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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글로벌 전력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으

며,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획기

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였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전력산업이라는 특성과 정부의 중∙장기적인 확대 목표를 기반

으로 공격적 지원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 의존형 산업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정책 속성에 대한 국민의 이질

적 선호와 수용성을 컨조인트 조사(Conjoint Survey)와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2020년, 2025년 2030년 단계별 국민의 계층별 수용률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아울러,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인지수준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매

체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계층별 효과적인 정보획득 경로를 식별하였다. 

연구결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는 2개의 이질적 계

층으로 식별되었으며, 연간 정전시간 감소를 선호하는 현상유지계층과 온실가

스 배출 감소를 선호하는 합리적 선택계층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선호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친 정책 인지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과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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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였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률 시뮬레이션 결과는 2020년 

63.2%, 2025년 48.95%, 2030년 38.15%로 나타났다. 단계의 진행에 따른 

국민 수용률 하락의 가장 큰 동인은 전기요금 상승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책 인지에 연관성이 높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인터넷, 주변지인, 

그리고 신문/잡지로 두 계층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커뮤니케이션 출처는 계

층별로 상이하게 식별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정

책 초기에는 정책 속성에 대한 국민의 이질적 선호를 반드시 고려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 수용률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가격경쟁력

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평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수

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층별로 효과적인 정책 인지요인과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정책홍보를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

고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신재생에너지 정책, 정책 인지수준, 컨조인트 조사, 잠재계층모형, 

이질적 선호, 국민 수용성, 시나리오 분석,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출처 

학  번 : 2017-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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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전력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으

며, 2040년 세계 발전 설비용량의 46%(5,170GW)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14년 대비 2.8배의 가파른 성장으로 

세계 에너지시스템의 본격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기술기획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협약 이후 유럽에 이

어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등의 지원 정책 및 규

제를 추진함으로써 성장하였으며(한국기술기획평가원, 2017), 그 성장세는 신

기후체제(Post 2020)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2017년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2030년까지 발전

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였

다.1 이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전력산업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파리기후 협약 체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BAU 37%)를 

달성하고, 원전에 대한 안전 우려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의 난

                                            

 

 
1
 2017년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하였다 (산업통상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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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6.2%의 아주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2을 고려

할 때,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낙관할 수 없으며, 

급격한 국내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과 지지가 절실하다.  

이는 선도국 사례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력산업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고,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형태로 개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과 전력 공급 변동성에 대한 소

비자의 수용 여부가 정책 추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형 자가용 및 농

가 태양광과 협동조합∙ 시민펀드형 사업 등 발전사업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를 이끌어야 하므로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 선호 기반의 

수용성 제고방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많은 국가에서 신새쟁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고

려함에 있어서 국가 수준의 수용성과 지역 수준의 수용성 차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정책집행에 있어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된 점을 비추어 볼 때, 국민 선

                                            

 

 
2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기준을 적용하여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2015년 신재

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4%로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3
 독일은 전력시장이 민영화되어 있었으나,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정부 주도의 에너

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연평균 6%의 전기요금 상승을 국민들이 수용하였다.(한국경제

연구원, 2016), 그리고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 요금 인상 전망에도 불

구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정책(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추진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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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이질성에 기반한 수용성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

질적인 선호를 가정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이 관련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통해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channel) 및 출처(source)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민 선호 기반의 신재

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수용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질적인 선호를 파악하

여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수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인지수준의 요인을 식별하며, 이러한 요인과 커뮤니

케이션 채널(channel) 및 출처(source)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정

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다각적 홍보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연구목적으

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연구 1과 연구 2, 총 2단계

로 구성되며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효

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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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에서는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4 정책

속성에 대한 국민 선호의 이질성과 계층별 수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컨조인트 

조사(Conjoint Survey)와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여러 

계층으로 나눠진다고 가정하고,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활용하

여 선호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정책 인지수준, 정책 

홍보와 교육에 대한 태도를 심리적인 요인을 설정한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잠재적 계층별 선호를 

분석하고 계층별 정책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및 민감도(Sensitivity)

를 비교 분석하여 계층간 선호의 차이를 식별한다.  

계층별 선호의 차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편익과 기대비용을 데이터로 활용하여 가상 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하

고, 계층별 수용률 변화의 차이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다.  

연구 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출처를 분석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정책 인지수준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출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제외한 설비용량 500MW 이상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발전사업자

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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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민 수용성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범

위 및 방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제2장 문헌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및 정책 현황,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선호에 대한 기존 연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수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동기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3장 연구모형 및 방법론에서는 본 연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연구를 소개

하고, 각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론과 데이터를 설명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및 해석에서는 잠재계층모형 분석과 민감도 분석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도출하

였으며, 정책 인지수준과 커뮤니케이션 매체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도출

하고, 논의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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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및 정책 현황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73개국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하였고, 146개국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2016; 최준원, 2017).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세계 발전용량의 29%, 세계 전력 생산의 24%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력을 제

외할 경우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785GW에 이르고, 이 중 풍력과 태

양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6; 최준원, 2017).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달에 따른 투자원가의 

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이미 신재생에너지의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5를 달성함에 

따라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상승 부담의 축소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축소하고,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에서 성

숙기를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아울러, 2040년 세계 발전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4년 23%에

서 2040년 37%로 증가되고, 세계 발전설비의 46%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

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각각 13%에 이를 전망이

                                            

 

 
5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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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중국, EU, 미국, 인도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

의 2/3을 담당하고,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는 전통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을 병행하여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우리 정부도 글로벌 전력산업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

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표 1]과 같이 원

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

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6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표 1] 발전원 설비용량 비중과 발전량 비중 계획 

구 분 연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 
‘17년 19.3% 31.6% 31.9% 9.7% 

‘30년 11.7% 23.0% 27.3% 33.7% 

발전량 비중 
‘17년 30.3% 45.4% 16.9% 6.2% 

‘30년 23.9% 36.1% 18.8% 20.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1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참고하여 재작성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6.2%로 아주 

                                            

 

 
6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목표를 

63.8GW(이 중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85%)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신규 설비 48.7GW를 확대하고, 이 중 97%를 태양광(30.8GW, 63%)

과 풍력(16.5GW, 34%)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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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며, 그나마도 폐기물의 비중이 높아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4%에 불과하여 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이의 양산을 위한 초기 시장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낮은 소매 전력요금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가

격경쟁력이 낮아 자생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에

너지경제연구원, 2017).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

대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200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7를 도입하였으나, 

경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2012 년 신재생에

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의 공급의무자는 총 18

개 전력생산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5개 발전공기업(남동, 중부, 서

부, 남부,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10개 민간 발전사업

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그리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 목표도 기존 2023년 10%에서 

2030년 3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17). 

                                            

 

 
7
 발전차액지원(FIT: Feed in Tariff)제도는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

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의 판매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

원해주는 정책이다.(한국전기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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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태양에너지의 경우 최고기술국

인 미국에 대비하여 82.2%이고, 기술격차는 2.6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풍력에너지의 경우 최고기술국 EU 대비 72.7%이고, 기술격차는 5.3년이 존

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

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수는 473개이고 고용인원은 1만 

6,177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의욕

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수립과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육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신재

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초기 시장 

형성과 성장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따라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자생적인 시장을 형성하

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

정성 약화8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며 (에

너지경제연구원, 20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무엇보다 이러한 변

화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8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시키려는 정부계획이 실현되어서 변동성이 확

대될 경우 발전시장에 더 많은 대응을 필요로 하게 하며, 더 많은 유연성 전원의 확보가 필요

하게 될 것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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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선호 연구 

2.2.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연구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이

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1980년대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초기단계에서 시

행된 국민 여론조사에서 매우 높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이 중

요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

한 연구는 Carlman(1984)에 의한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제

기를 시작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Wüstenhagen et al., 2007).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확대에 따른 지역 주민의 저항과 갈등 등 

예기치 못한 장벽을 경험하므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연구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Wüstenhagen et al., 2007). 

 Wüstenhagen et al.(2007)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사회

정치적 수용성(Socio-political acceptance)과 지역 수용성(Community 

acceptance), 그리고 시장 수용성(Market acceptance)으로 구조화하여 설명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Schumann(2015)은 기술타입에 따른 서로 다른 수용성을 주장하였는데, 

‘product and everyday technology”와 “work technology” 는 능동적인 

행동으로 수용성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에너지 기술과 같은 “ large scale 

technologies”는 능동적인 수용이 아닌 수동적인 수용이나 관계자 또는 주

민의 용인(tolerance)을 수용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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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sch, Valentin, et al.(2016)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large scale technologies”관점을 적용하여 대규모 에너지 기술과 관련 정

책 전략들에 대한 수동적 또는 능동적 사회정치적(Socio-political) 그리고 

지역(community) 수용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과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하여 나타난 사회적 수용성과 선호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의 수

용성과 지역 수준의 수용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driver)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ertsch, Valentin, et al.(2016)의 정의를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수동적 또는 

능동적 사회정치적 그리고 지역 수용성으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

지 공급의무화 정책(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에 대한 사회적 수

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2.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기존 연구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선호와 신재생에너지

(technology)에 관한 선호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Shin et al.,2014).  

이러한 연구는 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의 속성(attribute)에 대한 선호를 분

석하고 한계지불의사액을 얻기 위해 이산선택실험(Discrete Choice 

experiment)인 컨조인트 조사(Conjoint Survey)를 통해 진술선호자료

(stated preference data)를 수집하고,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Green and Srinivasan, 1990;Shi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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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설명하면, 우선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나 발전원의 핵심 속성을 세분화

하고, 이러한 핵심 속성으로 구성된 가상의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선호되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진술선호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Green and Srinivasan, 1990;Shin et al., 2014).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실험을 통해 습득한 데이터를 이산선택모형으로 분석

함으로써, 대안의 각 속성(attribute)에 대한 수준별 부분가치(part-worth)

들을 기반으로 여러 대안 중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이다.(Green and Srinivasan, 1990;Shin et al., 2014)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별 속성 변화에 따른 국민 

수용도 변화를 예측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Huh and Lee, 2016).  

Longo et al.(2008)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다양한 가상 정책에 대한 

영국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의 핵심 속성을 온실가스 감소, 정전시간 증가, 에너지분야 고용창출, 전기요

금 상승으로 설정하고, 컨조인트 조사를 통해 진술선호자료를 수집하여 이산

선택모형인 조건부 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정책 속성

별 한계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다. 영국 국민들은 1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1% 

감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29.65파운드를 지불하고, 1분의 정전시간 감소를 위

해 0.36파운드를 감소하며, 에너지 산업분야에 고용창출을 위해 0.02파운드

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인구학적 변

수를 상호작용항으로 이용하여 나이, 소득, 교육수준, 환경조직의 가입여부, 

자녀유무의 요인에 따른 정책 속성별 선호의 이질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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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연구에서 Shin et al.(2014)은 

이산선택모형인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신재생에너

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의 핵심 

속성을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 감소, 고용창출, 정전시간 증가, 산림훼손으

로 설정하였으며, 정책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한국 국민들은 

1만톤의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3.1764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1명의 고용창출을 위해 0.5124원을 지불하며, 1분의 정전시간 감소를 위해 

66.6672원, 0.033km2 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1.5895원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상의 정책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정책별 속성 변화에 따른 국민 수용도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정책 설계 및 추

진에 있어서 지침을 제공하였다. 다만, 혼합로짓모형의 활용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선호의 이질성에 영

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Huh and Lee(2016)은 발전원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연구에서 에너지원에 

대한 핵심속성을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배출, 전기요금, 위험성, 연간 정전

시간, 에너지원료 수입 의존도로 설정하였으며, 발전원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성을 선호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통해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른 발전원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계층별 선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발전원 속성별 한

계지불의사액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kWh당 1.37원, 1분의 정전시간 감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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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당 1.67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연령이 낮고 가구소득이 높

은 계층은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kWh당 0.01원, 1분의 정전시간 감소를 

위해 kWh당 2.97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렇게 이질적인 소비자 선호에 기반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수요측

(demandside) 전원믹스를 제안하였다. 

 Bertsch et al.(2016)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선호 분석에

서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정책목표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밝혔으며, 나이와 교육수준이 

수용성에 가장 영향이 높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임을 설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에 있어서 나타나는 국가 수용

성과 지역 수용성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현상을 고려함으로써 소비자 선

호의 이질성을 연구하는 발전이 있었으나, 선호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주로 나이,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

성에 제한되는 등 소비자 선호의 이질성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활발하지 못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질적인 국민 선호의 원

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자 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선호 연

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책의 이해도나 인지의 관점에서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절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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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는 주로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에 대해 다루어졌다

(Zoellner et al.,2008; Huijts et al., 2012). 

여기서 심리적 요인이란 소비자나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지되고 이해되

며, 평가되는 요인들로, 위기 인식, 환경 의식,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지, 절차

의 공정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Zoellner et al.,2008; Huijts et al., 2012).  

Huijts et al.(2012)는 에너지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들

(Psychological factors)에 대한 포괄적인 수용 프레임워크(Technology 

Acceptance Framework)를 제시하였는데, 이득(Gain), 규범(Normative),  

그리고 감정(Affect) 동기(Motivation) 이론들과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y)를 종합적으로 정리(review)하여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술 수용에 따른 ‘비용과 위험, 편익의 인

지(perceived cost, risk and benefit)’, ‘문제인지(problem perception)’, ‘효

능 인지(efficacy perception)’, ‘긍정적∙부정적 감정(positive and negative 

affect)’ 등이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Zoellner et al.(2008)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상관관

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주민들에 의해 인지되는 절차적 공정성(perceived 

procedural justice)과 경제적 평가(perceived economical estimation)가 수용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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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편익과 

비용(benefit and cost) 및 긍정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인지를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언

론매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정책 홍보를 제언하였다. 

Mallett(2007)는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기술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Rogers(1962)의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이론’이 신재생에너

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하였다 

(Wüstenhagen et al., 2007). 

Rogers(1962)는 혁신결정과정에서 혁신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데, 1단계 지식단계에서는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

지’, ‘혁신에 대한 지식(단순지식, 노하우, 원리지식)에 대한 인지’와 2단계 설

득단계에서는 ‘혁신에 대한 평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McGuire(1989)는 Rogers의 혁신결정과정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혁신의 인지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과 출처

(source)9가 다르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혁신의 채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Rogers(1962)의 혁신결정과정 

단계별 인지유형과 McGuire(1989)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연결하여 구조화

하면 [표 2]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9
 출처는 메시지 생성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하고, 채널은 메시지 전달 방법 또는 경로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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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혁신결정단계에서 인지 유형과 커뮤니케이션 효과 

혁신결정과정 인지 유형(perception type) 커뮤니케이션 효과 

1단계  

지식단계 

① 혁신의 필요성(Felt need) 

매스미디어 채널 

(Mass media 

 channel) 

② 혁신에 

 관한 인지 

단순인지(Awareness knowledge) 

노하우(How to knowledge) 

원리지식(Principle knowledge) 

2단계  

설득단계 
③ 혁신 평가 인지(Innovation evaluation)  

대인채널 

(Interpersonal 

 channel) 

출처 : Rogers(1962)‘Diffusion of innovation’을 참고하여 재작성 

 

그리고, Mallett(2007)의 주장을 인용하여 Roger(1962)의 혁신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을 신재생에너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 ‘신재생에너지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인지’를 신재생에너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McGuire(1989)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이

론을 적용하여 이러한 요인의 인지에 있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channel)과 출처(source)가 다르다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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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책의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 매체와의 관계 연구 

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이해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므로 정책 집행자에게는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

은 매우 높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박종연 외, 2001; 최연태 외, 

2011) 

정광호(2008)은 시민 활동과 정책 리터러시(literacy)10 의 관련성을 함수

관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시민활동, 성별, 교육수준 등의 변수가 정책 리터러

시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책 이해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리터러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

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국내의 실증연구에서도 대부분 미디

어의 이용이 정치 지식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내원, 2004;김민하, 2008;성동규, 2007) 따라서, 정책 이해도와 관련하여 

미디어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과 출처(source)의 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강내원(2004), 김민하 외(2008) 그리고 성동규 외(2007)도 미디어 이용

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대부분 미디어 이용의 정치적 효과가 신
                                            

 

 
10

 리터러시(literacy)는 사전적으로 어떤 기록물을 읽거나 쓰면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하

지만 디지털 시대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건, 현상, 사물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형성하여 의

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9 

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장르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개인의 정치적 

요인들과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박성준, 

2017). 또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수범 외(2013)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구전효과(Word of Mouth, WOM)11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매체로 활용하여야 한

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Bimber(1998)는 인터넷이 일상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온라

인 토론방 또는 포럼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타인의 의견을 살피

는 등 사람들의 정책과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였

으며, 그 외에도 온라인 매체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한혜경(2005), 그

리고 민영 외(2007)를 통해서도 연구되었다. 

2.4 기존 연구의 한계와 연구 동기 

기존 연구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여러 국가에서 이

슈화가 됨에 따라 국가수준과 지역수준의 수용성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분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

적 수용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Wüstenhagen et al., 2007; Zoellner et al., 2008;Bertsch, Valentin, et 

                                            

 

 
11

 이수범 외(2013)에서의 구전효과는 가족/지인 그리고 반상회/통반장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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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6). 

이러한 관심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

하여 설명하고, 정의함으로써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성과를 이끌었으

며(Wüstenhagen et al.,2007; Schumann, 2015), 신재생에너지와 정책의 선

호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질성을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들로 설명

하는 연구적 성과들로 이어졌다 (Zoellner et al., 2008; Longo et al., 

2008;Huijts et al.,2012; Bertsch, Valentin, et al.,2016;Huh and Lee, 

2016).   

또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을 연구하는 노력은 연구

방법론에서도 나타났는데, 개인별 선호의 이질성을 전제하는 혼합로짓모형

(mixed logit model)을 사용하거나(Shin et al., 2014),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상호작용항을 활용하는 방법(Longo et al., 2008), 다변량 공분산분석

(MANCOVA)을 활용(Bertsch, Valentin, et al.,2016)하는 형태로 나타났으

며, 소비자가 선호의 이질성에 기반하여 여러 계층으로 구분되는 것을 가정하

고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멤버십함수의 변수로 설정하는 잠재계층모형

(latent class model)을 통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Huh and Lee, 2016). 

그러나, 유럽 등 선도국부터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에서 목격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017)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책 이해도가 정책의 집행과 수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박종연 외, 2001; 최연태 외, 2011)라는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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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인 인지나 이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지수준에 따라 선호의 차이를 이끌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인지 요인을 

식별하고, 이 요인에 따른 선호의 이질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

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국민의 수용성이 무

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대부분 연구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사

회적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분

석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커뮤니케

이션 매체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Zoellner et al., 2008; 

Bertsch, Valentin, et al.,2016; Huh and Lee, 2016) 세부적으로 신재생에너

지의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커뮤

니케이션 채널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이

나 출처(source)를 제시하는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회

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 정책 선호의 이질적인 구조를 식별하고, 선호

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인지 요인과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channel) 및 출처(source)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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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심리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선호의 이질성을 전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 중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 인지 수

준에 따른 계층별 선호의 차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신재생에

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계층별 수용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인지수준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책의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 매체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관한 기

존 연구(강내원, 2004; 김민하 외., 2008; 성동규 외.,2007)와 Rogers 

(1961)와 McGuire(1989)의 혁신결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과 출처(source)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를 가진다.  

첫째,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질적인 선호 구조를 식별하고 

수용도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국민들의 선호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제한된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함의를 제공

하고자 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인지 요인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 및 출처(source)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정

책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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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및 방법론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민의 선호의 이질성에 기반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에 대한 잠재적인 선호와 수용성을 분석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계층별 수용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민 수

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과 출처(source)를 

식별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민이 각자의 선호 구조에 따라 여러 개의 선호 계층으로 나누어

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국민의 주관적인 정책 인지수준’과 같은 ‘심리적 요인’

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고, 각자 다른 선호의 구조를 가진 선호의 계층을 식별하며, 계층별 

선호를 기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정책’에 대한 가

상 시나리오에 따른 계층별 수용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호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과 출처(source)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본 연구의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개념화하여 설정하였다.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선택을 통해 소비

자의 선호가 실현화된 현시선호자료(revealed preference data)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산선택실험(discrete choic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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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통해 소비자의 진술선호자료(stated preference data)를 수집하여 분

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속성을 세분화하고, 가상의 정책을 여러 개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선호되는 대안인 정책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주관적인 정책 인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평가에 대한 인지수준’을 질문하였으며, ‘환경의 중요성’, ‘환경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정책 홍보와 교육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선택하게 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과 출처(source)의 이용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획득하는 매체와 출처를 선

택 가능한 대안들로 제시하고 복수로 선택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국민은 각자 선호의 구조를 바탕으로 잠재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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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계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정책 인지수준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

이 이러한 선호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제품 및 서

비스가 가진 각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게 해주는 모형 이산선택

모형(discrete choice model) 중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이용하

였고,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커

뮤니케이션 채널(channel) 및 출처(source)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관계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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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의 구성 

3.2.1 표본 기초 통계량 

본 연구의 데이터는 Shin et al.(2014)가 한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RPS)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택실험조사를 활용하

여 소비자의 진술선호자료를 수집할 때 획득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데이터는 2012년 8월 30일에서 동년 9월 19일까지 서울, 5대 광역시 

및 경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20세~60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가구

를 대표할 수 있는 성인 498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수용도 조사” 설문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설문진행은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코리아에서 시행하였

으며, 당초 500명이 응답을 하였으나 유효한 응답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2개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면접대상자는 목적적할당표본추출방법(purposive quota sampling)

을 이용하여 선정되었다. 모집단으로 선정한 서울과 5대 광역시 및 경기 신도

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및 연령의 분포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에 맞춰 표본을 할당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목

적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실제 모집단 비율로 가장 유사한 표본을 구성

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분석과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이 정책의 선호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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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샘플수(명) 

498 

비중 

100% 

성별 
남성 249 50.0% 

여성 249 50.0% 

나이 

20–24 세 53 10.6% 

25–29 세 66 13.3% 

30–34 세 49 9.8% 

35–39 세 88 17.7% 

40–44 세 56 11.2% 

45–49 세 72 14.5% 

50–54 세 72 14.5% 

55–59 세 42 8.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2.6% 

고등학교 223 44.8% 

대학교 247 49.6% 

대학원 15 3.0% 

가구소득 

1백막원 미만  1 0.2%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109 21.9% 

3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327 65.7% 

6백만원 이상 9백만원 미만  53 10.6% 

 

3.2.2 선택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Shin et al.(2014)의 컨조인트 선택실험 설문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속

성 5개와 속성수준을 아래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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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의 속성과 속성수준 

속   성 속성  수준 

1.전기요금 상승  

① 2% 상승 (월 전기료 5만원 기준, 1,000원 추가 부담)  

② 6% 상승 (월 전기료 5만원 기준, 3,000원 추가 부담)  

③ 10% 상승 (월 전기료 5만원 기준, 5,000원 추가 부담)  

2.온실가스(CO2)배출 

감소량  

① 3% 감소 /년 (1,800만톤 CO2eq 감소)  

② 5% 감소 /년 (3,000만톤 CO2eq 감소)  

③ 7% 감소 /년 (4,200만톤 CO2eq 감소)  

※ eq는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 단위임.  

3.고용창출 효과 

(실업률 감소)  

① 1만명 추가 고용창출 /년 (실업률 0.04% 감소)  

② 2만명 추가 고용창출 /년 (실업률 0.08% 감소)  

③ 3만명 추가 고용창출 /년 (실업률 0.12% 감소)  

4.연간 정전시간  

① 총 10분 내외 /년 

② 총 30분 내외 /년 

③ 총 50분 내외 /년 

5.산림훼손 

(부지문제)  

① 1억 6천만평(530km
2
) 산림훼손 /년 (여의도 면적의 180배)  

② 2억평(660km
2
) 산림훼손 /년 (여의도 면적의 230배)  

③ 2억 4천만평(790km
2
) 산림훼손 /년 (여의도 면적의 270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의 핵심속성을 설계함에 있어서 정책의 

시행에 따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기대비용과 기대편익을 고려하였으며,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CO2) 배출량 감소, 고용창출 효과(실업률 감소), 연

간 정전시간, 산림훼손으로 설정하였다 (Shin et al.,2014). 

첫째, 전기요금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 시행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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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이 전기요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한국전

기연구원(2009)의 RPS 도입시 3%의 전기요금 상승 추정을 기반으로 가구

당 월평균 전기요금 5만원의 2 %, 6%, 그리고 10% 상승을 속성수준으로 설

정하였다 (Shin et al.,2014). 

둘째, 온실가스(CO2) 배출량 감소는 Kydes(2007)의 미국에서 신재생의무

화비율제도 시행시 4% 감소를 추정한 연구와 EIA 데이터를 사용하여 5.8% 

감소를 추정한 Palmer와 Burtraw(2005)의 연구을 토대로, 3%, 5%, 7%/년 

감소를 속성수준으로 설정하였다 (Shin et al.,2014).   

셋째, 고용창출 효과(실업률 감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정책 시행시 매년 

10,000명의 고용창출을 추정한 연구를 활용하여 10,000, 20,000, 30,000명/

년의 고용창출 효과를 속성수준으로 설정하였다 (Shin et al.,2014). 

넷째, 연간 정전시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약화에 따른

전기 공급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011년 9월 15일 대정전(30~60분 정전)과 

Longo et al.(2008) 연구를 기반으로 10, 30, 50분/년으로 속성수준을 설정

하였다 (Shin et al.,2014). 

마지막으로, 산림훼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백만 kW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3km2와 165km2의 대지가 필요하다

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RPS 제도의 2012년 목표에 상응하는 대지 소요분을 

계산하면(3,074 km2) 상당한 규모의 산림 훼손이 예측되어 연간 1억 6천만

평, 2억평, 2억4천만평을 속성수준으로 설정하였다 (Shin et al.,2014). 

[표 5]에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의 핵심 속성은 5개이고 속성수준은 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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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가능한 모든 대안의 조합은 총 243(35)개이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조

합을 제시하는 것은 우월한 대안이 선택조합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응

답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Gunst and Mason, 2009).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분요인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12 를 

통해 최종적으로 18개의 대안카드를 선별하였다(Gunst and Mason, 2009). 

그 다음 18개 대안카드를 6개의 대안세트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총 3개의 대

안세트를 제시하여 하나의 대안세트에서 하나의 대안카드를 선택하도록 하였

다. 대안세트의 예시는 [그림 2]와 같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림 2] RPS정책 선호도 조사 질문 예시 

                                            

 

 
12

 부분요인설계는 선택적으로 실험에 활용되는 속성수준들의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줄이고 치

명적인 속성수준들을 조합하여 실험에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Gunst and Ma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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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초 설문조사 

기초설문에서는 응답자들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거주 지

역, 가족 구성원 수를 비롯한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표 5] 기초 설문 구성 

구 성 질문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성별 

2. 나이 

3. 교육수준 

4. 가구소득 

5. 거주지역 

6. 가구주 또는 가구주 부인여부 

7. 가족 구성 및 구성원 수 

8.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 지출수준 

정책 인지 수준 

1.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인지수준 

3.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4. 환경의 중요성 

5.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6. 신재생에너지 평가에 대한 인지수준 

7. 정책 홍보 및 교육에 대한 태도 

매체 이용행동  

1.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획득하는 매체 

2. 인터넷매체 중 정책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획득하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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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식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을 묻는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과 출처(source)의 

이용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획득하는 커뮤

니케이션 매체와 출처를 묻는 질문을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지 내용은 [부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인지수준에 대한 질문 결과를 [표 6]에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필

요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응답자의 94%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지

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인지 수준 질문 결과 

설문 항목 
5점 

(매우 잘 안다) 

4점 

(아는 편이다) 

3점 

(보통이다) 

2점 

(모르는 편이다) 

1점 

(전혀 모른다)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인지 38.96% 54.62% 5.22% 1.00% 0.20%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지 40.36% 53.41% 5.62% 0.40% 0.20% 

신재생에너지원 인지 25.90% 46.72% 19.14% 5.15% 3.08%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인지 1.34% 9.71% 16.87% 31.79% 40.29% 

환경보호 정책(환경마크) 인지 19.16% 21.00% 13.97% 18.99% 26.88% 

 

태양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7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여 국민들의 인지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11% 정도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답변하고,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72%로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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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인지 수

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이 설문조사가 시행된 2012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들이 시행된 초기라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에서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인지 조

사에서도 응답자의 61.8%가 관련 정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한 

결과를 고려할 때,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고, 상

당기간의 정책 홍보에도 불구하고 인지수준이 상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에서는 40.2%가 관련 정책을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답변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보다는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으

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전체의 45.9%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편익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지한 응답자는 94.6%로 대부분 응답자가 그 편익을 바르게 인지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69.9%가 긍정적으로 인지하

고 있었으나 30.1%는 잘 모르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단가에 대해서는 23.7%만이 전력 생산 단가가 

기존 전통발전에 비해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54.8%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가 더 저렴한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으며, 

모른다는 응답까지 포함할 때 76.3%가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효과적인 것으로 생

각하는 것으로 답변함으로써, 다수의 국민들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정책 인지수준과 정책 홍보 및 교육에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필요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 홍보나 교육활동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

지수준이 매우 낮고,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는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획득하는 매체와 출처

(source)에 대한 설문조사는 선택 가능한 대안들로 제시하고 복수로 선택하

게 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 출처는 인터넷매체에 응답한 경우(응답자 366명)

에만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책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획득하는 매체와 출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표 7] 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7] 정책 정보 획득 매체 및 출처 설문조사 결과 

정책 정보 획득 채널 TV 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주변지인 

인원 488명 155명 300명 366명 202명 

비율 98.0% 31.1% 60.2% 73.5% 40.6% 

정책 정보 획득 출처 언론사 정부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SNS 

인원 187명 111명 341명 258명 131명 

비율 51.1% 30.3% 93.2% 70.5% 35.8% 

 



35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로는 TV, 인터넷, 신문/잡지, 주변지인, 라디오 

순으로 나타났으며, TV를 통한 정보 획득이 거의 압도적인 수준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출처로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언론사, 

SNS, 정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상의 출처에 대한 이용행동이 높고, 상

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이용행동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인터넷 매체를 응답한 경우에만 정보 출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기에 

인터넷상 출처에 대한 이용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으나, 

공식적인 언론사나 정부기관이 아닌 블로그/카페, SNS와 같은 개인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정책 정보에 대한 이용행동이 더욱 높다는 점은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는 홍보 채널 다각화를 고려해야 할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홍보 매체인 TV와 신문 외에도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공식적인 언론사나 정부기관 중심의 홍보에서 벗

어나 개인에 의해 정책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블로그/카페, SNS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홍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정보 획득 매체와 출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인구통계학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

석에 활용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정책 정보 획득 매체와 출처를 

이용하는 행동과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와 출처의 관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정책 홍보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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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기대편익과 기대비용 

우리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산업통상자원부, 2017) 수립을 통해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을 통해 수립하였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

지 확대 정책 추진에 따른 기대편익과 기대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인 커뮤

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공유13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기관들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이행에 따른 기대편익과 기대비용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속성별 기대 변화로 

간주하고, 이를 활용한 가상의 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잠

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통해 식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선

호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상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계층간 수용도의 차이와 변

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기대편익과 

기대비용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연구들을 신재생에너지 정책별 속성과 연관하

여 살펴보고, 본 연구의 가상 정책 시나리오에 사용할 정책별 속성수준을 설

                                            

 

 
13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www.etrans.go.kr)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탈원전, 신재생, 원전 안전, 전기요금 등 에너지전환 관련 다양한 정

보 제공하고 있다. 

http://www.etra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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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상 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의 보급 확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3단계로 구

성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2020년, 2025년 그리고 2030년의 정부 정책의 기

대편익과 기대비용을 해당 단계별 시나리오의 정책 속성별 수준으로 설정하고

자 한다.   

 첫째, 전기요금 상승 속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각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상승은 2016년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46,794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660원(기준대비 1.4%), 2025년 2,964

원(기준대비 6.3%), 2030년 5,572(기준대비 11.9%)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7).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에서

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0%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RPS제도의 

2030년 의무비율을 10%에서 32%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RPS 이행비용의 증가를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의 

2016년 전력판매금액인 55조 2,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20년까지 해

마다 3~5%, 2028년 이후에는 10~14% 정도의 비용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추정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두 연구는 기대비용 산정 대상을 친환경전력정책과 RPS정책 추진에 각각 

두고 있어 그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산정된 기대비용의 범위

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선택실험 설계에

서 설정한 전기요금 상승 속성의 수준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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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정책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 전기요금 상승 속성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2016년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을 기준

으로 2020년 660원(기준대비 1.4%), 2025년 2,964원(기준대비 6.3%), 

2030년 5,572원(기준대비 11.9%)이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온실가스(CO2) 배출 감소량 속성에 있어서, 2016년 정부는 제1차 기

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발전부문에서 6,450만톤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감소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연간 2,12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까지 전력분야에서 BAU대비 연간 8,57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7). 

한편, 에너지전환정보센터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현대경제연구원(2017)의 

연구결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 감축분을 기존 감축목표인 6,450

만톤내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감축분만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환경부, 2018)

에서는 전환(발전)부문의 잠재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하향하여 5,780만톤으로 

발표하였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가 수정 발표한 2030 국가 온

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근거하여 발전부문에서 2030년 기준 연간 

5,780만톤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적용하여 가상 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14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 7월)에서는 전환(발전)부문의 감축 목표를 

54.7백만톤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잠재감축목표로 이 중 23.7백만톤만 확정 감축량으로 제

시하고, 최종 확정 목표량은 2020년 UN에 국가감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환경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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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은 2030년 목표만 결정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목표는 현재 수립되어있지 않으므로, 온실가

스 감축 로드맵상 감축 경로(정부관계부처합동, 2015; 환경부 2018)를 통해 

추정한 2020년과 2025년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전환(발전)부문의 

감축 목표가 정해진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전환(발전)부문의 

감축 목표 비율(20.86%)을 적용하여 각각의 전환(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

축 목표를 [표 8]과 같이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표 8] 2030년 전환(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15
 

(단위 : 백만톤 CO2eq)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 782.5 809.7 850.6 

국내 온실가스 배출 목표 691 648 574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91.5 161.7 276.6 

전환(발전)부문 감축 목표 19.1  33.8  57.8 

출처 : Post-2020 온실가스 목표 설정 추진계획(정부관계부처합동, 2015),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환경부, 2018)를 참고하여 재작성 

 

셋째,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서 정부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통해 신재생에

너지 확대에 따른 미래고용효과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고용유발계

                                            

 

 
15

 2020년에서 2030년까지의 전환(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발표된 2030년 국내 온

실가스 감축 목표 574백만톤(전환부문 추가 감축잠재량을 고려한 목표) 대비 전환(발전)부문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57.8백만톤의 비율을 구하면 20.86%가 산출되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경로상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적용하여 2020년과 2025년의 전환(발전)부문의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직접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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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활용하여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분야에 일자리가 

4.6만개 신규 창출된다고 하였다16. 다만, 연도별 일자리 창출 전망은 적용하

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8천명의 신규 일

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18년 

세계 재생에너지 및 일자리 연례보고서(Renewable Energy and Jobs - 

Annual Review 2018)’에 따르면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지난 1

년 동안 태양광발전 분야에 8,100개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어, 정부 전망치

인 연간 8,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가능한 범위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더욱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17에 따

르면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22년까지 태양광‧풍력분야의 신

규설비 설치에 따른 약 14만 4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연간 3만 5천명의 고용 창출효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 창출효과의 범위는 본 연구의 선택실험에서 고용창

출 속성의 수준범위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의 증가를 2020년 연간 1만명, 2025년 연간 2만명, 2030년 연

간 3만명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넷째, 연간 정전시간 속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

                                            

 

 
16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정보센터. ‘미래 에너지산업의 고용효과’(http://www.etrans.go.kr)(검

색일 : 2018년 5월 21일) 
1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해명자료(2018.6.21). ‘'탈원전'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http://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검색일 : 2018년 7월 28일) 

http://www.etrans.go.kr/
http://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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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에서 지능

형 전력망(Smartgrid) 및 계통 연계형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의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

원부, 2017)에서는 ESS, LNG복합 등 백업시스템과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현재 우리나라의 계통운영 능력18을 고려하여 신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정전시간을 2020년에는 연간 10분

으로 설정하고, 2025년 이후에는 정부의 대응책들이 안착되고 유기적으로 운

영될 것으로 전망하여 연간 5분으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산림훼손 속성의 경우 최근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추진방향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2018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

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야태양광의 신재생에너

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19의 가중치를 1이하

(0.7)로 하향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8차

                                            

 

 
18

 우리나라 연간 호당 정전시간은 2017년 기준 9.61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공급 안정

성을 유지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7) 
19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

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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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신규설비목표가 각각 30.8GW

와 16.5GW인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지를 산정하였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1GW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서 태양광은 13.2km2의 부지가 필요하므로, 신규

설비 목표인 30.8GW 보급을 위해서는 406.6km2(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였고, 풍력발전의 경우 1GW 용량 풍력

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부지는 5km2 정도로, 신규설비 목표인 16.5GW를 

짓기 위해서는 82.5km2(여의도 면적의 28.4배)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산

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선택실험 설계에서 적용한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

광과 풍력발전 신규 설치에 필요한 부지 산정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나, 최근 

정부의 자연경관 및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의 필요 부지 기준을 제시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2018)의 기준을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2020년, 2025년, 2030년의 필요 부지 계산을 위해서 2018년부터 

2030년간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을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직접 계산하였다. 우선, 2018년부터 2022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12.4GW이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36.3GW이다. 이 중 태양광발전의 비중은 

63%, 풍력발전의 비중은 34%인 점을 적용하여 각 기간별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을 직접 계산하였으며, 신규 설비용량별 필요 부지를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별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필요 부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평균하여 연평균 필요 부지를 [표 9]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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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였다. 

 

[표 9]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간별 필요 부지 산출내역 

구 분 
2018~2022년 2023~2030 년 

신규 설비 필요 부지 신규 설비 필요 부지 

태양광 7.9GW 104.28km
2
 22.9GW 302.28km

2
 

풍력 4.2GW 21km
2
 12.3GW 61.5km

2
 

연평균 필요 부지 25.05km
2
 45.49km

2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발전 효율의 증가

를 고려하면, 동일한 발전 설비에 대한 필요 부지가 감소하므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글로벌 가중 평균 발전 효율(Global weighted average capacity 

factor)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필요 부지 산정에 적용하고자 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017)는 태양광발전의 설비효율은 2010년 

14%에서 2017년 18%로 증가하였고, 육상풍력발전의 설비효율은 2010년 

27%에서 2017년 30%로 증가하였으며, 해상풍력발전의 설비효율은 2010년 

34%에서 2017년 39%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설비효율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020년에

는 2017년 기준 추가 2%, 2025년에는 추가 5%, 2030년에는 추가 10% 의 

설비효율이 증가할 것을 가정하여 [표 10]과 같이 필요 부지를 산출하고자 

한다. 다만, 기술 발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효율 증가 추세만을 반

영하고자 태양광과 풍력 발전원별 증가율을 구별하여 가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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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발전 효율 증가 추세를 반영한 필요 부지 산출 내역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 필요 부지 

(발전효율 증가율) 

24.55km2 

(추가 2%) 

43.22km2 

(추가 5%) 

40.94km2 

(추가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훼손 속성에 2020년에는 연간 25.05km2 의 부지

가 필요하고, 2025년에는 연간 43.22km2, 2030년에는 연간 40.94km2의 부

지가 필요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3단계 가상 정책 시나리오에 사

용할 정책 속성과 정책별 속성수준은 앞에서 설명한 5가지 핵심속성의 기대

편익과 기대비용을 활용하여 [표 11]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표 11]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시나리오 

속성 2020년 2025년 2030년 

전기요금 상승 
(원/월) 

(월 전기요금 46,794원 기준, %) 

660원 

(1.4%) 

2,900원 

(6.3%) 

5,500원 

(11.9%) 

온실가스(CO2)배출 감소량  

(백만톤 CO2eq/년)  
19.1백만톤 33.8백만톤 57.8백만톤 

고용창출 효과 

(만명/년) 
1만명 2만명 3만명 

연간 정전시간  

(분/년) 
10분 5분 5분 

산림훼손(부지문제)  

(km2/년) 
24.55km2 43.22km2 40.94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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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증모형  

3.3.1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국

민 선호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정책의 인지수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컨조인트 선택

실험(conjoint choice experiment)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산선택모형

(discrete choice model) 중 소비자의 선호의 이질성을 전제하는 잠재계층모

형(latent class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은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에 기반하며, 전체 소비자가 각자의 선호 구조를 바탕으로 Q개의 잠

재적인 계층(class)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각 계층내의 소비자들의 

효용함수내 계수값들은 서로 동일하다고 즉, 동일한 선호구조를 가진 것으로 

정의한다 (Greene and Hensher, 2003; Train, 2009). 

 연구자는 개별 소비자들이 어느 계층에 속할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이 각각의 계층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는 멤버십

(membership)확률을 계산하여 소비자들을 세분화하게 된다. 따라서 확률효

용이론에 기반하여 q번째 계층에 속한 소비자 n이 t번째 대안세트의 j번째 대

안에 대해 느끼는 효용 |njt qU
은 식(1)과 같다.(McFadden, 1973; Train, 

2009) 

| | | |q |

1

K

njt q njt q njt q k jkt njt q

k

U V X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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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t qV
는 확정적 효용부분(deterministic component)으로 해당 대안의 속성

인 독립변수 jktX
과 속성의 부분가치인 |qk 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njt q
는 확률적 효용부분인 오차항으로, 연구자가 관찰하지 못하는 응답자 

개인의 선호와 같은 것을 포함하며, 오차항이 Ⅰ형 극한값 분포(type Ⅰ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q번째 계층 에 속하는 

소비자 n이 t번째 대안세트 내 i번째 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식(2)와 같

다.(Greene and Hensher, 2003; Tra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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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 

 

I()는 괄호 안의 내용이 진실이면 1의 값을 가지고, 거짓이면 0의 값을 가

지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며, 각각의 대안세트에서 소비자의 선택

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Greene and Hensher, 2003), 소비자 

n이 계층 q에 속한다는 가정 하에서 소비자의 결합 선택확률은 식(3)과 같다. 

 

n| |

1

T

q nt q

t

P P


    …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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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속한 계층을 확인하기 위한 멤버십 확률은 소비자 n의 멤버십 확

률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 가능한 변수들의 집합을 Zi라고 가정하고, 관찰 불

가능한 부분은 모든 계층에 대해 독립적이고 동일한 Ⅰ형 극한값 분포(type 

Ⅰ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자 n이 q계층에 

속할 사전적 확률(the prior probability)은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모델

을 활용하여 식(4)로 구하며, 이때 계수 식별을 위해 θq는 ‘ 0 ’

(reference)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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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θ

   …식(4) 

 

소비자 n의 likelihood 함수는 식(5), Log likelihood 함수는 식(6) 과 같으

며,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여 효용함수 계수와 멤버십확률함

수의 계수를 동시에 추정한다. (Pacifico and Yoo, 2012; Tra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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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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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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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β  와 qθ  추정치를 도출한 이후에, 베이즈(Bayes) 이론을 적용하여 개별 

응답자에 대한 계층 멤버십확률과 효용함수의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소비자 n의 사후 계층 멤버십 확률(the posterior estimates of the 

individual-specific class probabilities)은 식(7)과 같다. (Greene and 

Hensher, 2003) 

 

|

1

ˆ ˆ
ˆ

ˆ ˆ

nqn q

q n Q

nqn q
q

P H
H

P H





   …식(7) 

 

개별 응답자의 효용함수 계수(The posterior estimates of the individual-

specific parameter vectors)는 식(8)과 같다. (Greene and Hensher, 2003) 

 

1

ˆ ˆˆ
Q

n q n
q

H


 q
β β    …식(8) 

 

개별 응답자의 한계지불의사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은 속성 수준

에 있어서 단위의 변화가 있을 때 현재의 효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

고자 하는 금액을 말하며(Shin et al., 2014), 추정된 개별 응답자의 효용함수 

계수(estimated individual-specific parameters)를 이용하여 식(9)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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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9) 

 

속성수준의 차이에 속성에 관한 개인별 수준의 계수값을 곱하여 구한 부분

가치를 활용하여 도출한 정책속성의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는 

식(10)과 같다. 

 

100k
k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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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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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10) 

 

3.3.1.1 잠재계층모형의 멤버십함수  

개별 소비자들이 어느 계층에 속할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

고, 소비자들이 각각의 계층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는 멤버십(membership)확

률을 계산하여 소비자들을 세분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이 관찰되지 않는 Q개의 계층으로 나눠지며, 계

층간에는 이질적 선호를 가진 것으로 가정하고, 선호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

는 멤버십함수의 변수(Zi)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socio-demographic 

variables)와 심리적인 변수(psychological variables)로 구성하였다(Boxall 

and Adamowicz, 2002).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구 소

득수준의 4가지 변수로 구성하였고, 심리적인 변수는 정책 인지수준과 정책 

홍보 및 교육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였는데, 우선 정책 인지수준 변수는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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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 필요성 인지, 환경보호 중요성인지, 신재생에너지 인지, 신재생에너

지 정책 인지, 환경보호 정책 인지,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의 6가지로 설정

하였다.  

[표 12] 잠재계층모형 멤버십함수의 정책 인지수준 변수 

정책 인지수준 변수 설문내용 

(1)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인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환경보호 중요성 인지 환경보호가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신재생에너지 인지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태양열, ② 태양광, ③ 풍력에너지 

(4) 신재생에너지 정책 인지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 ② 일반보급 보조사업21,  

③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22  

(5) 환경보호 정책 인지 

제시된 환경관련 마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재활용 가능 마크, ② 에너지소비효율등급마크, ③ 분리배출 마크, 

④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마크, ⑤ 우수재활용(GR) 인증 마크,  

⑥ 환경성적표지인증 마크, ⑦ 신재생에너지 마크 

(6)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신재생에너지 편익과 비용)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다.(환경오염이 감소된다.) 

②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단가가 낮다(에너지가격이 싸다) 

③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 및 수출상품화가 가능하다. 

 

                                            

 

 
20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 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21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가자 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설치

비의 일정부문을 지원하는 제도 
22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대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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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내용은 [표 12]에 정리하였으

며, 설문 응답은 각각의 설문조사에 대해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측정

값을 얻었으며, 하나의 설문을 변수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인지, 환

경보호 중요성 인지 변수는 응답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다수 설문의 

응답값을 사용한 신재생에너지 인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인지, 환경보호 정책 

인지,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변수는 다수 설문에 대한 응답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홍보 및 교육에 대한 태도 변수는 계층별 정책 홍보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국민 홍보

와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두 설문의 응답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수의 설문을 통한 응답값을 응답자의 정책 인지수준 및 정책 

홍보 및 교육에 대한 태도에 활용하므로 다수의 설문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알파

(Cronbach’s alpha)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5가지 변수 모두 일

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으로 평가되는 크론바-알파값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Cronbach, 1951; Bland and Altman, 1997).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멤버십함수의 변수를 11개로 설정하였을 때, 응답자 

n이 q계층에 속할 사전적 확률(the prior probability)은 다항 로짓

(Multinomial logit)모델을 활용하여 아래의 식(11)로 구하며, 이어서 식(6)

을 극대화하는 값을 구함으로써 각각의 계수인 qβ  와 qθ 를 추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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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인지  신재생에너지정책인지  신재생에너지평가인지

 환경중요성인지  환경보호정책인지  정책홍보교육태도

…식(11) 

 

3.3.1.2 잠재계층모형 효용함수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소비자선

호를 분석하고 한계지불의사액(WTP)를 도출하기 위하여 잠계계층 중 q

번째 계층에 속한 소비자 n이 RPS 정책 대안 j를 선택할 때 느끼는 효용 함

수를 (식12)와 같이 구성하였다. 

 

| | | |q |
1

K

nj q nj q nj q k jk nj q
k

U V X  


     

1|q 2|q 3|q 4|q 5|q |n n n n n nj q
X X X X X         
전기요금상승 온실가스배출감소량  고용창출   연간정전시간   산림훼손 …식(12) 

 

 독립변수 X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의 속성들로 구성되며, 

정책 대안 j를 선택할 때 소비자 n이 느끼는 효용에 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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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X전기요금상승 은 전기요금 상승 속성, X온실가스배출감소량은 온실가스(CO2) 배

출 감소량 속성, X고용창출은 고용창출 속성, X연간정전시간은 정전시간 속성, X산림훼손

은 산림훼손 속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오차항 은 |nj q 독립적이고 동일한 Ⅰ형 

극한값 분포(type Ⅰ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3.3.2 정책 인지수준과 커뮤니케이션 매체와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인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과 출처(source)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 매체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강내원, 2004; 김민하 외., 2008; 성동규 외.,2007)와 

Rogers(1961)와 McGuire(1989)의 혁신결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고, RPS정책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정책 인지수준 변수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출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출처를 식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잠재계층모형의 멤버십함수 변수와 커뮤니케이

션 채널과 출처에 대한 변수를 [표 13]과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

션 채널과 출처에 대한 이용행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획득하는 

매체와 출처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고 복수로 선택하게 하였으며, 커뮤니케이

션 출처의 경우 매체에서 인터넷매체를 응답한 경우(응답자 366명)에만 복수

의 출처 중 선택하게 하였다.  

 



54 

[표 13] 사회인구학 및 심리적 변수와 커뮤니케이션 매체간 상관관계 분석 

사회인구학 및 심리적 변수 커뮤니케이션 채널 커뮤니케이션 출처 

성별/나이/교육수준/가구소득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인지 

환경보호 중요성 인지 

신재생에너지 지식 인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지식 

환경보호 정책 지식 인지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정책 홍보 및 교육에 우호적 태도 

TV 

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주변지인 

언론사 

정부(부처) 

블로그/SNS 

포털사이트 

주변지인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의 잠재계층모형을 추정하여 RPS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를 식별한 후에 해당 멤버십함수 변수들과 상관

관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출처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선호가 이질

적인 계층별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선호가 이질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

한 차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홍보를 시행하는 근거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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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변수들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본 절에

서 해석하고자 한다.  

첫번째 연구는 정책 인지수준이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호에 미치는 효과 연

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질적인 선호 구조와 이러한 선호

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인지요인을 식별하고자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활용하여 잠재계층모형의 멤버십함수와 효용함수의 계수들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계층간 선호 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속성별 한계지

불의사액과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잠재계층모형의 추정 결과를 기반으

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이어서, 두번째 연구는 정책 인지수준과 커뮤니케이션 매체간의 관계 연구

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책 인

지수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획득에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와의 상관

관계(correlation)를 분석하였으며, 잠재계층모형에서 추정된 선호 계층별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출처를 식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TATA version 13.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추정하였

으며, 첫번째 연구에서 잠재계층모형의 계수 추정을 위해서는 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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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잠재계층모형 분석 결과 

4.1.1 선호 계층 및 계층별 선호구조 분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질적인 선호 구조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로 구성한 멤버십함수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속성으로 구성한 효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질적인 선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선호

의 이질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를 식

별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알지 못하는 국민 선호의 계층(class)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계층

모형에서 계층의 수는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을 해야 하며, CAIC(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같

은 정보 기준(information criteria)23을 활용하여 최적(optimal) 계층의 수를 

정한다. 본 연구에서 계층의 수에 따른 잠재계층모형의 정보 기준

(Information criteria)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계층의 수가 2개 일 때 

모형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계층모형에서 

계층의 수는 2개로 지정하였다.  

                                            

 

 
23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은 모형의 상대적인 우수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C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IC와 BIC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ln (1 ln )CAIC L m N    , 2ln lnBIC L m N    여기서, ln L은 로그우도함수의 극대값, 

N 은 관측치의 숫자, m은 추정하여야 할 모수의 숫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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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잠재계층모형의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 

계층의 수 CAIC BIC  

2 3004.838 2982.838 

3 3037.511 2998.511 

4 3108.281 3052.281 

 

다음으로 멤버십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정책에 대해 이질적인 선호를 가진 계층은 2개이며, 계층 1은 현상유

지계층으로 282명(56.6%)이고, 계층 2는 합리적 선택계층으로 216명

(43.4%)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민 선호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멤버십함수의 변수는 [표 15]과 같이 4개의 변수로 식별되었다.. 

 

[표 15] 멤버십함수 추정 결과 

멤버십함수 변수 
Coef. 

 Std. Err. P>z 
계층 1 계층 2 

성별 -0.021616 0.000000 0.246067 0.930 

나이 0.001729 0.000000 0.012475 0.890 

교육수준 -0.068071 0.000000 0.228534 0.766 

가구소득수준 0.258468 0.000000 0.149934 0.085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인지 0.454962 0.000000 0.212452 0.032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지 -0.000556 0.000000 0.225665 0.998 

신재생에너지 인지 0.030236 0.000000 0.169773 0.859 

신재생에너지 정책 인지 0.189466 0.000000 0.166128 0.254 

환경보호 정책 인지 -0.242380 0.000000 0.211644 0.252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1.195658 0.000000 0.558584 0.032 

정책 홍보 및 교육에 대한 태도 0.292468 0.000000 0.172304 0.090 

상수 -2.199582 0.000000 1.598831 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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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는 가구 소득수준이었으며, 심리적 

변수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인지와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정부 정책 홍

보와 교육에 대한 태도로 분석되었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현상유지계층은 전체의 56.6%로 절반 이상을 구성하

고 있으며, 합리적 선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수준이 높고, 신재

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으며, 정책 홍보와 교육에 대해 우호

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체의 43.4%를 차지하는 합리적 선택계층은 신재생에너지 평가에 

대한 인지수준이 현상유지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효용함수를 추정한 결

과를 [표 16]에서 살펴보면 2개 계층의 이질적인 선호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6] 효용함수 추정 결과 

구 분 Variable Coef.   Std. Err. P>z Median MWTP RI 

계층 1 

전기요금 상승 -0.1747959  0.0572724  0.002  
 

31.46% 

온실가스(CO2) 배출 감소량 -0.0018385  0.0084452  0.828  
 

5.43% 

고용창출 0.0206063  0.0074963  0.006  11.3084원/100명 13.89% 

연간 정전시간 -0.1987044  0.0650291  0.002  -108.9648원/분 26.63% 

산림훼손 -0.0274946  0.0051000  0.000  -14.9689원/km2 22.59% 

계층 2 

전기요금 상승 -2.0563570  0.5501567 0.000  
 

49.38% 

온실가스(CO2) 배출 감소량 0.1711697  0.0678767 0.012  81.1192원/백만톤CO2 24.17% 

고용창출 0.0578494  0.0264819 0.029  2.9204원/100명 7.34% 

연간 정전시간 -0.5267489  0.3123174 0.092  -26.6677원/분 13.43% 

산림훼손 -0.0311910  0.0199696 0.118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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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효용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현상유지계층의 경우 온

실 가스 배출 감소량를 제외한 4가지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합

리적 선택계층의 경우 산림훼손을 제외한 4가지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울러, 전기요금 상승, 연간 정전시간, 산림훼손 등 비용적 변수

의 계수는 (-)부호를 나타내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과 고용창출과 같은 편

익적 변수의 계수는(+)부호를 나타냄으로써 직관적인 인식과 일치한 결과가 

추정 되었다. 

두 계층간의 선호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계층간 스케일

의 차이로 직접적 계수간의 비교는 불가능하며(Louviere et al., 2000), 정책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과 정책 속성 

변화에 따른 선택확률의 변화를 관찰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을 사용할 수 있다.(Green and Hensher, 2003)  

따라서, 여기서는 한계지불의사액을 활용하여 두 계층의 선호 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다음 절에서 민감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상유지계층은 한계지불의사액에 있어서 높은 순서가 연간 정전시간, 산림

훼손, 고용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분의 정전시간 감소를 위해 

108.9648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고, 1km2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추

가적으로 14.9689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명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추가적으로 11.3084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리적 선택계층은 한계지불의사액에 있어서 높은 순서가 온실가스(CO2) 

배출 감소량, 연간 정전시간, 고용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00만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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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81.1192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1분의 정전시간 감소를 위해 26.6677원을, 100명의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적

으로 2.9204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책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RI)에서는 두 계층 모두 전기요금 상승

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상유지계층은 한계지불의사

액 비교에서처럼 연간 정전시간을 전기요금 상승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합리적 선택계층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계층간의 정책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MWTP)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현상유지계층은 합리적 선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연간 정전시간 감소에 더 많

은 한계지불의사액을 지불하고자 하고, 합리적 선택계층은 현상유지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더 많은 한계지불의사액을 지불하고자 하

므로 현상유지계층은 정전시간 감소에 더 큰 선호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 선

택계층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더 큰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

이 인지하며, 정책 홍보와 교육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현상유지계층은 합리

적 선택계층과 비교할 때 정전시간 감소, 즉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더 큰 선

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

로 기회비용이 많아 위험성에 민감하므로 이들이 안정적 전력공급을 더 선호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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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평가에 대한 인지가 높은 합리적 선택계

층은 현상유지계층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즉 환경보호에 더 큰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두 계층간의 선호 차이를 좀더 

알아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4.1.2 민감도 분석  

본 절에서는 두 계층간의 정책 속성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 

한계지불의사액 비교에 이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잠재계층모형의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가상적인 정책 시나리오에 대

한 두 계층의 수용률 즉 선택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속성들을 특

정 수준으로 설정한 가상의 정책 대안과 현재 상태를 유지(즉, no-choice를 

선택)하는 또 다른 대안 중 선택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정책 속성별 변화에 따른 선택확률의 변화 정도인 민감도를 분석함으로

써 두 계층간의 정책 속성에 대한 명확한 선호 구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의 

가상 시나리오를 [표 17]에서 같이 선택실험의 정책 속성별 3단계 수준 중 1

단계 수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현재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계층별 수용률 시뮬레이션 분석

을 2020년, 2025년, 2030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선택실

험의 정책 속성별 1단계 수준이 기본 시나리오(base scenario)인 2020년 시

나리오와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층별 선호 구조의 차이를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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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 속성별 변동에 따른 선택확률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해 대상 정책 속성이 변동하는 동안 나머지 속성들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

다.  

 

[표 17] 민감도 분석을 위한 가상 정책 시나리오  

정책속성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고용 

창출 

연간 

정전시간 
산림훼손 

가상 정책 

속성 수준 

1천원/월  

(월 2% ) 

 18백만톤 

CO2eq/년  

(연간 3%)  

10천명 /년  

(연간 실업률 

0.04% 감소)  

총 10분/년 
530km

2
 /년 

(연간 2억평)  

 

우선, 전기요금 상승 속성의 변동에 따른 두 계층간 선택확률의 변화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전기요금 상승이 5천원까지 5백원 단위로 상승할 

때 현상유지계층의 선택확률의 변화는 22.71%에서 6.66%로 16.05% 감소하

였으며, 합리적 선택계층의 선택확률은 72.71%에서 0.06%로 72.65% 감소

하였다. 선택확률 변화의 차이로 볼 때, 전기요금 상승 속성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계층이 현상유지계층보다 훨씬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현상유지

계층이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

기요금 상승에 대해 덜 민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전기요금 상승에 있어서 월 1,570원 미만의 상승 구간

에서는 합리적 선택계층의 선택확률이 현상유지계층보다 월등히 크고, 초과 

상승 구간에서는 현상유지계층의 선택확률이 오히려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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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들의 선택확률도 13%로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선택확률의 변화 

 

이어서, 온실가스(CO2) 배출 감소량 속성의 변동에 따른 두 계층간 선택확

률의 변화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온실가스(CO2) 배출 감소량이 6천만

톤까지 천만톤 단위로 감소될 때, 현상유지계층의 선택확률의 변화는 14.74%

에서 27.28%로 12.54% 증가하였고, 합리적 선택계층의 선택확률의 변화는 

3.55%에서 99.06%로 95.41% 증가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CO2) 배출 감

소량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계층이 현상유지계층보다 훨씬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연간 온실가스(CO2) 배출 감소량 11.8백만톤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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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기준 미만의 상승구간에서는 현상유지계층의 수용률이 상대적으

로 높고, 기준 초과 상승구간에서는 합리적 선택계층의 수용률이 더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CO2) 배출 감소량 20백만톤 이상부터 합리적 

선택계층의 수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연간 40백만톤 이상 감소하는 경우 

90%를 초과하는 높은 수용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른 선택확률의 변화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은 합리적 선택계층 

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CO2) 배출 감소량으로 인해 인지되는 편익이 

증가하여 매우 높은 수용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고용창출 속성의 변동에 따른 두 계층간 선택확률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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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 고용창출이 연간 

10만명까지 증가할 때 현상유지계층의 선택확률 변화는 17.52%에서 

61.74%로 44.22% 증가하였고, 합리적 선택계층의 선택확률 변화는 21.99%

에서 97.74%로 75.75% 증가하였다. 따라서, 고용창출 속성에 대해서도 합리

적 선택계층이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고용창출 증가에 따른 선택확률의 변화 

 

이어서, 연간 정전시간 속성의 변동에 따른 두 계층간 선택확률의 변화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불안정성으

로 인한 추가 정전시간이 연간 50분까지 증가한다고 할 때, 현상유지계층의 

선택확률은 20.68%에서 7.29%로 13.39% 감소하였고, 합리적 선택계층의 

선택확률은 42.23%에서 6.62%로 36.6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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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간 정전시간 증가에 대해서도 합리적 선택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연간 정전시간 증가에 따른 선택확률의 변화 

 

마지막으로, 산림훼손 속성의 변동에 따른 두 계층간의 선택확률의 변화는 

[그림 7]과 같이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산림훼손이 1,000km2

까지 증가될 때, 현상유지계층의 선택확률의 변화는 47.39%에서 5.34%로 

42.05% 감소하였고, 합리적 선택계층의 선택확률은 70.43%%에서 10.13%

로 60.3% 감소하였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계층이 상대적으로 산림훼손 속성

에 대해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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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산림훼손 증가에 따른 선택확률 변화 

 

정책 속성별 변동에 따른 두 계층의 선택확률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속성에서 합리적 선택계층이 현상유지계층보다 선택확률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상유지계층이 상대적으로 가

구소득이 높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들이 전기요금 상승에 상

대적으로 둔감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연간 정전시간의 정책 속성 

변동에 따른 수용률 변화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 인식되는 비용이 증가하거

나 편익이 증가할 때 두 계층간의 수용률이 역전되는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잠재계층모형 추정 결과 합리적 선택계층이 상대적으로 신재

생에너지 평가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의 평가에 따른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 선택확률의 변화가 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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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두 계층간의 이질적

인 선호구조를 잠재계층모형의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두 계층간의 선호의 이질적인 구조와 

이에 영향을 미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때, 두 계

층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상유지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으며, 정책 홍보나 교육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정

책 속성 중 연간 정전시간 감소(즉 안정적 전력공급)에 가장 큰 선호를 보였

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에서 합리적 선택계층에 비해 모든 속성에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결과로 볼 때, 이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많으므로 위험

성에 민감하며, 변화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상을 유지하고 변화에 조심

스런 태도24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 선택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평가에 대한 인지가 높고, 

정책 속성 중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에 가장 큰 선호를 보였으며, 민감도 분석

에서는 모든 속성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의 평가에 따라 선택확률이 급격히 변

화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비용과 편익의 평가에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4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소수인

데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인간의 본성일 수 있으며, 이를 현상유지편향

(status-quo bias)라고 한다.(민재형,2015; Leonar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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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국민 수용률 시뮬레이션 분석 

본 장에서는 잠재계층모형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

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률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중∙장기적 로드맵을 기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의 기간별 기대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3.2.4.에서 작성한 

가상의 정책 시나리오를 사용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상의 정책 

시나리오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는 정책

의 특성을 반영하여 2020년, 2025년 그리고 2030년 3단계로 나누어 작성하

였다25.  

3단계로 구성된 가상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두 계층의 선택확률을 계산함

으로써 계층간 선택확률의 차이를 통해 선호의 이질성으로 인한 정책 수용률

의 차이를 식별하고, 시나리오 단계에 따른 계층별 수용률의 변화를 함께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계층의 선택확률을 기반으로 전체의 선택확률을 계산하여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률을 파악하고, 시나리오 단계별 국민 

수용률의 변화를 함께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25

 가상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시나리오 설정에 관한 설명은 3.2.4.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

책의 기대편익과 기대비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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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률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8]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우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에 대한 국민 수용률을 살펴보면, 2020년 63.20%, 2025년 48.95%, 그리고 

2030년 38.15%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추진기간에 따라 국민 수용률이 2025

년에는 2020년 대비 14.25% 감소함으로써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2030년

에는 2020년 대비 25.05% 감소함으로써 40% 미만의 낮은 수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각 계층별 수용률로 살펴보면, 2020년, 2025년 그리고 2030년 모두

에서 합리적 선택계층이 현상유지계층보다 높은 정책 수용률을 보이며, 1단계

인 2020년 수준에서는 82.23%로 매우 높은 수용률을 나타냄으로써 전체 수

용률을 63.20%로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계층간의 선택확률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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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2025년 이후부터

는 두 계층 모두 수용률이 감소하였으며, 합리적 선택계층은 비록 현상유지계

층 보다는 높은 수용률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용률 감소에서는 더 큰 하

락을 보이며 민감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국민 수용률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

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행 초

기인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국민 수용률은 높지만, 정책에 대한 국민들간 

선호의 이질성이 명확하므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이질성에 따

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본격화되는 2025년 이후 부터는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률의 감소 추세도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이 시간이 경과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커질수록 국민의 동의와 지지

를 얻기 쉽지 않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집행에 있

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정책 초기에서부터 중∙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 수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에 대한 국민 수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 이질적인 선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에 대한 수용률에 명백한 차이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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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계층간 선호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두 계층의 선호 구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가구소득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인지가 더 높으며, 정책 홍보와 교육에 우호적인 

현상유지계층은 정전시간 감소에 더 높은 선호를 가지고 있고, 정책 속성별 

선호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교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평가 인지가 더 높은 합리적 선택계층은 온

실가스(CO2) 배출 감소량에 더 큰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 속성별 선호

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두 계층 모두의 선호와 니즈(needs)를 반영하여, 신재

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출력 변동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

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가 이뤄질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정전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이미 많은 

선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요소기술 중 에너지 저장장치, 송전기술, 전력망 기술 등에 집중적인 개

발과 지원이 필요하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종합관제시스템과 같

은 백업시스템을 통해 출력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계획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분야별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냄으로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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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률 제고의 관점에서 볼 때,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률을 보인 합리적 선택계층의 정책 인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계층은 현상유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를 더 많이 인지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정책 속성별 선호의 민감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Zoellner et al.(2008)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편익과 비용(benefit and cost) 및 긍정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주민들의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와 동

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선도국 독일에서도 정책 초기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

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평가 정보를 정

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대편익과 기대비용을 합

리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홍보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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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은 정책 속성 중 비용적 속성인 전기요금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므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비선호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상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비용적 정책 속성 중 전기요금 상승만이 4.1.2 

민감도 분석에 사용한 베이스 시나리오보다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연

간 정전시간과 산림훼손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점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상승이 선택확률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앞서 3.3.1 잠재계층모형 분석결과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도 두 계층 

모두에서 전기요금 상승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민감도 분석에서도 합

리적 선택계층의 선택확률이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할 뿐만 아

니라 현상유지계층의 선택확률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두 계층 모두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비선호를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합리적 선택계층의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매우 큰 민감도가 전

기요금의 상승을 가정하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수용률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

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측

면에서 정책입안자는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수용률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과 전기요금 상승

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것

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해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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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경제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너지경제연구원, 2017)으로 기술개발에 따

른 비용하락만으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자생적인 시장형성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기술 개발을 통한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발전효율의 상승과 수

명 증대, 발전시스템의 설치단가와 운영비용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

다. 태양광은 모듈 제조기술과 태양전지용 저가 소재 개발이 핵심 영역이며, 

풍력은 기술 국산화를 통한 세계적인 기술 수준과의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이어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더 많이 인지하는 경우 비용적인 속성이 상승하더라도 더 

높은 수용률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신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국민들에게 공유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수용률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3 계층별 정책 인지수준과 커뮤니케이션 매체와의 상관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계층

별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출처를 식별하여,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잠재계층모형의 추정 결과를 통해 식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의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정책 인지수준 변수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출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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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우선, 잠재계층모형의 멤버십함수 변수 중 유의미한 4개의 변수, 

가구소득수준,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인지,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정책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커뮤니케이션 채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8]와 같이 나타났다.  

 

[표 18] 멤버십함수 변수와 커뮤니케이션 채널간의 상관계수 행렬(obs=498) 

 

가구소득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인지 

정책 홍보 

교육 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TV 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주변지인 

가구소득 1.0000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인지 
-0.0819* 1.0000 

       

정책 홍보 

교육 태도 
-0.0018 0.2126* 1.0000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0.0175 0.0739* -0.0033 1.0000 

     

TV -0.0059 -0.0200 0.0094 -0.0651 1.0000 

    

라디오 -0.0173 -0.0495 -0.0254 0.0146 -0.0274 1.0000 

   

신문/잡지 -0.0060 -0.0864 0.0123* 0.0501 0.0007 0.2714* 1.0000 

  

인터넷 0.0760* -0.0352 -0.0824 0.0608* -0.0535 0.0893* 0.0699 1.0000 

 

주변지인 -0.0282 0.0459* -0.0298 0.0580 0.0308 0.2573* 0.0360 0.0699 1.0000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 상대적으로 인터넷매체와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인지가 높은 경우 주

변지인과의 상호 연관성이 높고, 정책 홍보 및 교육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신문/잡지와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가지 멤버십

함수 변수는 현상유지계층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 상대적으로 인터넷매체, 주변지인, 신문/잡지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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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가 높은 경우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 상대적으

로 인터넷매체와의 상호 연관성이 가장 높고, 이어 주변지인과 신문/잡지 순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합리적 선택계층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들이 상대적

으로 인터넷매체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멤버십함수 변수와 커뮤니케이션 출처와의 상관관계 분석함에 있어서는 인터

넷매체만을 응답한 경우에만 출처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여, 

인터넷매체와의 상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구소득과 신

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변수만을 상관관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멤버십함수 변수와 커뮤니케이션 출처와의 상관계수 행렬 

 

가구소득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언론사 정부부처 블로그/까페 포털사이트 SNS 

가구소득 1.0000 

      
신재생에너지 

평가 인지 
0.0023 1.0000 

     

언론사 0.1054
*
 -0.0660

*
 1.0000 

    

정부부처 0.0334 0.0442* 0.2650* 1.0000 

   

블로그/까페 -0.0324 0.0165 0.1340* 0.2835* 1.0000 

  

포털사이트 -0.0355 0.0406* -0.0049 -0.0805 0.1098 1.0000 

 

SNS 0.0379 0.0412
*
 0.0920

*
 0.3133

*
 0.2706

*
 -0.0464 1.0000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커뮤니케이션 출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

로 언론사와의 상호 연관성이 높았으며, 이는 현상유지계층이 정책 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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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로 언론사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신재생에너

지 평가 인지가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부처, SNS, 포털사이트 순으로 상

호 연관성이 높았으며, 특이한 점은 현상유지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

는 언론사에 대해 합리적 선택계층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상대적

으로 적게 이용하는 대조적 결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상관관계 분석을 종합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정책에 대한 이질적인 선호를 가진 국민들은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커

뮤니케이션 채널과 출처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상유지계층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는 인터넷매체, 주변지인, 신문/

잡지의 이용이 많았으며, 커뮤니케이션 출처에 있어서는 언론사에 대한 이용

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합리적 선택계층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있어서는 인터넷매체의 이용

이 가장 많았으며, 주변지인과 신문/잡지의 이용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케이션 출처에 있어서는 정부부처, SNS, 포털사이트 순으

로 이용이 많았다. 다만, 언론사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현상유지계층

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홍보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은 현상유지계층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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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과 출처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이

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출처인 언론사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평

가에 대한 정책 홍보를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정책 인지 수준을 높여야 할 것

이다. 

아울러, 이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있어서 연간 정전시간 감소에 

더 큰 선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합리적 선택계층에 대한 정책 홍보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 

인터넷매체, 주변지인, 신문/잡지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므로 이를 다각

적으로 활용한 홍보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 선택계층은 시

뮬레이션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수용률은 높으나 민감한 선호 구조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용률 유지를 위해서 이들이 많이 이용하

는 정부부처, SNS,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정책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정보에 대한 꾸준한 공유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신재생에너지 정책 속성 중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에 더 큰 선호

를 가지므로, 관련 정책을 함께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두 계층 모두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인터넷매체, 주변지인, 신문/잡

지에 대한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활

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변지인을 통한 정보 획득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의사소

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과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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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멤버십함수 변수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출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정책 정보 획득에 있어서 매체의 이용

행동에 대한 기초설문조사 결과간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TV 이용

에 관한 것이다. 기초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는 매체의 이용에 있어서 

TV를 이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 인지에 있어서는 TV의 이용 연관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TV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정책 요인 인지에 있어서는 TV 보다는 인터넷매체, 신문/잡지 또는 주변

지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

로 TV의 정책 홍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집행자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TV 채널을 통해 정책 선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효과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TV

의 정책 홍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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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추세는 2015년 기준 이미 세계 발전용량의 

29%와 전력 생산의 24%를 담당할 정도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기술발달에 

따른 원가하락과 경제성 확보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국 

정부의 중∙장기적인 확대 목표에 따라 공격적인 지원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 의존형 산업이라는 점과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전력산업의 특성으

로 인해 보급 확대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이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전통발전과 비교하여 소규모 설비를 다수의 

지역에 설치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단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요인 등을 내

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성공적인 정부 정책 추

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급격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지원하는 다각적인 연구들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정부 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특성에 착안할

때, 국민의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중 정책 이

해도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박종연 외, 2001; 최연태 외, 2011)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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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국민의 정책 이해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수용성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질적

인 선호를 파악하여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인지수준의 요인을 식별하며, 이러한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채널(channel) 및 출처(source)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방향과 홍보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인지수

준이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호에 미치는 효과(연구1)와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의 상관관계(연구2) 분석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정책 인지수준이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호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는  

국민 선호의 이질성을 전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인지수준을 심리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사용하였으며, 관련 데이터는 선택실험 컨조인트 조사를 통하여 진술선호자료

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잠재계층모형의 추정 결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대한 국

민들의 선호는 이질적인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상유지계층 

56.6%(282명)와 합리적 선택계층 43.4%(216명)로 추정되었다. 계층간 선

호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친 멤버십함수 변수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현상유

지계층은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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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으며, 정책 홍보와 교육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합리적 선택계층은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인지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계층의 효용함수 추정 결과에서는 전기요금 상승, 연간 정전시간, 산림

훼손 등 비용적 변수의 계수는 (-)부호를 나타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고용창출과 같은 편익적 변수의 계수는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직관적인 인

식과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두 계층간의 선호 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과 

속성 변화에 따른 선택확률의 변화를 관찰하는 민감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우선 현상유지계층의 한계지불의사액을 살펴보면, 연간 정전시간 감소에 

108.9648원/분, 산림훼손 14.9689원/km2, 고용창출 11.3084원/100명의 순

으로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계층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81.1192원/백만

톤CO2, 연간 정전시간 26.6677원/분, 고용창출 2.9204원/100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두 계층간의 한계지불의사액을 비교하면 현상유지계층은 연간 정전시

간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선호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 선택계층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에 큰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두 계층 모두 전기요금 상승을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고, 현상유지계층은 연간 정전시간을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

하며, 합리적 선택계층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감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정책 속성의 변화에 있어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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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선택계층이 현상유지계층보다 선택확률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선택계층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평가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기 때문

에 인지되는 편익과 비용의 평가에 민감한 태도를 가지며, 이러한 평가를 기

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선택확률의 변화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상유지계층은 가구소득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

지수준이 높으며, 정책 홍보나 교육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정책 속성 

중 연간 정전시간 감소(안정적 전력공급)에 가장 큰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모든 정책 속성에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선택확률 변

화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들이 가구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기

회비용이 많으므로 위험성에 민감하며, 변화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상을 

유지하고, 변화에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잠재계층모형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률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2020년 국민 수용률은 63.20%, 2025년 48.95%, 그리고 2030년에는 

38.15%로 나타났으며, 정책 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수록 국

민 수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각 계층별 수용률로 세분화하

여 살펴보면, 세 단계 모두 합리적 선택계층이 현상유지계층 보다 높은 수용

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82.23%의 높은 수용률로 전체 수용률을 견인하였

다. 다만 정책 추진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합리적 선택계층의 수용률이 현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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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층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률을 전망할 수 있으나, 두 계층간 

선택확률의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에 대한 국민들간 선호의 이

질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 추진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국민 수용률이 급

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은 정책 속성 중 비용적 속성인 전기요금 상승이 큰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 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이질적인 선호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에 대한 수용률에 명백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으므로, 정책 입안자는 두 계층 모두의 선호와 니즈(needs)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현상유지계층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

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요소기술의 개발과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관제시스템과 백업시스템 구축

을 통해 출력 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선택계층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관한 정부 목표의 달

성을 위해 연도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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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시스템을 강화하며, 국가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

으로써 실행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률을 보인 합리적 선

택계층의 정책 인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계층의 정책 인

지 특성은 신재생에너지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Zoellner et al., 2008)라는 선행연구 결과와와 

동일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

는 것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국

민 수용률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과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하락만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발전

효율의 상승과 수명 증대, 발전시스템의 설치단가와 운영비용 감소를 위한 기

술개발에 주력하고, 기술 국산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신재생에너지 평가 정보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인지수준을 제

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 홍보 및 교육에 우호적인 현상유지계층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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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략적 홍보방안을 사용한다면 상당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SP)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정책 인지수준과 커뮤니케이션 매체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를 통해 계층별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출처를 식별할 수 있었다.  

현상유지계층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 인터넷 매체, 주변지인, 신문/잡

지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 출처로는 언론사

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합리적 선택계층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에는 인터넷 매체의 이

용이 가장 많았으며, 주변지인과 신문/잡지의 이용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케이션 출처에 있어서는 정부부처, SNS, 포털사이트 순으

로 이용이 많았다. 다만, 언론사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현상유지계층

과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홍보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현상유지계층의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

넷 매체, 주변지인, 신문/잡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언론사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연간 정전시간 감소와 관련한 

안정적 전력공급 정책의 홍보를 병행한다면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민감한 선호를 가진 합리적 선택계층들의 수용성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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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 주변지인, 신문/잡지의 커

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고, 정부부처, SNS,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상대적으

로 선호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관련한 정책 정보를 함께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두 계층 모두 주변지인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신재생에

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의사소통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택실험 

설문조사가 201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설문 시점에 획득한 데이터를 통

한 미래예측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때, 2017년 정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

지 확대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 확대와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축소

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

책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국민의 정책 인지수준에 

일정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선택실험 설계에서 반영한 정책 속성에 있어서 연간 

정전시간 감소는 2012년 915순환정전의 영향으로 인해 속성의 수준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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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었고, 산림훼손 속성의 경우에도 정책 속성 설계 당시

의 기술 수준이 적용되어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진보로 인한 발전효

율의 향상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률 시뮬레이

션 분석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가상 정책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먼저, 연간 정전시간 속성의 경우 최근의 전력계통 운영 능력과 계통 안정화

를 위한 정부 대응정책을 고려하여 연간 정전시간의 수준를 현실화하였으며, 

산림훼손 속성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진보에 따른 발전효율 향상을 

반영하여 필요 부지 면적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장기적인 발전효율 

향상 전망치를 적용하여 필요면적의 감소 추세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최근 환경보호와 관련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행 외에도 미세먼지 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의 이슈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만을 다루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편익적 정책 속성으로 반영한다면 환경보호와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좀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추후연구로는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선택실험의 정책 속성

과 수준을 설계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국

민 수용률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 속성으로 전기요금 상

승, 온실가스 배출 감소, 미세먼지 감소, 고용창출, 연간 정전시간 감소, 산림

훼손을 설정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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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여 정책 속성 수준을 설정한다면 더욱 타당도 높은 국민의 정책 수

용률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모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RPS) 정책에 대한 이질적인 선호를 가진 계층을 두 개로 추정하고, 두 

계층간의 선호의 이질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

한 국민들의 대표 선호를 두 개로만 나누어서 설명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현실의 사회적 갈등 해소나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시사

점을 얻기에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국

민들의 더욱 다양하고 충분한 선호 계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호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갈등 요소나 

정책 요소를 발굴하고 적용하는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잠재계층모형의 경우 동일한 계층 내에서는 동일한 선호구조를 가

지는 것으로 가정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동일한 선호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개

인별로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다는 사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좀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선호의 

이질성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 선호 또는 선택에 기반한 

클러스터링(choice based clustering)방법론을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신재생에

너지 정책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1 

참 고 문 헌 

강내원. (2004). 인터넷과 대중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한국언론학보, 48(3), 116-143 

김민하, & 신윤경. (2008). 언론매체의 이용패턴과 언론에 대한 태도가 수용

자들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6(1), 25-4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17-27. 

민영, & 주익현. (2007).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1(6), 

190-217. 

민재형. (2015). 스마트 경영과학. 생능. 

박종연, 강혜영, 김한중, 윤지현. (2001). 일부 대학생의 의약분업 정책에 대

한 이해도. 보건행정학회지. 11권 3호. 151-164. 

박성준. 환경정책 인지수준이 자동차 선택에 미치는 효과 및 매체와의 관계분

석: 수송부문 에너지 환경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Diss. 서울대학교 대학

원, 2017. 

산업통상자원부. (2017). 에너지전환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92 

산업통상자원부. (2017).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성동규, 양소정, 김양은, & 임성원. (2007).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미

디어 영향력 비교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 5-50. 

이수범, & 김남이. (2013). 정책 이해도 및 관여도가 공중의 정책 태도, 정보

탐색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5(3), 220-254.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에 대한 시장 수용

성 분석 및 확대 방안. 기본연구보고서 16-1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기본연

구보고서 17-33. 

정광호. (2008). 정책 리터러시 (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pp. 73-104. 

정부관계부처합동. (2015). Post-2020 온실가스 목표 설정 추진계획. 환경부. 

최연태, 박상인. (201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

향분석.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1권 4호. 73-98. 

최준원. (2018). 전력품질 안정성을 고려한 송전요금 산정방법 연구: 신재생

에너지의 계통신뢰도 영향을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

학교 대학원). 



93 

한국경제연구원. (2016).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KERI Brief 

16-0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KISTEP

통계브리프. 2017년 제17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분야 

R&D 투자 방향. KISTEP Issue Weekly 2018-10(통권 228호). 

한국에너지공단. (2012). 신재생에너지백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6).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 

Retrieved from http://www.knrec.co.kr/knrec/dfile/2016신재생에너

지%20백서.pdf.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연구원. (2009). A study on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RPS. 지

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2017).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혜경. (2005). 인터넷 이용자의 시민적 자질들과 가상공간의 숙의 경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9(4), 604-643. 

현대경제연구원. (2017). 친환경 전력정책의 편익과 비용. VIP리포트 17-

27(통권 700호) 

http://www.knrec.co.kr/knrec/dfile/2016신재생에너지
http://www.knrec.co.kr/knrec/dfile/2016신재생에너지


94 

환경부. (2015)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정부관계부처합동. 

환경부. (2018).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 

Bimber, B. (1998). The Internet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Populism, 

community, and accelerated pluralism. Polity, 31(1), 133-160. 

Bertsch, V., Hall, M., Weinhardt, C., & Fichtner, W. (2016). Public acceptance 

and preference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and grid expansion 

policy: Empirical insights for Germany. Energy, 114, 465-477. 

Bland, J. M., & Altman, D. G. (1997). Cronbach's alpha. BMJ: British 

Medical Journal, 314(7080), 572. 

Boxall, P. C., & Adamowicz, W. L. (2002). Understanding heterogeneous 

preferences in random utility models: a latent class approach.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23(4), 421-446. 

Carlman, I. (1984, October). The views of politicians and decision 

makers on planning for the use of wind power in Sweden. In 

European Wind Energy Conference (pp. 22-36). 

Cronbach, L. J. (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3), 297-334. 



95 

Greene, W. H., & Hensher, D. A. (2003). A latent class model for 

discrete choice analysis: contrasts with mixed logit.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B: Methodological, 37(8), 681-698. 

Green, P. E., & Srinivasan, V. (1990). Conjoint analysis in marketing: 

new developments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journal of marketing, 3-19. 

Gunst, R. F., & Mason, R. L. (2009). Fractional factorial design.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1(2), 234-244. 

Huh, S. Y., & Lee, C. Y. (2017). A demand-side perspective on 

developing a future electricity generation mix: identifying 

heterogeneity in social preferences. Energies, 10(8), 1127. 

Huijts, N. M., Molin, E. J., & Steg, L. (2012).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sustainable energy technology acceptance: A review-

based comprehensive framework.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6(1), 525-531.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17).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7.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18). Renewable Energy and 

Jobs Annual Review 2018. 



96 

Kydes, A. S. (2007). Impacts of a renewable portfolio generation 

standard on US energy markets. Energy Policy, 35(2), 809-814. 

Leonard, T. C. (2008). Richard H. Thaler, Cass R. Sunstein,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Longo, A., Markandya, A., & Petrucci, M. (2008). The internalization of 

externalities in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willingness to pay for 

the attributes of a policy for renewable energy. Ecological 

economics, 67(1), 140-152. 

Louviere, J. J., Hensher, D. A., & Swait, J. D. (2000). Stated choice 

methods: analysi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llett, A. (2007).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nnovations: 

The role of technology cooperation in urban Mexico. Energy Policy, 

35(5), 2790-2798. 

McFadden, D. (1973).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Mcguire, W. (1989). J.,(1989):“Theoretical Foundations of Campaigns”. 

Rice ER y Atkin, Charles K., Eds. 

Pacifico, D., & Yoo, H. I. (2012). lclogit: A Stata module for estimating 



97 

latent class conditional logit models via the 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 

Palmer, K., & Burtraw, D. (2005). Cost-effectiveness of renewable 

electricity policies. Energy economics, 27(6), 873-894. 

Rogers, E. M. (1962). Diffusion oflnnovations. New York: Free Press. 

Shin, J., Woo, J., Huh, S. Y., Lee, J., & Jeong, G. (2014). Analyzing public 

preferences and increasing acceptability for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n Korea. Energy Economics, 42, 17-26. 

Schumann, D. (2015). Public acceptance. In Carbon Capture, Storage and 

Use (pp. 221-251). Springer, Cham. 

Train, K. E. (2009). Discrete choice methods with sim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Wüstenhagen, R., Wolsink, M., & Bürer, M. J. (2007).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nnovation: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Energy policy, 35(5), 2683-2691. 

Zoellner, J., Schweizer-Ries, P., & Wemheuer, C. (2008). Public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ies: Results from case studies in 

Germany. Energy policy, 36(11), 4136-4141. 



98 

부록 : 설문지 

 

아래의 설문지는 2012년 8월 30일에서 동년 9월 19일까지 서울, 5대 광역

시 및 경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20세~60세의 각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성인 

498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s)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수용도 조사” 에 활용되었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요소에 관한 질문들과 신재생에

너지 및 환경정책의 인지수준에 관한 질문, 정책 홍보 및 교육에 대한 태도 

질문, 매체 이용행동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

책 선호에 대한 선택실험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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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lobal electricity market is rapidly shifting toward renewable energy,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a landmark energy transition policy to expand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in electricity generation to 20% by 2030. 

A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ctively implemented renewable energy policies, 

public acceptance beca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This is because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s a government-led policy-dependent industry and an electricity industry 

closely linked to people's lives and national secur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used a conjoint survey and a latent class model to examine 

the public’s heterogeneous preference and acceptance of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policy adopted by the government in 2012. Furthermore, this study 

conducted simulation analysis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and possible policy 

scenarios to investigate the public acceptance rate of the Korean government 's 

renewalble energy policy as of 2020, 2025, and 2030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s and information 

searching patterns of the public, the effective communication channels for information 

campaign were identifi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ublic's preference for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can be classified into two heterogeneous classes; one is a careful stabilizer 

preferring to reduce annual power outage and the other is a rational pragmatist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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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public 

preferences were need for renewable energy and perception of costs and benefits of 

renewable energy. 

From the simula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public acceptance for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ies are 63.2% in 2020, 48.95% in 2025, and 38.15% in 2030. The biggest 

driver of declining public acceptance rate was the increase in electricity prices.  

I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provided for the government's policy of expanding renewable energy.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inimize the social conflict by considering the 

heterogeneous preference of the people for the policy attributes when implementing the 

renewable energy policy.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ensure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continu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estimation of renewable energy in order to avoid 

or minimize the public resistance for the rise of electricity price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Finally, the efficiency of policy implementation should be improved through 

strategic Public Relation, which utilizes effective communication media for positively 

changing the public perceptions. 

 

Keywords: Renewable energy policy, Policy perception, Conjoint survey, Latent class 

model, Heterogeneous preference, Public acceptance, Scenario analysis, communication 

channel an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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