196 0.000

한달간의료비 0.001 0.067 0.003 0.030 0.003 0.027 0.003 0.027

VAS 0.009 0.006 0.012 0.005 0.013 0.005 0.011 0.005

ECOG PerformanceStatus 0.214 0.081 0.190 0.088 0.209 0.097 0.192 0.090

제시 액 -0.393 0.012 -0.187 0.006 -0.206 0.006 -0.432 0.013

Intercept 0.011 0.993 -0.045 0.052 0.132 0.083 0.043 0.255

　　두 번째 응답

연령 -0.001 0.908 　 　 　 　 　 　

교육정도 0.002 0.979 　 　 　 　 　 　

민간보험가입여부 0.011 0.946 　 　 　 　 　 　

직업 0.163 0.125 　 　 　 　 　 　

가구총소득 0.127 0.007 　 　 　 　 　 　

한달간의료비 0.000 0.445 　 　 　 　 　 　

VAS 0.002 0.557 　 　 　 　 　 　

ECOG PerformanceStatus 0.175 0.162 　 　 　 　 　 　

제시 액 -0.260 0.150 -0.390 0.099 　 　 　 　

Intercept 0.045 0.972 　 　 　 　 　 　

상 계수() 0.377 0.034 　0.389 0.031 　0.389 　0.030 　 　

LogL 　-450.1 　-466.7 　-466.6 　 　-518.8 　

 Statistics 　 　 　33.1̂ 　 　33.2̂^ 　 　10..4 　

-ModelⅣ:이변량 로빗 모형,ModelⅤ:   가정모형,ModleⅥ:   가정 모형,ModleⅦ :구간모형(IntervaldataModel)

-̂ 는 ModelⅣ 비 ModelⅤ와 ModleⅥ 가설검정에 한 로그우도 검정 결과,-*는 ModleⅥ 비 ModelⅦ 가설검정에 한 로그우드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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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효과

양분선택형 응답에 한 확률모형,확률분포,함수 형태 등을 달리하여 

추정한 결과들을 에서 살펴보았다.각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계수 추

정치는 모두 같은 변수들로 구성되어 모형을 비교하는 목 으로 사용되었

다.

하지만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

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 모형에서 두 번째 응답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부분 일 성있게 나타나고 있었다.연령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WTP는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하지만 변수 선정과정에서 단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의미없는 변수로 보기는 어려워 포함하게 되었다.교육정도

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WTP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부분 

p-value가 0.05의 후값을 나타내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민간보험가

입여부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 WTP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지 않은 경우보다 WTP가 더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직업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에  WTP가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가구 총소득은 높을수록 WTP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한 한달간 의료비 지출액을 살펴보더라도 의

료비지출액이 높아질 수록 WTP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이 

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주  통증척도인 VAS의 결과를 살펴보면,주  통증의 정도가 높을

수록 WTP가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 한 

ECOG PerformanceStatus의 경우는 Grade가 높을수록,즉, 증도가 높

을수록 WTP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 으며,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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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액의 경우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즉 제시

액이 클수록 WTP에 정 으로 응답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하고,이

는 소득수 과 교육수 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득수 이 높을

수록 제시 액에 상 없이 WTP가 높게 나타남을 단변량 결과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혹은,자신의 질병 리에 한 가치를 화폐로 한다는 개

념에 한 이해 부족으로 소극 인 답변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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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  자료분석Ⅱ

앞 에서 살펴본 양분선택형(DC:DichotomousChoice)조건부 가치측

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에서 지불의사(WTP：

WillingnesstoPay)　추정함수에 해 이론으로 검토한 사항들을 바탕으

로 2번째 실증  자료에 용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실증  자료로 이

용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연구의 배경  목

본 연구는 폐경주변기부터 폐경기의 여성을 상으로 폐경과 련된 증

상인 운동증상 즉,‘안면 홍조  발한증상’을 한 치료로 인한 삶의 

질 변화에 해 환자가 느끼는 질병결과에 한 가치를 ‘화폐  가치’로 

계량화하기 한 연구로, 환자가 해당 증상에 한 효과 인 임상치료 

 서비스를 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다.

2.연구 상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모병원을 내

원하고 아래의 기 에 충족된 657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조사 상자의 기 은 다음과 같다.

● 만 40-60세 

● 폐경주변기~폐경기 여성  

● 서면 동의 설명문  동의서를 이해할 수 있고 제출할 의사가 있는 

여성(자국 출술 후 여성도 포함)

-폐경주변기는 다양한 월경주기를 보이는 것으로,정상보다 6일 

이상의 차이가 나는 월경주기를 의미함.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가증상을 느끼는 폐경주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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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폐경기도 포함함.

3.측정방법

본 연구는 만 40~60세 사이의 폐경주변기부터 폐경기 여성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자를 상을 횡단면 으로 조사하 다.본 내용은 설문조

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련된 조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WTP를 측정하 다.

CVM 설문조사시 주어진 제시 액에 해 ‘/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

선택형(DC :DichotomousChoice)질문방법으로 진행되었다.질문은 각 

응답자에게 두 개의 액을 제시하여 자신의 WTP가 제시된 액보다 크

거나 같은지에 해 ‘’ 는 ‘아니오’의 응답을 요구하 다.두 번째 제

시되는 액은 첫 번째 제시되는 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첫 번째 제시

액에 한 응답이 ‘’이면 이보다 큰 액을 제시하고 ‘아니오’이면 이

보다 작은 액을 제시하 다.첫 번째 제시 액은 1만원,3만원,5만원,

10만원을 무작 로 배정하여 제시하 다.

4.포함된 변수의 정의  분류

4.1분석에 사용될 변수 분류

-연령 :생년월일로 작성

-교육정도 :무학, 등학교 졸업이하, 학교졸업이하,고등학교 졸업이

하, 학교 졸업이하, 학원이상.

-결혼상태 :미혼,결혼,사별/이혼

-폐경의 징후 때문에 병원에서 약 처방유무 : /아니오

-자궁 출술 유무 : /아니오

-월경 단기간 :12개월이상,12개월 미만 

-흡연 :비흡연.과거에 했으나 지 은 끊음.흡연

-운동정도 :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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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키와 몸무게 이용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 스 정도 :거의 느끼지 않음.조  느끼는 편

임,많이 느끼는 편임,매

우 많이 느낌.

-출산경험 :없음.1회,2회,3회,4회이상

-피임약 복용기간 :6개월미만,6개월~1년미만,1년~2년미만,2년이상,

모름.

-폐경에 한 개인 인 느낌 :매우 부정 인 느낌,다소 부정 인 느

낌,다소 정 인 느낌,매우 

정 인 느낌.

-폐경 증상 리에 한 필요성 :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필요하

지 않다고 생각함.조  필요하

다고 생각함.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잘 모르겠음.

-소득수  :100만원미만,100-200만원미만,200-300만원미만,300-400만

원미만,400-500만원미만,500만원이상

4.2지불의사 액(WTP)

-첫 번째 제시 액(1만원,3만원,5만원,10만원 무작 배정)에 한 응

답 : /아니오

-두 번째 제시 액

:첫 번째 제시 액에서 ‘’라고 응답한 경우 첫 번째 제시 액의 2배

액 제시에 한 응답 : /아니오

:첫 번째 제시 액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첫 번째 제시 액의 

1/2배 액 제시에 한 응답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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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석방법

5.1일반  특성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속변수로 측정된 측정치들은 평균과 표 편차를,

이산변수로 측정된 측정치들은 백분율등으로 체 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하 다.

그와 더불어,DBDCCVM로의 응답분포를 살펴보아 제시 액에 한 응

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5.2모형에 포함될 변수들 선정

각 모형에 포함시킬 변수들은 일반  특성  단변량 분석을 통해 선정

하 다.각 모형에 포함된 공변량들은 모두 같은 변수들로 구성하여 모형

을 살펴보도록 하 다.

5.3WTP함수 추정 모형 추정

DBDCCVM 질문에 한 확률모형,확률분포 그리고 함수형태 등을 달

리하여 WTP함수 추정모형을 설계하도록 하 다.그리고 설계된 모형에

서의 표본 WTP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 다.

1)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불의사모형을 분포 가정에 따라 로빗 모형과 

로짓모형을 구축하여 살펴보았다.

2)비음(Non-Negative)의 WTP추정은 로그 정규분포나 로그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하여 지수모형 혹은 로그선형모형으로 구축하여 살펴보

았다.

3)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Single-BoundedDichotomousChoice)모

형과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모형은 분포 가정에 따라 이변량 로빗 모형과 로그우도 함

수 모형,구간자료모형(Intervaldatamodel)을 구축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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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과

6.1.응답자들의 특성  변수선정

1)일반  특성

폐경과 련된 증상인 운동증상 즉,‘안면 홍조  발한증상’을 경험

하고 있는 환자들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연령을 살펴보면,45세이

상 55세 미만이 다수를 차지하 으며,그  3.35%만이 병원에서 폐경

징후로 인해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생리주기는 주폐경기가 과

반수(61.19%) 다.흡연은 비흡연이 다수로 나타났고,운동량은 하지 

않는 경우가 39.42%로 나타났다.평소 스트 스를 느끼는 정도는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9.33%로 나타났다.출산경험은 2회가 69.56%로 가장 높았다.피임약복용

기간은 복용하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었다.폐경 리에 한 개인  느

낌을 묻는 문항은 다소 정 인 느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68%로 나

타났는데 이는 폐경에 해서 어느정도 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폐경 리의 필요성에 한 문항은 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46.54%,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32.70%로 폐경 리의 필요성에 해서는 인

지하고 있었다.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69.05%로 가장 높았다.월가

구 총소득은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이 32.21%로 가장 높았고,400만원

이상도 약 25%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혼인여부는 결혼한 상태가 다

수 다.

<표9자료 Ⅱ 일반  특성 :연속변수>

변수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연령(세) 53.13 3.79 43 63

월경 단기간(개월) 30.77 26.56 2 140

음주량(주당횟수) 3.21 2.09 1 7

폐경 리를 한1달지출비용(원) 55480.77 49608.65 7,000 300,000

BMI 25.03 28.92 14.84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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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53.13세가 평균이었다.월경 단기간은 평균 30.77개월로 략 2년 

6개월정도로 나타났고,음주는 주당 3회정도로 나타났다.음주횟수가 많은 

것처럼 나온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응답시에는 맥주한잔정도도 음주라고 생

각하고 응답한 여성들이 다수 다.폐경 리를 해 한달 평균 지출액

은 략 55000원정도 으며 가장 많게는 30만원까지도 응답한 경우가 있

었다.BMI는 평균 25.0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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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자료Ⅱ일반  특성 :이산변수>

분류 N %

연령(세) 40<= <45 48 7.31

45<= <50 220 33.49

50<= <55 333 50.68

55<= <60 56 8.52

폐경의징후때문에병원에서

약처방유무

해당없음 635 96.65

22 3.35

자궁 출술 유무 해당없음 345 52.51

47 7.15

아니오 265 40.33

주폐경기/폐경후기 주폐경기 402 61.19

폐경후기 255 38.81

흡연여부 비흡연 597 90.87

과거에했으나지 은끊음 27 4.11

흡연 33 5.02

운동량 주1회 75 11.42

주2회 83 12.63

주3회 94 14.31

주4회 32 4.87

주5회 114 17.35

하지않음 259 39.42

평소 스트 스를 느끼는 정

도

거의느끼지않음 26 3.96

조 느끼는편임 262 39.88

많이느끼는편임 242 36.83

매우많이느낌 127 19.33

출산횟수 해당없음 12 1.83

출산경험없음 4 0.61

1회 99 15.07

2회 457 69.56

3회 79 12.02

4회이상 6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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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자료Ⅱ일반  특성 :이산변수>:계속

분류 N %

피임약복용기간 해당없음 533 81.13

<6개월 36 5.48

6개월<= <1년 18 2.74

1년<= <2년 17 2.59

2년=< 48 7.31

모름 5 0.76

폐경 리에 한 개인  

느낌

매우부정 인느낌 35 5.33

다소부정 인느낌 214 32.57

다소 정 인느낌 333 50.68

매우 정 인느낌 75 11.42

폐경 리의 필요성 해당없음 59 9.28

필요하지않다고생각함 13 2.04

필요하지않다고생각함 60 9.43

조 필요하다고생각함 296 46.54

매우필요하다고생각함 208 32.70

학력 등학교졸업 2 0.30

학교졸업 56 8.54

고등학교졸업 453 69.05

학교졸업 137 20.88

학원이상 8 1.22

월가구 총소득(만원) <100 6 0.92

100<= <200 22 3.36

200<= <300 86 13.13

300<= <400 211 32.21

400<= <500 159 24.27

500<= 171 26.11

혼인여부 미혼 7 1.07

결혼 636 96.80

사별/이혼 14 2.13

총합 65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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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 DichotomousChoice)

응답분포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응답받은 

응답분포를 살펴보았다.첫 번째 제시 액에 '/아니오‘답변에 한 두 

번째 제시 액의 ’/아니오‘답변의 분포를 살펴보기 해 첫 번째 제시

액에서 ’‘이고 두 번째 제시 액에서 ’‘를 응답한 경우,'’와 ‘아니

오’로 응답한 경우,‘아니오’와 ‘’로 응답한 경우,‘아니오’과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로 나 어 살펴보았다.첫 번째 제시 액이나 두 번째 제시

액에서 해 ‘’라고 응답한 경우가 525명으로 80.00%가 문항에 해 

정 으로 답하 다.연령이 낮은수록 ‘/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

타났고(32.1%->43.8%),폐경징후로 인해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 ’비

율이 높았다.운동량은 주1회 하는 경우가 ‘/ ’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

나 운동량에 계없이 ‘/ ’의 비율이 높았다.평소 스트 스를 느끼는 

정도,폐경 리에 한 개인  느낌,폐경 리의 필요성은 / ’의 비율

이 높았다.교육수 이 높을수록 ‘/ ’의 비율이 높았다.월가구 총 소

득도 소득수 이 높을수록 ‘/ ’의 비율이 높았다.결혼상태는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에 ‘/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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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자료Ⅱ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응답분포>

/ /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N % N % N % N % N

연령 40<= <45 21 43.8 9 18.8 9 18.8 9 18.8 48

45<= <50 85 38.6 40 18.2 51 23.2 44 20.0 220

50<= <55 133 39.9 65 19.5 72 21.6 63 18.9 333

55<= <60 18 32.1 11 19.6 11 19.6 16 28.6 56

폐경의징후 때

문에 병원에서

약처방 유무

해당없음 245 38.6 121 19.1 139 21.9 130 20.5 635

12 54.6 4 18.2 4 18.2 2 9.1 22

자궁 출술 유

무

해당없음 141 40.9 58 16.8 78 22.6 68 19.7 345

20 42.6 14 29.8 8 17.0 5 10.6 47

아니오 96 36.2 53 20.0 57 21.5 59 22.3 265

주폐경기/폐경후

기

주폐경기 168 41.8 65 16.2 86 21.4 83 20.7 402

폐경후기 89 34.9 60 23.5 57 22.4 49 19.2 255

흡연여부 흡연한 이

있음.

235 39.4 114 19.1 128 21.4 120 20.1 597

과거에했으나

지 은끊음

9 33.3 4 14.8 7 25.9 7 25.9 27

흡연 13 39.4 7 21.2 8 24.2 5 15.2 33

운동량 주1회 37 49.3 14 18.7 15 20.0 9 12.0 75

주2회 34 41.0 10 12.1 21 25.3 18 21.7 83

주3회 36 38.3 15 16.0 16 17.0 27 28.7 94

주4회 12 37.5 8 25.0 4 12.5 8 25.0 32

주5회 40 35.1 26 22.8 30 26.3 18 15.8 114

하지않음 98 37.8 52 20.1 57 22.0 52 20.1 259

평소 스트 스

를 느끼는 정도

거의느끼지않음 15 57.7 4 15.4 5 19.2 2 7.7 26

조 느끼는편임 97 37.0 45 17.2 69 26.3 51 19.5 262

많이느끼는편임 105 43.4 41 16.9 41 16.9 55 22.7 242

매우많이느낌 40 31.5 35 27.6 28 22.1 24 18.9 127

출산횟수 해당없음 4 33.3 2 16.7 2 16.7 4 33.3 12

출산경험없음 1 25.0 3 75.0 0 0.0 0 0.0 4

1회 47 47.5 14 14.1 20 20.2 18 18.2 99

2회 175 38.3 88 19.3 101 22.1 93 20.4 457

3회 29 36.7 15 19.0 19 24.1 16 20.3 79

4회이상 1 16.7 3 50.0 1 16.7 1 16.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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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자료Ⅱ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응답분포>

:계속

/ /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N % N % N % N % N

피임약

복용기간

해당없음 209 39.2 105 19.7 118 22.1 101 19.0 533

<6개월 11 30.6 6 16.7 8 22.2 11 30.6 36

6개월<= <1년 10 55.6 2 11.1 5 27.8 1 5.6 18

1년<= <2년 10 58.8 4 23.5 1 5.9 2 11.8 17

2년=< 15 31.3 7 14.6 9 18.8 17 35.4 48

모름 2 40.0 1 20.0 2 40.0 0 0.0 5

폐경 리에 

한 

개인  느낌

매우부정 인느낌 12 34.3 10 28.6 7 20.0 6 17.1 35

다소부정 인느낌 86 40.2 36 16.8 51 23.8 41 19.2 214

다소 정 인느낌 127 38.1 62 18.6 75 22.5 69 20.7 333

매우 정 인느낌 32 42.7 17 22.7 10 13.3 16 21.3 75

폐경 리의 

필요성

해당없음 27 45.8 13 22.0 11 18.6 8 13.6 59

필요하지않다고생

각함

2 15.4 3 23.1 5 38.5 3 23.1 13

필요하지않다고생각함 18 30.0 12 20.0 11 18.3 19 31.7 60

조 필요하다고생각함 108 36.5 52 17.6 74 25.0 62 21.0 296

매우필요하다고생각함 99 47.6 39 18.8 36 17.3 34 16.4 208

학력 등학교졸업 0 0.0 1 50.0 0 0.0 1 50.0 2

학교졸업 17 30.4 11 19.6 15 26.8 13 23.2 56

고등학교졸업 178 39.3 83 18.3 98 21.6 94 20.8 453

학교졸업 54 39.4 29 21.2 30 21.9 24 17.5 137

학원이상 7 87.5 1 12.5 0 0.0 0 0.0 8

월가구 총소득

(만원)

<100 2 33.3 2 33.3 2 33.3 0 0.0 6

100<= <200 6 27.3 2 9.1 7 31.8 7 31.8 22

200<= <300 27 31.4 18 20.9 19 22.1 22 25.6 86

300<= <400 78 37.0 37 17.5 51 24.2 45 21.3 211

400<= <500 65 40.9 25 15.7 32 20.1 37 23.3 159

500<= 79 46.2 41 24.0 31 18.1 20 11.7 171

혼인여부 미혼 2 28.6 1 14.3 1 14.3 3 42.9 7

결혼 248 39.0 123 19.3 138 21.7 127 20.0 636

사별/이혼 7 50.0 1 7.1 4 28.6 2 14.3 14

　 　 　 　 　 　 　 　

총합 257 125 　 143 　 132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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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수 선정

모형에 포함시킬 변수들을 선정해 보고자 하 다.따라서 일반 인 특성

에서 살펴본 인구사회학  변수들과 폐경과 련된 내용들을 나타내는 모

든 변수들에 해서 경향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단변량 분석

을 실시하여 비교하여 모형에 포함될 변수들을 선정하 다.이때에는 첫 

번째 제시 액에 한 응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한하여 변수들을 

선정하 다.

<표12자료Ⅱ 단변량 분석결과>

Variable OR
95% CI

p-value
UpperCI LowerCI

연령 0.947 0.769 1.166 0.6090

교육정도 1.328 1.011 1.744 0.0414

폐경의징후 때문에 

병원에서 약처방 유무
1.959 0.757 5.071 0.1660

피임약복용기간 0.953 0.840 1.080 0.4492

폐경 리의 필요성 1.051 0.917 1.204 0.4743

폐경 리를 한 

1달지출비용(원)
1.000 1.000 1.000 0.0094

월가구 총소득(만원) 1.272 1.110 1.457 0.0005

첫 번째 제시가격 1.000 1.000 1.000 <0.0001

1)*:유의수  0.05,**:유의수  0.01

2) 의 변수는 연속변수로 정의하여 분석함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단변량 결과를 살펴보면,교육정도,폐경 리를 

한 1달 평균지출비용,월가구 총소득,첫 번째 제시가격이 유의수  0.05

와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와 모형에 포함하도록 하 다.그리

고,폐경과 련된 문항은 질병부담이라는 입장에서 보건학 으로 요한 

변수로 인지되어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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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WTP함수 추정 모형

1)선형 확률 효용 모형과 선형 확률지불의사 함수 모형

앞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확률효용모형이 간 효용함수를 사용한 효

용차이함수를 용하는데 반하여 확률지불의사함수모형(Random WTP

Model)은 지출차이함수(expendituredifferencefunction)을 활용하여 응답

자들의 선호를 악하는 근법이다.<표14>에서는 선형 확률효용모형

(RUM :Random UtilityModel)의 추정치를 각각 로빗 분포와 로짓분

포가정에 따라 ModelⅠ과 ModelⅡ로,선형 확률지불의사 함수 모형

(Random WTPModel)의 추정치를 ModelⅢ에 제시하 다.그래서 확률

모형의 설정과 확률분포에 따른 계수추정치들을 살펴보았다.

선형 확률지불의사모형 ModelⅢ은 선형 확률효용모형 ModelⅠ과 같이 

로빗 모형으로 추정되고 편익측정치도 거의 같음을 확인하 다.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추정된 계수의 해석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선형 확률효용모형에서의 계수 추정치()와 척도모수()를 분리추정

할 수 없는 반면에 선형 확률지불의사함수 모형에서는 척도모수()의 역

수를 제시 액의 계수로 추정할 수 있어,다른 계수 추정치들도 척도모수

()와 분리추정이 가능한 것이다(식 (7)).

즉,선형 확률효용모형(RUM :Random UtilityModel)의 ModelⅠ의 제

시 액 변수의 역수는 척도모수()를 의미하므로 선형 확률효용모형

(RUM :Random UtilityModel)의 ModelⅠ와 같은 추정치에 척도모수()

로 곱하여 주면,선형 확률지불함수 모형  ModelⅢ 의 각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들을 구할 수 있다(척도모수()=1/0.300≒3.33) 를 들어 살펴보면,

Model1에서 교육정도의 계수 추정치는 0.046이고,이 값에 척도모수()값

이 2.55를 곱하면 0.1532≒0.155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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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자료Ⅱ선형확률모형 >

ModelⅠ ModelⅡ ModelⅢ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Intercept -0.236 0.874 0.063 0.981 -0.785 0.866

연령 0.007 0.767 0.006 0.876 0.022 0.759

교육정도 0.046 0.090 0.028 0.011 0.155 0.082

폐경의징후때문에병원

에서약처방유무

0.413 0.327 0.576 0.445 1.376 0.319

피임약복용기간 -0.034 0.589 -0.061 0.577 -0.112 0.581

폐경 리의 필요성 0.049 0.071 0.064 0.126 0.164 0.063

폐경 리를 한1달지

출비용(원)

0.603 0.002 0.130 0.000 2.011 -0.007

월가구 총소득(만원) 0.211 0.003 0.348 0.006 0.702 -0.005

제시 액 -0.300 <.0001 0.000 <.0001 -0.300 <.0001

C통계량 0.868 0.859 0.868

1)ModelⅠ:선형 확률효용함수 모형(Random UtilityModel)  로빗 모형

2)ModelⅡ:선형 확률효용함수 모형(Random UtilityModel)  로짓 모형

3)ModelⅢ:선형 확률지불의사 모형(Random WTPModel)( 로빗 모형 

용)

4)*:유의수  0.05에서 유의함.**:유의수  0.01에서 유의함

의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확률효용함수 모형 ModelⅠ과 ModelⅡ나 

확률지불의사함수 모형 ModelⅢ이 모두 선형으로 정의되어 구 된다면,

어떤 확률모형을 선택하느냐 나 어떤 확률분포를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WTP추정이나 편익 측정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두 확률

모형 사이의 계수 추정치들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할 뿐 아니라 모형의 

합성을 나타내는 C 통계량 값도 유사하게 나타났다(약 0.86).이는 

Cameron(1988)과 HanemannandKannien(1999)의 의견과 동일하 다.효

용차이함수나 지출차이함수와 련된 확률분포 가정 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분포가 정규분포와 로지스틱분포를 가정한 로빗모형과 로짓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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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두 확률모형 사이의 계수 추정치들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할 뿐 

아니라 모형의 합성을 나타내는 -2LogL값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리

고 각 모형의 계수추정치는 가정한 분포의 척도모수()로 표 화되기 때

문에 로짓모형인 ModelⅡ 의 계수추정치는 로빗 모형인 ModelⅠ의 계

수추정치의 일정한 배수사이에서 그 값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비음(Non-negative)의 WTP모형추정

<표14.자료Ⅱ 비음의 WTP모형>

ModelⅧ ModelⅢ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Intercept -3.534 0.786 -0.785 0.866

연령 0.002 0.690 0.022 0.759

교육정도 0.015 0.081 0.155 0.082

폐경의징후 때문에 

병원에서 약처방유무

0.138 0.294 1.376 0.319

피임약복용기간 -0.011 0.530 -0.112 0.581

폐경 리의 필요성 0.016 0.063 0.164 0.063

폐경 리를 한 1달 

지출비용(원)

0.201 0.001 2.011 -0.007

월가구 총소득(만원) 0.070 0.002 0.702 -0.005

제시 액 -0.450 <.0001 -0.300 <.0001

1)ModelⅠ:선형 확률효용함수 모형(Random UtilityModel)  로빗 모형

2)ModelⅡ:선형 확률효용함수 모형(Random UtilityModel)  로짓 모형

3)ModelⅢ:선형 확률지불의사 모형(Random WTPModel)( 로빗 모형 용)

4)*:유의수  0.05에서 유의함.**:유의수  0.01에서 유의함

조건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WTP측정은 체 으로 공공재  성격

은 갖는 사업이나 서비스에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WTP의 측정범 는 항

상 양수(+)로 측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을 간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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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며,Hanemann(1984)는 (-∞,+∞)의 범 에서 정의되는 선형효용

차이함수를 추정한 후 그 계수 추정치를 사용하여 식(16)과 같이 0이상으

로 삭된 WTP평균을 제시하는 방법을 언 하 다.

식 (16)은 WTP함수를 추정한 후에 비음의 편의 역을 단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비음의 WTP 역을 함축하는 로그-정규분포(log normal

distribution)이나 로그 로지스틱 분포(loglogisticdistribution)의 WTP

함수를 가정하는 것이다.그러나 WTP함수 추정단계와 WTP측정단계에

서 가정된 분포의 일 성을 살펴본다면,식(15)를 이용한 삭되지 않고 

계산된  WTP표본평균에 비해서 선형확률효용모형의 로짓모형(ModelⅡ)

의 추정치를 사용하고 삭된 WTP표본평균이 과다추정될 수 있다(2011,

엄 숙).

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삭된 WTP는 WTP함수 추정단계와 WTP

표본평균 측정단계에서 정의된 확률분포의 범 에 한 가정의 일 성이 

결여될 수 있다.따라서 비음(Non-negative)의 WTP가정과 일 성이 있

는 WTP함수 형태를 갖는 것이 요하여 지수함수로 가정한 식(17)을 이

용하여 로빗 모형으로 추정해 보도록 하 다.

ModelⅧ에서 계수추정치들을 살펴보면,부호의 방향성이나 유의한 정

도는 선형함수의 형태인 ModelⅢ와 비교해 보았을때 크게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하지만 제시 액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ModelⅧ에서 척도모수

()가 ModelⅢ에 비해 크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이는 WTP표본평균

을 산출할 때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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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Single-BoundedDichotomousChoice)모

형과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

모형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Single-BoundedDichotomousChoice)모형

은 앞에서 ModelⅢ에 제시되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양분선

택형(DC:DichotomousChoice)모형을 제시하 다(식(8)에서 식(12)).각 

모형에 해서 추정한 추정치들을 살펴보도록 하 다.

<표15>는 의 각 모형에 한 추정결과들이다.ModelⅣ는 가장 일반

인 형태의 이변량 로빗 모형(BivariateProbitModel)추정 결과이다.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에 한 변수들의 추정치를 살펴보면,유사

한 성향으로 나타난 것들도 있지만,부호가 반 로 나오거나 유의성의 정

도가 다르게 나오는 등 각 변수들이 응답에 미치는 향의 크기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제시 액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에 모

두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는 있고,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p-value<0.0001)나타났다. 교육수 의 경우는 방

향도 다르게 나왔을 뿐 아니라 유의한 정도도 다르게 나타났다.피임약복

용기간과 폐경 리의 필요성에 해서는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에

서 부호가 반 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에 미치는 요인들이 같은 분포에서 나왔

는지에 한 통계  검정이 필요했다.그래서 ModelⅤ를 제시하 다.

ModelⅤ는 제시 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

응이 같다는 가설하에 설계되었다.즉,ModelⅤ는 ModelⅣ와 비교하여 

두 가지 응답에 한 모형의 계수추정치는 서로 같지만 척도모수()는 서

로 다르다고 가정한 것이다.그리고 ModelⅥ은 제시변수까지 같다고 가

정하고 설계하 다.즉,계수 추정치 뿐만 아니라 척도모수()도 서로 같

다고 가정한 것이다.

ModelⅣ는 ModelⅤ와 ModelⅥ을 모두 포 하고 있으므로 우도비검

정(LR test)를 수행하 다.ModelⅤ와 ModelⅥ의 통계량값이 모두 

46-49정도로 나와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에 한 계수추정치들이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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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은 기각하지 못하여 계수추정치들이 같은 분포에서 나왔다고 볼수는 

가정할 수 있다.

만약에 ModelⅤ와 ModelⅥ 이 두 번의 응답에 해서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가 같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되면,로그우도 검정 결과 제시 액의 

추정치(-1/)즉 척도모수()도 통계 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

겠다.그러면 ModelⅥ,ModelⅤ,그리고 ModelⅥ는 상 계수()가 모

두 0.4이상으로 나타나고,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첫 번

째 응답에 한 WTP의 확률  요소가 두 번째 질문에 한  WTP의 확

률  요소와 같은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수 있게 된다.

구간모형 ModelⅦ은 선형확률효용 모형  로빗모형 ModelⅠ에서 

   과    ,=1임을 가정한 모형이다.두 번의 응답에 한 추

정치가 같다는 가정과 함께 상 계수()가 1이라고 가정하는 구간모형 

ModelⅦ은 두 번의 응답간 변수들의 추정치가 같다는 가정하의 이변량 

로빗 모형인 ModelⅤ와 ModelⅥ과 비교해 본다면,제시 액의 추정치 

즉,척도모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의 결과들을 살펴보면,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SBDC:

Single-Bounded DichotomousChoice)는 C통계량의 결과나 추정치들을 

살펴 도 모형은 합하다고 보여진다(ModelⅠ-Ⅲ).그리고 로그우도 검

정 결과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에 한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추정치에 해서는 서로 같다는 

가정이 기각되지 못하여 같음을 보 고,두 번의 응답에 한 제약으로 

가정을 하 을때도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모형과 구간추정모형도 

서로 일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구간자료 모형인 ModelⅦ가 본 연구의 설문자료를 활용한 

WTP함수추정에 있어서 가장 하다고 볼 수 있었다.그러나 Model

Ⅶ는 두 번째 응답에 한 유인체계,즉 확률  요소가 첫 번째 응답에서

와는 같다는 가정을 포 하고 있게 된다.모형에서 추정된 WTP의 결과는 

다음 장에서 모형별로 비교하며 개방형 질문 결과와 함께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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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자료Ⅱ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모형 >

　 ModelⅣ　 ModelⅤ ModelⅥ ModelⅦ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첫 번째 응답

연령 0.007 0.745 0.097 0.695 0.203 0.626 0.224 0.563

교육정도 0.052 0.156 0.026 0.106 0.055 0.095 0.060 0.086

폐경의징후때문에병원에서약처방유무 0.386 0.375 0.129 0.325 0.270 0.293 0.297 0.263

피임약복용기간 -0.037 0.566 -0.075 0.516 -0.157 0.464 -0.172 0.418

폐경 리의 필요성 0.048 0.507 0.241 0.457 0.506 0.411 0.557 0.370

폐경 리를 한1달지출비용(원) 0.629 <0.0001 0.699 <0.0001 1.468 <0.0001 1.614 <0.0001

월가구 총소득(만원) 0.204 0.003 0.227 -0.047 0.477 -0.042 0.525 -0.038

제시 액 -0.255 <0.0001 -0.283 <0.0001 -0.595 <0.0001 -0.655 <0.0001

Intercept -0.317 0.833 -0.352 0.783 -0.739 0.705 -0.813 0.634

　　두 번째 응답

연령 0.019 0.326

교육정도 -0.155 0.135

폐경의징후때문에병원에서약처방유무 0.540 0.150

피임약복용기간 0.022 0.698

폐경 리의 필요성 -0.008 0.064

폐경 리를 한1달지출비용(원) 0.760 <0.0001

월가구 총소득(만원) 0.097 0.122

제시 액 -0.148 <0.0001 -0.164 <0.0001

Intercept 0.081 0.950

상 계수() 0.477 　0.004 0.528 0.003 0.528 0.003 1

LogL 　-378.9 -389.3 -389.1 -401.6

 Statistics 　 　 5.25̂ 5.69̂ 55.85*

　-ModelⅣ:이변량 로빗 모형,ModelⅤ:   가정모형,ModleⅥ:   가정 모형,ModleⅦ :구간모형(IntervaldataModel)

-̂ 는 ModelⅣ 비 ModelⅤ와 ModleⅥ 가설검정에 한 로그우도 검정 결과

-*는 ModleⅥ 비 ModelⅦ 가설검정에 한 로그우드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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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효과

양분선택형 응답에 한 확률모형,확률분포,함수 형태 등을 달리하여 

추정한 결과들을 에서 살펴보았다.각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계수 추

정치는 모두 같은 변수들로 구성되어 모형을 비교하는 목 으로 사용되었

다.

하지만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

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 모형에서 두 번째 응답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부분 일 성있게 나타나고 있었다.연령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WTP는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하지만 변수 선정과정에서 단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의미없는 변수로 보기는 어려워 포함하게 되었다.교육정도

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WTP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부분 

p-value가 0.05의 후값을 나타내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폐경 리의 

필요성을 높게 생각할 수록 WTP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 으며,폐경 리

를 한 지출비용이 높을수록 한 WTP기 높아지는 추세를 보 으며 통

계 으로도 유의하 다.월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WTP가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이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제시 액의 경우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즉 제시

액이 클수록 WTP에 정 으로 응답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하고,이

는 소득수 과 교육수 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득수 이 높을

수록 제시 액에 상 없이 WTP가 높게 나타남을 단변량 결과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혹은,자신의 질병 리에 한 가치를 화폐로 한다는 개

념에 한 이해 부족으로 소극 인 답변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 71 -

Ⅵ WTP추정결과 비교

앞 장에서는 두가지 실증자료를 가지고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측정된 

WTP의 모형을 추정하고 모형의 합성을 평가하여 각 자료에서 합한 

모형을 각각 선정하 다.양분선택형의 종류에 따라서 살펴보면,SBDC인 

선형모형은 C통계량을 살펴보면,두 자료에서 C통계량의 수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하지만 DBDC 모형 은 첫 번

째 자료인 유방암 환자의 자료에서는 이변량 로빗 모형(ModelⅣ)이,

두 번째 자료인 폐경 환자의 자료에서는 구간자료모형(ModelⅦ)이 합

한 모형이었다.그 다면,각 모형의 합성을 살펴본 후 질문방법  모

형등의 계를 살펴보기 해 추정된 WTP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의 구 된 각 모형에서 추정된 표본 WTP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WTP의 결과를 같이 제시하여 살펴보았다.다른 방

법은 개방형으로 응답한 WTP에 한 결과이며,본 개방형 응답은 이 경

계 양분선택형 질문을 한 후에 마지막에 물어본 WTP측정값이다.

1)각 모형에서의 표본 WTP측정은 수리  근방법인 Krinsky-Robb

기법을 사용하 다.

2)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WTP의 결과는 평균값과 보정값을 같이 제시

하도록 하 다.

3)모형에 한 재검토를 해 자료의 특성을 반 한 dataset을 생성하

여  simulation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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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증  자료 Ⅰ 결과

실증  자료 Ⅰ은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설문한 자료이다.결과는 아

래와 같다.

1.1WTP함수에서의 WTP추정결과

WTP의 함수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나온 계수추정치들을 사

용하여 표본  WTP를 측정해 보도록 하 다.

<표16.자료 Ⅰ모형에 따른 WTP추정결과>

표본평균 앙값
표본평균의 95% CI

LowerCI UpperCI

ModelⅠ 1047.5 863.5 831.5 1250.2

ModelⅡ 1046.0 918.3 844.3 1238.5

ModelⅢ 1057.3 889.6 837.0 1273.5

ModelⅣ 644.0 654.1 457.4 766.8

ModelⅤ 558.2 553.7 148.7 949.7

ModelⅥ 609.0 612.2 290.0 921.0

ModelⅦ 929.8 928.7 758.7 1084.7

ModelⅧ 6567.5 1096.7 837.0 1273.5

-ModelⅠ:선형확률효용모형의 로빗모형

-ModelⅡ:선형확률효용모형의 로짓모형

-ModelⅢ :선형 확률지불의사모형

-ModelⅣ :이 경계 양분선택형 이변량 로빗 모형-Fullmodel

-ModelⅤ :이 경계 양분선택형 이변량 로빗 모형 -   가정모형

-ModelⅥ :이 경계 양분선택형 이변량 로빗 모형 -   가정모형

-ModelⅦ :구간모형(IntervaldataModel)

-ModelⅧ :지수함수 모형

-ModelⅠ,ModelⅡ,ModelⅢ 는 식(15)를 사용하고,각변수에 한 변수값들을 

입하여 산출하고 신뢰구간은 Krinsky-Robb 근법을 사용하여 5,000번 반복추정하여 

얻은 WTP경험  분포로부터 계산됨.

-그 외 표본평균은 Krinsky-Robb 근법을 사용하여 5,000번 반복추정하여 얻은 WTP

경험  분포로부터 계산됨.

-단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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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확률모형을 가정으로 설계된 모형에서의 추정치들은 유사한 값을 

나타냄을 앞서 보았다.ModelⅠ에서 ModelⅢ의 계수추정치들을 식(15)에 

기인하여 계산해 본결과,WTP표본평균과 앙값이 표와 같이 제시되며,

1,050만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신뢰구간을 구하는 안으로 

Krinsky-Robb 근법을 사용해본 결과 도출된 WTP분포의 평균과 앙

값도 유사하게 나타났다.신뢰구간도 830만원에서 1,250만원정도의 범 에 

있어서 다수의 응답자들의 가치평가는 양의 방향,즉 정 으로 생각

한다고 볼 수 있겠다.

 





 (15)

이 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에서 이변량 로빗 모형 ModelⅣ WTP표

본평균이 640만원정도로 나왔고,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value=0.0071).ModelⅣ 즉,이변량 로빗 모형의 가장 큰 단 은 두 

응답의 추정치를 합쳐서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한 다차원 계산이라 

추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다.

의 결과를 살펴보면,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의 WTP 분포가 같

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두 양분선택형 모형의 계수추정치가 같다고 가정

하여 추정된 ModelⅤ,ModelⅥ,ModelⅦ 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WTP

표본평균값은 각각 558만원,609만원,929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의 

선형확률모형(ModelⅠ~ModelⅢ)에서의 값보다는 작게 나타났다.그리고 

SBDC와 DBDC를 비교한다면,ModelⅠ-Ⅲ 과 구간자료모형 ModelⅦ이 

WTP의 크기가 상 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각 모형의 WTP의 표본평균과 앙값의 분포를 살펴보았다.표본평균과 

앙값의 차이를 살펴보면,ModelⅠ~Ⅲ,즉 SBDC 모형에서의 그 차이

가 DBDC(ModelⅣ~Ⅶ)에서의 차이보다 상 으로 큰 차이를 보 다.

SBDC 모형보다는 DBDC모형에서의 추정치들의 분포가 앙집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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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상 으로 안정화된 값으로 볼 수 있겠다.

WTP함수들의 계수추정치들에 한 통계  검정결과를 살펴보면,지수

함수 모형인 ModelⅧ에서 추정된  WTP표본평균측정치가 상이하게 다

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  
   (19)

지수함수를 이용한 ModelⅧ은 본 모형의 계수추정치를 식 (19)에 근거

하여 산출하면 WTP표본평균은 6,500만원 정도가 되었으나, 앙값 은 

1,100만원 정도 다.그리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 다

(p-value=0.130).

본 연구에서의 실증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 인 면을 살펴본다면,최종 으로 선형모형(ModelⅠ~ModelⅢ),이

변량 로빗모형(ModelⅣ),구간자료모형(ModelⅦ)을 비교할 수 있겠다.

통계  모형의 합성 인 면으로 살펴본다면,SBDC모형은 모두 통계

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DBDC모형으로 질문한 방

법론 인 면을 고려한다면 이변량 로빗 모형이 통계 으로나 방법론

인 면을 고려한 경우로나 가장 합한 모형으로 선택될 수 있다.모형을 

구축하는 것에 의의를 둔 경우라면 이변량 로빗 모형을 선택하는 것으

로 단락을 지을 수 있겠으나,그 모형에서 추정된 WTP들을 비교하게 된

다면,조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먼 ,선형모형과 구간자료모형은 WTP추정값들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

고 있었다(900-1,000만원 ).이 두 모형의 설문방법을 살펴본다면,선형모

형은 단일경계양분 선택형 모형이고,구간자료모형의 경우는 이 경계 양

분선택형 모형이긴 하나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의 분포가 모두 같

다고 가정한 경우의 모형이다.이변량 로빗 모형은 이 경계 양분선택

형 모형이나 두 응답의 분포와 향을 모두 고려한 상태의 모형으로 의 

모형보다는 다소 낮은 WTP추정값을 보 다(644만원). 한 .표본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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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값의 차이를 살펴보면,ModelⅠ~Ⅲ,즉 SBDC 모형에서의 그 차이

가 DBDC(ModelⅣ~Ⅶ)에서의 차이보다 상 으로 큰 차이를 보 다.

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양분형 질문에 한 분석결과는 추정하는 

방법,즉 모형에 따라 WTP의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모형에서 

추정된 WTP의 결과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다른 

추정방법을 사용하 을 경우에도 그 결과비교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다.

1.2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WTP추정결과

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P추정은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모

형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있어 WTP의 참값을 알기는 어렵다.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된 WTP값들을 비교해 으로서 제시된 WTP의 

값들의 계  모형간의 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경계양분형 설문 이외에도 개방형 설문을 추가하여 

조사하 다.Arrow 등(1993)은 양분형 설문방법과 개방형 설문방법 에서 

양분형 설문방법의 장 에 주목하고 있었다.본 연구에서의 개방형 질문

은 이 경계양분형 설문의 추가 질문으로서의 개방형이므로,즉 이 경계

양분형 설문안에 개방형 응답이 공존하는 형태이므로 Arrow 등(1993)이 

주목하 던 이 경계양분형 설문의 장 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

겠다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WTP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근해보았다.1)

원자료를 이용한 결과,2)극단치를 제거한 결과로 정리하 다.원자료는 

극단치를 제거하지 않은 그 로의 자료를 의미한다. 극단치는  

COVRATIO와 DFFITS,그리고 Leverage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하 다.본 

연구에서의 극단치는 개방형 WTP의 응답값이 0원이거나 5,000만원이상인 

경우가 해당되었으며, 극단치의 비율은 체 자료의 10%이내 다.그리

고 각각에 해서 Bootstrap 기법을 이용한 결과도 같이 제시하 다.

Bootstrap기법은 반복표본추출 (resampling)기법의 하나로서 n개의 측



- 76 -

표본평균 앙값
범

최소값 최 값

원자료
개방형질문 WTP 865.0 300.0 0 6,000

보정 WTP 869.4 855.7 -380.2 2499.1

극단치 제거
개방형질문 WTP 645.2 300.0 10 4.000

보정 WTP 648.5 585.4 -379.05 2207.7

-단 :만원

-개방형 질문 WTP:개방형으로 물은 WTP

-보정 WTP: 의 모형에서 이용한 변수들로 보정한 WTP

치를 포함하는 표본을 가상의 모집단 (virtualpopulation)으로 활용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000회 반복하여 가상 인 분포를 얻게 되었다.

<표17>자료 Ⅰ 개방형질문에 의한 WTP추정결과

개방형으로 설문한 WTP의 추정치를 원자료의 결과와 극단치를 제거한 

결과로 나 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반 으로 Bootstrap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원자료를 이용한 개방형 설문 WTP의 평

균값은 865만원이고,앞의 모형에서 이용한 변수들로 보정한 WTP의 평균

값은 869만원이었다. 그러나 극단치를 제거한 자료를 이용한 개방형 설

문 WTP평균값은 645만원이고,앞의 모형에서 이용한 변수들로 보정한 

WTP의 평균값은 648만원이었다.

원자료를 이용한 WTP평균값(860만원)은 단일경계양분형 모형보다는  

WTP추정값(약 1,000만원)이 다소 낮았으나 이 경계양분형 모형보다는 

다소 높은 값을 보 다.이 경계양분형 모형에서도 이변량 로빗 모형

(ModelⅣ)과 구간자료모형(ModelⅦ)에서의 추정값 사이정도 으나,구

간자료모형의 WTP추정치(약 900만원)와 그 격차가 덜 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러나 극단치를 제거한 자료를 이용한 WTP평균값(645만원)은 이

변량 로빗 모형(ModelⅣ)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이 의미

를 생각해 보면,극단치가 향을 주는,즉 분산이 큰 자료인 경우는 모형

은 선형모형과 이변량 로빗 모형이 합한 모형을 나왔으나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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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으로 응답한 WTP에서 극단치를 제거한 결과와는 이변량 로빗 

모형의 WTP추정값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즉,분산이 큰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모형이 더 합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WTP추정값들은 어떤

지 살펴보기 해 Simulation을 실시해 보기로 하 다.Simulation결과는 

뒷장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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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증  자료 Ⅱ 결과

실증  자료 Ⅱ은 폐경 환자를 상으로 설문한 자료이다.결과는 아래

와 같다.

2.1WTP함수에서의 WTP추정결과

WTP의 함수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나온 계수추정치들을 사

용하여 표본  WTP를 측정해 보도록 하 다.

<표18.자료Ⅱ 모형에 따른 WTP추정결과>

표본평균 앙값
95% CI

LowerCI UpperCI

ModelⅠ 43462.7 39568.5 38801.5 51360.2

ModelⅡ 42569.5 40235.4 36901.1 52596.5

ModelⅢ 45269.5 41356.5 38605.9 49865.8

ModelⅣ 31595.6 329865.3 39685.3 510236.8

ModelⅤ 25396.4 24968.5 21456.2 35695.3

ModelⅥ 35698.2 36123.5 29001.0 42821.0

ModelⅦ 41256.8 41301.2 25758.7 5118405

ModelⅧ 155986.5 43596.8 105689.2 256987.6

-ModelⅠ:선형확률효용모형의 로빗모형

-ModelⅡ:선형확률효용모형의 로짓모형

-ModelⅢ :선형 확률지불의사모형

-ModelⅣ :이 경계 양분선택형 이변량 로빗 모형-Fullmodel

-ModelⅤ :이 경계 양분선택형 이변량 로빗 모형 -   가정모형

-ModelⅥ :이 경계 양분선택형 이변량 로빗 모형 -   가정모형

-ModelⅦ :구간모형(IntervaldataModel)

-ModelⅧ :지수함수 모형

-ModelⅠ,ModelⅡ,ModelⅢ 는 식(15)를 사용하고,각변수에 한 변수값들을 

입하여 산출하고 신뢰구간은 Krinsky-Robb 근법을 사용하여 5,000번 반복추정

하여 얻은 WTP경험  분포로부터 계산됨.

-그 외 표본평균은 Krinsky-Robb 근법을 사용하여 5,000번 반복추정하여 얻은 

WTP경험  분포로부터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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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확률모형을 가정으로 설계된 모형에서의 추정치들은 유사한 값을 나

타냄을 앞서 보았다.ModelⅠ에서 ModelⅢ의 계수추정치들을 식(15)에 

기인하여 계산해 본결과,WTP표본평균과 앙값이 표와 같이 제시되며,

45,000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신뢰구간을 구하는 안으로 

Krinsky-Robb 근법을 사용해본 결과 도출된 WTP분포의 평균과 앙

값도 유사하게 나타났다.신뢰구간도 38000원에서 51000원정도의 범 에 

있어서 다수의 응답자들의 가치평가는 양의 방향,즉 정 으로 생각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의 결과를 살펴보면,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의 WTP 분포가 같

다고 가정한,즉 두 양분선택형 모형의 계수추정치가 같다고 가정하여 추

정된 ModelⅤ,ModelⅥ,ModelⅦ 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WTP표본평

균값은 각각 25000원,35000원,41000원으로 나타났다.

WTP함수들의 계수추정치들에 한 통계  검정결과를 살펴보면,이

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에서 구간자료모형 ModelⅦ의 WTP표본평균이 

41,000원정도로 나타나 선형확률모형인 ModelⅠ에서 ModelⅢ의 결과보다

는 다소 낮으나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지수함수를 이용한 ModelⅧ은 본 모형의 계수추정치를 식 (19)에 근거

하여 산출하면 WTP표본평균은 150000원 정도가 되었으나, 앙값 은 

43000원 정도 다.그리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 다

(p-value=0.256).

2.2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WTP추정결과

본 자료도 의 실증 자료 Ⅰ과 같이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WTP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근해보고자 하 다.1)원자료를 이용한 결과,2)

극단치를 제거한 결과로 정리하 다.원자료는 극단치를 제거하지 않은 

그 로의 자료를 의미한다.극단치는  COVRATIO와 DFFITS,그리고 

Leverage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하 다.본 연구에서의 극단치는 개방형 

WTP의 응답값이 0원이거나 300,000원이상인 경우가 해당되었으며,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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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평균 앙값
범

최소값 최 값

원자료
개방형질문 WTP 43,462.7 30,000.0 0 300,000

보정 WTP 52,044.4 47,509.5 11,611.6 162,592.1

극단치 제거
개방형질문 WTP 44,898.6 30,000.0 10,000.0 200,000.0

보정 WTP 51,780.2 48,025.2 14,341.2 126,734.5

-단 :만원

-개방형 질문 WTP:개방형으로 물은 WTP

-보정 WTP: 의 모형에서 이용한 변수들로 보정한 WTP

치의 비율은 체 자료의 10%이내 다.그리고 각각에 해서 Bootstrap

기법을 이용한 결과도 같이 제시하 다.Bootstrap기법은 반복표본추출 

(resampling)기법의 하나로서 n개의 측치를 포함하는 표본을 가상의 

모집단 (virtualpopulation)으로 활용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000

회 반복하여 가상 인 분포를 얻게 되었다.

<표19>자료Ⅱ 개방형질문에 의한 WTP추정결과

개방형으로 설문한 WTP의 추정치를 원자료의 결과와 극단치를 제거한 

결과로 나 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반 으로 Bootstrap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원자료를 이용한 개방형 설문 WTP의 평

균값은 43,000원이고,앞의 모형에서 이용한 변수들로 보정한 WTP의 평

균값은 52,000원이었다.그리고 극단치를 제거한 자료를 이용한 개방형 설

문 WTP평균값은 44,000원이고,앞의 모형에서 이용한 변수들로 보정한 

WTP의 평균값은 51,000원이었다.이 자료의 경우는 보정한 경우 실제 결

과값보다 다소 과다 추정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극단치를 제거하여

도 실제측정값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그리고,원자료를 

이용한 WTP평균값(43,000원)은 단일경계양분형 모형보다는 WTP추정값

(약 43,000원)과 유사하 고,이 경계양분형 모형 에서는 구간자료모형

(ModelⅦ)과 가장 유사하 다.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극단치가 향을 

덜 주는,즉 분산이 작은 자료인 경우에 모형은 선형모형과 구간자료 모

형이 합한 모형을 나왔고 다른 방법(개방형)으로 응답한 WTP의 실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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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극단치를 제거한 값이 모두 구간자료 모형의 WTP추정값이 가장 유

사하게 나타났다.즉,분산이 작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모형이 더 합

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WTP 추정값들은 어떤지 살펴보기 해 

Simulation을 실시해 보기로 하 다.

3.Simulation결과

의 두 자료에 해서 각 자료의 특성을 반 한 자료를 만들어 실제 

모형을 합해 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simulation의 rule은 아래와 같게 진행하 다.

1)자료는 유방암자료와 폐경자료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각각 만들

며,자료별로 분산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게 하는 두개의 집단을 만

든다(단  :원).

-유방암자료정규분포 

data1)평균=8,650,000,분산=10002:분산이 작은 경우

data2)평균=8,650,000,분산=40002:분산이 큰 경우(실제자료와 유사)

-폐경자료정규분포   

data1)평균=43,000,분산=1502:분산이 작은 경우(실제자료와 유사)

data2)평균=43,000,분산=5002,:분산이 큰 경우

2)처음 Yes/No로 응답할때 제시하는 제시가격은 유방암자료에서 사용했

던 제시가격으로 진행하려고,500만원,1,000만원 1,500만원과 폐경자

료에서 사용했던 1만원,3만원,5만원,10만원을 자료 생성시 계속 랜덤

하게 배치되도록 하 다.

3)자료수 n=500으로 하 고,1,000번 반복하여 각각 1,000set를 만들었

다.

두 자료는 평균은 각각 유방암 자료와 폐경 자료의 개방형 WTP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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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고,분산의 크기만 다르게 구성되었다.분산이 작은 자료는 폐경 

자료에서의 각 Model추정 WTP를 이용하고,분산이 큰 자료는 유방암 

자료에서의  각 Model추정 WTP를 이용하여 Bias를 산출하 다.유방암 

자료는 만원단 의 값을,폐경 자료는 원 단 의 값을 사용하여 두 자료

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자료결과값들의  크기 차이로 인해 비교가 

어려워,유방암자료의 경우와 폐경자료의 경우로 나 어 Simulation결과

을 비교하 다.simualation을 한 자료의 경우,유방암자료는 실제자료

값의 평균 865만원과 분산 40002과 함께 실제분산크기보다 작은 분산

(10002)인 자료를 생성하여 비교하 고,폐경자료는 실제자료값의 평균 

43,000원과 분산 1502원과 함께 실제분산크기보다 큰 분산(5002)인 자료를 

생성하여 비교하 다.

분산이 상 으로 작은 분산을 가진 자료의 결과를 살펴보면,SBDC모

형에서의 값들은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냈고,DBDC모형  ModelⅧ,

구간자료모형에서의 MSE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반면,분산이 상 으

로 큰 분산을 가진 자료의 결과를 살펴보면,SBDC모형에서의 값들은 모

두 유사한 값을 나타냈고,DBDC모형  ModelⅣ,이변량 로빗 모형

에서의 MSE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두 자료의 MSE를 비교해 보면,분산

이 큰 자료의 MSE가 분산이 작은 자료의 MSE보다 상 으로 DBDC의 

MSE가 작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이는 SBDC보다는 DBDC의 WTP

함수 추정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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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Simulation결과Ⅰ :유방암자료의 경우

N(8,650,000, 10002 ) 단  : 원: 산   경우

Bias* Variance MSE % Bias

SBDC

ModelⅠ      845,000 1,018,081 714,026,018,081 -0.075 

ModelⅡ -    700,000 998,001 490,000,998,001 0.072 

ModelⅢ      967,000 1,179,396 935,090,179,396 -0.084 

DBDC
ModelⅣ -    520,000 1,048,576 270,401,048,576 0.085 

ModelⅦ      456,000 962,361 207,936,962,361 -0.047 

N(8,650,000, 40002  단  : 원: 산  큰 경우(실 료결과)

Bias** Variance MSE % Bias

SBDC ModelⅠ - 755,000 1,526 570,025,001,526 -0.067 

ModelⅡ - 800,000 1,736 640,000,001,736 -0.071 

ModelⅢ - 717,000 1,622 514,089,001,622 -0.064 

DBDC ModelⅣ   190,000 1,497 36,100,001,497 0.029 

ModelⅦ - 552,000 1,596 304,704,001,596 -0.056 

* SBDC(Single-Bounded DichotomousChoice),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

*ModelⅠ:선형 확률효용함수 모형( 로빗),ModelⅡ:선형 확률효용함수 모형(로짓)

ModelⅢ:선형 확률지불의사 모형,ModelⅣ:이변량 로빗 모형,ModelⅦ :구간자료 모형

*각 모형에는 제시가격과 상수항만 포함하여 설계하 음.

*Bias*=(폐경자료모형에서의 WTP평균)-(simulation자료 모형에서의 WTP평균)

*Bias**=(유방암자료 모형에서의 WTP평균)-(simulation자료 모형에서의 WTP평균)

*Variance:simulation1000개 dataset모형에서의 추정 WTP의 분산

*MSE(MeanSquareError)= 

*% Bias=참값

추정치참값


 료에서 평균

원 료에서 평균 료에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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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Simulation결과Ⅱ :폐경자료의 경우

N(43,000, 1502 ) 단  : 원 :  산   경우(실 료결과)

Bias* Variance MSE % Bias

SBDC

ModelⅠ -809 22598.9 676595 0.019 

ModelⅡ -735 21496.3 560987 0.018 

ModelⅢ -872 22987.4 782500 0.020 

DBDC
ModelⅣ 604 21364.1 782055 -0.016 

ModelⅦ -639 22542.3 364816 0.018 

N(43,000, 5002 ) 단  : 원 : 산  큰 경우

Bias** Variance MSE % Bias

SBDC ModelⅠ -812 267001.3 925858 0.019 

ModelⅡ -560 286983.5 600024 0.013 

ModelⅢ -749 266998.1 827250 0.017 

DBDC ModelⅣ 0 286494.4 286494 0.000 

ModelⅦ 375 296521.2 437146 -0.010 

* SBDC(Single-Bounded DichotomousChoice),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

*ModelⅠ:선형 확률효용함수 모형( 로빗),ModelⅡ:선형 확률효용함수 모형(로짓)

ModelⅢ:선형 확률지불의사 모형,ModelⅣ:이변량 로빗 모형,ModelⅦ :구간자료 모형

*각 모형에는 제시가격과 상수항만 포함하여 설계하 음.

*Bias*=(폐경자료모형에서의 WTP평균)-(simulation자료 모형에서의 WTP평균)

*Bias**=(유방암자료 모형에서의 WTP평균)-(simulation자료 모형에서의 WTP평균)

*Variance:simulation1000개 dataset모형에서의 추정 WTP의 분산

*MSE(MeanSquareError)= 

*% Bias=참값

추정치참값


 료에서 평균

원 료에서 평균 료에서 평균



- 85 -

Ⅶ 고찰 

1.이 경계 양분선택형

(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 질문방법

본 연구에서는 WTP측정시,DBDC질문법을 사용한 결과들을 제시하

다.DBDC가 SBDC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효율 이라면,삼

경계(triple-boubded)양분선택방법과 같은 다 경계 질문방법을 사용하면 

어떨지에 한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추가 인 질문은 응답자의 

WTP에 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WTP의 응답 

범 를 이 보다 좁 주므로,다 경계 질문방법이 DBDC 방법에 비해 

보다 효율 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CooperandHanemann(1995)의 몬테카를로 모의 실험 결과에 따

르면,DBDC질문법과 비교할 때 세 번째 질문을 추가하여 설계한 삼

경계질문법 결과의 효율성 개선은 상 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추가질문 효율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통계  효율성은 SBDC질문

법 신에 DBDC질문법을 사용함으로서 어느정도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삼 경계 질문법을 사용하면 통계  효율성은 증가한 반면 내 일

성을 해치는 반응효과(reponseeffects)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에 DBDC보다 효율성부분에서 더 효과 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HanemannandKanninen,1999).Cameronand Quiggin(1994)는 첫 질

문과 두 번째 질문에 한 응답간의 상 계가 매우 크고 동일한 분포로

부터 나왔다고 가정할 수 없다면,효율성이 크지는 않음을 발견하 다.그

리고 McFadden(1994)은 DBDC질문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이 동

일한 분포로부터 나왔다는 가설이 기각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DBDC

지불의사측정방법의 내 일 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 내렸다.Batemanet

all(2000)은 비 일치성에 해서 제시하며,WTP 추정치의 계산에서는 

SBDC모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 다.하지만 통계  효율성을 포기할 수

는 없는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DBDC질문방법으로 다양한 함수이론

을 용해 보았다.하지만 본 연구에서 SBDC모형이 좀더 효과 인 결과

를 제시해야한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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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같이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여 함수를 추정하게 된다면,

정해진 분포나 이론에 맞춰 함수추정  WTP측정을 하기 보다는 한 번,

는 두 번에 걸쳐 제시된 제시 액에 략 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검

해 보는 차가 필요하다.그 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DBDC질문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1.5경계양분선택형 질문(Cooperetal.2002),다

양분선택형질문 는 무작  지불카드분류 차(Batemanetal,2002)등 

여러형태의 지불의사 유도방법의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2..함수추정방법에 해서.

본 연구에서는 WTP함수를 추정하는 과정을 WTP의 특성,WTP의 측정

방법,WTP의 분포에 을 맞추어 진행하 다.그리하여,단일경계 양분

선택형(SBDC:Single-BoundedDichotomousChoice)모형인 선형모형,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을 심

으로 추정하 다.하지만,이 이외에도 자료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함수추

정방법이 사용되고,있다.서론에서도 언 하 듯이, 부분의 추정방법의 

활용은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그 를 살펴보기 어려우나,환경분야의 공공

재  특성을 평가한 논문에서 주로 소개 되고 있다.

JooHeonPark(2003)은 양분형 조건부 가치평가모형의 모수  추정방

식을 소개하고 있다.회귀 1차 도함수의 도가 평균(Densityweighted

AverageDerivativeRegressionFucntion)추정을 응용한 함수를 제안하

고,제안한 모수 추정량은 소표본인 경우에 소표본의 특성을 몬테카를

로 시물 이션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실 인 용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의 표본수는 의 연구에서보다는 모수  

방법을 활용하기에 합하여 고려하지 않았으나,소표본으로 자료가 구성

된 경우 다면 본 함수도 고려하여 결과를 비교해 으로서 용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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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TP추정치 결과

이 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서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의 분포는 같

다고 가정할 수 있다.그러나 신 철(1997)에 의하면 이 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을 사용하여 측정된 WTP표본평균이 

크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결과를 보 다.만약 두 응답사이의 WTP

표본평균이 유사하게 나온다면,이 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사용하는 것

이 WTP함수추정 과정  표본 WTP추정결과까지의 일치성을 유지하면

서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WTP함수들의 계수추정치들에 한 통계  검정결과를 살펴보면,이 경

계 양분선택형 모형인 이변량 로빗 모형에서 추정된  WTP표본평균측

정치가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이럴 경우 두 번째 

질문에 해서 좀더 신 할 필요가 있겠다.HabbandMcConnell(2002)는 

이 경계양분선택형으로 질문하 더라고 단일양분선택모형으로  WTP를 

측정하는 것이 더 하다고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

으로 살펴보기 해 simulation을 실시해 보았다.모형의 합성은 단일양

분선택모형도 높게,즉 합하다고 나왔으나 simulation결과를 살펴보면 

단일양분선택모형의 MSE가 이 경계양분선택형에서의 MSE에 비해 상

으로 큰 값이 나왔다.즉 한 번 물어보는 질문방법보다는 두 번 물어보

는 질문방법의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SBDC모형에 해당되는 선형모형의 경우는  WTP함수의 분

포가 -∞ 와 +∞ 의 범 를 나타내어 선형함수로 WTP를 추정한 후 삭

하는 것은 WTP함수 추정단계와 측정단계의 일 성이 결여될 수 있음이 

우려되었다. 한 -∞ 와 +∞ 으로 모형을 추정한 후 음의 역이 포함되

어 있어 과  혹은 과소 추정될 수 있다.그리하여 지수함수로 모형  

추정을 실시하 다.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살펴보면,지수함수에서의 결

과는 WTP의 표본평균과 앙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

며,이것은 척도모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  하나로 

보 다.WTP함수의 척도모수가 클 때에는 WTP표본평균과 앙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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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크거나 통계 인 유의성이 을 수 있다(엄 숙,2011).따라서 이

런 문제는 다른 함수를 이용했을시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이런 문제 들

을 인식하여 선형이나 지수함수 이외에도 Haad McConnell(2002)는 

Box-Cox변환 등 여러 형태의 비선형 WTP함수의 추정을 시도해 으로

서 해결하려 하 다.

4.WTP응답 패턴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2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료의 특성상 합한 

WTP모형도 다를 뿐 아니라 모형들의 계  WTP추정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유방암과 같이 증질환의 경우는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

답의 분포가 다를 뿐 아니라 양분선택형에 국한된 개방형 질문의 WTP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분산이 크고 극단치가 개방형 WTP에 향을 미치

고 그 결과는 모형  Simulation결과에서도 보여지고 있었다.폐경과 

같은 삶의 질과 련된 경우에는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의 분포가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유방암자료에 비해 분산이 작고 극단치가 개방형 

WTP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고,그 결과는 모형  Simulation 결

과에서도 보여지고 있었다.이처럼 응답항목에 따라 응답자의 특성에 따

라 WTP의 분포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WTP의 연구는 

공공재  가치를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응답자가 응답 

주제에 해서 실 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보여진다.보건분야에서도 정책  제도의 향에 한 WTP조사

가 주로 이루어지며 최근에 들어 질환  치료에 한 WTP조사가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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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한

본 연구는 공공재  가치를 측정하기 해 주로 사용된 조건부 가치측

정방법(CVM :ContingentValuatiionMethod)을 용하여 수집된 지불의

사(WTP:WillingnessToPay)함수를 추정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하 다.최근 보건 분야에서 WTP는 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제도를 평가

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질병 리와 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최근 련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질병 리와 련된 결과들이 많

지 않은 상황에서 지 까지 소개된 WTP함수 추정방법을 질병 리 자료

에 용해 보아 살펴보았다.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질병 리와 련하여 

특화된 분석방법이론이 있지는 않아 공공재  가치를 측정하는 분석이론

을 용하여 과정을 살펴보았다.자료는 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성을 잘 반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하나 그 지 못하여 

질병 리 자료에 한 명확한 분석 방법이라고 제안하는데 어려움은 있었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WTP추정모형은 근거가 되는 경제이론,확률

분포의 가정,확률모형의 표기,질문횟수,편익의 범  등 여러 가지 요소

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반 인 쟁 사항을 심으로 분석하 다.

먼 ,본 연구에서의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을 표할 수 있는가와 련

된 문제로 설문의 결과,즉 WTP의 모형을 추정하거나 WTP표본평균을 

추정하는데 향  수 있다.NOAA의 패  보고서에 의하면 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는 표본수는 1,000이상을 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에 비해 상 으로 모집단의 규모가 

작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의 기 을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 약 200명과 600명이 모집단을 표하기에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질병의 특성상 표본수를 늘리기에 어려운 환경이

었고,진행하기에 지 않은 표본수로 이해하고 분석하 다.소표본으로 

인한 본 연구베이지안의 추정법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

이다.표본수에 한 문제는 추후 연구에서 용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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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P함수를 추정하는 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몇 

번 물어보는지에 해서 나 어 설계하 다.한번 물어보는 SBDC와 두 

번 물어보는 DBDC로 나 어서 살펴보았다.이 이외에도 여러 논문에서

는 표본선택모형이나,토빗 모형등도 사용되고 있었으나,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에 한정하여 특성을 보았고,WTP함수 추정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 을 다루고자 하 다.본 논문에서는 WTP

함수를 통해 측정된 WTP값  개방형 WTP를 살펴보고 있으나 베이지

안 이론 등의 새로운 근방법으로도 추정될 수 있다.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되는 추정법은 아니므로 본 논문에서는 함수추정과정의 논리성

과 일치성이 을 맞춰 그 외의 WTP추정방법은 고려하지 않은 제한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가지의 실증자료를 사용하 다.1)첫 번째 실증자료는 

이성 유방암 환자로서 연령 가 다소 높아 WTP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 다.따라서 짧은 질문지임에도 불구하

고 문조사원이 응답자당 평균 20분정도 소요되었으나 질병부담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개념의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다.2)두 번째 실증자

료는 폐경주변기부터 폐경기의 여성을 상으로 폐경과 련된 증상인 

운동증상 즉,‘안면 홍조  발한증상’을 한 치료로 인한 삶의 질 변

화에 해 환자가 느끼는 질병결과에 한 가치를 ‘화폐  가치’로 계량

화하기 한 연구 다.두 질환은 증정도가 매우 달라 질환의 증정도

가 결과에 미치는 결과도 같이 살펴볼 수 있었다.

각 모형에서의 추정 WTP와 비교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으로 

응답한 WTP의 결과를 이용하 다.하지만 양분선택형 질문을 하기 에 

질문하지 않고 양분선택형 질문을 한 후에 개방형으로 질문하 기 때문에 

순수한 개방형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개방형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범 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많은 질문 방법이므로 양분선택형 질문을 통

해 제시가격  응답과정을 통해 좀더 실 인 개방형 결과를 측정하고

자 이와 같은 방법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 다.하지만 양분선택형 질문

을 하기 에도 개방형 질문을 포함했더라면 응답자들의 WTP에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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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측정 방법에 해서 다른 방향에서의 정보도 수집할 수 있었을 것

이다.

양분선택형 질문을 통해 측정되는 WTP는 다양한 요인의 향을 받지만 

특히 다른 요인보다 제시가격에 한 향을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

로 보고 있다.그 기 때문에 모형에서 제시가격의 계수를 척도 모수라는 

개념으로 이 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안에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제시가격

의 향을 살펴보는 Simulation결과도 살펴보았다면 WTP측정에 있어

서 고려해야 할 요인의 요한 특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본 논문에서 

활용한 제시가격은 해당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기간의 평균 의료비

를 기 으로 결정되었고,이 방법은 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사용한 

방법이었다.따라서 제시가격에 한 향을 좀더 고려하여 분석하 다면 

좀더 효과 인 제시가격의 향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특성,즉 분산의 향이 양분선택형 모형에서 어

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해 분산의 크기를 다르게 한 Simulation자료

를 통해서 분석을 실시하 다.하지만 Simulation으로 자료를 생성시에 

가정한 분포는 정규분포로 평균은 같게 하고 분산의 크기만 다르게 한 자

료를 가정하 다.하지만 개방형 WTP의 측정값이 반드시 정규분포를 따

른다고는 가정할 수는 없으므로 좀더 다양한 분포에서의 가정을 통해 생

성된 자료들의 결과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이다.

본 논문은 WTP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련 연구에서 70%이상으로 이용

되고 있는 이 경계 양분선택형(DBDC)의 CVM을 사용하여 조사하 고,

그와 함께 개방형질문으로 응답한 WTP의 결과들도 같이 조사되어 비교

되었다.그러나 WTP의 값,즉 Outcome의 의미에는 이 맞춰져 있지 

않아 WTP측정결과의 활용성은 다소 낮을 수 있다.WTP를 측정하는 방

법은 이 이외에도 입찰게임,경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다양한 방법

으로 측정한 WTP의 함수추정 과정  그 outcome의 해석까지도 포함

된다면 좀더 활용성 높은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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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VM 문헌에 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여 기여하기 보다

는 여러 보건분야에서 비타당성 조사가 확 되어 실시되는 등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 되는 CVM 응답자료를 분석하는데 참고자

료의 역할에 을 맞추고자 함에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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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론

본 연구는 주로 비시장  공공재의 편익을 측정하기 해 사용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보건분야에서 질병부담이라는 개념에 용할 때의 

지불의사(WTP)의 함수 추정과정과 추정된 계수들을 용하여 WTP표본

평균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여 합한 분석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

았다.각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 들을 검토하고 실증자

료를 통해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실증 자료는 이성 유방암과 폐경 환

자를 상으로 질병부담에 한 가치를 화폐로 측정한 두 개의 실증자료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WTP함수  측정치를 추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TP의 조사방법  양분선택형 CVM을 선택하여 응답하는 결과는 질

문을 한번 실시하여 첫 번째 응답결과에 해 모형을 구축하는 SBDC와 

질문을 두 번 실시하여 두 번째 응답결과까지 포함한 DBDC로 나 어 살

펴볼 수 있다.

SBDC모형의 경우처럼 함수 계를 선형으로 가정할 수 있다면,선형확

률효용모형이나 선형확률지불의사모형을 사용하는 데에는 두 자료의 결과

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의 결과에서 나온 계수의 

추정치들과 이를 사용하여 측정한 WTP표본평균값들에서 큰 차이가 없

음을 보면 알 수 있었다. 한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C통계량을 보

더라도, 합한 모형으로 가정할 수 있었다.이는 오차항의 분포가정이 정

규분포를 가정하거나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한다고 해도 차이가 없음을 의

미한다.선형함수들은 Taylor시리즈를 통해 선형함수로 계량화할 수 있

으므로(엄 숙,2011)WTP함수추정에 선형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DBDC모형은 통계  유의정도를 살펴보면,단일 양분선택형 문항 보다

는 WTP함수의 추정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찰되었다.그러나 두 

자료에서 다른 결과를 보 다.두 자료의 결과를 모형의 선정,WTP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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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의 비교,Simulation결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유방암 자료의 경우는  SBDC 모형과 DBDC 모형  이변량 

로빗 모형이 합한 모형으로 선택되었고,폐경 자료의 경우는 SBDC

모형과 DBDC모형  구간자료 모형이 합한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두 번째,WTP추정값들은 모형에서 추정된 WTP와 함께 비교해 보기 

해 개방형으로 응답한 WTP의 추정값들도 같이 살펴보았다.유방암 자

료의 경우는 모형에서의 WTP추정치들은 SBDC모형에서는 유사하게 나

타났고 이변량 로빗 모형에서는 SBDC모형에서의 결과보다는 작은 값

이 나타났다.이 결과를 개방형으로 응답한 WTP의 추정값들과 비교해 보

면,극단치를 제거했을때의 WTP가 이변량 로빗 모형에서의 추정 WTP

와 유사한 값이 나왔다.폐경 자료의 경우는 모형에서의 WTP추정치들은 

SBDC 모형과 구간자료 모형에서의 추정 WTP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

다.이 결과를 개방형으로 응답한 WTP의 추정값들과 비교해 보면,극단

치 제거와 상 없이 개방형으로 응답한 WTP가 SBDC 모형과 구간자료 

모형에서의 추정 WTP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두 자료에서 양분선택형 질문법에 맞추어 모형을 설계하여 

합한 모형을 선정하여 그 결과인 추정 WTP와 함께 개방형으로 응답한 

WTP의 결과를 같이 비교해 본 결과 두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결과

를 보임을 알게 되었고,그 계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해 

Simulation을 실시하여 분산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자료를 생성하여 그 

결과를 원자료의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하 다.원자료는 유방암 자료는 

분산이 큰 자료로,폐경자료는 분산이 작은 자료로 가정하여 Simulation

결과에 용하여 결과를 보았다.분산이 작은 Simulation자료의 결과를 

살펴보면,SBDC 모형에서의 값들은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냈고,DBDC

모형  ModelⅧ,구간자료모형에서의 MSE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반

면,분산이 큰 Simulation자료의 결과를 살펴보면,SBDC모형에서의 값

들은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냈고,DBDC모형  ModelⅣ,이변량 로

빗 모형에서의 MSE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두 자료의 MSE를 비교해 보

면,분산이 큰 자료의 MSE가 분산이 작은 자료의 MSE보다 상 으로 

DBDC의 MSE가 작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이는 SBDC보다는 

DBDC의 WTP함수 추정치의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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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에 해 추정한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SBDC모형

은 두 자료에서 모두  합한 모형으로 선정되었고,DBDC 에서는 유

방암 자료에서는 이변량 로빗 모형이 폐경 자료에서는 구간자료 모형이 

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모형의 합성만 정하여 살펴본다면 SBDC

모형도 합하게 나왔으므로 양분선택형 질문을 두 번하는 번거러움을 없

애고 한번만 하는 것이 좀더 효율 인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고 SBDC

모형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 할 것이다.하지만 각 모형에서의 

추정 WTP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값과 비교해 보아 모형간의 

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 다.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질문법을 측정

한 WTP를 각 모형에서의 추정 WTP와 비교하 다.폐경자료의 개방형 

WTP는 합한 모형에서 추정된 WTP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극단치의 

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유방암 자료의 개방형 WTP는 

합한 모형의 추정 WTP와 비교해 보아도 그 계를 잘 확인할 수 없었

으나 극단치를 제거하자 에서 선정한 합한 모형에서의 추정 WTP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따라서 두 자료가 개방형으로 응답한 결과

를 보니 자료의 분포정도가 다름을 확인하게 되어 자료의 특성을 좀더 규

명하기 해 분산이 작은 자료와 큰 자료를 Simulation 을 통해 각각 

1,000개 생성하여 두 자료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하 다.Simulation

결과를 살펴보면,SBDC의 MSE는 두 자료에서 모두 DBDC의 MSE보다 

크게 나타났다.이는 SBDC모형이 통계 으로 합한 모형이라고 볼수는 

있으나 모형의 함수 추정에 한 효율성이 DBDC보다는 낮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분산이 작은 자료는 구간자료모형이,분산이 큰 자료는 이변량 

로빗 모형의 MSE가 작게 나타났다. 의 2개의 실증자료 분석결과와 

함께 보면 두 자료 모두 양분선택형 질문을 한번만 하여 설계한 SBDC

보다는 질문을 두 번하여 설계한 DBDC의 모형이 좀더 효율성이 높은 방

법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DBDC모형을 심으로 살펴보면,유방암 

자료의 경우는 분산이 큰 자료의 Simulation결과와 같이 DBDC 모형  

이변량 로빗 모형,즉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 패턴이 다름을 가

정한 모형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폐경 자료의 경우는 분산이 작은 자료의 Simulation결과와 같이 DBDC

모형  구간자료 모형,즉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 패턴이 같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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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 모형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료가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두 자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두 자료는 증정도가 매우 차이가 나는 질환자료

다.하나는 유방암과 같이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증질환에 한 WTP측

정자료이고,다른 하나는 폐경과 같이 생명유지와는 직결되지 않아 덜 

증한 질환으로 질환의 증도보다는 삶의 질과 련된 WTP의 측정자료

다.따라서 두 자료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에서의 응답패턴이 다를 뿐 아

니라 개방형 질문에서의 결과에서도 분산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본 결과에서 살펴보면, 증질환에 해당되는 유방암 자료의 경우나 덜 

증질환에 해당되는 폐경자료의 경우 통계 으로 합한 모형으로선택된 

모형의 추정 WTP값은 개방형 질문의 결과  Simulation자료에서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반드시 통계 으로 합한 모형만을 선택하여 그 모형

의 추정 WTP를 값을 사용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자료의 특성  측정방법을 확인하는 다양한 각도의 근이 필요

할 것이다.

WTP는 연구의 70%이상이 이 경계 양분형 질문을 통해 진행되나 추

정하는 방법,즉 모형에 따라 WTP의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한 

WTP의 측정 상의 특성에 따라서 반드시 모형의 합성만을 가지고 최

종 WTP값들을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이 경계

양분형 분석의 결과해석은 매우 신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다른 추정방

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비교를 통해 최선의 선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즉,WTP는 참값이 존재하지 않는 값이므로 한방향으로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사하고 분석

하여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CVM 문헌에 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여 기여하기 보다

는 여러 보건분야에서 확 되어 사용될 CVM 응답자료를 분석하는데 참

고자료의 역할에 을 맞추고자 함에 요한 의미를 갖고자 하 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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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분석하는 과정도 요하나 CVM 조사를 실시되기 에 조사방법에 

한 충분한 숙지와 응답자가 하게 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 제시 액의 구간이나 액을 설정함에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 다.이는 WTP함수를 추정하고 WTP 표본평균값 등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만큼 요한 과정임을 인

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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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ModelingforWillingnessToPay

:UsingDichotomousChoice

EunJu.Kim

DepartmentofPublicHealth.DivisionofBiostatistics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SeoulNationalUniversity

Background:WillingnessTo Pay(WTP)iswidely used forvaluing

non-marketgoodssuch aspure publicgoods.Dichotomouschoice

contigentvaluationmethod(CVM)surveyswithfollow-upsattemptto

obtainmorepreciseinformationabouttherespondents'WTPforvalue

while preserving the desirable propertiesofthe referendum CVM.

RecentlyWTPisusedtoassesthevalueofdiseaseburden.Thispaper

focusesonmodelingfor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DBDC)

modeland Single--Bounded DichotomousChoice(DBDC)modeland

comparing between WTP estimates from models.Two empirical

exampleswereanalysed(Breastcancerdataand menopausedata).It

investigateswhetherWTPestimatesarebiasedwhenmodelisfitted.

Methods:Twokindsofdatawereusedintheempiricalanalysis.1)

Firstsampleincluded199Koreansbreastcancerpatientfor3months

in 2009.Itresearched WTP on valuing the prolonging theirlife

through effective treatmentand health service.2)Second sample

included 657Koreawomeninmenopuasefor3monthsin2011.It

researched WTP on valuingtherelievingtheirsymptoms.Byusing

twosamples.WTPprobabilitymodelfortheresponse,including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was designed.A Single-B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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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otomousChoice(SBDC)modelan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DBDC)modelwereincluded.In themodel,afterevaluating

severalmodelsWTP estimation resultswere compared.And WTP

estimation results in the models were compared to open-ended

questionofWTPandresultsofsimulationdata,too.

Results:Comparing theresultsoftwo empiricaldata,WTP isthe

sameonetheprocessofestimatingtheappropriateestimationmodel,

theestimatedWTPandopentothemeasuredvalue,Buttwoaspects

thatcanbeseenweredifferent.

1)Inthecaseofbreastcancerdata,theappropriatestatisticalmodel

weretheSBDCmodelandthebivariateprobitmodelinDBDCmodel.

When comparing estimated WTP ofthe modeland open-response

results,WTPofbivariateprobitmodelwassimilartoopen-response

WTP afterremovingoutlier.2)In thecaseofterremovingo,the

appropriatestatisticalmodelweretheSBDC modeland theInterval

datamodelinDBDC model.WhencomparingestimatedWTPofthe

modeland open-responseresults,WTP ofIntervaldatamodelwas

similar to open-response WTP regardless ofoutlier.In order to

obitinetwo differentresultsdepending on thecharateristicsofthe

ngo,Realdatamodelwerecomparedtosimulationdatamodeland

MSEweremeasuredinsimulationdatamodel. Insimulationresults

ofasmallvarianceofthengo,alltheMSEsinSBDCmodelshowed

similarvaluesandMSEinDBDCmodeloftheModelⅧ,intervaldata

model,thesmallestMSE.Ontheoofthand,insimulationresultsofa

largevarianceoftheng o,alltheMSEsin SBDC modelshowed

similarvaluesandMSEinDBDC modeloftheModelⅣ,ibivariate

probitmodel,thesmallestMSE.MSEsinDBDCmodelwererelatively

lessthaninSBDC.

Conclusions:Resultsoftwo empiricaldata showed DBDC models

were more statistically efficientmode than SBDC models.Looking

around DBDC model,The bestmodelofbreastcancerdat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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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variateprobitmodelofDBDClikesimulationdataoflargevariance,

oritcanbeassumed thatfirstresponsepattern isdifferentfrom

second.Andinmenopausedataintervaldatamodelisthebestlike

simulation data ofsmallvariance.oritmeansthatfirstresponse

patternisthesamewithsecond.TwoResultsweredifferentbecauseof

thecharacteristicsofthe two data including sizeofvariance and

degreeofintensivedisease.A breastcancerisrelativelymorerelated

to life than menopause symptoms.A menopause symptoms.is

relativelymorerelatedtoQulaityoflifethanbreastcancer.WTPin

CVM isusedtoevaluationofpublicgoodsandservice.Butrecently

WTP measurements is expanded to disease treatment, disease

management,new drugtechnologyandsoon.Thisstudywillbemore

references in analysis of WTP of various areas than a new

developmentofmethodofWTPanalysis.

Key words : WTP(Willingness To Pay), SBDC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Double-Bounded

DichotomousChoice),Modeling,estimationofWTP

StudentNumber:2009-3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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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지나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우

리 가족들게 감사드립니다.엄마,아빠,재한이 오빠,새언니께 감사드립니

다.그리고 항상 피곤해있는 나에게 보기만해도 사랑스러움을 내뿜어서 

힘을 줬던 나의 조카 우성이와 서희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그

리고 정말 우리 엄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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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할때마다,새로운 진로를 정할때마다 언제나 할 수 있다고 힘을 주

셨던 우리 엄마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공부하는 며느리라고 항

상 배려해 주시고 아껴주시며 이 철없는 며느리가 마지막 박사졸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그리고 정우도련님께도 깊

이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계셨던 시외할머님께서 

병문안갔을 때 의사 달도 잘 안되는 상태셨지만 박사땄냐고 물어 주시

어서 이 손부는 무 감동했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사과정동안 물심양면으로 나를 도와주었던 고원진씨,논문

쓰는 내내 입덧으로 고생하는 나를 해 나보다 더 고생이 많았던 고원진

씨께 감사드리며 사랑한다고 하고 싶습니다.그리고 12월에 만날 우리

의 첫 아기 똘똘이에게도 이 엄마가 무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4. 연구모형

	Ⅱ Willingness To Pay 개념 및 측정방법
	1. WTP 의 개념
	2. WTP 측정방법
	3. WTP 선행연구

	Ⅲ Willing To Pay 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SBDC 모형
	1.1 선형함수모형
	1.2 지수모형

	2. DBDC 모형
	2.1 이변량 프로빗 모형
	2.2 구간자료 모형

	3. WTP 추정

	Ⅳ 실증적 자료분석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3. 측정방법
	4. 포함된 변수의 정의 및 분류
	5. 분석방법
	6. 결과
	7.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효과

	Ⅴ 실증적 자료분석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3. 측정방법
	4. 포함된 변수의 정의 및 분류
	5. 분석방법
	6. 결과
	7.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효과

	Ⅵ WTP 추정결과 비교
	1. 실증적 자료 Ⅰ
	1.1 WTP 항수에서의 WTP 추정결과
	1.2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WTP 추정결과

	2. 실증적 자료 Ⅱ
	2.1 WTP 항수에서의 WTP 추정결과
	2.2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WTP 추정결과

	3. Simulation 결과

	Ⅶ고찰
	Ⅷ 제한점
	Ⅸ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감사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