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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관심

이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요 관리의 일환으로 건축물에너지

소비증명제도를 발표함으로써 주택 거래 시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해당 제도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시행 초기인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효과에 대하

여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이산선택실험을 설계하

여 통제된 주거 선택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주어진 주택 대안 중 가장 선호하

는 주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소비자 설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소비자의 진

술선호데이터를 추정하기 위하여 확률효용이론에 근거한 이산선택모형 중 소

비자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혼합로짓모형을 이용하였고, 추정 결과를 통

해 주택 선택의 각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액 및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 소비자 개인의 수준에서 간접효용을 도출하여 정보 제공

과, 제공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축물의 실제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효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였다. 실제 추정한 결과, 소비자의 실제 주

택 선택 시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보가 제공될 때 

평균적인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보가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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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 수준보다 높은 건물인 경

우에는 보통 수준인 경우보다 소비자의 효용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소비자의 선호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소비자가 갖는 

추가 편익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경

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건물에 대한 효용 증가 폭이 컸는데, 이는 수도

권 주택의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각 개

인 수준에서의 효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정보가 제공되기만 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

련 정보가 제공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 시 통제된 주택 선택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자의 다양한 거주 이전 목적에 따른 편차를 보정하지 않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했다. 따라서 통제되지 않은 주택 선택 상황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제도의 시행에 있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건물 공급자들

에게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신규 주택 건축 시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을 위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 에너지소비증명제, 에너지성능평가서, 주거 선택, 이산선택실험 

학  번 : 2013-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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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관심이 높고, 에너지 사용 절감 혹은 

친 환경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2

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2035년까지 전력수요의 15% 감축을 목표로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기존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EIA(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2014년 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1차 에너지 수요량의 97%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LNG의 경우 세계 2위로 많이 소비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

는 세계 9위에 달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OECD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 국 중에서 1차 에너지 생산량은 11위에 그친 반면에 

소비량은 5번째로 많으며 이마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이 한정되

어 있어 에너지 수요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살펴보면, 2009

년 유럽연합 27개국의 전기 소비량 중 가정에서의 소비량이 25%를 차지하며 

산업부문 소비량인 26%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 단위로 

살펴보아도 전체 전기 소비량 중 가정에서 소비되는 양이 산업에서의 소비량

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큰 경우도 있는 등,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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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전기 소비량뿐 아니라 전체 에너지 소비를 살펴보아도 가정

에서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가정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한 것은 비단 OECD 국가에만 해당되

는 것은 아니다. EI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OECD 국가의 가정에

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2015년에는 OECD 회원 국가의 가정 부문 에너지 소

비량을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전체 OECD 국가의 인

구를 모두 합친 것과 유사한 인구를 가진 데 비하여, 현재 1인당 평균적인 에

너지 소비량은 OECD 전체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의 25%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기 소비를 포함하는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그에 따

라 가정에서의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OECD 통계, 

2012). 즉,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은 현재 소비규모도 상당한 것은 물론이

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유럽연합에서 2011년에 제출한 두 번째 NEEAP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s)는 각국의 에너지 시책들의 정보를 갱신하고 실제로 

발생한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NEEAP에서 제출한 

바에 의하면 전체 에너지 절감량 중 특히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용 건물이 공공서비스를 이어 두 번

째로 절감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uropean Commission, 2011). 따라서 

규모가 상당한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에너지수요관리 차원에서 2013년 건축

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를 발표하였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증명제도를 통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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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공개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에너지 성

능이 보다 좋은 건물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선호가 

시장에 반영되면, 에너지 성능이 좋은 건물의 시장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이

는 결과적으로 건물 신축 시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

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는 선 

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건축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2008년 기준 22.2%를 차지한다. 또 건

축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53%로 가장 큰 비중

을 가지며, 상업 부문 소비 37%, 공공 부문 및 기타 10% 순이다. 가정용 건

물 사용량을 용도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난방이 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며, 냉방에서의 사용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녹색성장위원회, 2008). 또한 

국토해양부(현재의 국토교통부)가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 1] 건

축물 노후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열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

동주택과 단독주택 건물은 전체의 5.9%(연면적 기준), 단열기준이 도입된 이

후 강화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단독주택 건물은 전체의 약 43%(연면

적 기준)를 차지한다(국토해양부, 2009).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의 시행이 전체 건물의 약 50%를 차지하는 단열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준

공된 노후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건물부문, 특히 가

정용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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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축물 노후 현황 

구분 

단열기준 도입 이전 

(1980년 이전 준공) 

단열기준 등 강화이전 

(1981~2001년 준공) 
08년 기준 총계 

연면적 

(천m2) 
비율(%) 

연면적 

(천m2) 
비율(%) 

연면적 

(천m2) 

비율

(%) 

공동주택 31,438 1.9 1,196,110 71.7 1,668,685 100 

단독주택 162,666 35.8 230,011 50.6 454,448 100 

비 주거용 139,132 11.7 668,712 56.2 1,189,575 100 

계 333,236 10.0 2,094,833 63.2 3,312,708 100 

 

이렇듯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향후 국내 건축물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능할 것이고, 또 이는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배출량 등의 절

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이 본 제도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다시 살펴보면,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공개됨으로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효율이 더 좋은 건물을 선택하도록 유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제도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실제 시장이 에너지 효율

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주

거 선택에 본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자

세히 살펴보겠지만,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수행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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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살펴보아도 에너지소비증명제도와 같은 주택 에너지 효율 규제를 

위한 제도가 소비자들의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

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증명제도가 

소비자의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건축물에너

지소비증명제도가 기존의 소비자의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제도가 본래 목표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질지에 대

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경우에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머물

러 있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이터를 얻을 만큼 충분히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산선택

실험을 통한 진술선호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산선택실험 구성 시, 기존의 소비

자들이 주거 선택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주택의 속성과 건축물에너지소비증

명제도와 관련된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같은 속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주거 선택 행위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진술선호자료의 분석에는 확률효용이론에 근거한 다양한 이산선택모형 중 

응답자의 이질성을 반영한 혼합로짓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추정 결과를 바탕으

로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와 각 속성 별 한계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다. 또

한 이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규모 및 전기/난방비 절약 

수준 또한 계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 분석은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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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도에 관

한 설명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토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비롯하여 건축

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현황은 2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구 방법은 3장에 

설명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리고 전반적

인 결론 및 시사점은 각각 4장과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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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소비자들의 주거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연구의 수행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에 앞서,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 및 제도 현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8조에 의거, 2013년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도가 발표되었다. 2016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소비증명제도

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제도에 따르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과 사용량이 나타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가 건축물의 임대 및 매매 거래 시에 의무적으로 첨부 되어야 한다. 

2014년 발표된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2015년 5월 28일부터는 건축물 에너

지 평가서가전자적인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 유예되어 있는 평가서 

미 첨부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본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건축물 평가서는 [그림 1]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예와 같은 형태를 가지며, 평가서에는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나타내는 효율 

등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다. 에너지 소요량은 냉난방, 조명, 급탕, 환기 

등 건축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량을 설계 단계에서 표시한 것이고, 에너지 사용

량은 실제 거주자가 사용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량을 뜻한다. 에



8 

 

너지 사용량의 경우 단지 내 동일한 면적의 사용량 평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세대 특성에 따라 동일한 면적인 경우에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

어, 향후 거래 시 매수자와 매도인이 서로 동의하는 경우 세대별 에너지 사용

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 1]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예시 1 

 

 
                                            

 

 
1 출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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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국토교통부에서 각 건축물에 대해 단위면적당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총 10개의 

등급으로 부여하며, 각 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에너지소요량은 다음 [표 2] 건

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분과 같다.  

 

[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분 2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kWh/m2∙y)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kWh/m2∙y)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2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에너지절약사업단 홈페이지 



10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국내의 제도와 유사하게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등급을 나타내는 에너지 평가서를 건축물의 매매 혹은 임대 거래 시 첨부하도

록 하는 제도가 비교적 먼저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자발적 비영리 민간협의체 USGBC(US Green Building 

Council)의 주도 하에 개발된 녹색 건물 인증 프로그램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가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

해 부여되는 녹색 건물 인증 등급은 Certified-Silver-Gold-Platinum의 네 

가지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LEED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전역에 대하

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 단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편, 미국 환경청(EPA)에 의해 연방 정부 차원

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제도도 있다. Energy Star Program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인증 표준주택 대비 30%이상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에 대해 연

방정부 차원에서 Energy Star Home 인증을 부여하기도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2002년에 수립한 건

물에너지절약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s, EPBD)에 따

라 2006년부터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모든 건축물의 매매 혹은 임대 거

래 시에 에너지성능평가서(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를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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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첨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각 국가 별로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2009년에는 전체 유럽 연합 국가에서 에너지성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다. 건물에너지절약지침에 따르면 에너

지성능평가서의 등급은 A 등급부터 G 등급까지 총 7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성능 등급의 분류는 국가 단위 혹은 지역 단위에서 적절하게 채택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의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을 넘

을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인증을 갱신하지 않은 건축물은 매

매/임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2002년 유럽연합의 건물에너지절약지침이 수립되기 훨씬 이

전인 1997년부터 건물에 대한 에너지등급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며, 2006

년부터는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 덴마크에서의 인증 유효기간은 5년

이며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기간 만료 후 인증을 하지 않으면 매매/임대 거래

를 할 수 없다.  

한 편 영국에서는 2007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본 제도가 먼저 도

입되었고, 현재 200파운드의 벌금을 내면 건물 거래 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외 시행현황에 대한 요약은 [표 3] 국외 건물 에너

지 등급제도 시행 현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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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외 건물 에너지 등급제도 시행 현황 

구분 시행시기 내용 유효기간 비고 

미국 1994 Energy Star home 인증 - LEED 

덴마크 

1997 건물에너지등급제도 의무화 

5년 

‘06대비 ‘15까지

건물에너지 50% 절

감 목표 2006 
건물 매매/임대 거래 시  

에너지등급 첨부 의무화 

영국 

2007 
건물 매매/임대 거래 시  

EPC 첨부 의무화 

10년 
EPC 미 첨부 시

200파운드 벌금 

2008 신축 건물 EPC취득 의무화 

EU 

2006 EPC 의무화(3년 유예 가능) 

최대10년 - 

2009 

EPC의무화 전면 시행 

: 모든 주택 매매/임대 거래 시

EPC첨부 의무화 

 

2.2  선행 연구 검토 

우선 소비자의 주거 선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의 선호 

등에 대한 자료 수집 시 이산선택실험을 활용한 경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산선택실험은 선택 대상의 속성과 수준을 바탕으로 설계된 설문을 통하여, 

실제 시장에 존재할 법한 가상의 대안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가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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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되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다. 

주거 선택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 이외에도 침실의 수

나 주변 편의 시설 등 주거 목적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때 영향을 주거나 혹

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선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주거 선택을 계층적으로 모형화한 경우가 많다 

(Louviere & Timmermans, 1990; Molin, Oppewal, & Timmermans, 1996; 

Mulder, 1996; Kim, Pagliara, & Preston, 2005). 

이 중 비교적 최근 연구인 Kim et al. (2005)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당 연구에서는 영국 옥스퍼드 주를 대상으로 주거 선택 시, 가구의 특징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교통 편의성이나 주변 입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특히 주거 선택을 두 가지 단계, 이사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이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이사할 주택을 선

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계층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소비자 설문을 통해 얻은 

진술선호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 교통 편의성이 

이사 여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사 결정 이후 주

택 선택 시에도 교통 편의성 및 주변 입지 환경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주거 선택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주거 선택 시 주택의 친-환경

적 속성을 포함시킨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발표되는 추세이다 (Achtnicht, 

2011; Banfi, Farsi, Filippini, & Jakob, 2008; Kwak, Yoo, & Kwak, 2010; 

Hu, Geertman, & Hooimeijer, 2014; 박민선 & 전정윤, 2008; 박민선,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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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최병숙, 손승광, 2009; 이광균 & 이주형, 2013). 이는 에너지 절감 혹은 

웰빙(Well-being)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

게 연관된 주거 선택에서도 보다 친 환경적인 주택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 선택에 관한 연구 수행에 주택의 친 환경 속성을 반영한 연

구들을 살펴보아도, 소비자들의 친 환경적 소비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실제 시장 거래 내역 등과 같은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RP)자료가 아니라 특정 설문 등에 대해 응답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SP)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다.  

이러한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주택의 친 환경적 속성에 대하여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주택의 친 환경적 속성을 반영한 연구들에

서 친 환경에 대한 개념을 다소 부정확하거나 혹은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택의 친 환경적 속성이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에

너지 사용의 절감 혹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내용을 나타내거나 혹은 이

산화탄소배출량의 감소 혹은 친 환경 자재의 사용을 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이광균 & 이주형(2013)에서는 국내 미분양 아파트 수요자를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을 활용하여 주택의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이 

때 거주 환경과 관련하여 단지 내 친 환경 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혔는데, 이 때 친 환경 수준은 단순히 단지 내 소음 수준 혹은 전망 수

준 등을 뜻하는 것이다. 소음 수준이나 전망 수준은 주택의 친 환경적인 속성

이라기보다는 주변 입지 환경 혹은 거주 환경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에 대한 제도 효과 분석을 위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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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택의 친 환경적 속성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이산화탄소배출량과 

연관된 것으로 국한하도록 하겠다. 

가장 최근 연구부터 살펴보자면, Hu et al. (2014) 에서는 중국 난징을 대

상으로 하여, 친 환경 주택의 시장 수요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주택 

가격과 주변 입지 조건, 이웃 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및 직장 접근성, 그리고 

주택의 친 환경 속성을 바탕으로 선택실험을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일반적으

로 주거 선택 시 고려되는 속성은 기초 설문 단계에서 파악하였고, 선택실험

에서는 친 환경 속성만을 고려하였는데 여기에는 에너지 비용을 비롯하여 건

축 자재, 단열, 방음, 환기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Hu et al. (2014)에서는 응

답자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

는데, 주택 구매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계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구매자의 경우에만 친 환

경 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여 거주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건축자재나 환기 등 ‘건강’과 관련된 속성이 양에 대하여 소비자가 

양의 한계지불의사액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편 Achtnicht (2011) 에서는 독일의 기존 주택에 대하여 이산화탄소배

출을 절감시키기 위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다. 기존 주택을 리모

델링 할 때, 최신 난방 시스템이나 단열 강화를 위한 단열재 선택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실험을 통해 선호자료를 얻었다. 진술선

호자료를 바탕으로 로짓 모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신 난방 시스템

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이라는 속성이 유의하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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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열재 선택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량이 선택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fi et al. (2008) 에서는 스위스를 대상으로 선택실험을 통해 주거용 건

물의 에너지 절약 수단에 따른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액을 파악하였다. 선택

실험 시 표본을 아파트 거주자와 일반 주택 거주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

하였고, 각 응답자에게 현재 주거 상태(status quo)와 제시된 다른 몇 가지 

가상의 대안 주택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Banfi et al. (2008) 에서 고려한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절약 수단은 환기시

스템 설치 여부와 창문의 종류, 그리고 외벽의 두께 세 가지이며, 선택 실험

으로 얻은 자료를 표준 로짓 모형을 통해 추정하여 각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

의사액을 도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한국을 대상으로 Kwak et al. 

(2010)에서 수행하였다. Kwak et al. (2010) 에서는 한국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냉방, 난방 에너지 절약 수단에 대하여 선택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액을 파악하였다. 선택실험에서는 앞의 연구

와 마찬가지로 창문 종류와 외벽의 두께, 그리고 환기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의 세 가지 에너지 절약 수단을 바탕으로 대안을 구성하여 가장 선호하는 

대안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수단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은 각각 

17,392원, 1,112원, 11,827원(KRW)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국내의 주택 소유자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축물의 에

너지소비증명제를 통한 주택 시장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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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함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박민선 & 전정윤 (2008) 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주거

용 건축물의 친 환경 성능에 대하여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의 구성에 사용된 주택의 친 환경 성능을 나타내는 속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감소를 포함한다. 소비자 

설문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속성의 한계지불의사액을 도출함으로써,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이나 유해물질 배출량의 절감을 위해 추가 비용을 감

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박민선 외, 2009).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박

민선 외 (2009) 에서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0%, 25%, 50% 절감하는 데 대

하여 추정을 실시하고, 한계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다. 그 중 50% 절감에 대

한 추정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또 이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이 시장가격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이산화탄소배출량 절감을 중요시 함은 

물론이고, 향후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

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렇듯 진술선호자료를 활용하여 주거 선택 시 친 환경적 속성을 고려한 연

구들을 살펴보아도,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

능을 직접적으로 선택 실험에 반영한 연구는 더욱 많지 않다. 또한 국내의 경

우에는 주거 선택 시 소비자들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였다고 하더라

도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선택실험에 반영하거나, 효용식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건축물에너지

소비증명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명시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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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선택실험에 반영하여 소비자의 선호에 대하여 파

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제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 국내의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

는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차원

에서 2009년까지 전체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모든 건축물의 매매 및 임대 거

래 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평가서 첨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표되었다(Amecke, 2011 & 

2012; Brounen & Kok, 2011; Cerin, Hassel, & Semenova, 2014; Lainé, 

2011; Murphy, 2014; Watts, Jentsch, & James, 2011). 

 Lainé (2011)에서는 2011년 영국에서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를 통해 얻은 진술선호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주택 구매 혹은 임대 

결정 시 에너지성능평가서가 미친 영향에 대하여 조사보았다. Lainé 가 활용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에너지성능평가서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관련 정보가 실제 의사결정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항목을 포함하

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응답자의 대부분은 에너지성능평가

서와 건물 거래 시 평가서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실

제 의사결정을 할 때나 거래 시 가격 협상 등에는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때에도 주택의 가격이나 주택 면적 등에 

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속성임을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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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밖에도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바라는 내용에 관해 물어보았

을 때에는 에너지성능평가서에 단순히 건물의 에너지 성능 등급만을 나타내기 

보다는, 더 높은 에너지 성능의 건물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얻

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윤에 대하여 나타내는 편이 정보 활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영국 남부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모든 주택의 매매 혹

은 임대 거래 시 에너지성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

에 영국 남부 지역에 국한된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도 있다. Watts et al. 

(2011) 에서는 사우스햄튼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평가서가 제공되기 시

작한 지 1년 이내에 실제 주택을 구매한 약 2천 명의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 거래 시 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매매 혹은 임대 거래 시

에 에너지성능평가서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결정이나, 가격 협상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활용한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에너지성능평가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

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또 Lainé (2011)에서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에너지 성

능은 주거 선택에 있어서 우선시 되는 속성이 아님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연

구에서 사용한 설문의 경우, 응답률이 17%로 매우 낮아 신뢰도가 다소 떨어

진다.  

독일의 사례에 대한 Amecke의 연구에서도 진술선호자료를 활용하였다

(Amecke, 2011&2012). 해당 연구에서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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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에너지성능평가서가 의무 제공 된 이후의 실제 주택 구매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사결정 시 에너지성능평가서가 미친 영향을 확인하

였다.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성능평가서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에너지성능평가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는 실

제 응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윤 등의 정보를 곧장 파악하기 어

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담하면 에너지성능평

가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성능평가서가 

제공되지 않아서 정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 또한 밝히고 있다. 

게다가 독일의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성능평가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주택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Murphy, (2014)에서는 네덜란드의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자료와, 실제 주택 거래데이터를 대조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 거래 시에 에너지성능평가서가 제공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에너지성능평가서 제공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의 10%정도가 에너지성능평가서가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또 거래 시 에너지성능평가서가 제공된 경우 중 일부

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정보를 미리 알고 에너지성능평가서를 요청했음에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도 있

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의 시행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살펴보았듯이 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제도의 시행과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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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에너지성능평가서에 대하여는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나, 해당 정보

를 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가격 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경우, 소정

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에너지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제도의 강제

성이 떨어지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주거 선택의 경우 실제 소비자의 선

택은 고려하는 주택의 면적이나 가격 등으로 인한 편차가 큰데, 이에 대한 보

정 없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가격, 면적과 동일 선상에서 제시하여 선택 시 

고려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에너지성능평가서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 등급보다는 소비자가 직

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윤에 대한 정보가 함께 언급된다면 향후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더욱 유용할 것이라는 제언이 많았다. 그렇지만 지

금까지 살펴본 에너지성능평가서를 고려한 연구들도 대부분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에 대하여 다루었다기 보다는 해당 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수준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정리하자면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한 유럽에서 시행되는 제도의 경우, 

건물의 거래 시에 에너지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하나 과태료를 납부

하면 의무가 면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국내의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어, 제도의 강제성이 떨어

진다는 유럽의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 2015년 5월 28일부터는 에너지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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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평가서의 첨부가 단순한 행정 절차로 끝

날 수 있던 한계를 보완했다.  

또한 실제 소비자들의 주거 선택은, 고려하는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 등에 

따른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을 하려는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에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의 주거 선택을 통제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제도의 효과가 낮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산선택실험 수행 시, 소비자의 다양한 상황을 통제하고 제시된 속성과 속성 

수준만을 고려하여 주택을 선택하도록 하여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언급된 제언은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평가서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만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높은 효율 등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윤에 대하여 나타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산선택실

험 설계 시, 에너지 효율 등급 속성에 대하여 각 속성 수준에 따른 전기/난방

비 절약 수준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함께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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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산선택실험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진술선호자료를 얻었으며, 

자료의 분석에는 이산선택모형 중 소비자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혼합로

짓모형을 이용하였다.  

 

3.1 자료의 수집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자료는 크게 진술선호자료와 현시선호자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우선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내역 등의 자료

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구매를 통해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비자의 선호가 드러난 

경우의 자료를 소비자의 현시선호자료(Revealed preference data, RP data)

라고 한다. 반면에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혹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의 선호를 이산선택실험 등을 활용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설문을 함으로써 얻은 자료는 진술선호자료(Stated 

preference data, SP data)라고 한다. 이산선택실험에서는 고려할 대상의 적

절한 속성과 수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조합하여 현실

에서 거래될 법한 가상의 대안들을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축

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경우, 제도가 전국 시행이 되지 않은 만큼 분석에 활

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이산선택실험을 통한 소비자 설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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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선호자료를 얻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산선택실험을 설계하기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실험 대상에 대하

여 적절한 속성과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주거 속성

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관련 속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2절 문헌 고

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면적이나 

가격 등과 동일선상에서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주거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

는 속성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러나 실제 응답자가 주거 선택을 할 때에는,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Mulder (1996)가 지적했듯이, 소비자들은 다양한 거주 이전 

목적을 가지고 주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실험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으

로 이사하는 경우와 현재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소비자의 주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임대에서 자가 소유로의 전환을 위한 이사, 혹은 아이로 인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이사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경우의 주거 선택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

한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축물에너지소비증

명제도의 실효성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박민선 외(2009)에서도 주택 선택 

시 비슷한 수준과 조건의 ‘표준주택’을 가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런 

다양성을 제한하고자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산선택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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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통제하였다. 우선 응답자는 현재의 주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응

답자의 경우, 이사한 이후에도 비슷한 조건의 임대주택에 산다고 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이전으로 인한 편차를 통제하기 위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 내에서 이사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가상의 주택 대안을 제시하여 가장 선호되는 대안을 고르도록 하

였다.  

 

 

3.1.1 속성 및 수준  

이산선택실험에 사용된 속성과 수준은 아래 [표 4] 속성 및 수준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4] 속성 및 수준 

속성 속성 설명 및 수준 

1. 현재 임대 및 매매가

대비 가격 

설명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 및 매매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 

수준(3개) 

- 10% (10% 저렴) 

0% (동일) 

10% (10% 비쌈) 

2. 평균 통근 소요시간 설명 

집에서 직장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현

재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은 약 1시간) 

만일 본인이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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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중 직장이 있는 사람의

통근 시간을 의미 

수준(3개)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3. 대중교통과의 도보 거

리 

설명 집에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수준(3개) 

도보 5분 이내 

도보 10분 이내 

도보 20분 이내 

4. 건축 연한 

설명 건축물 준공 이후 경과된 기간 

수준(3개) 

2년 이내 

10년 

20년 

5. 학교(초·중·고)와의 도

보 거리 

설명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초·중·고)와의 도보거

리 

수준(3개) 

도보 5분 이내 

도보 15분 이내 

도보 30분 이내 

6. 건물 에너지소비  

관련 정보 제공 여부 
설명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시행 유무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건물 에너지 소비 성능 및 실 사용

량)를 매매 및 임대 계약 체결 시 제공할 지의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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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2개) 
에너지평가서 제공 

에너지평가서 미제공 

7.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

급 

설명 

각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총

10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건축물 에너

지 소비 증명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평가서에 효율

등급 정보가 공개됨 

수준(3개) 

높음 (1+++ ~ 2등급: ‘보통’ 등급에 비해 매

달 전기/난방비를 25,690원~118,074원 절약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19.7% 절감할 수 있

음) 

보통 (3 ~ 4등급: 25평(83㎡) 아파트 기준 평균

전기/난방비는 월 144,196원 정도) 

낮음 (5 ~ 7등급: ‘보통’ 등급에 비해 매달 전

기/난방비를 28,753원~114,941원 더 부담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약 19.7% 더 배출함) 

 

첫 번째 속성은 주택의 가격에 대한 속성으로, 가격 속성은 다른 속성들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속성이다. 가격 

속성의 수준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매매가격 혹은 임대 가격 대비 10% 

저렴한 주택, 동일한 가격의 주택, 10% 비싼 주택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는 자가 여부 등에 따른 응답자 간 주택 가격의 편차를 통제

하기 위하여 선택실험 시에는 주택의 가격을 현재 거주하는 주택 가격 대비 

가격의 비로 제시하여 선택 시 고려하도록 설정하였다. 선택실험 이전에 수행

되는 기초설문단계에서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실제 매매가 

혹은 임대가격을 따로 물어보았으며,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응답자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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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즉 응답자의 실제 주택 가격과 자가여부를 고

려하여 각 대안들의 가격 속성 수준에 맞추어 주택 가격을 도출하여 사용하였

다.  

두 번째 속성은 직장까지 평균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속성으로, 직장에 대

한 주택의 접근성이 주택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포함하였다. 이 

때의 소요시간은 집과 직장까지 왕복 소요 시간을 뜻하며, 현재 수도권의 평

균 통근 시간이 1시간 임을 참고로 하여 속성의 수준은 30분 이내, 1시간 이

내, 2시간 이내의 세 가지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응답자가 전업주부 등 정기

적으로 다니는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통근 시간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속성은 대중교통에의 접근성에 관한 속성이다. 주택에서 가장 가까

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소요 시간으로 설정하였고, 속성 수

준은 각각 5분 이내, 10분 이내, 20분 이내로 가정하였다. Hu et al. (2014) 

에서는 대중교통과 직장에 대한 접근성이 주택을 선택할 때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Kim et al. (2005)에서도 직장까지 소요되는 시간

과 비용이 주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두 번째 속성과 세 

번째 속성을 주거 속성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네 번째 속성은 건물의 건축 연한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주

택을 선택할 때 건축 연한이 오래 된 주택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른 속성들과의 보상관계를 파악하고자 포함시켰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분양 등의 단계로 인하여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 이내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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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 국내의 경우에는 2001년에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비롯한 여러 설

계 기준들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준공까지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04년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속성의 수준을 10년 이내, 20년 

이내로 구분한 것은 합당하다.  

다섯 번째 속성은 초• 중•고등학교 접근성에 대한 속성으로, 주택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의 거리를 통해 학교 접근성이 주택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

향과 학교 접근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광균 & 이주형

(2013)에서 주택의 입지 환경 중 교육 환경이 교통 환경에 비해 상대적 중요

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는 미분양아파트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소비자의 주택 결정에서 교육 환경이 갖는 상대적 중요도가 일반 주택 선택 

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 속성을 포함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또 Kim 

et al. (2005)에서는 질 좋은 교육 환경의 주택이 선호됨을 보인 바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속성과 일곱 번째 속성이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가 소비자의 주택 선호에 미

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일곱 번째 속성인 건축

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속성은, 여섯 번째 속성에서 수준 값이 제공인 

경우에만, 즉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시행 여부에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가 제공되는 경우로 설정되었을 때에만 선택 대안을 구성하는 속성으로 

포함된다.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를 보다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곱 번째 속성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속성을 실제 제도에서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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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맞춰 총 10개의 수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다른 속성들과 수준의 개수가 

크게 차이 나게 되어 응답자들의 편향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Ratcliffe & 

Longworth (2002)에서 응답자가 수준의 개수가 많은 속성에 더 높은 가치

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선택실험이 현실

을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속성의 수준을 동일한 개수

로 맞추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10개의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한계효용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

구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속성의 수준을 높음, 보통, 낮음의 세 가지로 설정

하였다. 한 편 산업자원부(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거용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평균 에너지소요량은 218.06 ~ 248.3 kWh/m2•y 수준이며, 김민경 & 

조항문 (2012)에서도 서울시 주거용 건물의 단위 면적당 평균 에너지 소요량

을 253 kWh/m2•y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

분 에서 살펴보았듯,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중 3~4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1+++~2 등급에 해당하는 주거 유형을 

에너지효율등급 속성의 높음 수준으로, 3~4 등급에 해당하는 주거 유형의 경

우 보통 수준으로, 5~7 등급에 해당하는 주거유형을 낮음 수준으로 설정하여, 

총 세 가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한 편, 기존의 에너지평가서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만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실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알기 쉬운 경제적 이윤을 포함하는 

것이 향후 에너지평가서의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제언이 많

았음을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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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등급 속성에 대하여, 효율 등급뿐만 아니라 설문의 응답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하여 경제적 이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시하였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거용 건물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용도별로 파악

하였을 때 난방이 54%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전 19%, 

급탕 14%, 취사 7%, 조명 3%, 냉방 3%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녹색성장위원회, 2008). 이 중에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난방, 

급탕, 조명, 냉방의 실제 소비량의 합을 기준으로 다시 비중을 구하면, 난방 

73%, 급탕 18.9%, 조명 4%, 냉방 4.1%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

지효율등급에 대한 속성의 수준을 높음, 보통, 낮음의 세 가지로 나눈 바 있

다. 이 때 보통으로 설정한 3~4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간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 소요량(kWh/m2∙y)은 평균 230이다. 모든 소비자가 매년 소요량만

큼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5평(83 m2)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월 320kgCO2, 전기/난방비는 월 144,196원으로 계산된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보통 수준보다 높은 1+++~2등급에 속하는 건축물의 경우, 보통

(3~4등급)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소비량이 최소 40 kWh/m2∙y에서 최대 

190kWh/m2∙y 차이가 나게 된다. 에너지효율등급이 보통보다 낮은 5~7등급

에 속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통 수준의 건축물과 최소 45 kWh/m2∙y, 최대 

185 kWh/m2∙y의 에너지 소비량 차이가 발생한다.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비

중이 동일하고, 소비자들이 매년 소요량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할 때 에너지효

율등급이 보통 수준인 3~4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전기 및 가스

요금 절감액과 이산화탄소배출량 절감량을 계산하였다. 다음 표에는 25평(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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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기준으로 에너지효율등급 보통 수준의 건축물의 경우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인 월 320kgCO2와 월 144,196원의 전기/난방비를 기준으로하여, 계산된 

결과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 설문 시 이산선택실

험의 속성 설명에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5] 에너지효율 보통 등급 대비 전기/난방비 절약수준 및 이산화탄소배출 절감량 

구분 전기/난방비(원) 이산화탄소배출량 

최소 절약 최대 절약 최소 절감 최대 절감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높음 -25,690 -118,074 -17.4% -82.6%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낮음 +114,941 +28,753 +80.4% +19.6% 

 

 즉,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이 보통보다 높은 1+++~2등급에 속하는 건축물의 

경우 3~4등급에 속하는 보통 수준의 건축물보다 매달 최소 25,690원(2등급

과 3등급의 차이)에서 최대 118,074원(1+++등급과 4등급의 차이)을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효율등급이 보통보다 낮은 

5~7등급에 속하는 건축물의 경우, 보통 수준의 건축물보다 매달 최소 

28,753원(4등급과 5등급의 차이)에서 최대 114,941원(3등급과 7등급의 차

이)의 에너지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가정 하에 계

산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살펴보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경우 보통수

준의 건축물보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평균 50%(17.4%와 82.6%의 평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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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보다 낮은 

경우에는 평균 50%(80.4%와 19.6%의 평균)만큼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1.2 대안 구성 

이산선택실험 설계의 두 번째 단계는 결정된 속성과 속성 수준을 바탕으로 

조합한 대한 카드를 만들고, 이를 묶어 대안 세트를 구성하는 것이다. 3.1.1에

서 살펴본 속성과 수준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의 수는 총 972가지 이

다. 그러나 응답자에게 이를 모두 제시하고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요인배치법(Fractional factorial design)을 바탕으로 

대안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에서 제공하는 직교계획 패키

지를 이용하여 총 32개의 대안카드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4개씩 

묶어 총 8개의 대안세트로 구성하였다. 대안 세트를 구성할 때에는 우선 32

개의 카드를 4개씩 임의대로 묶은 다음, 한 대안 세트 안의 대안 중 너무 우

세하거나 열등한 대안이 있거나, 혹은 한 대안 세트 안의 모든 대안들이 동일

한 수준의 값을 가지는 속성이 있는 경우가 없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실험 

설계(efficient choice design)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Huber & Zwerina, 

1996). 선택실험 시 이렇게 구성된 대안 세트가 제시되고, 응답자는 제시된 

대안 세트 내의 대안 카드 중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위로 응답하도록 하

였다. 실제 응답자에게 제시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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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계한 이산선택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

하여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에 근거한 이산선택모형

(Discrete choice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산선택실험의 

경우, 응답자에게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 중에서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적인 회귀분석이 아니라 이산선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이산선택모

형이 실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응답자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행동

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3.2.1 이론적 배경 

확률효용이론에 기반하여, 응답자 n  이 선택 가능한 전체 대안 집합 nC  내

의 한 선택대안 j  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간접효용은 다음 식 (1)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 , )nj n j njU V w x e= +  ························  (1) 

이 때, njU  는 응답자 n  이 대안 j  를 선택할 때의 효용을 나타내는데, 

njU  는 위 식(1)과 같이 확정적 효용(deterministic utility) njV  와 확률적 

효용(stochastic utility) nje  의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확정적 효용 n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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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자에 의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명

시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는 다시 응답자 n  의 개인적 특성인 nw  와 대안

의 속성 jx  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각 응답자는 여러 개의 주어진 대안들 중에서 응답자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r(U U  ) Pr(  )nj nj nk nk nj nj nkP k j V V k je e= > " ¹ = - < - " ¹  ····· (2) 

식 (2)에 나타난 확률을 살펴보면, 응답자 n  이 특정 대안 j  를 선택할 

확률이 대안 j  가 다른 모든 대안들 보다 높은 효용을 가질 확률과 같고, 확

률 변수 ne  에 대한 결합확률분포 ( )nf e  를 이용하여 다음 (3)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

Pr

( )

( nj nk

n

ni nk

k nj n k n

n

j n n

jP V V k j

I V V k j f d
e

e e e e

e e - " ¹

= - < " ¹

-

-

= <

ò
  ··········· (3) 

이 때 ( )I ×  는 지표함수(Indicator function)을 의미하며, 확률적 교란항의 

결합확률분포 ( )nf e  에 대한 가정과 이에 따른 소비자 선호의 이질성 반영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이산선택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이산선택

모형은 다항로짓모형으로, 다항로짓모형에서는 확률적 교란항 nje  의 분포가 

각각 독립이며 동일한 I형 극한값(i.i.d. type I extreme value)분포를 가진다

고 가정한다. 이 경우 응답자 n  이 총 J  개의 대안 중 특정 대안 j  를 선

택할 확률은 다음 식 (4)와 같이 간단히 표현된다(McFadden, 1974; Tra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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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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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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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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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å
  ··············  (4) 

다항로짓모형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형태의 선택확률이 도출되어 추정이 비

교적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고정 계수를 가지

고 있다고 가정하며 두 대안의 선택확률의 비가 다른 관계 없는 대안의 속성 

변화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비현실적인 IIA(Independent from 

irrelevant alternatives)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추정계수에 대하

여 분포를 가정하여 개인 선호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함으

로써 피할 수 있다. 

혼합로짓모형에서는 계수 벡터인 nb  이 모집단에 대하여 평균이 b  이고, 

분산이 W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확률적 교란항 nje  은 독립이며 

동일한 I형 극한값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응답자 n  이 총 T  개의 선택 

대안 집합들 안에서 제시된 총 J  개의 대안들 중에서 j  대안을 선택하는 경

우에 얻는 간접효용은 다음 식 (5)와 같다.  

 
'( ) ,  ~ ( , )njt njt jt njt n jt njt nU V x x N b We b e b= + = +   ········· (5) 

nb  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선택확률은 확률적 교란항 nje  가 독립이며 동일

한 I형 극한값 분포를 따르게 되므로, 응답자 n  의 관찰된 선택에 대한 확률

은 일반적인 다항로짓모형의 선택확률과 동일한 형태의 식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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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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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의 경우 nb  또한 추정해야 할 모수이므로 혼합로짓모형의 선택

확률은 다음 식과 같이 도출된다(Train, 2003). 

 ( , W) ( ) ( , )n n n n nL y b L y b W db b b= Fò   ············  (7) 

한편 혼합로짓모형은 각각의 속성계수에 대하여 각 속성이 소비자에게 미치

는 영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포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지만, 선호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질 것이 자명한 속성에는 대수정규분포를 가정하여 추정된 계수가 항상 음

수를 갖도록 가정한다(Train, 2003). 특히 가격 속성의 경우, 모든 소비자들

이 낮은 가격을 더 선호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음의 선호만을 가정하기 

위하여 정규분포보다는 대수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와 같이 혼합로짓모형에서는 각 계수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선호

구조를 반영하여 특정 분포를 가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혼합로짓모형을 통해 추정한 계수 값들은 임의의 단

위를 갖는 각 속성의 효용에 대한 한계기여를 나타내므로, 일반적인 모형에서

의 추정치와는 달리 속성 간 비교 가능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속성별로 한계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계지불의사액은 속성의 양 또는 질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자신의 효용을 

변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지불하거나 혹은 얻고자 하

는 금액을 뜻한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jt

nj jt t
x

nj j price price

U x
MWTP

U x
b
b

¶ ¶
= - = -

¶ ¶
  ··············  (8) 



38 

 

이 때 jtx  와 tb  는 각각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과 그 계수를 의미하며, 

,j pricex  와 priceb  는 각각 가격 속성과 그 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응답자가 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각 속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

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가 각기 다를 수 있는데,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는 부분가치(part-worth)를 계산한 후에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100K
K

K
k

part worthRI
part worth

-
= ´

-å
  ·················  (9) 

여기서 속성 k  의 부분가치는 속성 k  의 최대 수준의 값에서 최소 수준 

값을 뺀 결과에 속성 k  의 계수 값인 kb  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3.2.2 실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 본 이산선택모형 중 혼합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건

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때, 소비자의 주거 선택에 대

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혼합로짓모형의 경우 우도 함수의 형태가 복잡하여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베이지안(Bayesian) 추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실증모형에 앞서 실증 모형에 사용할 변수의 정의를 [표 6] 분석에 사용될 

변수의 정의를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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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석에 사용될 변수의 정의 

변수 변수의 정의 분포 

,ix 가격  
설명변수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 
대수정규분포 

,ix 통근시간  
설명변수 

평균 통근 왕복 소요시간 
정규분포 

,ix 대중교통  
설명변수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과의 도보 거리 
정규분포 

,ix 건축연한   
설명변수 

건축 연한 
정규분포 

,ix 학교   
설명변수 

가장 가까운 초, 중, 고등학교와의 도보 거리 
정규분포 

,iD 정보제공유무   

더미변수 

건물에너지소비관련 정보 제공 유무 

제공 시 1, 미 제공 시 0 

정규분포 

,iD 고효율   
더미변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높음 

,iD 저효율   
더미변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낮음 

,nD 수도권   
더미변수 

수도권 지역 

,nD 광역시   
더미변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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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ix 가격 , ,ix 통근시간 , ,ix 대중교통 , ,ix 건축연한 , 

,ix 학교  는 설명변수로 각각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만원), 평균 통근 

왕복 소요 시간(시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까지의 도보 거리(분), 

건축 연한(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도보 거리(분)을 

나타낸다.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와 관련된 더미변수 ,iD 정보제공유무 , ,iD 고효율 , 

,iD 저효율  는 각각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 제공 유무와, 건축물 에너지 효

율 등급이 3~4등급인 보통 수준을 기준으로 효율 등급이 높은 1+++~2등급

인 경우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보통 수준보다 낮은 5~7등급인 경우를 

나타낸다. ,iD 정보제공유무  은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을 경우에

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표시된다.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즉 ,iD 정보제공유무  가 0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만 두 더미변수 

,iD 고효율 , ,iD 저효율  가 고려 대상이 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경우 효율 

등급이 보통, 즉 3~4등급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0, 0)라 하였을 때, 건축

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음 등급인 경우에는 ,iD 고효율  가 (1,0)이 되도록, 그

리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음인 경우에는 ,iD 저효율가 (0,1)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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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nD 수도권와 ,nD 광역시는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도 3

를 기준으로 (0, 0)으로 설정하고,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는 ,nD 수도권를  (1, 0)으로 하고, 응답자가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nD 광역시를 (0, 1)로 설정하였다.  

실제 지역에 따른 주택의 가격이나 에너지 비용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역에 따른 주택 가격의 편차와,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선호에 대

한 편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격 변수 ,ix 가격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높

음을 나타내는 ,iD 고효율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낮음을 나타내는 ,iD 저효율에 

지역을 나타내는 두 더미변수 ,nD 수도권 , ,nD 광역시와의 교차항을 도입하였다. 

또, 앞서 3.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합로짓모형에서는 모수의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수가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지만, 가격과 

같이 소비자의 선호가 특정한 방향성을 띄는 경우 대수정규분포를 가정하여 

추정 계수가 항상 음수를 갖도록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주택

의 가격을 나타내는 변수 ,ix 가격  는 대수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3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인천 외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외 기타 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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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나머지 속성은 모두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실증 모형에 대하여 살

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실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첫 번째 실증 모형은 주택 선택 시에 소비자들이 갖는 평균적인 선호

를 확인하고자 구성하였고. 두 번째 실증 모형은 주택의 가격과 에너지 효율

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비자의 선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실증 모형은 각각 다음에 제시된 것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

형 1은 소비자 설문 시 사용된 속성으로만 구성하였고, 모형 2는 지역을 나타

내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교차항을 도입하였다.  

  

모형 1 

1 2 3, , ,

4 5, ,

6 7 8, , ,( )

ni n n ni i i

n ni i

n n n nii i i

U x x x

x x

D D D

b b b

b b

b b b e

= + +

+ +

+ + + +

가격 통근시간 대중교통

건축연한 학교

정보제공유무 고효율 저효율

  (10-A) 

 

모형 2 

,1 ,2 ,3,, ,

,4 ,5 ,6 ,7, , , ,

,8 ,9 ,10 ,11,, , ,

,12 ,13 ,14,, ,

( )

{ ( )

                            (

ni n n nni n

n n n ni i i i

n n n nni i n

n n nni n

U x D D

x x x x

D D D D

D D D

b b b

b b b b

b b b b

b b b

= + +

+ + + +

+ + + +

+ + +

수도권가격 광역시

통근시간 대중교통 건축연한 학교

수도권정보제공유무 고효율 광역시

수도권저효율 광역시)} nie+

  (10-B) 

 

본 연구에서는 위에 나타난 두 가지 실증 모형을 바탕으로, 각 모형에 대하

여 두 번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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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실제 가격과 평당 가격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주

택 매매 가격의 단위가 매우 크고, 또 주택 면적에 따른 매매 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총 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응답하지 

않은 58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942명의 응답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응답자

의 특성과 실증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4장 연구 결과에서 살

펴보도록 하겠다. 

 

 

4. 연구 결과 

4.1 자료의 구성 

이산선택실험을 통하여 얻은 자료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의 표본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 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미만 성인 남녀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을 통해 구성하였으

며, 이들을 대상으로 2014년 8월에서 9월까지 약 1개월간 전문 리서치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대면조사를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거주 지역, 월수입, 결혼유무와 같은 특징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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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응답자 특성 

항목 값 응답자 수(명) 

성별 
남자 507 

여자 493 

연령별 

20대 196 

30대 213 

40대 244 

50대 221 

60대 126 

거주지역별 

서울 211 

부산 71 

대구 49 

인천 58 

광주 29 

대전 30 

울산 24 

경기 242 

강원 30 

충북 31 

충남 42 

전북 35 

전남 34 

경북 51 

경남 63 

지역크기 별 

대도시 474 

중/소도시 458 

읍/면/동 68 

학력별 

중학교졸업 이하 75 

고등학교 졸업 417 

대학교 졸업(재학) 491 

대학원 재학 이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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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농/수/축산업 6 

자영업 136 

판매/서비스직 209 

기능/숙련공 66 

일반작업직 35 

사무/기술직 231 

경영/관리직 5 

전문/자유직 26 

전업주부 182 

학생 78 

무직 26 

결혼유무 

미혼 269 

기혼 712 

기타 19 

10세 이하 자녀 유무 
없다 422 

있다 578 

월수입 별 

100만원 미만 24 

100∼200만원미만 103 

200∼300만원미만 166 

300∼400만원미만 248 

400∼500만원미만 209 

500∼600만원미만 137 

600∼700만원미만 69 

700∼800만원미만 18 

800∼900만원미만 11 

900~1000만원미만 2 

1000만원 이상 10 

 모름／무응답 3 

주택소유형태 별 
자가 710 

임대(전, 월세, 기숙사 등)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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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응답자 중 기혼자는 71.2% 미혼자는 26.9%로 조

사되었으며, 응답자의 현 주택 보유형태는 자가가 71.0%, 임대가 29.0%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설문대상 지역 15개 중 서울이 21.1%, 경기도가 2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비중은 총 51.1%를 차지했으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는 20.3%를 차지했다. 또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은 28.6%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아

파트가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단독주택이 42.8%로 두 번째

로 많았다. 오피스텔의 경우 1.9%이고, 기숙사 등 기타 거주 형태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실제 가격은 매매가격의 경우 평균 

24,301.58만 원이고, 중간 값과 표준편차는 각각 20,000만 원과, 17,631.01

이며, 임대가격의 경우 평균 10,633.33만 원, 중간 값 8,500만 원, 표준편차

는 7,38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면적의 경우 공급면적기준으로 평균 

29.38평, 중간 값 30평이며 표준편차는 17.71이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이산선택실험의 가격 속성에 소비자들의 응답한 실제 가격을 바탕으로 속성의 

각 수준에 맞도록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또 직장까지의 평균 왕복 통근 시간의 경우 평균 47.29분, 중간 값은 30분

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191.15이다.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설문 이전에 에너지소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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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7.2%에 불과하였고, 사

전에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 응답자가 82.8%를 차지했다. 에너지평가서에서 

제공되는 세 가지 정보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 그리고 CO2배출량에 

대하여 가장 선호되는 정보 순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에너지효율등급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5.4%, 에너지사용량을 가장 선호하는 응답

자는 42.6%, CO2배출량을 가장 선호하는 응답자는 22%를 각각 차지했다.  

 

4.2 추정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혼합로짓모형을 베이지안 추정법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Train이 구성한 추정코드를 이용하였다(Train & Sonnier, 2005). 베이지안 

추정을 위한 깁스 샘플링을 통해, 210,000번의 추출이 이루어졌다. 초기값으

로 인한 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처음 200,000번의 추출은 버려졌으며, 다음 

10,000번의 추출 중 매 10번 마다 추출된 1,000개의 값을 바탕으로 추정을 

실시하였다. 추정된 평균 b  와 분산 W  의 추정 값을 기반으로 다시 2,000

개의 샘플을 추출하여 평균 한계지불의사액 및 상대적 중요도를 구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평균적 선호구조를 파

악하기 위한 실증모형과, 지역별로 소비자의 선호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증모형 두 가지를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 별

로 추정 결과와 분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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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평균적 선호구조 분석 및 결과 

앞서 식 (10-A)을 통해 살펴본 모형 1에 대하여 실제 매매 가격과 평당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8]과 [표 9]에 자세히 제시되

어 있다. 추정 시에는 주택 가격에 실제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을 활용하였다. 

 

[표 8] 모형 1 에너지소비증명제도 분석 결과 

속성 

실제매매가격 평당매매가격 

평균(b ) 
표준편차

( W ) 
평균(b ) 

표준편차

( W ) 

주택가격 -2.7386*** 28.1979*** -0.0672*** 0.5770***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 -2.2902*** 3.0688*** -2.2295*** 3.0052*** 

대중교통 접근성 -0.0628*** 0.2735*** -0.0555*** 0.2731*** 

건축연한 -0.1716*** 0.2933*** -0.1695*** 0.2900*** 

초, 중, 고 접근성 -0.0699*** 0.1749*** -0.0715*** 0.1738*** 

정보제공여부 0.6490*** 2.3084*** 0.9627*** 2.3447***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높음 0.6380*** 2.8935*** 0.5087** 2.747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낮음 -0.2999* 1.7554*** -0.5237** 1.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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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응답자가 기입한 주택의 가격을 이용한 추정 결과 대부분의 속성이 

90%이상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 때 주택 가격

에 실제 매매 가격을 이용한 경우와 평당 매매 가격을 이용한 경우는 전반적

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을 살펴보면, 응답자가 주택을 선택할 때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 혹

은 평당 매매 가격이 증가할 수록 응답자의 효용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집과 직장 사이 왕복 평균 통근 시간이 증가할수록, 집 근처 대중교통까

지의 도보 거리가 늘어날수록, 건물의 건축 연한이 길수록, 그리고 집에서 가

까운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도보 거리가 늘어날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

할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응답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에너

지 효율 등급이 보통 수준인 3등급과 4등급보다 높은 경우를 추가적인 선호

가 발생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 보다 낮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베이지안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을 추정하면, 응답자 개인의 수

준에서 각 속성에 대한 계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개인 수준의 각 속성에 대한 계수 값과, 기초 설문 단계에서 수집한 현재 거

주 주택의 가격과 같은 응답자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응답을 바탕으로, 응답

자 개인의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한계지불의사액은 속성의 양 또는 

질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자신의 효용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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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지불하고자, 혹은 얻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표 9]에서 제시된 한

계지불의사액은 전체 응답자들이 가지는 개개인의 한계지불의사액의 중앙값으

로 나타내었다.  

 

[표 9] 모형 1 한계지불의사액 및 상대적 중요도 

속성 

실제매매가격 평당매매가격 

한계지불의사액(원) 
상대적 

중요도 
한계지불의사액(원) 

상대적 

중요도 

주택가격  46.85%  53.54%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시간) -81,634,620 8.21% -2,089,699 6.97% 

대중교통 접근성(분) -478,930 5.20% -14,957 4.63% 

건축연한(년) -5,965,140 8.15% -162,303 7.13% 

초, 중, 고 접근성(분) -3,482,362 5.44% -96,897 4.83% 

정보제공여부 38,983,348 3.33% 1,360,649 3.36%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높음 3,524,312 3.97% 83,868 3.4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낮음 -5,768,284 1.65% -416,308 1.71% 

 

한계지불의사액을 살펴보면,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을 

사용한 경우, 주택 면적 등에 대한 편차를 보정하지 못하여 각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액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평균 통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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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한 시간 늘어날 때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81,634,620

원의 한계지불의사액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임대 주택에 사는 경

우를 고려해보면 비현실적인 지불의사액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매

매 가격을 통하여, 주택의 면적 차이에 따른 효과를 보정함으로써 실제 매매 

가격을 사용한 경우보다 현실적인 한계지불의사액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실제

로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평균 통근 소요시간이 한 시간 늘어날 

때 한계지불의사액이 -2,089,699원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적으로 집에서 가

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까지의 도보 거리가 1분 더 걸릴 때 마

다 -14,957원의 지불 의사액을 가졌으며, 건물의 건축 연한이 1년 증가할수

록 -162,303원의 한계지불의사액을 가졌다.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도보 거

리가 1분 증가하는데 따른 한계지불의사액은 -96,897원으로 나타났다. 한 

편, 소비자들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1,360,649원의 한계지불의사액을 가지며, 정보가 제공될 때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 보다 높은 경우 추가적으로 83,868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정보가 제공될 때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 보

다 낮은 경우에는 -416,308원의 한계지불의사액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가 실제 주택을 선택할 때 각 속성이 갖는 상

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상대적 중요도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을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까지의 왕복 소요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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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건축 연한이 중요하게 고려하며, 다음으로는 대중교통까지 도보 거리

나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도보 거리를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 건축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다른 속성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식 (10-A)에 나타난 첫 번째 실증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실제 매매 가격과 평당 매매 가격을 활용한 분석에서 모두 소비

자들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보다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를 선호하였다. 

또 정보가 제공될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경우에 대하여 효율 등급이 

보통 수준이나, 낮은 경우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경우에 대한 비선호 

역시 뚜렷하였다. 그러나 주택의 각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 결

과 주택의 가격을 비롯한 다른 주택 속성들에 비하여 상대적 중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하여 주거 선택 시 유

의하게 고려하고, 고효율 주택에 대한 선호와 저효율 주택에 대한 비선호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 속성은 다른 속성보다 상

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되는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매매 가격 대신 평당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한계

지불의사액이 더욱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실제 매매 가격

이나 평당 매매 가격을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 모두 정보가 제공되는데에 대하

여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보가 제공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에 대하여 실제 매매 가격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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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경우에는 3,524,312원, 평당 매매 가격을 사용한 경우에는 평당 

83,868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에 대한 한계지불의

사액을 통해 미루어 볼 때, 향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하여 가격 프

리미엄 효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제도가 전국으로 확장되어 시

행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게 되면 에너

지 효율 등급이 높은 건물의 주택 가격이 프리미엄 효과로 인하여 상승할 것

으로 보인다.  

한 편 주택의 가격은 면적에 따른 편차를 보정하더라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뿐만 아니라 전기/난방비를 비롯하여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주택의 유

지비용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

형 2를 통하여 주택의 가격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하여 지역 더미변수와의 

교차항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 구조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 하였다.  

 

4.2.2 지역별 선호구조 차이 분석 및 결과 

식 (10-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실증 모형에 지역을 나타내는 더

미변수와의 교차항이 추가된 두 번째 실증 모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응답

자가 실제 응답한 주택 가격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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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모형 2 에너지소비증명제도 분석 결과 

속성 

실제매매가격 평당매매가격 

평균(b ) 
표준편차

( W ) 
평균(b ) 

표준편차

( W ) 

주택가격 -1.5971*** 22.0716*** -0.0473*** 0.7357*** 

X 수도권 더미변수 -4.9175*** 67.3212*** -0.0601*** 0.4543*** 

X 광역시 더미변수 -1.7212*** 13.2874*** -0.1307*** 1.3707***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 -2.803*** 4.0106*** -2.7118*** 4.0055*** 

대중교통 접근성 -0.0801*** 0.3558*** -0.0742*** 0.3578*** 

건축연한 -0.2155*** 0.3691*** -0.2089*** 0.3672*** 

초, 중, 고 접근성 -0.0771*** 0.2358*** -0.0827*** 0.2366*** 

정보제공여부 1.1546*** 3.2373*** 1.1402*** 3.3066***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높음 -0.1836 3.4005*** -0.3042 3.6318*** 

X 수도권 더미변수 1.6451*** 2.2516*** 2.1385*** 2.3745*** 

X 광역시 더미변수 0.9015*** 1.9576*** 1.835*** 2.016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낮음 -0.4341** 2.5437*** -0.4377** 2.4136*** 

X 수도권 더미변수 0.0911 2.1327*** 0.152 2.0201*** 

X 광역시 더미변수 -0.9642*** 2.7813*** -0.9222** 2.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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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 가격을 이용한 경우와 평당 매매 가격을 이용한 경우의 추정 결

과가 정반적으로 유사하며, 대부분의 속성의 계수와 표준편차의 추정치가 

95% 이상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 혹은 평당 매매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효

용은 감소하는데, 이 때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를 제

외한 기타 도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 인천 외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경기도를 제외한 기

타 도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효용이 감소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감소폭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장까지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할수록, 대중교통까지의 도보 거리가 멀

수록, 건물의 건축 연한이 늘어날수록, 집 근처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도보 

거리가 늘어날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 소

비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자의 효용이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에 

속하는 3~4등급보다 낮은 건물은 덜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도

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보다 높을 때 

효용이 추가적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효용

이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또 정보가 제공될 때,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경기를 제외한 기타 도에 거주하

는 응답자보다 보통보다 낮은 에너지 효율 등급의 건물을 덜 선호함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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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위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 개인 수준에서의 계수 값을 이용하여 각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및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다음 표에는 전체 응답

자의 지불의사액과 상대적 중요도의 중간 값을 나타내었다. 

 

[표 11] 모형 2 한계지불의사액 및 상대적 중요도  

속성 

실제매매가격 평당매매가격 

한계지불의사액 
상대적 

중요도 
한계지불의사액 

상대적 

중요도 

주택가격  43.47%  38.13% 

X 수도권 더미변수  0.01%  0.03% 

X 광역시 더미변수  0.55%  0.03%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 -64,758,588.72 7.58% -2,010,602.25 8.04% 

대중교통 접근성 -540,539.52 4.66% -18,026.08 5.49% 

건축연한 -4,584,548.39 7.61% -161,141.77 8.10% 

초, 중, 고 접근성 -2,496,221.99 4.81% -94,960.05 5.59% 

정보제공여부 28,340,224.67 3.90% 991,367.95 4.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높음 -653,870.48 3.45% -257,006.56 4.12% 

X 수도권 더미변수 59,763,186.83 1.74% 2,651,153.44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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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광역시 더미변수 26,092,572.46 2.69% 2,916,333.33 3.96%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낮음 -4,859,020.42 1.33% -183,243.74 1.71% 

X 수도권 더미변수 -122,643.43 1.44% 129,241.68 1.01% 

X 광역시 더미변수 -16,367,683.68 2.30% -589,053.96 2.15% 

 

한계지불의사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형 1에서의 분석 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모형 1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평당 가격

을 바탕으로 한계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것이 실제 가격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것에 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2에서도 

마찬가지로 평당 매매가격을 통해 도출한 한계지불의사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통해 도출한 것 보다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평당 매

매 가격으로 도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출퇴근 시 왕복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 늘어날 때, 대중교통까지의 도보 거리가 1분 늘어날 때, 건물의 건축 

연한이 1년 더 오래되었을 때,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도보 거리가 1

분 늘어날 때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각각 -2,010,602.25원-

18,026.08원, -161,141.77원, 그리고 -94,960.05원으로 나타났다. 한 편,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적

으로 991,367.95원을 더 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 수준보다 높은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도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추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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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651,153.44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보다 높은 경우에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경기

도를 제외한 기타 도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2,916,333.33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 편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제

공될 때, 실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 평균적

으로 -183,243.74원의 지불의사액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소비자가 실제 주택을 선택할 때 각 속성이 주택 결정에 미치는 각 속성

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속성

은 역시 가격 속성이었다. 그 밖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왕복 통근 시간과, 

건물의 건축 연한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까지의 도

보 거리나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도보 거리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

다.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속성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는 지역별로 주택의 가격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하여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느끼는 

편익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형 2에 대한 분석 결과,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으로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경기를 

제외한 기타 도 지역에 비하여 주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 역시 수도권 지역

에 거주하는 소비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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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호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실제 매매 가격을 사용하여 각 속성에 

대하여 한계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을때,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제공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우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도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하여 상당한 금액의 지불의사액을 가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평당 매매 가격을 사용한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경

우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도 지역의 소비자보다 추가적인 지

불의사액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두 가지 모형에 대한 혼합로짓모형 추정 결과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한계지불의사액 및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주택 선택 시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정보를 유의하게 고

려함을 확인하였다. 평균적인 소비자들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하여 정보

가 제공되는 것을 제공되지 않는 경우보다 선호하고, 또 정보가 제공될 때 건

물의 실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을수록 더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건물의 에너지성능이 주택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 소비자의 주거 선택 행위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현재의 주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거 선택 행위를 통제할 수 있었다. 통제

된 주거 선택 상황 하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와 이에 따른 실

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소비자의 주택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할 의

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택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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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을 때, 에

너지 소비 관련 정보 제공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속성이기 때문에 분석

을 통해 파악한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4.3 소비자 편익 분석 

지금까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소비자들의 주택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

은 경우에 비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실제 건물의 효율 등급에 따라 소비

자가 얻는 편익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효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추

가 분석 시에는 첫 번째 모형에서 제시된 효용 식을 바탕으로, 평당 매매 가

격 두 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추정을 통하여 응답자 각 개인의 수준에서 속성 계수를 구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하여,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때와 제공될 때 

각 등급에 따른 응답자 개인의 효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택의 평당 매매 

가격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대비 효용 변

화를 계산해 본 결과, 정보가 제공될 때 소비자의 효용이 평균 3.05% 증가하

였다. 특히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증가율(%)은 아래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실제 매매 가격과 평당 매

매 가격 두 가지 경우 모두 효율 등급이 높을수록 효용의 증가 폭이 큼을 알 

수 있다. 또 평당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우,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효용이 평균 3.05% 증가하는데, 실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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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다 높은 경우에는 효용이 4.49% 증가하여, 추가적인 효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한 편, 건물의 실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보다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낮더라도 정보가 제공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추가적인 효용이 정보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건물

의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편

익이 증진될 수 있다. 

한 편, 실제 매매 가격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효율등급 보통을 기준으로 하

여, 높은 등급일 때 효용 증가율의 기울기가 큰 것으로 보아 등급이 높은 것

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에 대한 비 선호보다 뚜렷함을 알 수 있다.  

1.13%

1.92%

3.59%

1.57%

3.10%

4.49%

1.00%

3.00%

5.00%

낮음 보통 높음

실제 매매 가격 평당 매매 가격

 

[그림 2]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 제공 시, 건물 등급에 따른 효용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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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반응이 다

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시 주택의 성격이 

강하여 자가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보다 거주 기간이 짧을 수 있다. 직장이

나 학교와의 거리 문제로 임시로 주택을 거주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즉 자가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실제로 

더 오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주택을 임대가 아닌 자

가로 소유하려는 다양한 이유에 대하여 고려해 볼 때, 자가로 소유하는 경우

가 임대하는 경우에 비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표본을 구성하는 응답자 중 주

택을 자가 소유하는 응답자와,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로 나누어 효용의 

증가율을 확인해 보았다. 확인 결과는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예상했던 

대로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는 경우에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효용의 증가

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2.00%

3.00%

4.00%

5.00%

낮음 보통 높음

자가 임대

 
[그림 3] 주택소유형태와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효용 증가율(%)-실제가격 



63 

 

1.00%

2.00%

3.00%

4.00%

5.00%

낮음 보통 높음

자가 임대

 

[그림 4] 주택소유형태와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효용 증가율(%)-평당가격 

 

앞서 4.1 자료의 구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분석에 사용된 전체 표본을 구성

하는 응답자들이 실제 응답한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렇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주택의 매매 가격과 평당 매매 가격을 기준으

로 응답자를 네 그룹으로 나누어 효용의 증가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

았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942명이 응답한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 혹은 평

당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942명 중 상위 25%에 속하는 경우를 상위층으로 

분류하였고, 다음 25%, 즉 상위 26~50%에 속하는 경우를 중상위층으로 분

류하였다. 그리고 51~75%에 속하는 응답자, 76~100%에 속하는 응답자를 

각각 중하위층과 하위층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결과 아래 [표 12]에서 제시

된 것과 같이 각 그룹별로 평균 실제 매매 가격은 하위층 60,504,000원, 중

하위층 133,316,923원, 중상위층 217,346,847원, 상위층 433,32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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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평당 매매 가격은 하위층 2,784,449원, 중하위층 

5,100,950원, 중상위층 7,367,913원, 그리고 상위층 13,049,104원으로 파

악되었다.  

응답자를 위와 같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 건물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제

공될 때 실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효용의 증가율을 응답자 그룹

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에 나타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응답자 그룹 별 평균 실제 매매 가격 및 평균 평당 매매 가격 

구분 평균 실제 매매 가격(원) 평균 평당 매매 가격(원) 

전체 

평균 212,550,191 7,025,366 

하위층 60,504,000 2,784,449 

중하위층 133,316,923 5,100,950 

중상위층 217,346,847 7,367,913 

상위층 433,325,000 13,04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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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실제 매매 가격으로 분류한 응답자 그룹별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효용 증가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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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평당 매매 가격으로 분류한 응답자 그룹별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효용 증가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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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그룹 모두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을수록 효용이 더 많이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즉 상위층에 가까울수록 소비자의 효용의 증가율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이나 평당 매매 가격이 상위층에 속하는 응답자

는 건물의 실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것에 대하여 다른 응답자보다 강한 

선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가격대의 고급 주택에서 에너지소

비증명제도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경제적으로 능력이 더 좋은 응답자일수록 오히려 비용 절감에서 오는 편익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추정 결과를 통해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는 응답자는 실제 건물의 에너

지 등급이 높을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 형태가 자가인지 임대인지에 따

라서, 하위층, 중하위층, 중상위층, 그리고 상위층에 속하는 각 응답자 그룹별

로 효용의 증가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주택 소유 형태와 응답자 

그룹에 대하여, 실제 매매 가격과 평당 매매 가격을 바탕으로 도출한 효용의 

증가율은 다음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리고 [그림 10]에서 차례로 

확인할 수 있다. 

 



67 

 

0.29% 0.64%

2.53%

3.64%

0.82%
1.63%

3.90%

5.60%

1.74%

3.04%

6.32%

9.40%

0%

5%

10%

하위층 중하위층 중상위층 상위층

낮음 보통 높음

 

[그림 7]주택을 자가 소유하는 경우 응답자 그룹 별 효용 증가율(%)-실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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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응답자 그룹 별 효용 증가율(%)-실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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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주택을 자가 소유하는 경우 응답자 그룹 별 효용 증가율(%)-평당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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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응답자 그룹 별 효용 증가율(%)-평당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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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통하여,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자가로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건물에 대한 선호

가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층부터 상위층까지 모든 그룹에서 건물

의 실제 효율 등급이 높을수록 효용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상위층으

로 갈수록 더 높다. 한편 현재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도 마찬가지로 건

물의 실제 에너지 등급이 높을수록 효용이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택의 임대 가격이 높을수록 이러한 선호가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응답자 개인의 수준에서의 효용을 모형 1에 나타난 효용 식을 바

탕으로 도출하여 정보 제공 여부와, 정보가 제공될 때 알 수 있는 실제 건물

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응답자의 효용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모형 

2에서는 주택의 가격과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기타 도 단위에 대한 교차항을 도입

한 바 있다. 모형 2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응답자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나

타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정보 제공 시 실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이 높을 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추가적인 효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보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는 수

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과 평당 매매 가격을 통해 응답자들을 하위층, 중하위층, 중상위층, 그리

고 상위층으로 각각 분류하고 실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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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11], [그림 12]에 나타

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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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수도권 지역의 응답자 그룹 별 효용 증가율(%) – 실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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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수도권 지역의 응답자 그룹 별 효용 증가율(%)- 평당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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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네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한 경우에는 응답

자의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건물의 실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을수록 추가

적인 효용이 발생하였다. 평당 매매 가격으로 응답자를 분류한 경우 마찬가지

로 건물의 실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것을 낮은 것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평당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효용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지

는 않았다. 이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속성

이기 때문에, 효율 등급 관련 정보 제공에 따른 효용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응

답자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효용의 증가율이 크지 않을 수 있

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고,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실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선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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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한

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가 세계 9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소비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에 있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가정용 건축물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데,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가정용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에 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발표

된 국내의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가 기존의 소비자의 주택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수도권을 중심

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에 따르면 국내의 모든 주택 거래 시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나타난 에너지성능평가서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일반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제

도의 시행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공개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주택 선택 시 속성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속성을 직접 고

려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자들의 주택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로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산선

택실험을 활용한 소비자 설문으로 진술선호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통제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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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주어진 주택의 속성과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 속

성으로 구성된 이산선택실험 설문을 통하여 제시된 주택 대안 중 가장 선호하

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요구되었다. 설문을 통하여 얻은 소비자의 진술선호자

료의 분석에는 이산선택 모형 중 소비자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혼합로짓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실증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첫 번째 모형은 주택 선택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

여 구성하였고, 주택의 가격과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하여 지역별 선호의 차이

를 고려하기 위하여 두 번째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 시 주택의 가격은 응답

자들이 실제 응답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을 활용하였으며, 

주택 면적에 따른 가격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평당 매매 가격을 통한 분

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들이 주택 선택 시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를 유의

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건물의 에너지 소

비 관련 정보가 아예 없는 경우보다 정보가 제공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추가적

인 편익을 얻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가 전

국으로 확대되어 정보가 제공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비자들은 실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더 좋은 건물을 선호하고, 에너지 성능이 나쁜 건물을 선호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의 실제 주택 가격에 따라 소비자들이 건

물의 에너지 성능에 따라 얻는 편익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

로 높은 가격대의 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편익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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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소비자가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는 경우에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좋은 건물에 대하여 더욱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모형 2를 통하여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소비자 

선호에 대하여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주택의 가격과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소득 분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하여 주택

의 유지비용이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방법론 적으로 기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 관

련 제도에 대하여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가 소비자의 주택 선택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연구들과 달리 소비자들이 갖는 다양한 이사 목적을 통제함으로써 에너

지효율에 대한 규제가 기존의 소비자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정책에 대한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전국에 걸

쳐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같이 실제로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보다 좋은 건물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가정용 건축물 부문에서

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에너지 성능이 좋은 건물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기업에게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75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보통 수준의 건물보다도 선호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건물은 선호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들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보통보다 높은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가진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보다 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고효율 주택에 대하여 주

택 가격의 프리미엄 효과를 예상할 수 있고 건축물을 공급하는 기업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하여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정책 입안자들이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현재는 지역별

로 동일한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에너지 실 사용량을 바탕

으로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소비자들이 이사를 하는 다양한 목적을 통

제하고, 현재 주거 상황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주거 선택 상황에서는 에너지효

율등급이 갖는 중요도나 건물의 실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얻는 편익 등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연

구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목적에 따라 제도의 영향이 달라지는것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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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설문지  

 

본 연구는 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000명의 응답자

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리서치 전문 업체 한국갤

럽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산선택실험 설계를 통해 도출해 낸 32개의 대안을 

4개씩 묶어 총 8개의 대안 세트를 구성하였고, 이를 다시 총 4개의 대안 세

트씩 둘로 나눠 A type과 B type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산선택실험 부

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질문은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부록에서는 A type

의 설문지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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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H1) 귀하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예(알았음) 2. 아니요(몰랐음)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설명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정의

Ÿ 건축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 소요량을 나타내는 에너지효율등급과 실제 에너

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의 목적

Ÿ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유도

Ÿ 건축물의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

고자 함

조사의 목적
Ÿ 본 조사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이 귀하의 주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H2)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보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응답해주십시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기본적인 에너지 소요량을 의미  (    ) 위

에너지 사용량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면서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  (    ) 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  (    ) 위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효과 분석을 위한 질문 안내문

1. 지금부터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때, 귀하의 주거 유형별 선호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2. 응답하실 질문은 주거 유형 설명문(주거 선택 시 고려해야할 여러 속성과 속성별 수준에 대한 설명)과

주거 유형별 선호도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귀하께서는 설명문을 숙지하시고 주거 유형별 선호도에 선호

순위를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주거 유형 속성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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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속성 설명 및 수준

1. 현재 임대 및
매매가 대비 가격

설명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 및 매매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

수준

(3개)

1. - 10% (10% 저렴)
2. 0% (동일)
3. 10%  (10% 비쌈)

2. 평균 통근 소요시간

설명

집에서 직장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현재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은 약 1시간)
만일 본인이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이 없다면,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중 직장이 있는
사람의 통근 시간을 의미

수준

(3개)

1. 30분 이내
2. 1시간 이내
3. 2시간 이내

3. 대중교통과의
도보 거리

설명 집에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수준

(3개)

1. 도보 5분 이내
2. 도보 10분 이내
3. 도보 20분 이내

4. 건축 연한

설명 건축물 준공 이후 경과된 기간

수준

(3개)

1. 2년 이내
2. 10년
3. 20년

5. 학교(초·중·고)
와의 도보 거리

설명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초·중·고)와의 도보거리

수준

(3개)

1. 도보 5분 이내
2. 도보 15분 이내
3. 도보 30분 이내

6. 건물 에너지소비 관련
정보 제공 여부

설명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시행 유무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건물 에너지 소비 성능 및
실 사용량)를 매매 및 임대 계약 체결 시 제공할 지의 여부

수준

(2개)
1. 에너지평가서 제공
2. 에너지평가서 미제공

7.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설명
각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총 10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건
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평가서에 효율등급 정보가 공개됨

수준

(3개)

1. 높음 (1+++ ~ 2등급: ‘보통’ 등급에 비해 매달 전기/난방비를 25,690원~118,074원 절
약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19.7% 절감할 수 있음)
2. 보통 (3 ~ 4등급: 25평(83㎡) 아파트 기준 평균 전기/난방비는 월 144,196원 정도)
3. 낮음 (5 ~ 7등급: ‘보통’ 등급에 비해 매달 전기/난방비를 28,753원~114,941원 더 부담
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약 19.7% 더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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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유형별 선호도 질문

지금부터 앞에서 설명해드린 주거 선택 관련 속성을 조합하여 구성한 가상의 주거 유형 4개가 동시에 제시

됩니다. 귀하께서는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1위부터 4위까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평균 대비 

에너지 사용금액에 대한 정보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가 시행된 경우에만 제시됩니다. 

※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불편을 느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며,

아래 제시된 속성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응답해주십시오.

※ 즉, 귀하가 현재 자가 주택에 거주하실 경우 새로 이사할 자가 주택을 선택하는 상황이며, 임대(전/월세) 

거주하실 경우 새로 이사할 임대 주택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H3A-1)
구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1. 구매가격 10% (10% 비쌈) 0% (현재와 동일) -10% (10% 저렴) -10% (10% 저렴)
2. 평균 통근 소요시간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30분 이내 2시간 이내
3.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정류장 포함)과의 거리 도보 5분 이내 도보 10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4. 건축연한 2년 이내 2년 이내 10년 2년 이내
5. 학교(초, 중, 고)와의 거리 도보 5분 이내 도보 15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30분 이내
6. 건물 에너지소비 관련
정보 제공 여부

에너지평가서 제공 에너지평가서 미제공 에너지평가서 미제공 에너지평가서 제공

7.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음 보통

선호 순위 응답란 →
(1위부터 4위까지 응답)    

H3A-2)
구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1. 구매가격 0% (현재와 동일) 0% (현재와 동일) 10% (10% 비쌈) -10% (10% 저렴)
2. 평균 통근 소요시간 3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30분 이내
3.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정류장 포함)과의 거리
도보 5분 이내 도보 10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10분 이내

4. 건축연한 10년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5. 학교(초, 중, 고)와의 거리 도보 15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30분 이내
6. 건물 에너지소비 관련
정보 제공 여부

에너지평가서 제공 에너지평가서 제공 에너지평가서 제공 에너지평가서 미제공

7.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낮음 보통 높음

선호 순위 응답란 →
(1위부터 4위까지 응답)

   

H3A-3)
구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1. 구매가격 10% (10% 비쌈) -10% (10% 저렴) 10% (10% 비쌈) 0% (현재와 동일)
2. 평균 통근 소요시간 30분 이내 3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3.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정류장 포함)과의 거리
도보 5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10분 이내 도보 20분 이내

4. 건축연한 2년 이내 2년 이내 20년 2년 이내
5. 학교(초, 중, 고)와의 거리 도보 15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30분 이내
6. 건물 에너지소비 관련
정보 제공 여부

에너지평가서 제공 에너지평가서 미제공 에너지평가서 제공 에너지평가서 제공

7.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보통 낮음 높음

선호 순위 응답란 →
(1위부터 4위까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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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A-4)
구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1. 구매가격 -10% (10% 저렴) -10% (10% 저렴) -10% (10% 저렴) 0% (현재와 동일)
2. 평균 통근 소요시간 2시간 이내 30분 이내 30분 이내 2시간 이내
3.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정류장 포함)과의 거리
도보 10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20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4. 건축연한 2년 이내 20년 2년 이내 10년
5. 학교(초, 중, 고)와의 거리 도보 5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15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6. 건물 에너지소비 관련
정보 제공 여부

에너지평가서 제공 에너지평가서 제공 에너지평가서 제공 에너지평가서 제공

7.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보통 높음 높음 높음

선호 순위 응답란 →
(1위부터 4위까지 응답)

   

J. 응답자 특성

J1) 실례지만 ○○님의 학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졸업(재학 포함)     4. 대학원 재학 이상

J2) ○○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 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 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 운전사)
 3. 판매/서비스직 (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작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전업주부
10.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1. 무직
12. 기타 (적을 것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3) 실례지만 ○○님의 결혼 유무를 여쭙겠습니다.
  

1. 미혼 2.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3. 기타(사별, 별거, 이혼 등)  

J4) ○○님은 자녀가 있으신지요?

1. 있다 2. 없다

J4-1) [J4에서 1번 ‘있다’ 응답자만] ○○님은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지요? 있다면 몇 명입니까?

1. 없다 2. 1명 3. 2명 4. 3명 5.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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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아래 분류에 따라 그 수를 기입해주십시오.

전체 가족 수  (              ) 명

전업주부 수  (              ) 명

60세 이상 가족 수  (              ) 명

J6) ○○님 가족의 한 달 평균 총 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1. 100만 원 미만  2. 100∼200만 원 미만  3. 200∼300만 원 미만 4. 300∼400만 원 미만
5. 400∼500만 원 미만  6. 500∼600만 원 미만  7. 600∼700만 원 미만 8. 700∼800만 원 미만
9. 800∼900만 원 미만 10. 900∼1,000만 원 미만 11. 1,000만 원 이상

J7) ○○님은 본인이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층 2. 중상층 3. 중간층 4. 중하층 5. 하층

J8) 귀하께서 살고계신 주택의 보유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자가

2. 임대 (전/월세, 기숙사 등)                J10)으로 갈 것 

J9) 귀하께서 현재 살고계신 주택의 매매 가격(현재 혹은 구입 당시의 실 구매가격: 세금제외)과 구입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금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본 질문은 에너지소비증명제도 따른 주거 선택 유형별 선호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으로,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

되지 않습니다.

귀댁의 현재 매매 가격(실 구매가격: 세금제외) :                     만원

귀댁의 구입 당시 매매 가격(실 구매가격: 세금제외) :                     만원

귀댁의 구입 시기 :                     년

J10) 귀하께서 현재 살고계신 주택의 현재 임대(전세, 월세, 기숙사 등)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세금                     만원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J1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주택에 살고 계십니까?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빌라, 원룸 등)
2. 오피스텔
3. 아파트
4. 기타 (기숙사 등)



환경의식조사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7 

J11-1) [J11에서 3번 ‘아파트’ 응답자만]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아파트 단지의 총 동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개 동

J12) 귀하께서 현재 살고계신 주택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평수(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평 또는                    m2

J13) 귀하의 현재 평균 통근 소요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만일, 귀하께서 직장에 다니고 
계시지 않다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평균 통근 소요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약                     시간                    분

J14)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적

2. 다소 진보적

3. 중도적

4. 다소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6. 잘 모르겠음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면 접 후 기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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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번호

조사 담당자 ID

조사표 작성일 2014년 (     )월 (     )일

Supervisor 검 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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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sponse to the public’s growing interest in the energy efficiency,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e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Policy.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EPC) would enable 

the consumers to consider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in housing 

choices. The goal of the Korean government is to implement the EPC 

completely by 2016.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s discrete choice analysis will be 

helpful for the policy makers. Among various discrete choice model, the 

mixed logit model that presume the heterogeneity of consumers is 

applied for this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marginal 

willingness to pay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attributes can be 

calculated. The acceptance of the EPC is analyzed by calculating the 

changing indirect utility of each consumers based on different benefits of 

the policy. 

The utility of an average consumer is increased when the information 

about building energy performance is provided. According to the analysis, 

consumer utility additionally increases when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building is abov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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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gional segments, the utility of 

consumers living in Seoul increased the mos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Such result may be due to the high maintenance cost of 

housing in Seoul.  

It is also found that the consumers preferred to receive the information 

about the level of energy efficiency regardless of the actual building 

energy performance.  

This research add to the previous researches by controlling the 

diversity of residential mobility. In the case of real housing choices which 

cannot be controlled, the results might be different from this research. 

However, this paper will still be helpful to policy makers and builders by 

reducing the risk of investment in building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Keywords: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EPC), discrete choice `````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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