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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하이브리드잠재클래스모형을

이용한 전원구성의 외부비용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허혜진

전원구성(전원믹스)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생산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전원’을 구

성하는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더욱 중요한 과

제가 됐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전원구성을 산정할 수 있도록 대

표적인 발전원의 외부비용을 도출하며, 전원 구성의 방향을 제시한

다.

소비자가 전기요금, 원자력, 석탄 등의 특성에 대해 부여하는 지

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동시에 도출하기 위하여 선택

실험법(Choice Experiment, CE)을 사용하였다.

지불의사 응답은 개인의 복합적인 행동결정과정의 결과로서 나타

난다. 이에 따라 개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밝히

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잠재클래스모형(HLCM)을 활용하였다. 지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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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개인이 미래지향적인지 또는 현재지향

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MIMIC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원전인근 거주여부, 전력요금 지불액수, 성별, 대학 졸업

여부 등 사회경제적 변수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

정되었으며, 클래스 개수별로 적합도 검정을 시행한 결과 AIC/BIC

가 낮은 4개가 적합했다.

또한 HLCM모형은 각 개인 특성이 반영되어 클래스 할당 확률이

정해지므로 클래스 할당 확률(class allocation probability)을 이용하

여 클래스별로 개인의 사회경제변수의 기댓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

과 원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 거주자는 클래스4에 속하기 쉬

우며, 원전에서 가까운 지역 거주자는 클래스2에 속할 확률이 높았

다. 전력요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클래스2에 속하기 쉬우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클래스4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의 실험에서 제시된 대안 특성 중 전력요금,

원자력비중, 천연가스 대비 석탄비중을 조건부로짓모형(conditional

logit)과 클래식잠재클래스모형(Latent Class Model) 그리고 HLCM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치를 이용하여 조건부로짓의 지불의사액을 구하면 현재 전체

전원구성에서 25.7%를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을 1% 줄이기 위한 지

불의사는 1.11원이며(전기요금 124원 기준 추가지불요금), 석탄을

1% 줄이고 천연가스로 대체하려는 지불의사는 0.08원으로 나타났다.

HLCM모형은 조건부로짓과 비교하면 클래스4의 지불의사가 1.88

원으로 가장 유사했으며, 기준 전기요금 124원의 1.51%에 해당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클래스1,2를 제외하고 클래스3,4의 평

균가격은 원자력과 석탄의 지불의사가 각각 1.22원, 0.11원으로 나타

나 조건부로짓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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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력 에너지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

고자 하는 지불의사는 석탄비중을 낮추려는 지불의사보다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미래 또는 현재 지향적인 태도에 따라

지불의사가 달라지는 구조를 분명히 하여 개인의 특성이 전력원 선

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주요어 : 전력믹스, 선택실험법, 외부비용, 하이브리드잠재클래스

모형(HLCM), 원자력 지불의사액

학 번 : 2013-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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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09년 일부지역에서 블랙아웃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전기가 무한

한 자원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몇 년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예비율과 전원구성에 대해 일반의 관심이 무척 높

아졌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성공의 핵심은 전력부문에 달려있게

됐다. 이를 반영하듯 2014년 1월에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서는 5대 중점과제 중 수요관리, 분산형 발전시스템, 환경보호·안전

강화 등 세 가지를 전력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원구성(전원믹스)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

해서는 전원구성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에 대해 국

민의 의사가 반영된 적정 전원구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

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2030

년까지 원전가동 전면중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전원구성은 현상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에너지경제분야

연구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온 주제이다. 전력부문의 안전성이나 환

경성은 국민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는 시장에서 거래되

지 않는 비시장재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편익계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재로서 사적 재화와 달리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

적(nonrival)이고 비배타적(nonexcludable)인 특징이 있다1). 따라서

1) 공공재가 갖는 두 가지 특징. 특정 공공재를 어떤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고, 아울러 공공재는 일단 공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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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생산 및 소비활동만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의 환경성이나 안전성이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편익가치도 자료로 직접 관측되지

않는다.

전원구성의 안정성, 환경성이 경제성과 함께 부각된 계기는 역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대표된다. 이는 국내에서도 원전의 안전

성을 자각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사고 확률과 연관되어 있는 원전

비중에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 설비용량은 세계5위

규모이지만 밀집도가 가장 높아,2) 안전성이 더욱 요구된다.

동시에 석탄·석유발전은 배출의 주요원인이기 때문에 화석연

료 사용이 증가하면 환경오염이 악화되며, Post-교토체제에도 대처

하기 어려워진다. 최종적으로 각국은 발전원에 따라 생산비용과 시

장공급여건이 다르므로 전원비중에 따라 전체 전기 생산비용이 상

이하게 결정한다. 이처럼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전력생산의 편익

은 비시장재 가치평가를 위해 고안된 별도의 방법을 통해 추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상 소비자는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에너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원구성의 기

초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익이 최대가 되는 발전원별 외부비

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소비자는 다양한 이질성을 갖기 때문에 전체

편익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전원구성이 되도록 발전원별 대표적인 특성

을 분류하여 비용을 도출하며, 전원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는 성질을 의미함.

2) 시설용량(GW): 미국(101.5), 프랑스(63.1), 일본(44.2), 러시아(23.6), 한국(20.7)

밀집도(㎾/㎢): 한국(207.3), 벨기에(194.3), 대만(139.8), 일본(117.0), 프랑스(115.3)

자료: World Nuclear Agency 「Nuclear Energy Institute」,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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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발전원 구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현재로서는 전력구매행위

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직접 관측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전력 생산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는 시장자료를 이용하는 현시선호

기법 보다는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진술선호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공공정책, 환경재 등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는 진술선

호기법은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권오상, 2013).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가 전기요금, 원자력, 석탄 등의 특성에 대해 부여하는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WTP)를 동시에 도출하기 위하여 선택실험법

(Choice Experiment, CE)을 사용한다. 선택실험법은 다양한 특성 조

합을 제시한 뒤 선호하는 선택을 표시하게 한 뒤, 그 결과를 이산선

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e.g.,

Hanemann, 1984).

WTP응답은 개인의 복합적인 행동결정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나타

난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환경과 안전에 대한 WTP를 동시에 도

출해낼 때는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러한 분석에 전체

응답자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WTP를 도

출하는 것은 강한 가정일 수 있다. 즉, WTP가 태도를 평가하는 지

표로 적절한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비록 태도와 도덕적 믿음은

WTP물음에 대한 응답을 작동하게 하지만 개인의 이질성

(heterogeneity) 때문에 WTP 응답에 작용하는 모티브를 해석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이다(Pouta, 2004; Spash, 2000; Stern

et al., 1995 Spash and Hanle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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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최근 이산선택모형 연구에는 응답자의 도덕적이고

태도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시도가 다수 있다. IIA등 로짓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MXL(Mixed Logit)은 비록 미관측 이질성

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응답자의 나이, 성별과 같은 개인

특성변수들과 태도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의 척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질성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일 뿐, 지불의사와 태도의 작

용구조를 밝히지는 못한다(Eagly and Chaikan 1993, 2005).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태도에 대한

질문은 태도의 척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잠재적인 태도함수로서

작용한다. 태도 변수는 MXL에서 주로 간접효용함수의 설명변수로

추가되기 때문에 태도가 형성된 잠재적인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편향되는(biased)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산선택모형 분석에 응답자의 도덕적·심리적

특성이 작용하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밝히고자 하이브리드 선택모형

에(hybrid choice model) (Ben-Akiva et al., 1999; Ashok et al.,

2002; Ben-Akiva et al., 2002; Bolduc et al., 2005, Hess et al.,

2011)잠재클래스 모형을 적용하여 하이브리드 잠재클래스 선택모형

(Hybrid Latent Class Model, HLCM)을 사용하며,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 잠재변수모형에서 태도를 시간에 대한 태도, 미래

지향적 성향과 현재지향적 성향으로 분리한다. 미래/현재 지향적인

태도는 위험·환경·가격에 대한 태도응답을 결정할 때 개인의 미래예

측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으

로 소득, 성별, 원전인근 거주여부, 교육수준, 한 달 전기요금 등 사

회경제적인 변수를 사용하며, 그 결과로 리커트척도 형태의 태도응

답이 결정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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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선택모형에서는 잠재클래스모형(LCM)을 적용하여 각

개인이 여러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하여 5번의 선택실험에서 조합을

선택한다는 조건부 확률을 적용한다(Greene & Hensher, 2003; Hess

et al., 2011). 이 때 클래스 할당 확률은 성향의 잠재변수가 결정하

므로, 성향(태도)이 클래스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조합선택을 정하

게 된다. 이 때 클래스 할당 확률을 반영해 발전원별 한계지불의사

인 WTP(willingness to pay)는 각 클래스별로 도출할 수 있게 된

다.

국외에서는 발전원별 지불의사를 추정할 때 MXL을 사용하여 개

인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있지만, 조합선택에 반영되는 태도를 명

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발전원

별 지불의사를 도출한 연구가 드물며, 태도를 반영하는 연구는 전력

분야에 시도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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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전력 혹은 전원믹스 관련 연구

전력부문 에너지원 구성에 대한 선호도 분석은 후쿠시마 원전사

고 이후에 진행된 연구 중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위험 회피정도를 분

석하는 연구와 발전원의 비중을 바꾸는 전원믹스에 대한 선호를 추

정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물어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분석은 위험회피에

대한 지불의사와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사를 묻는 유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Kenshi Itaoka et al.(2006)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Krueger(2007), Stefanie et al.(2010) 등이 있다.

Schneider&Zwifel(2009)은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사용하여 원자력발전소 사고위험의 커버보험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해결을 위한 지불의사를 물어, 여자가 남자

보다 2배정도 보험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방사능폐기물처리

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1.46배를 더 지불할 것으

로 추정하였다.

국내 연구 중 CVM을 사용한 이창훈 외(2013)는 원자력발전의 사

회적비용을 추정하였고, 이중경계 양분선택과 스파이크 추정법을 사

용하여 원전 사고위험 해소에 대한 WTP를 추정하였다. 원자력발전

의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가구당 지불의사는 월평균 전기요금

의 5∼8%에 달함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자신들이 거주하는 인근지

역의 신규원전 1기 건설을 막기 위한 가구당 지불의사는 월평균 전

기요금의 약 4.4∼8%임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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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사고 이전에는 Jun et al.,(2009)에서 더블바운드 모형을

이용하여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연구에서는

원전 위험회피에 대한 지불의사가 아닌 원자력 에너지 자체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었으며, 그 결과 원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

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0.24(68.5%)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최근 교토대(Ida et al., 2014)에서는 일본거주민들을 상대로 원자

력의 비중과 전기요금의 8가지 조합을 제시하고, 이 중 선호하는 조

합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원 구성에서 원

전비중 1% 감소를 위해 가구당 전기요금의 2.9%(￠0.583추가 지불)

의 추가 지불의사를 도출하였다.

교토대와 UC-Berkely의 공동연구인 Murakami et al.(2014)은 미

국 4개 주와 일본 거주민을 상대로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원자

력의 비중을 결정하는 선택실험을 진행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 전기요금, 양수발전 비중을 포함하여 총 6가지 특성을 조합으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원자력 비중을 줄이는데 대한 추가

지불의사가 미국은 가구당 매월 $0.11, 일본은 $0.72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매월 전기요금 기준으로는 각각 0.09%, 0.75%에 해당한다. 연

구는 또한 온실가스배출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를 분석하여 미국은

GHG배출 1%감소를 신재생연료 1%증가로 충당하면 1년에 $12.21,

일본은 $6.90의 추가지불의사가 있음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원자력 회피를 위한 지불의사가 미국보다 높았으며, 미국은 온실가

스 배출(화석연료 사용)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데 지불의

사가 일본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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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 관련 연구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는 국내·외에 다수 시도되었

다. 그러나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을 사용한 분석은 국

내에서는 시도된 바 없고, 해외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택실험

법은 1988년 Louvier Jordan이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

s)3)으로 소개하였으며 지금가지 마케팅, 교통, 심리학 등 다양한 분

야에 널리 적용되어 왔으며(Louviere., 1988a; Hensher., 1994), 그

후 Adamiwicz와 Louviere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Stefanie et al.(2010)4)에서는 독일의 전력시장에서 녹색전기에 대

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여, 매월 전기요금보다 전원믹스

(Electricity mix)가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발전원 외에 다른 분야에 적용한 선택실험법 연구는 David

Hoyos et al. (2013)의 바스크 지역의 ‘Gipuzkoa’주에 위치한

‘Garate-Santa Barbara(GSB)’의 산림보호를 위한 WTP추정이 있다.

연구는 AC스케일과 BSEAI스케일을 환경에 대한 잠재변수로 사용

한 하이브리드 잠재 클래스모형(Hybrid latent class model)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David Palma et al. (2013)은 하이브리드 이산선택모형(Hybrid

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개인 특성이 세련도

3) 선택실험법은 유사한 연구를 하는 마케팅분야의 용어를 빌어 컨조인트 분석법

(Conjoint analysis)이라 부르기도 하며, 선택실험법은 주로 공공재를 가치평가대

상으로 하고, 평가대상 특성에 대한 선택행위는 물론 특성별 후생가치까지 분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컨조인트 분석과는 구분됨. (권오상, 2013)

4)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liberalization)’되었

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 에너지원 중에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Stefanie et al.의 분석에서 전원믹스(Electricity mix)는 전력 제공(Power pro-

vider), 발전소 위치(Location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매월 전기요금

(Monthly electricity costs)등의 특성과 함께 하나의 특성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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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stication),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가격-품질 연상작

용(Price-Quality Association)이라는 잠재변수에 작용하여 와인에

대한 태도인 측정방정식(measurement equation)을 결정한다고 분석

하였다. 해당 모형을 사용하여 와인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선호와

선호구조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함께 반영하였고. 소비자가 와

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포도의 다양함’이라

결론지었다.

국내에서 선택실험법을 사용한 연구는 권오상 외(2006)가 수자원

의 레크리에이션용수의 가치를 추정한 바 있다. 한탄강 래프팅 속성

변수 9가지(유속, 래프팅 가격, 급류개수, 물의 탁도, 날씨, 혼잡도,

강사의 수, 주차장 유무, 전문적인 경관설명)를 선택조합으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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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1 장에서는 전원 구성에 대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소개하

고, 비시장재인 환경·안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과 내

용을 살펴본다.

제 2 장에서는 전력생산 에너지원 구성 현황을 국외와 국내로 나

누어 본 후, 전원별 특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선택실험법과 분석모형에 대해 살펴본다.

제 4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분석자료와 설문 구성을 자

세히 설명한다.

제 5 장에서는 설문조사의 빈도분석과 주요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제 6 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과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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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력산업 현황

제 1 절 국외 동향

1. 미국

미국은 1970년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5)(최초법안 1963년,

확대법안 1970년)과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1970년)6)이 통과되면서 새롭게 건설되는 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스리마일(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7)가 발생하면

서, 원전의 안전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건설비용이 증가하고, 원전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었다.

이후 정부는 원전 건설비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산

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가 1988년 발표한

‘전력산업 규칙안(Notices Of Proposed Rulemaking: NOPRs)’은 전

력시장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력산업에서 발

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자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5) Clean Air Act는 전국가적인 대기오염을 조절하는 미국 법. 이에 따라 환경보호

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인체에 해롭다고 알려진 대기오

염물질을 규제하기 시작함.

6)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 법안의 발효로 환경질 개선을 위해 ‘환경질 대

통령 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가 구성됨.

7)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남동쪽으로 8km떨어진 스리

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2기 중 제2원자로의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International Nuclear

Event Accident)의 5등급(시설 외부로의 위험사고)에 해당하며, 이는 원자로 용

기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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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 전력산업의 주요정책 변화

자료: 김현숙,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식과 정부의 규제: 미국 전력시장 분석의

시사점, 규제연구 제16권 제2호p.141 2007.12..

미국의 2013년 총발전량은 4조582억kWh였으며, 그 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68%(석탄 39%, 천연가스 27%, 석유 0.6%)로 가장 높고 원

자력은 19%, 신재생8)은 13%를 점유하고 있다. 석탄의 발전량은 1

조5859억kWh로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전체 1차 에너지원 중 가장

많다. 미국의 원자력발전량은 7890억kWh으로 전 세계 최고수준이지

만 전체발전량에서 비중은 20%가 되지 않는다.

석유는 두 번의 석유파동을 겪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

한 반면 천연가스는 전력산업 규칙안이 제정된 이후부터 발전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8) 신재생에너지원은 재래식 수력, 풍력, 태양열&태양광, 목재, 지열, 기타 바이오매

스를 포함하며 양수식 수력발전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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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 발전량 전원구성(2013)

<그림 2-3> 에너지원별 발전량(2013)

단위: 10억 kWh

자료: DOE/EIA, Monthly Energy Review September 2014

자료: DOE/EIA, Monthly Energy Review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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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원별 발전량(1949-2013년)

단위: 10억 kWh

자료: DOE/EIA, Monthly Energy Review September 2014

발전량과는 달리 발전설비용량9)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석탄은 발

전소 비중이 전체의 6.9%이며 설비용량은 29%를 차지며, 천연가스

는 발전소 개수가 5,726개, 설비비중 또한 4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재생은 발전소 개수에 비해서 설비용량비중이 매우 낮아 13.6%

에 불과하다.

9) 발전량은 2013년, 발전설비용량은 2012년(최신자료 기준). 총발전량이 2012년 기

준 4조 477억kWh로 2013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동일하게 보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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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발전소 비중 설비용량 비중

석탄 1309 6.9 336341 28.8

석유 3702 19.5 53789 4.6

천연가스 5726 30.1 485957 41.6

그 외 가스 94 0.5 2253 0.2

원자력 104 0.5 107938 9.2

수력 4023 21.1 78241 6.7

풍력 947 5.0 59629 5.1

태양열&태양광 553 2.9 3215 0.3

목재 351 1.8 8520 0.7

지열 197 1.0 3724 0.3

그 외 바이오매스 1766 9.3 5527 0.5

양수 발전소 156 0.8 20858 1.8

기타 95 0.5 2005 0.2

화석연료 10831 56.9 878340 75.2

원자력 104 0.5 107938 9.2

신재생 7837 41.2 158856 13.6

Total 19023 100.0 1167995 100.0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Form EIA-860, 'Annual

Electric Generator Report.' 재가공

<표 2-1> 미국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2012)

단위: 개, MW

2. 일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높은 원전의존성과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사고 이전인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28%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2030년까지

50%로 상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동북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2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은 <그림 2-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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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일본의 발전량 전원구성(2012)

볼 수 있듯이 2%까지 낮아졌다.10) 일본은 원전비중 관련 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2030년 ‘원전 제로안’을

최종 선택했다.

일본의 전력회사 12개사는 1996년 11월 ‘전기사업의 환경행동 계

획’을 수립하고 지구온난화 대응방침을 운영 중이었다. 2007년부터

는 2008∼2012년도의 사용단 CO2 배출원단위를 1990년도 실적에서

평균 20% 정도 감소(0.34kg-CO2/kWh 정도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

력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86%정도로

늘어나 CO2배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전 축소 이후 화석연료의 비중이 2010년 62.4%에서 2011년

77.5%로 확대되었고, 그 중 가스비중(36%)이 가장 높았다.(제2차 에

너지기본계획 p.16)

자료: OECD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2012)

10) 2011년 3월11일 동북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하여 자동 정지된 원자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1~3호기, 후쿠시마 제2원전의 1~4호기, 오나가와 1~3호기, 도카이 제2

원전의 1호기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4~6호기, 히가시도리 원전의 1호기는 정

기검사로 인한 정지 중이었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4~6호기는 지진피해를 입었

다.(전력거래소 해외전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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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총발전량 화석연료 원자력 신재생 양수발전

호주
발전량 239.701 214.592 0 25.149 -0.04
비중 100.0 89.5 0.0 10.5 0.0

캐나다
발전량 644.084 148.92 89.06 406.203 -0.099
비중 100.0 23.1 13.8 63.1 0.0

프랑스
발전량 531.982 43.558 407.438 82.919 -1.933
비중 100.0 8.2 76.6 15.6 -0.4

독일
발전량 575.948 343.934 94.098 139.497 -1.581
비중 100.0 59.7 16.3 24.2 -0.3

일본
발전량 963.032 835.216 17.23 111.984 -1.398
비중 100.0 86.7 1.8 11.6 -0.1

대한민국
발전량 494.699 343.829 143.55 8.371 -1.051
비중 100.0 69.5 29.0 1.7 -0.2

뉴질랜드
발전량 42.908 11.805 0 31.103 0

비중 100.0 27.5 0.0 72.5 0.0

스위스
발전량 65.54 1.029 24.445 40.911 -0.845
비중 100.0 1.6 37.3 62.4 -1.3

영국
발전량 338.877 232.099 63.964 43.823 -1.009
비중 100.0 68.5 18.9 12.9 -0.3

미국
발전량 4047.765 2775.024 769.331 508.36 -4.95
비중 100.0 68.6 19.0 12.6 -0.1

중국
발전량 4490.536 3607 82.569 800.967 -
비중 100.0 80.3 1.8 17.8 0.0

총합계 8029.415 8592.678 1723.83 1443.46 -12.906

중국은 2011년 기준, 나머지 국가는 2012년 기준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ttp://www.eia.gov/electricity/data.cfm)

<표 2-2> 주요국 전원별 전력생산량(2011, 2012)

단위: Billion kWh, %

3. 주요국 비교

주요국가의 발전원별 전력생산량과 비중은 <표 2-2>에서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절대량은 미국이 가장 높지만 비율은 프랑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캐나다와 스위스, 뉴질랜드는 신재생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영국, 호주는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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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기력 복합 내연력 원자력 신재생 합계

설비용량 6,455 32,571 24,183 330 20,716 3,893 88,148

설비비중 7.3 37.0 27.4 0.4 23.5 4.4 100

발전량 629 19,161 8,034 43 12,616 1,201 41,683

발전비중 1.5 46.0 19.3 0.1 30.3 2.9 100.0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2014.6

<표 2-3> 발전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량 현황(2014.6기준)

단위: MW, GWh

제 2 절 국내 동향

1. 발전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발전원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지지 않

으며, 한국전력이 전기를 소비자에게 독점 공급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수요예측이 잘못될 경우 대규모 블랙아웃의 위험이

있으며, 전력요금 또한 정부가 결정하는 비신축적인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2014년 6월 기준 발전현황을 살펴보면 설비용량은

88,148MW이며, 같은 달 기준 총 발전량은 41,699GWh이다. 공급예

비율은 10.1%이며, 부하율은 82.9%이다.11) <표 2-3>와 같이 발전원

별로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살펴보면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기력발전

의 경우 설비비중은 전체의 37%이나 발전비중에서 46%를 차지한

다. 원자력은 설비비중으로는 23.5%이나 발전비중은 30%를 넘는다.

11) 총발전량 41,683GWh, 설비용량 88,148MW, 공급능력 76,831MW, 최대전력

69,801MW, 평균전력 57,893MW, 공급예비율 10.1%, 부하율 82.9% 「에너지통

계월보」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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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

2012년 GDP 16,244.6 5,937.8 3,426.0 1821.5 1,222.4

2011년온실가

스 총배출량
6,665.7 1,307.7 916.5 701.8 697.7

온실가스 총

배출량/GDP
0.41 0.22 0.27 0.39 0.57

자료: 2013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보고서, p.42

<표 2-5> OECD 회원국 GDP, 온실가스 총배출량

단위: 10억 US$(2012년 가격), 백만톤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평균

123.7 112.5 108.8 92.8 42.9 98.9 58.7 99.1

자료: 전력거래소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원자력의 설비

비중을 29%,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차에너지의 11%로 늘린다고 밝

혔다. <표 2-4>은 2012년 계약종별 평균 판매단가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기준은 주택용 판매단가이며 이

는 124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2-4> 2012년 계약종별 판매단가

단위: 원/kWh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중 2011년도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 다음으로 UNFCCC하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중

6위이다. 또한 OECD회원국 기준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는 미

국, 일본, 독일, 캐나다 다음으로 5위이다. <표 2-5>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높은 국가들 중에

서도 1GDP당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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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석탄 석유 LNG 수력 태양광 풍력 원자력

IEA(2006) 기준* 991 782 549 8.0 54.0 14.0 10

전력거래소 기준 823.0 701.8 362.5 0.0 0.0 0.0 0.0

*라이프사이클 전체

<표 2-6>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단위: g-CO2/kWh

구 분 중유 양수 LNG 수력 유연탄 원자력

정산단가 250.7 213.9 168.1 180.8 66.2 29.5

자료: 전력거래소, 2013

<표 2-7> 발전원별 평균정산단가(2012)

단위: 원

2. 발전원별 특징

각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표 2-6>과 같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원은 낮고,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원자력의 91

배에 달한다.

2012년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전력의 발전원별 평균정산가격을

보면, 석유가 1kWh당 251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양수 214

원, 수력 181원, 천연가스 168원, 유연탄 66원이며, 원자력이 39원으

로 가장 낮다. 원자력은 연료비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정산단가가 낮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요 발전원별 특징을 상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표 2-8>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원자력은 중대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이 적은 반면, 가스는 발전단가가 비싸며 사고 위험성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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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대사고 위험성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단가
공급
안정성

원자력
방사능 유출사고

(폐기물 처리문제)

거의

없음

가장

저렴
안정적

석탄 없음
매우

많음

매우

저렴
안정적

가스 없음 적음 비쌈 안정적

석유 없음

석탄과

가스의

중간

비싼

편임
안정적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

없음 적음 비쌈

자연조건

에 따라

불안정

<표 2-8> 발전원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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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형의 설정

제 1 절 선택실험법

환경재와 같은 공공재의 사용가치와 존재가치의 종합적 평가는

설문조사기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Freeman,

2003). 가상가치평가법 혹은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현 상황을 기준으로

가상적인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고 이때의 지불의사를 묻는 방법이

다. CVM은 주로 단일속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특정대안만의 평가

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가치측정대상이 여러 속성을 동시에 가지거

나 다수의 대안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은 응답자의 선호체계에 명확

하게 초점을 둔 지불의사측정방법으로 다양한 수준의 환경질의 편

익을 모두 추정할 수 있고, 환경재가 가지는 각각의 속성별 가치도

평가할 수 있다(권오상, 2013). 응답결과는 CVM과 마찬가지로 이산

선택모형으로 분석하며, 추정된 효용함수에 기초하여 각 특성별 지

불의사나 대안 간 지불의사의 차이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원구성 조합과

함께 발전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력요금, 온실가스 배출, 석유가

격, 원자력 발전소 사고 위험 등 변수특성별 가치도 추정하고자 한다.

선택실험법 또한 CVM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효용함수에 대한 일

반적인 가정이나 수요함수의 도출 없이 설문응답에서 힉스적 후생

개념, 동등잉여(Equivalent Surplus, ES),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CS) 등을 직접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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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모형

1. 하이브리드 잠재 클래스 모형

기존 LCM(classic Latent Class Model)은 ‘태도’를 간접효용함수

에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반영하였다.(Milon and Scrogi, 2006 외) 그

러나, LCM은 태도에 대한 물음이 직접 태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부

분과 미관측 요인과 상관되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를 갖는

다.(Hess and Beharry-Borg, 2011)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하이브리드 잠재클래스 모형(HLCM)은 태도가 직접

관측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선택모형(Hybrid Choice Model)을 이

용한다. 주로 공공재의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WTP(Willingness to

Pay)는 많은 요인들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용한 복잡한 심리적

결과이다(David Hoyos., 2013). 즉,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이외

에 응답자의 사전정보를 파악하여, 환경·위험에 대한 태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모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는 환경에

대한 진술선호 물음에 답할 때 환경의 이용가치뿐만 아니라 ‘존재가

치’까지 생각하기 때문이다.(Dietz et al., 2005)

하이브리드 선택모형은 태도지표를 설명변수 대신 종속변수로 사

용하여 태도에 대한 응답과 진술실험(stated choice)의 응답을 연결

시킨다.

모형은 선택모형과 잠재변수모형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선택모형을 살펴보면, 발전원의 특성별 가치인 원자력비중,

석탄비중, 전력요금을 특성벡터 로 특성의 파라미터를 로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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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n번째 응답자가 j번째 대안을 선택하여 얻는 만족도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이 때 확률변수인 이 제 1형태 극한치 분포(Type Ⅰ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LC모형은 응답자 개인이 C개의 클래스 중 한 곳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은 클래스 효용 파라미터인 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클래스에 속하는 n번째 응답자가 j번째 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식(2)

와 같아진다.

  Pr
   

  






  



exp
′  

exp
′   (2)


은 n번째 응답자가 번의 선택실험 중 t번째 물음에 대한 선

택을 의미하며 이 때 분류되는 클래스는 관측가능하지 않고 잠재적

으로 작용한다. 각각의 응답자는 0이 아닌 확률로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데 n번째 응답자가 잠재클래스 의 멤버일 확률  은 비조건

부확률로 나타나고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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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exp
′  

exp
′  

(3)

클래스할당 확률은 개별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으로 추정

된 잠재변수()와 추정된 파라미터(  ,   ,  )에 의해 결정된

다. 식(4)에서  과  의 부호는 잠재변수의 증가가 클래스에 속

할 확률을 증가/감소하도록 결정한다.

 



  



exp   

exp   

(4)

다중선택모형은 응답자별로 다양한 선호가 존재하지만, 동일한 응

답자의 다수 선택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Revelt and Train., 1998;

Hess and Ross., 2009).

다음은 응답자의 태도와 관련한 진술을 반영하는 잠재변수모형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변수의 구조방정식은 식(5)와 같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  )와 평균0과 표준편차 를 갖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오차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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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측정함수는 태도와 관련된 응답이 선택에 영향을 주지만 직접 변

수가 아닌 잠재변수로 작용하며 태도 따라서 모형에서 지표

(indicator)로 사용되도록 한다.

    (6)

잠재변수는 MIMIC 모형(Bollen, 1989)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조방

정식(structural equations)은 선형으로, 측정방정식(measurement

equations)은 순위로짓(ordered logit)(Green & Hensher, 2010)으로

가정했다. 8개의 태도문항은 리커트 유형의 응답형태를 가지므로 연

속적인 잠재변수를 이산적으로(K는 3 혹은 5) 바꿀 수 있는 한계값

함수(threshold function)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잠재변수에 대한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은 식(9)의 형태가 된다.

 










 i f ∞   ≤ 

 i f    ≤ 
⋮

 i f      ≤∞
(7)

⋯   는 한계값이 되는 차단점(cut-point) 추정치이며,

   ⋯    의 성질을 만족한다.

모형에서 파라미터는 최대 로그우도함수(maximiz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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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likelihood function)를 이용하며 식(8)의 형태를 가진다. 최적 클

래스의 수는 Akaike and Schwarz의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

원칙을 따라 결정한다.


  



l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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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지불의사 추정

하이브리드 잠재클래스 모형 추정결과를 이용하면 원자력과 석탄

각 발전원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 관심은 각 발전원의 1%변화에 대해 지불의사가 클래스 별로 어

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지불의사는 특성변수가 달라

질 경우 동일한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지출(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변해야 하는 지를 의미하는 보상잉여(Compensation Variation,

CV)를 통해 측정된다(권오상, 2007).

즉, 발전원이 달라짐에 따라서 응답자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

할 의사는, 변화 전 각 특성별 간접효용 
 에서 특성 변화 후 효

용 
 로 변화하며 이 때 보상변화는 식 (9)와 같이 도출된다.

만약 원자력비중이 1%변하고 다른 특성변수인 석탄의 비중은 고

정된다고 가정하면 응답자의 보상잉여는 식(9)로 도출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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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모형의 분석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는 원자료는 최봉석 외(2014)12)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한 개인 단위의 자료이다. 최봉석 외(2014)의 설문

조사 자료는 서울, 부산(기장제외)과 원전인근지역인 울진/경주13)/기

장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원구성의 인식 조사 및

분석을 목적으로 삼았다. 설문조사 결과는 총 900명(서울 500명, 부

산(기장제외) 200명, 원전인근지역 2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한다. 설

문조사의 시/군별 집계구는 <표 4-3>와 같다. 서울과 부산은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대도시 지역14)으로 전체 자치구가 골고루 포함되

었다. 설문 응답자의 매월 평균 전기요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

출 사고에 대한 위험,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정보를 묻는 항목과 함

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한다.

특별히 원자력발전소 인근이 설문조사에 포함된 이유는 원자력

폭발사고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원전에 주

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장은 부산시에 속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있어 원전지역으로 분

류되었으며, 그 밖에 경상북도의 경주시와 울진군이 설문에 포함되

12) 설문조사 자료: 설문조사 시행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시행기간은 2014년 9월

19일~10월 7일(19일간), 시행장소는 서울, 부산, 원전인근 지역(울진, 경주, 기장)

방문조사, 시행대상은 지난 6개월 간 매월 전력요금을 납부한 만 20세 이상 세대

주 혹은 배우자 900명(서울 500명, 기장 제외 부산 200명, 원전인근 지역 200명)

13) 경주시 인구 264,332명(2014년 3월 기준), 울진군 인구 51,884명(2014. 10.21 홈

페이지)

14) 2013년 기준, 인구수(천명)/인구밀도(명/㎢) 서울 9,991/16,509, 부산 3,43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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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5)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지를 각 유형별로 선택한 응답자의 특성

은 <표 4-1>와 같으며, 전체 응답자의 기초통계는 <표 4-2>와 같

다. 설문 구성과 유형별 특징은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응답자는 제시된 A～E유형 중 한 가지를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

었으며, A타입 199명, B타입 186명, C타입 174명, D타입 170명, E타

입을 171명이 각각 선택하였다.

각 유형별 응답자는 여자가 응답 비중의 평균 69%였으며, 남자는

31%였다. 응답자별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가장 많았

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3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사람이 439명으로 가장 많

았고 대학재학이상이 292명, 중학교 졸업이 169명으로 뒤따랐다.

응답자의 직업은 판매/서비스업과 미취업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취업은 학생, 주부, 군인(사병), 정년퇴직, 무직(실업)을 포

함한다. 설문 응답자는 여자, 세대주의 배우자, 주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 또한 주당 30시간으로 평균 근로시간(2013년 41시

간)16)에 못 미치게 나타났다.

15) 2014년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총23기이며(운영, 정비, 정지 중 포

함), 각각 고리 6기(구 4기, 신 2기), 한울 6기[울진], 월성 5기(구 4기, 신 1기), 한

빛 6기[영광]임.

16)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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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E타입

사례 비중 사례 비중 사례 비중 사례 비중 사례 비중

성

별

남자 59 29.6 55 29.6 53 30.5 64 37.6 56 32.7

여자 140 70.4 131 70.4 121 69.5 106 62.4 115 67.3

연

령

별

19~29세 2 1 3 1.6 3 1.7 3 1.8 6 3.5

30대 23 11.6 29 15.6 38 21.8 37 21.8 33 19.3

40대 53 26.6 46 24.7 42 24.1 44 25.9 45 26.3

50대 69 34.7 59 31.7 50 28.7 44 25.9 47 27.5

60세이상 52 26.1 49 26.3 41 23.6 42 24.7 40 23.4

지

역

서울 115 57.8 108 58.1 92 52.9 88 51.8 97 56.7

부산(기장제외) 45 22.6 41 22 40 23 42 24.7 32 18.7

경주/울진/기장 39 19.6 37 19.9 42 24.1 40 23.5 42 24.6

세
대
주

세대주 79 39.7 72 38.7 63 36.2 77 45.3 67 39.2

배우자 120 60.3 114 61.3 111 63.8 93 54.7 104 60.8

주
택
형
태

단독주택 79 39.7 67 36 62 35.6 63 37.1 78 45.6

아파트 89 44.7 83 44.6 83 47.7 82 48.2 77 45

연립/빌라/다세대 30 15.1 36 19.4 28 16.1 23 13.5 16 9.4

기타 1 0.5 0 0 1 0.6 2 1.2 0 0

가
구
원
수

1명 7 3.5 6 3.2 6 3.4 7 4.1 10 5.8

2명 45 22.6 58 31.2 44 25.3 40 23.5 45 26.3

3명 39 19.6 37 19.9 35 20.1 34 20 34 19.9

4명 90 45.2 70 37.6 74 42.5 78 45.9 69 40.4

5명 이상 18 9 15 8.1 15 8.6 11 6.5 13 7.6

학

력

중졸이하 44 22.1 34 18.3 33 19 28 16.5 30 17.5

고졸이하 91 45.7 92 49.5 84 48.3 86 50.6 86 50.3

대재이상 64 32.2 60 32.3 57 32.8 56 32.9 55 32.2

직

업

농/임/어업숙련 13 6.5 12 6.5 15 8.6 15 8.8 13 7.6

판매/서비스 67 33.7 66 35.5 41 23.6 44 25.9 59 34.5

기능/장치/노무 15 7.5 13 7 14 8 19 11.2 14 8.2

관리/전문/사무 30 15.1 31 16.7 35 20.1 30 17.6 28 16.4

군인 0 0 0 0 1 0.6 0 0 0 0

미취업 74 37.2 64 34.4 68 39.1 62 36.5 57 33.3

가
구
월
소
득

200만원 미만 38 19.1 36 19.4 30 17.2 34 20 30 17.5

200만원대 37 18.6 36 19.4 39 22.4 31 18.2 37 21.6

300만원대 47 23.6 41 22 38 21.8 42 24.7 47 27.5

400만원대 43 21.6 37 19.9 26 14.9 32 18.8 32 18.7

500만원대 23 11.6 23 12.4 21 12.1 20 11.8 19 11.1

600만원이상 11 5.5 13 7 20 11.5 11 6.5 6 3.5

전체 199 100 186 100 174 100 170 100 171 100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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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명　 성격 obs mean std min max

설
문
지
유
형

A타입 typea 더미 900 .2211111 .4152259 0 1

B타입 typeb 더미 900 .2066667 .4051394 0 1

C타입 typec 더미 900 .1933333 .3951317 0 1

D타입 typed 더미 900 .1888889 .391638 0 1

E타입 typee 더미 900 .19 .392519 0 1

성
별

기준(남자) sex 더미 900 .3188889 .466305 0 1

연
령

age1 정수 900 51.57667 12.3197 21 85

지
역

서울 seoul 더미 900 .5555556 .4971803 0 1

부산(기장제외) busan 더미 900 .2222222 .4159709 0 1

경주/울진/기장 nbnuclear 더미 900 .2222222 .4159709 0 1

세
대
주

owner 더미 900 .3977778 .4897112 0 1

주
택
형
태

아파트 apartment 더미 900 .46 .4986746 0 1

단독주택 dhouse 더미 900 .3877778 .4875144 0 1

연립/빌라/다세
대

townhouse 더미 900 .1477778 .3550769 0 1

기타 etc 더미 900 .0044444 .0665553 0 1

가
구
원
수

가구원 수 family 정수 900 3.27 1.106855 1 7

15세 미만 under15 정수 900 .5288889 .8292812 0 4

65세 이상 over65 정수 900 .3277778 .6521169 0 2

소득있는가구원
incomenu

m
정수 900 1.52 .7095722 0 4

시
간

일주일 간 근로
시간

workingho

ur
정수 900 30.02667 24.48907 0 84

가
구
월
소
득

200만원 미만 income1 더미 900 .1866667 .3898604 0 1

200만원대 income2 더미 900 .2 .4002224 0 1

300만원대 income3 더미 900 .2388889 .4266418 0 1

400만원대 income4 더미 900 .1888889 .391638 0 1

500만원대 income5 더미 900 .1177778 .322524 0 1

600만원이상 income6 더미 900 .0677778 .2515039 0 1

교
육

중졸이하 edu1 더미 900 .1877778 .3907518 0 1

고졸이하 edu2 더미 900 .4877778 .5001285 0 1

대재이상 edu3 더미 900 .3244444 .4684272 0 1

<표 4-2> 설문조사 응답자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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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 외

시 구 시 구

서울 종로구 부산 서구

서울 은평구 부산 부산진구

서울 종로구 부산 남구

서울 은평구 부산 영도구

서울 마포구 부산 남구

서울 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성동구 부산 금정구

서울 동대문구 부산 동래구

서울 성북구 부산 수영구

서울 도봉구 부산 북구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서울 중랑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북구 부산 기장군

서울 광진구 부산 기장군

서울 성북구 부산 기장군

서울 강서구 경북 경주시

서울 양천구 경북 경주시

서울 강서구 경북 경주시

서울 금천구 경북 경주시

서울 동작구 경북 경주시

서울 강서구 경북 경주시

서울 영등포구 경북 경주시

서울 관악구 경북 경주시

서울 양천구 경북 경주시

서울 금천구 경북 울진군

서울 서초구 경북 울진군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표 4-3> 설문조사 집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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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레벨

원자력(nuclear) 35% 27% 20% 15%

천연가스 대비 석탄비중

(coal)
1: 0.5 1:1 1:1.5

전기요금(price)(현재대비

증감)
-20% -5% 15% 25% 35%

주: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 기준 비중, 천연가스 대비 석탄은 상대 비중

<표 4-4> 선택실험의 특성과 레벨

제 2 절 설문 구성

설문조사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전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를 묻는 첫 번째 파트와 응답자의 개인 특성을 묻는 마지막 파트는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험설계인 두 번째 파트는 각 유형별

(A∼E유형)로 다른 구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 특성변수는 무작위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을 택해도 무차별한 결과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먼저 두 번째 파트인 ‘선택실험’의 설문 구성을 살펴보면 설문응답

자에게 제시된 발전원의 특성변수는 <표 4-4>와 같다. 선택실험법

을 사용할 때는 평가대상의 특성을 다양한 조합으로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이들 특성을 선정하여 그 수준을 지표로 나타내고, 특성변수

의 값들을 대안으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권오상 2013, p.566)

발전원의 특성으로 포함된 3가지 특성은 전체 발전량 100% 중 원

자력발전의 비중 4가지 레벨(15%, 20%, 27%, 35%), 화력발전에서

천연가스 대비 석탄비중 3가지 레벨(1:0.5, 1:1, 1:1.5)로 제시되고, 마

지막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전기요금 5가지 레벨(-20%,

-5%, 15%, 25%, 35%)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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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안 B안 비고 (현재)

전체 발전 중 원자력

비중
27% 20% 25.7%

화력발전 중 가스 :

석탄 비중

1 : 0.5
(가스보다
석탄 절반)

1 : 1
(가스와
석탄 동일)

1 : 1
(가스와
석탄 동일)

현재 대비 전기요금 15% 증가 15% 증가

선택(∨표) □ □

<표 4-5> 선택실험 설문지 [선택지1] 예시

이 때 조합을 구성하는 특성들은 상호 독립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특성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나의 특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야 한

다. 만약 원자력,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원 조합을 동시에

제시하면 전체 발전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서로 완전 상관(perfect

correlation)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원의 감소량을 석유, 천연가스 등

여러 발전원 중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가 불분명해진다. 따라서 석

유와 신재생원의 비율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원자력, 석탄만을 변화

시키는 조합을 구성하였다.

응답자에게 제시한 A, B안 중 어느 특정 안이 무조건 선호되지는

않는 <표 4-5>와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선택실험에서는 A안과

B안 외에 응답자가 선호하는 안이 없을 경우 C안(어떤 대안도 선택

하지 않음)을 포함하도록 설계를 한다. IIA가정이 대안선택을 크게

왜곡하지 않는다면 대안 A안과 대안 B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

나를 선택할 확률이 C안을 포함하든 않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

다.(권오상 외, 2007) 그러나 본 실험설계에서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

는 것이 현실에서 대안으로 선택불가능하기 때문에 C안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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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1(미래에 대한 인식)

expect
앞으로의 전력요금에 대한 예

측
5점

1 상당히 오를 것

~5 상당히 내릴 것

safety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성
5점

1 매우 안전

~5 매우 불안

effort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

출감소를 위한 노력
5점

1 적극 찬성

~5 적극 반대

Group2(현재에 대한 인식)

charge
사용하는 전기서비스에 비해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
5점

1 너무 비쌈

~5 너무 쌈

oecd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과

OECD회원국 평균요금의 비교
3점

1 더 비싸짐

~3 더 싸짐

nuclear rate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
3점

1 너무 높음

~3 너무 낮음

fukushima
원자력 안전성에 판단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
5점

1 많이 받음

~5 전혀 받지 않음

greenhousegas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온

실가스 배출정도
3점

1 많이 배출

~3 적게 배출

<표 4-6> 발전원에 대한 태도진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할 발전원에 대한 태도진술

은 <표 4-6>과 같으며 이에 따른 응답비율은 <표 4-7>에 제시되

었다.

전기요금, 원자력발전, 온실가스배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질

문은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새롭게 구성되었다. 태도진술을 미래/현

재 그룹으로 나누면 미래 지향적 혹은 현재 지향적 태도로 각각 반

영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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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Group1(미래에 대한 인식)

expect 10.8% 79.8% 9.4% - -

safety 0.4% 17.6% 21.9% 52.1% 8.0%

effort 9.5% 61.8% 19.6% 8.5% 0.4%

Group2(현재에 대한 인식)

exocheap 3.0% 44.2% 39.1% 13.7% 0.0%

oecd 34.9% 45.7% 19.4% - -

nuclearrate 30.0% 59.6% 10.4% - -

fukushima 20.0% 54.1% 16.5% 9.0% 0.4%

greenhousegas 53.4% 38.3% 8.3% - -

<표 4-7> 태도진술의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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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설문조사 빈도분석

1. 전력요금에 대한 인식

‘태도와 인식’에 대한 문항은 3점과 5점 척도(리커트 타입 문항)로

구성되었다. 발전원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전력요금, 원자력발전

소, 온실가스 배출’ 세 분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전력요금과 관련한 문항은 ①응답자의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서비스에 비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5점),

②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과 OECD회원국의 평균요금의 비교에

대한 인식(3점), ③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에 대한 예측(5점)으

로 이루어졌다.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①번 항목에 대해서는 비싼 편이라

고 인식한 응답자가 47.4%였으며, OECD평균과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의 비교를 묻는 질의에는 OECD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다

거나 더 비쌀 것 같다고 말한 응답자가 6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이 우리나라와 OECD전기요금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17)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17) 시장환율 기준 US￠/kWh/원화(원) 한국(’12) 9.26/99, 미국(’12) 9.87/106, 영국

(’11) 14.36/154, 프랑스(’11) 12.98/139, 독일(’11) 18.42/197, 이태리(’08)

19.11/205, 일본(’11) 21.66/232로 OECD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평균의 61%수준). OECD 전체(34개 회원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시장환율

기준) 28위

「한국과 OECD주요국가간 전기요금 수준 비교분석」, KEPCO경제경영연구원,

2013.7.17. 제13-25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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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전기서비스에 비

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

너무
비싸다

비싼
편이다

그저
그렇다

싼
편이다

너무
싸다

응답자 수 29 398 351 122 0

비중 3.2 44.2 39.0 13.6 0

우리나라의 가정

용 전기요금과

OECD 평균

OECD
평균보
다 더
비쌀 것
같다

OECD
평균과
별로
차이나
지 않을
것이다

OECD
평균보
다 쌀
것 같다

- -

응답자 수 316 409 175 - -

비중 19.4 45.4 35.1 - -

앞으로 우리나라

의 전력요금에 대

한 예측

상당히

오를

것이다

조금

오를

것이다

별 차이

없을

것이다

조금

내릴

것이다

상당히

내릴

것이다

응답자 수 96 711 84 8 1

비중 10.7 79.0 9.3 0.9 0.1

<표 5-1> 전력요금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예측한 사람이 전체의 9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문항은 ①현재 원자력 발전시설이 우리나라

총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갖는 견해(3점), ②우리나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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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비중

너무
낮은

편인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너무
높은

편인 것
같다

- -

응답자 수 95 534 271 - -

비중 10.6 59.3 30.1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매우
안전하다
고 본다

안전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불안한
편이다

매우
불안하다
고 본다

응답자 수 4 158 195 471 72

비중 0.4 17.6 21.7 52.3 8.0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전

안전성 판단에

미친 정도

많이
받았다

어느
정도
받았다

그저
그렇다

거의
받지
않았다

전혀
받지
않았다

응답자 수 180 488 148 80 4

비중 20.0 54.2 16.4 8.9 0.4

<표 5-2>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인식

단위: 명, %

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평소에 가진 의견(5점), ③일본 후쿠

시마 원전사고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판단에 미친 정도(5

점)로 포함됐다.

<표 5-2>에서와 같이 60%이상의 응답자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

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반면 현재 원

전의 비중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

러나 원전의 비중이 너무 높다고 응답한 사람 또한 30%에 달했다.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84명에 불과

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원전의 안전성 혹은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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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

1 2 3 4 5

합계
매우 안전 안전한 편

그저
그렇다

불안한
편

매우
불안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대도시 2 0.3 127 18.1 148 21.1 368 52.6 55 7.9 700

원전
인근

2 1.0 31 15.5 47 23.5 103 51.5 17 8.5 200

<표 5-3>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원전 인근지역과 대도시지

역으로 나눠보면 <표 5-3>과 같다. 대도시 지역 응답자의 18%가

안전한 편이라고 인식하여 원전 인근지역 응답자 비율보다 2%정도

높았다. 반면 원전 인근 지역 응답자 중 ‘그저 그렇다’고 답한 사람

이 도시 지역 응답자 보다 2%정도 더 많았다. 즉, 비중별로 살펴보

면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별 특성보다 개인의 소득이나 다른 특성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가능한 다른 해석은 원전인근 거주자보다는 대도시 거주자가 원

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산될 수 있는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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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온실

가스배출 규모

경제규모
에 비해
많이
배출

그저
그렇다

경제규모
에 비해
적게
배출

- -

응답자 수 0 343 557 - -

비중 0.0 38.1 61.9 - -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활동에 찬성여부

적극
찬성이다

어느정도
찬성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응답자 수 87 556 175 78 4

비중 9.7 61.8 19.4 8.7 0.4

<표 5-4>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인식

단위: 명, %

3.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인식문항은 ①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지에 대한 인식18)(3점), ②

우리나라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에 찬성하는지(5점)

로 구성되었다.

제 2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대

상국 중 온실가스 총배출량(2011년 기준)이 6위임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인식한 응

답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경제규모에 비해서 적게 배출한다고 답한

사람이 다수였다.

동시에 응답자의 70%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이 산업활동을 위

축시킬 수 있지만 감축노력을 찬성했다.

18)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1년도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 다
음으로 (의무감축국 중)6위이다. 「2013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보고서」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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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형 분석

1.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변수들을 비슷한 특성에 따라 작은 집합으로 나눈다.

목적에 따라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모형에 대한 가정 없이 자료를 몇

가지 요인들로 개략화(approximation)하고,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laysis)는 기존연구에서 요인모형을 가져와

검증한다.(이순묵, 2010) 본 절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이질성

(heterogeneity)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전력요금, 온실가스, 원자력

발전의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한다. 기존 연구에서 전력에 대한 태도를 요인별로 나누는 분석

은 시행된 적이 없으며, 태도척도 간의 이론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

함이다.

요인분석은 상관행렬을 분해하여 추출(factoring)한다. 주성분분석

은 서로 연관이 있는 측정변인들의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을

통하여 서로 독립적인 합성변인(composite variable)을 추출하는 통

계적 기법이다(엄한주, 2001). 태도변수의 고유요인 구분만이 관심사

가 아니므로, 측정변수의 분산전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주성분방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전체 분산은 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요인의 수를 결정하

는 과정에서 <표 5-5>와 같이 고유값(eigenvalue)이 1보다 크고 정

보력이 높은 요인을 선택하였다. 인자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직교

회전방법 중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고, 서로 상관되어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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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Factor1 1.59878 0.17622 0.1998 0.1998

Factor2 1.42256 0.31723 0.1778 0.3777

Factor3 1.10533 . 0.1382 0.5158

<표 5-5> 요인의 고유값

Variable Factor1 Factor2 Factor3

expcheap 0.0299 0.7207 0.1591

oecd 0.1167 0.7821 -0.0821

expect 0.3043 0.0511 0.6773

nuclearrate 0.0957 0.1687 0.5685

safety -0.7680 -0.1161 -0.1269

fukushima 0.7660 -0.0261 0.0783

greenhousegas 0.4610 0.2467 -0.5172

effort 0.3056 -0.4304 -0.0409

<표 5-6> Pattern Matrix

은 세 요인은 전체 분산의 51%를 설명한다. 변수 간 상관계수행렬

로부터 만들어진 요인부하행렬(Pattern Matrix)은 <표 5-6>와 같다

요인분석만으로 태도변수들을 분류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즉, 태도에 따른 잠재적인 클래스 분류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른

모형으로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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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결과19)

사회경제변수가 공변량으로 사용된 다중지표다중원인(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MIMIC)모형은 <그림 5-1>과 같으며,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으로 추정된 결과와 순위로짓의 추정

결과는 <표 5-8>, <표 5-9>에 제시되었다.

먼저 잠재변수를 ‘가격, 안전, 환경’으로 나누어 추정해보았으나 추

정치가 유의미하지 않아, 미래 혹은 현재에 대해 어느 쪽을 중시하

는 지를 잠재변수로 추정하였다.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미래지향적인지 혹은 현재지향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로 시간에 따른 태도는 잠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겉으

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류에 따라 이름붙일 수 있다.

각각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살펴보면 원전인근 거주 더미(c1)는 원

전 거주면 1이고, 아닐 경우 0이며 성별(c3)은 남자의 경우가 1이다.

전력요금(c2)과 소득(c7)은 구간으로 제시되었으나, 전력요금이 1만

원 이상∼2만원 미만의 경우, 2로 처리하여 추정결과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했다. 15세 이하 가족구성원을 포함(c5)하고 있다면 미

래지향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65세 이상 구성원을 포함(c4)하

면 현재지향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됐다. 교육 더미(c6)

에서 대졸 이상이면 1이며, 가계 규모(c8)와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

원(c9)은 각각 인원수를 이용하였다.

측정함수의 변수는 제 4 장에서 설명한 변수를 의미한다. 즉, 미

래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변수그룹1과 현재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변수그룹2로 나누어진다.

잠재변수를 포함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인 MIMIC모형으로 추정 후,

19) Stata/SE 12.1 프로그램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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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MIMIC 모형 구조

두 개의 잠재변수를 갖게 되고 이는 이산선택모형에 클래스 선택확

률로 반영된다.

일반적인 LC모형과 마찬가지로, HLCM모형에서도 클래스의 개수

는 BIC와 AIC가 적합도 검정의 척도로 사용된다.(Swait, 2007) 적합

도 검정결과 <표 5-7>와 같이 클래스가 많아질수록 로그우도값

(log-likelihood)은 커졌다. AIC와 BIC값은 모든 클래스에서 동일하

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대안의 특성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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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asses 3 Classes 4 Classes

Log likelihood -2324.399 -2275.631 -2259.73

N 9000 9000 9000

AIC 4648.798 4551.262 4519.459

BIC 4648.798 4551.262 4519.459

<표 5-7> 클래스 개수별 적합도 검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검정(good-to-fit)의 지표로 사용되는

AIC/BIC20)값이 가장 작게 나타난 클래스 4개를 나눈다.

<표 5-8>에서 잠재변수가 태도척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는 모든 추정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잠재

변수가 발전원에 대한 태도진술 응답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주요한 특성변수라 할 수 있는 원전인근 거주와 소득에 대

해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값이 나타났으나, 가족구성원의 연

령에 대해서는 태도와 유의하지 않았다.

20)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  × ln ×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  × ln ln  ×
k는 분산-공분산 행렬의 위수(rank)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자유도. N은 추정에 사용

된 관측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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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중시 현재를 중시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c1 원전 인근(더미) .16948 8.61***

c2 전력 요금 -.01259 -4.40*** -.16640 -33.91***

c3 성별(남자)(더미) .06292 6.63*** .13628 8.67***

c4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
-.00896 -1.25

c5
15세 이하 가족

구성원
-.01725 -1.71*

c6 대학 졸업(더미) -.08650 -8.60***

c7 소득 .063419 15.69***

c8 가계 규모(명) -.04195 -4.67***

c9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02052 -3.27***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8> MIMIC모형의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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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t-값 추정치

측정함수(잠재변수의 영향) 측정함수(차단점)

 5.491651 11.47***    -2.884755

 -2.340402 -6.55***    1.564812

 3.109597 8.28***    -5.106155

 2.968325 37.52***    -1.210219

 1.011172 14.73***    -.1119721

 2866779 3.96***    2.759862

 1817799 2.58***    -2.660867

 .2028781 2.88***    .5121506

클래스 할당 확률    1.898514

  -3.308472 -3.52***    5.009584

  -1.573686 -0.27    -5.357798

  -1.267079 -1.41    -1.727758

  -.8745943 -1.94*    .4678642

  -.1545591 -0.04    -1.181934

  1.184533 1.67    .8925797

  .6306059 2.18**    -.9991038

  2.802378 1.44    1.983922

  -.380347 -1.01    -1.487521

Class4 = Reference class    .9577309

   2.174549

   5.313044

   .0261128

   2.27288

<표 5-9> 측정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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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잠재변수가 클래스 선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하이브리드

잠재클래스 모형(HLCM)21)은 식 (10)의 함수 형태를 갖는다.

  (10)

단, =대안별 전력요금, =대안별 원자력비중,

=대안별 천연가스 대비 석탄비중, =특성변수의 파라미터벡터

전기요금은 설문조사에서 제시되었던 현재전기요금 대비 증감액

을 1kWh당 전기요금의 절대값으로 바꾸었다. <표 5-10>는 효용함

수의 확률변수 가 제 1형태 극한치 분포를 따르는 일반적인 조건

부로짓(conditional logit)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조건부로짓 추

정결과, 원자력 비중과 화석연료에서 석탄의 상대비중, 전기요금 모

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발전원 선택으로부

터 얻는 효용은 안전도가 우려되는 원전 비중이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전기요금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다음 <표 5-12>에 제시된 HLCM의 추정결과를 보면, 4개의 클래

스 모두에서 전기요금 증가에 대해서는 효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클래스1,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데,

이는 클래스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관측치가 줄었기 때

문이다. 클래스3의 경우 원자력, 석탄, 전기요금의 파라미터가 모두

21) 잠재클래스 모형에는 최우추정치를 얻기 위해 EM알고리즘(expectation-max-

imization, EM)과 뉴튼-랩슨 이터레이션(iterative Newton-Raphson procedure)

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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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클래스4도 석탄

의 파라미터가 5%유의수준에서 가까운 10% 유의수준을 가진다.

<표 5-9>에 제시된 클래스 할당 확률(class allocation probability)

은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이며   , 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

문에 미래와 현재를 중시하는 잠재변수는 모두 선호클래스1에 속할

확률을 감소시킨다. 또한 현재를 중시하는 태도는 클래스2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며, 미래를 중시하는 태도는 클래스2에 속할 확률을

감소시킨다.

첫 번째 잠재변수(미래를 중시)에 양수값을 갖는 응답자는 클래스

3에 속하기 쉬우며, 클래스2에는 드물게 속한다. 그러나 두 번째 잠

재변수(현재를 중시)에 양수값을 갖는 응답자는 클래스 2에 속하기

가 더 쉽다.

즉, 클래스 할당은 잠재적인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

며, 현재를 중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클래스1에, 미래를 중시하

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클래스2에 속한다.

<표 5-10>은 조건부로짓함수의 선택모형이며 <표 5-11>은 클래

식 잠재클래스모형(Latent Class Model)의 선택모형 추정결과를 나

타낸다. 클래식 잠재클래스모형의 경우 클래스 할당 확률이 특성별

선택결과에 따라서만 좌우되며, 개인특성이 반영된 잠재변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표 5-11>과 비교하여 클래스2를 제외

하고 다른 클래스의 t-값이 모두 작아졌으며, 클래스3으로 쏠림현상

이 더욱 심해져 클래스1, 2의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

클래식 잠재모형과 HLCM의 자료 적합성은 비교하기가 쉽지 않

지만 개인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부로짓함수보다는 HLCM

의 자료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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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Log-likelihood -2570.76

파라미터 추정치 t-값

원전비중 -.0403 -8.80***

가스대비 석탄비중 -.0028 -4.05***

전기요금 -.0362 -22.96***

<표 5-10> 조건부로짓함수의 선택모형 추정결과

Latent Class Model

Log-likelihood -2273.36

Class1 Class2 Class3 Class4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1217 0.84 -.3153 -2.79*** -.0750 -4.51*** -.0268 -2.43***

 -.0360 -0.82 -.0074 -0.72 -.0080 -3.26*** -.0018 -1.09

 -.0416 -0.69 -.0025 -0.18 -.1306 -7.90*** -.0139 -3.79***

class
share

0.100 0.081 0.540 0.279

<표 5-11> 클래식 잠재클래스 모형 추정결과

HLCM

Log-likelihood -2265.58

Class1 Class2 Class3 Class4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6179 1.43 -.3182 -2.65*** -.0729 -4.65*** -.0252 -2.74***

 -.3029 -1.30 -.0061 -0.57 -.0079 -3.33*** -.0024 -1.93*

 -.4916 -1.24 -.0022 -0.15 -.1267 -8.66*** -.0134 -3.80***

class
share

0.120 0.148 0.465 0.267

<표 5-12> HLCM의 선택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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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석탄

WTP

(95%신뢰구간)

-1.11

(-1.30, -0.93)

-0.08

(-0.11, -0.04)

<표 5-13> 조건부로짓의 WTP

단위: 원/kWh

제 3 절 한계지불의사

조건부로짓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면 전원구성에서 현재 25.7%인

원전의 비중 1%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는 1.11원이며(전기요금 124

원 기준 추가지불요금), 석탄을 1% 줄이고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것

에 대한 지불의사는 0.08원으로 나타났다.

HLCM모형은 각 개인 특성이 반영되어 클래스 할당 확률이 정해

졌다. 따라서 클래스 할당 확률을 이용하면 클래스별로 개인의 사회

경제변수의 기댓값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번째 응답자가

원전인근 거주자이고, 이 응답자가 클래스1에 있을 확률이 이리

면 이 때 기댓값이 로 식(11)과 같이 계산된다.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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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추정된 할당 확률은 사전추정치((prior estimates))과 후방

추정치(posterior estimates) 모두 사용가능하다. 식(4)에서 클래스

할당 확률은 잠재변수와 동시에 확률오차항을 갖는 함수이기 때문

에 그 자체가 확률분포를 가지며, 따라서 그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

될 필요가 있다.

클래스 할당 모형인 식(4)의 추정된 파라미터  를 가지고, 클래

스 확률을 사전추정하면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식

(2)를 따르면서 잠재클래스확률의 후방추정을 구할 수 있다.





  


Pr

  ∙


Pr
  ∙


12)

(12)

클래스 할당확률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5-2>와 같다. 박

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 2,3,4에 속할 확률이 클래스 1에

속할 확률과는 차이가 나고, 중앙값(median)은 클래스 3,4가 클래스

1,2보다 크다.

MIMIC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변수에 대해 후방추정으

로 나온 확률을 이용해 각 클래스별 기댓값을 계산하면 <표 5-14>

와 같다.

원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 거주자는 클래스4에 속하기 쉬

우며, 원전에서 가까운 지역 거주자는 클래스2에 속하기 쉽다. 전력

요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클래스2에 속하기 쉬우며, 소득이 높은 사

람은 클래스4에 속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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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1 Class2 Class3 Class4

원전 인근 0.27 0.28 0.22 0.21

전력 요금 5.63 4.47 4.98 4.97

성별(남자) 0.29 0.39 0.32 0.31

대학 졸업 0.44 0.40 0.28 0.36

소득 5.54 5.66 5.51 5.83

가계 규모(명) 3.28 3.28 3.22 3.35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2.44 2.49 2.53 2.52

<표 5-14> 설명변수의 클래스별 기대값

<그림 5-2> 할당 확률의 사전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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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1 Class2 Class3 Class4

원자력( ) - -144.63 -0.57 -1.88

석탄() - - -0.06 -0.17

<표 5-15> HLCM의 한계지불의사(marginal WTP)

최종적으로 각 에너지원에 대한 클래스별 한계 지불의사를 도출

하면 <표 5-15>와 같다. 조건부로짓모형과 비교하면 클래스4의 지

불의사가 1.88원으로 가장 유사했으며, 이는 기준 전기요금 124원의

1.51%에 해당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클래스1,2를 제외하고 클래스3,4의 평

균가격은 원자력과 석탄의 지불의사가 각각 1.22원, 0.11원으로 나타

나 조건부로짓모형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할당 비중이 가장 높은 클래스3은 원자력에

대한 추가지불의사가 전기요금의 0.45%였으며,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0.04%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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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잠재클래스모형을 이용하여 클래스별로 전

력생산의 에너지원별 외부비용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변수가 잠재변수에 작용하여 환경·안전

에 대한 태도를 나타나게 하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잠재클래스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력 에너지원 중

에서 원자력과 석탄에 부여하는 가치를 클래스별로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클래스별 사회경제변수의 기댓값을 구하였다.

클래스 할당은 잠재적인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현재를 중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로 클래스1에, 미래를

중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클래스2에 속했다.

조건부로짓모형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는 전원구성에서 현재

25.7%인 원전의 비중 1%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는 1.11원이며(전기

요금 124원 기준 추가지불요금), 석탄을 1% 줄이고 천연가스로 대

체하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는 0.08원으로 나타났다.

HLCM모형의 추정결과는 원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 거주

자이며 소득이 높은 응답자는 클래스4에 속하기 쉬우며, 원자력 비

중을 줄이는 데 대한 지불의사는 1.88원으로 조건부로짓모형의 1.11

원보다 높았다. 이들은 또한 석탄의 비중을 줄이는 데에도 조건부로

짓모형의 결과보다 2배 정도 지불의사가 높았다. 학력이 낮고, 저소

득자이면서 가족구성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수가 많은 응답자의

경우 클래스3에 속하기 쉬우며, 원전 비중을 낮추는 데 대한 지불의

사가 0.57원, 석탄에 대해서는 0.06원으로 조건부로짓모형의 결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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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았다. 이는 MIMIC모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미졸업자

일수록 현재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을 낮추는 것

에 대한 지불의사는 석탄비중을 낮추는 것보다 높다. 이는, 온실가

스배출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보다 원전사고를 줄이는 것에 더 큰

지불의사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5

번째로 많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주는 영향성이 큰 것이다.

둘째, 현재 전원구성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며 소매 전력요금에는

구성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한다. 정산단가는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할 경우 원자력의 평

균정산단가는 33원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전원별 외부효과를 도출하는 것 외에 미래/현재

지향적인 태도가 위험·환경·가격에 대한 태도응답을 결정하는 구조

를 밝혔다. 각 개인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용된 소득, 성별,

원전인근 거주여부, 교육수준, 한 달 전기요금 등 사회경제적인 변

수의 거의 모든 추정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신·재생, 천연가스 등 전원구성의 다른 에너

지원에 대해서는 외부효과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다. 선택실험에서

다양한 대체가능성을 지닌 특성을 제시하면 응답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한계다.

향후에 응답자가 전원 간 대체관계를 분명히 파악하도록 실험을

설계한다면 전체 전원의 외부효과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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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rnal Costs of electricity generation

mix: Using a Hybrid Latent Class

Model

Heo Hyejin

Dep.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ctricity generation mix helps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of electricity by portfolio. Especiall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meltdown in 2011, it has become crucial to take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and human safety as well as economic efficiency.

This study aims to derive external costs with WTP(Willingness

To Pay) on two power sources, nuclear power and coal,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power mix.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of 900

consumers of small towns near nuclear plants as well as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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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of Korea: Seoul, Busan.

Preferences and WTP estimates for electricity generation mix

is implicitly derived from the respondents’ choice CE(Choice

Experiments), which is a useful method asking respondents to

choose the combination of attributes. It provides more information

about their preferences by suggesting more alternatives than the

discrete choice approach.

The latent variables as the attitudes to time was used in the

study rather than relying on simple linear approaches or

potentially bias-inducting deterministic approach based on

incorporating stated attitudinal indicators directly in the choice

model.

First of all, WTP is presented as a result of individual's

complicated behavioral process. Hybrid Latent Class

Model(HLCM) was utilized to determine the explicit structure to

set individual's attitude. Latent variables such as future-oriented

or present-oriented were constructed through a MIMIC model.

The results of estimation between socioeconomic variables and

attitudinal variables were significant in level 1%.

Secondly, the attributes including the percentag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portion of natural gas versus coal, and the

bill were estimated by using 3 models: Conditional logit model,

Latent Class Model and HLCM.

All the estimates of WTP were presented as a marginal value.

WTP for reducing 1%p from the current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25.7%) in Conditional logit model is



- 67 -

1.11KRW/kWh. WTP for replacement of coal is 0.08KRW/kWh.

To compare with Conditional logit model, in HLCM consumers’

WTP in class 3 for a 1%p decrease in nuclear power generation

is almost half of value, 0.57KRW/kWh. It is 0.45% of electricity

bill per kWh based on the electricity price(124KRW/kWh). WTP

of class 4 is much higher than the value in Conditional logit

model, 1.88KRW/kWh.

WTP for a replacement of coal in class 3 is 0.06KRW/kWh

and that in class 4 is 0.17KRW/kWh, which means each class

has willingness to pay 0.04% and 0.13% more electricity bill.

On average consumers in class 3 and class 4 revealed WTP

for a 1%p decrease of nuclear generation is 1.22KRW/kWh and

for a replacement of coal is 0.115KRW/kWh. The average results

of HLCM show similar results with conditional logit model.

The study can draw two major implication. Korean consumers’

WTP for 1%p decrease in nuclear net generation is nearly three

times larger than for a 1%p decrease in coal net generation. It

means Korean consumers have higher acceptance for greenhouse

gas(GHG) emissions than radioactive risk.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ttitude to time is a key latent

variable for choosing choice model by sett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an important role

keywords : electricity generation mix, Hybrid Latent Class

Model, choice model, nuclear power price, 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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