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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1년 3월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개발에 대

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 1차 국가 에

너지 기본계획이 설립되었고 현재는 제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 중

에 있으며, 국민적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

세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투자비용과 생산단가로 인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최종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 

선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은 소비자의 전반적인 선호의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의 선호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앞으로 시행 

예정인 신재생연료 공급의무화 제도(RFS),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HO)의 현황을 반영한 선택형 컨조인트 모형(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

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요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신재생연료 공급의무화 제도

(RFS),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HO),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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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ultinomial Lo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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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2000년대 들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인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아졌다. 특히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중 19%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그 역할이 확장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 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설립되었고 현재는 제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면, 높은 

초기투자비용과 생산단가를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특징상 에너지 

사용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시행 초기 단계 또는 

시행 전에 정책 속성에 따른 국민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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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tandards, RPS)1와 신재생연료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 2 ,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 RHO) 3 를 살펴 보고자 한다. 전체 에너지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활용되는 곳은 크게 전력, 수송, 열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RPS, RFS, RHO는 각 부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제도들로 신재생에너지정책 중에서도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 보면, 주로 전력 

위주의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다. 이들은 전력산업을 대상으로 전력의 최종 

사용자의 수용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적 

투자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또는 자금조달에 

대한 선호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창훈 외(2009)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반전력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녹색가격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Andreoni (1988)와 Kotchen and Moore (2007)에서 제시한 

공공재의 사적 공급모형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을 이용하여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와 지불의사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Kim et al. (2012)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력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Zhai (2013)는 three-tier 모형을 이용해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태양열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1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2012년부터 시행). 
2
 수송용 연료 공급자(정유사 등 정제업자, 수입업자)는 기존 화석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일정비

율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2015년부터 시행 예정). 
3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2016년

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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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성을 높이거나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 부문 

이외에도 수송 및 열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RPS 외에도 RFS와 RHO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개발 확대라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시행 초기단계이거나 또는 앞으로 

시행 예정인 정책이므로,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획득되는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SP)자료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RPS, RFS, 

RHO)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 (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을 

이용하여 RPS, RFS, RHO의 각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을 추정하고,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한 개인별 특성에 따른 선호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추정된 모수 값에 기초하여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각각의 제도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를 수용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과 같은 개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단위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및 홍보 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인 제 2장에서는 국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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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는, 또는 시행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현황에 대한 

소개 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기존연구 및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 및 방법론, 그리고 

실증모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제 4장에서는 제시된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및 결과 분석을 진행하고,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시사점 및 한계점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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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2.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현황 

 

2.1.1 해외 제도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를 도입한 나라가 많았지만, 2000년대부터는 RPS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REN21(2013)4 에 따르면 이탈리아, 벨기에, 호주, 

영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22개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인도의 

54개의 주와 지자체에서 RPS를 사용하고 있다. RPS는 1983년 미국의 

아이오와(Iowa) 주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로 미국과 캐나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목표연도의 의무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5~20%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이창호, 2010).  

 미국의 RPS는 연방 중심이 아닌 주(state)를 중심으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7개의 주에서 2013년에는 

                                           

4 2005년부터 발행 되어 온 REN21’s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GSR)는 5백명이 넘

는 사람들과 검토 위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보고서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 산업 및 정책

에 대한 최신 트랜드를 나타낸다(REN21은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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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주에서 시행 중이다. 대부분의 주들은 전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구입을 의무화하는 형태로 RPS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RENE21, 2013). 영국에서는 2002년 비화석연료의무조항(Non-Fossil 

Fuel Obligation, NFFO)아래 RPS 제도와 유사한 재생에너지 의무사용, 

Renewable Obligation (RO)을 실행하였다. 이것은 2015년까지 전력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량의 15.4%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한다는 규제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001년 1월부터 RPS를 시행하였고, 발전사업자와 수입 

사업자에게 전 년도 생산기준에서 2%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김운수, 2012). 하지만 현재 이탈리아는 기존의 

RPS 제도에서 FIT로 변경할 계획이다(RENE21, 2013). 일본은 2003년 

4월부터 RPS를 실행하고, 이에 따라 전력회사에 일정량의 이용을 의무로 

부과하였으나 사업자별로 의무량이 각각 다르며, 그 양이 미미하였다. 그 

결과 태양전지 생산량이 급감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전력 중 20%로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김운수, 2012). 

또한 2012년부터 RPS를 실행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까지 총 

발전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RENE21, 

2013).  

RFS는 수송연료 공급자(정유사 등 정제업자, 수입업자)가 기존 화석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일정비율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국가차원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영국, 독일 등 35개국이며, 일부 도시나 주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이다. 또한 26개국은 10년안에 RFS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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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계획이다. 바이오연료는 주로 미국, 유럽,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생산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RFS가 확산되고 

있다(김재곤 외, 2011).   

미국은 ‘2005 에너지정책법’을 통해 RFS를 시행하고, 2022년까지 

360억 갤론의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정임, 2010). 

남미 대륙은 미국 및 캐나다와 비슷하게 자국원료기반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RFS를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로써 

1977년부터 ‘국가 알코올(Pro-Alcohol)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송용 

휘발류에 자국의 사탕수수 원료기반 에탄올을 20% 혼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07). 에탄올 중심의 바이오 연료 

보급정책을 실시하는 북남미 대륙과는 다르게 27개국의 유럽연합(EU)는 

바이오디젤 기반의 바이오연료 보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김재곤 외, 2011).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수송용화석연료 공급업자(연간 45만 리터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RTFO)을 

시행 중이며, 2014년까지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2007년부터 Biofuel Quato Law를 실시해 

2014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 6.2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2010).  

RHO는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 그 대상이다. RHO는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다. 독일의 경우 2009년부터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고, 재정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부터 RHO를 실행하였으며,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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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인센티브(Renewable Heat Incentive, 

RHI)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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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내 제도 

 

국내 RPS 제도는 2003년 12월 제 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 되었고, 2010년 3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2년부터 도입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공 및 

민간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설비용량 5GW가 넘는 6개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와 

5GW 미만인 7개사(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Power, GS EPS, 

GS 파워, 포스코파워, MPC(율촌))로 나뉜다. RPS는 공급규모의 예측이 

용이하며, 경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RPS의 의무 공급량은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2012년 2.0%, 2015년 

3.5%, 그리고 2020년에는 10%로 정해졌다. 하지만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실적과 기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3년마다 

의무비율을 재검토하며, 개별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공고하고 있다(김운수, 2012).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의 사업자에 대해 총 25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2년에 

2%였던 의무할당비율이 2013년 2.5%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내 RFS 제도는 2013년 8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시작으로 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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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의 혼합 비율을 2020년까지 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하부규정에 

대해서는 조정 중에 있다(이정임, 2010). 하지만 RFS는 휘발유에 혼합하는 

바이오에탄올의 원재료가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의 여건, 불가피한 가격상승,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국내 RHO 제도는 2016년에 법개정을 실행할 예정이다. 주거용 주택과 

공공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m2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신재생 열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 비율은 매년 

1%씩 증가시킬 계획으로 2030년에는 20%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을 적용 에너지원으로 설정하지만 월별 성장 

잠재력과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설정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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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헌 연구 

 

2.2.1 국외 및 국내 연구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중요성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Dincer (2000)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존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를 정량적인 분석 

방법으로 뒷받침해주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Apergis and Payne 

(2010)은 20개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소비가 1%로 증가하면 실질 국내 총 생산(real GDP)이 0.76%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분석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호분석 또는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 및 분석수단이 이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정책 및 제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시장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진술선호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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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 보면, 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거나 

가상 또는 실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하기에 앞서, 제도 설계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문헌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적 투자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또는 자금조달에 대한 

선호분석이 이루어 졌거나, 전력산업을 대상으로 전력의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Roe et al. (2001)은 컨조인트 설문결과와 헤도닉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주거용 전기 부문의 환경적 속성들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컨조인트 설문을 통해 각 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효용을 

분석하고, 헤도닉 분석을 통해 녹색 전력(green electricity)에 반영된 가격 

프리미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해물질 배출량이 감소할수록 

소비자의 효용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헤도닉 분석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혼합연료, 녹색 인증서, 브랜드 명 등과 같은 전력 

서비스 특성들이 전력 가격의 프리미엄의 주된 원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Longo et al. (2008)은 가상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영국 일부 

지역 거주민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연간 전기 부족량, 전력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 

연간 전기요금 상승액을 신재생에너지 정책 속성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에너지안보 문제, 

기후변화,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외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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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bach et al. (2011)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난방 보급 정책을 실시할 경우 나타날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모든 회원국이 통일된 제도를 실시 할 경우와 국가별로 특화된 제도를 실시할 

경우를 비교하여, 모든 회원국에 이익이 되는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회원국들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개별 국가의 효과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영서 와 김진오(2002)를 기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진오(2002)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및 

연료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배제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격의 설정, 

기준가격과 시장거래가격과의 차액보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등의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측면으로 살펴 보았을 때, 

조세 정책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대로 정부의 

보조금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실행된 RPS 제도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졌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정책,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창훈 외(2009)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반 전력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녹색가격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재의 사적공급 모형을 

이용해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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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특정 집단의 지불의사액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Yoo et al. (2009)은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녹색 전력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월 평균 지불의사액은 모수적 방법(parametric approach)을 

이용했을 때 1,681원,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approach)을 

이용했을 때 2,072원으로, 각각 연간 약 1,505억원, 1,856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녹색전력에 대해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있다는 결론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녹색전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Kim et al. (2012) 또한 비슷하게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 전력에 대한 국내 가정내의 추가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RPS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연구로써, 2012년 RPS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전가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가격경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 결과, 풍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이 가장 

높았고 수력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은 전력 공급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세 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1,562.7원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환산하면 약 3,211억원임을 알 수 있다. 

지불의사액만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액수는 

2010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로써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활성화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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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였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선호분석과 관련하여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Nomura et al., 2004; Wiser, 

2007; Yoo et al., 2009; Kim et al., 2012). 하지만 앞서 설명한, Roe et al. 

(2001) 또는 Longo et al. (2008)의 연구와 같이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원 또는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및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할 수 있다. Ku et al. (2010) 또한 컨조인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가정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선호 및 그 

속성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속성으로는 자연경관, 야생생물, 

대기오염, 고용인 수 증감, 추가 전기요금, 총 5개를 선정하고, 다항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속성을 선정함에 있어 

RPS 또는 RFS, RHO 같은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2.2.2 모형연구 

대부분의 선호분석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로짓모형이 이용된다. Scarpa 

et al. (2010)은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특히 자가전력 방식에 대한 영국 가정 내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선택실험에서 이용된 속성들은 투자비용, 월별 에너지 요금, 유지-보수 비용, 

해당 기술을 추천한 추천인, 계약기간, 해당시스템에 의해 야기되는 불편함의 

종류이며,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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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신재생에너지 수용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가 전력 기술에 대한 자본 경비(투자 금액)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크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어떤 특성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으나, 어떠한 소비자가 어떤 

특성을 선호하는지는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Longo et al. (2008)은 Scarpa et al.(2010)과는 다르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영국 일부 지역 거주민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이때, 가상 

정책의 속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연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연간 

전기 부족량, 전력 산업 분야의 고용변화, 연간 전기요금 상승액을 선정하여,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소비자 선호 분석시에 소비자의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본 연구의 모형은 

실효성 높은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홍재(2007)는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전환비용 중 단말기와 번호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의 규모와 후생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별 

모수 추정 및 세부 시장별 특징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오만숙 외 (2013)은 계층적 베이지안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대학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을 계층적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강원도 지역에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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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부모님 지원간에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렇듯,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은 다양한 모형 및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선호의 계층적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력, 수송, 열 부문을 대표하는 제도인 RPS, RFS, RHO에 대한 국민선호 

분석을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해 수행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제도의 속성을 더 선호하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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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 연구의 의의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거나,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원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RPS, RFS, RHO)은 앞으로 약 

10년 동안 시행될 계획이며,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전 비용 

상승의 부담은 최종 사용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활성화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구매 또는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상의 환경에서 최종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RPS, RFS, RHO)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선호를 

정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분석에 있어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른 선호 또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원 또는 신재생에너지 제도 및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 기존의 

다른 연구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정책 파급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 초기 

단계 또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최종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 또는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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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선호를 분석하여 수용성 높은 제도를 설계하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제도를 지지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세부적인 정책 설계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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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모형 및 방법론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비자의 진술선호를 바탕으로 한 컨조인트 설문 기법을 

이용하였다. 컨조인트 설문 기법은 보통 소비자에게 그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유사하게 재현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RPS 제도와 앞으로 시행 예정이 

RFS, RHO 제도에 대한 컨조인트 설문을 시행하였다. 제 3장에서는 RPS, 

RFS, RHO에 대한 각각의 컨조인트 설문지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계량경제학적 모형에 대해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할 계량경제학적 모형은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의 전반적인 선호의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의 선호 분포를 

추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및 

홍보 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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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는 총 3가지로 RPS, RFS, 

RHO 제도이다. 먼저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RPS에 대한 

컨조인트 속성 및 설명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된 5가지 

속성(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CO2)배출 감소량, 고용창출 효과, 연간 

정전시간, 삼림훼손) 이외에도 나열 할 수 있는 RPS 대상에너지원, RPS 

가중치 등의 다른 속성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5가지의 속성 중, 첫 번째 속성인 전기요금 상승은 그 속성 수준을 2%, 

6%, 10% 상승으로 설정하였다. RPS가 실행됨에 따라 발전사는 발전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발전비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사는 이렇게 상승된 발전비용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기연구원(2 

009)에 따르면 RPS 실행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약 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속성 수준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속성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은 그 속성 수준을 3%, 5%, 7%/년으로 설정하였다. 

Palmer and Burtraw (2005) 는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10%선정 했을 때, 약 5.8%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냈다. 또한 Kydes (2007)은 미국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 20%를 달성하게 되면 약 16.5%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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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효과를 낳는다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속성수준(3%, 5%, 7%)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속성은 고용창출 효과로 그 

속성 수준을 1만명, 2만명 3만명/년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미국은 RPS 제도 실행 

이후 매년 약 3만 5천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 속성은 연간 

정전시간으로,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ongo (2008) 의 연구에서 설정한 연간 정전시간 30분, 60분, 120분을 

참고하여, 연간 총 10분, 30분, 50분 내외로 그 속성 수준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속성은 산림훼손으로 그 속성 수준을 1억 6천만평, 

2억평, 2억 4천만평으로 설정하였다. 원자력문화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100만 

kW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태양열은 약 1천만평(여의도 면적의 11.5배), 

풍력은 약 5천만평(여의도 면적의 57.5배)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RPS 

2012년 의무공급량(2.0%)를 고려했을 때, 약 9만 3천만평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RPS를 실행함으로써 산림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속성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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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RPS 컨조인트 설문에 포함된 속성과 수준 

속성 수준 설명 속성 수준 설명 

전기요금 

상승 

2% 상승 

(월 전기료 5 만원 기준, 

1,000 원 부담) 

RPS 가 실행됨에 따라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원 

발전량을 늘리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전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발전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전기요금 또한 일정 부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연간 

정전시간 

총 10 분 내외/년 

신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 

기후환경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아,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6% 상승 

(월 전기료 5 만원 기준, 

3,000 원 부담) 

총 30 분 내외/년 

10% 상승 

(월 전기료 5 만원 기준, 

5,000 원 부담) 

총 50 분 내외/년 

온실가스 

(CO2) 

배출 

감소량 

3%감소/년 

(1,800 만톤 CO2 eq 감소) 

RPS 가 실행됨에 따라 발전 사업자는 

전체 발전량 중 일부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이 

증가할수록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이상기후 현상이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 

감소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산림훼손 

(부지문

제) 

1 억 6 천만평 

(530km2) 

산림훼손/년 

(여의도 면적의 

180 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방식은 

기존의 발전방식보다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는 

산림 훼손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00kW 발전을 위해서 

태양광은 약 1 천만평(여의도 

면적의 11.5 배), 풍력은 약 

5 천만평 (여의도 면적의 

57.5 배), 원자력은 22.8 만평 

(여의도 면적의 0.26)의 

면적을 필요로 한다.  

5%감소/년 

(3,000 만톤 CO2 eq 감소) 

7%감소/년 

(4,200 만톤 CO2 eq 감소) 
2 억평(660km2) 

산림훼손/년 

(여의도 면적의 

230 배) 

고용창출 

효과 

(실업률 

감소) 

1 만명 추가 고용창출/년 

(실업률 0.04% 감소) 

RPS 실행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활발한 성장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발전사 및 관련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R&D 인력 및 관리 인력을 

적극적으로 늘림으로써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2 만명 추가 고용창출/년 

(실업률 0.08% 감소) 

2 억 4 천만평 

(790km2) 

산림훼손/년 

(여의도 

면적의 270 배) 

3 만명 추가 고용창출/년 

(실업률 0.1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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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신재생연료 공급의무화 제도(RFS) 

 

RFS 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정유사 등 정제업자, 수입업자)에게 기존 

화석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일정비율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RFS 에 대한 컨조인트 속성 및 설명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5 가지 속성 (운송 요금 상승,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고용창출 효과, 

농작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식료품비 지출 증가, 기존 대비 연료효율) 

이외에도 포함될 수 있는 RFS 대상 에너지원, 바이오연료 비율 등 다른 

속성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5 가지 속성 중, 첫 번째 속성인 (운송)요금 상승은 그 속성 수준을 20 원, 

60 원, 100 원 상승/리터로 설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RPS 와 마찬가지로 RFS 

또한 실행됨에 따라 연료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배정환(2009)은 

2007 년과 2009 년 사이의 일반경유와 바이오디젤의 생산가격 차이에 대해 

기술했으며, 바이오디젤이 평균 리터당 560 원이 더 비싼 것으로 제시하였다. 

해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BD20 이하)과 2013 년 국내 목표비율(BD5)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디젤이 혼합될 경우 일반 경유보다 28~112 원 정도 더 

비쌀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속성 수준(20, 60, 

100 원)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속성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으로 그 속성 

수준은 RPS 와 같은 수준(3%, 5%, 7%)으로 설정하였다. 바이오연료 사용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일으킨다는 연구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Spatari et al. (2005)에서는 바이오 에탄올 사용시 1MJ 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76g 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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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종합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전력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유사하였다. 따라서 본 속성의 수준은 

전력부문 대비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세 번째 속성은 고용창출 효과로 그 속성수준을 RHO 와 같은 수준인 0.5, 

1.0, 1.5 만명으로 설정하였다. Al Seadi et al. (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생산 시 플랜트 운명 및 공급원료 생산 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및 수입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09 년 기준 국내 에너지산업 종사자 수 

중 수송부문은 발전부문의 약 1/4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1).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속성수준을 설정하였다. 네 번째 

속성은 농작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료품비(채소/곡류) 지출 증가로 그 

속성수준을 2%, 6%, 10%상승으로 설정하였다. RFS 를 실행하면, 

바이오연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 콩, 사탕수수 등의 농작물 수요가 증가하여 

농작물 가격이 상승하게 될 수 있다. OECD (2006)에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해 설탕 가격이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연료 공급원료의 가격상승을 [표 2]와 같은 속성수준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속성은 연료 효율 감소이다.  바이오 

연료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 연료의 효율이 낮다. 바이오 디젤은 경유대비 

92.9%의 수준이며, 바이오 에탄올은 가솔린 대비 70% 수준이다(Pessoa, 

2011). 따라서 RFS 실행으로 인해 바이오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게 

되면 연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속성수준을 2%, 5%, 8% 감소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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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FS 컨조인트 설문에 포함된 속성과 수준 

속성 수준 설명 속성 수준 설명 

(운송) 

요금 상승 

20 월 상승/리터 

RFS 가 실행됨에 따라 수송용 연료 

공급자(정유사 등 정제업자, 수입 

업자)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일정비율 혼합해 공급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바이오 연로는 기존의 

연료에 비해 높은 생산원가를 가지고 

있어 (운송)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  

농작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료품비 

(채소/곡류) 

지출 증가 

2% 상승 

(월 10 만원 기준, 

2 천원 추가 부담) 

바이오 연료의 주원료는 

옥수수, 콩, 사탕수수 

등의 농작물로, 바이오 

연료 생산 시 농작물 및 

설탕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RFS 실행으로 인해 

식료품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60 월 상승/리터 

6% 상승 

(월 10 만원 기준, 

6 천원 추가 부담) 

100 월 상승/리터 

10% 상승 

(월 10 만원 기준, 

1 만원 추가 부담) 

온실가스 

(CO2) 

배출 

감소량 

3%감소/년 

(1,800 만톤 CO2 eq 감소)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이 

증가할수록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이상기후 현상이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 

감소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대비 

연료 효율 

2% 감소 

(기존대비 연료효율 

2% 낮음 

현재의 기술력으로 

바이오 연료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 연료의 

효율이 낮다. 따라서 

RFS 실행으로 인해 

바이오 연료를 일정비율 

사용하게 되면 연비가 

일정 비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감소/년 

(3,000 만톤 CO2 eq 감소) 

7%감소/년 

(4,200 만톤 CO2 eq 감소) 5% 감소 

(기존대비 연료효율 

5% 낮음) 

고용창출 

효과 

(실업률 

감소) 

0.5 만명 추가 고용창출/년 

(실업률 0.02% 감소) 

RFS 실행으로 인해 바이오 연료 관련 

산업의 활발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자 및 공급자들은 

옥수수, 유채 등의 식물재배를 위한 

인력 및 관리 인력을 적극적으로 

늘림으로써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1.0 만명 추가 고용창출/년 

(실업률 0.04% 감소) 
8% 감소 

(기존대비 연료효율 

8% 낮음) 1.5 만명 추가 고용창출/년 

(실업률 0.0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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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HO) 

  

RHO 는 건물주에게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RHO 에 대한 컨조인트 속성 및 설명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제시된 5 가지 속성(난방시설 추가설치 비용,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고용창출 효과, 투자비용 회수기간, 초기투자비용 

보조금 수준) 이외에도 포함될 수 있는 RHO 대상 에너지원, 난방효율 및 

퍼포먼스 변동 등 다른 속성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5 가지 속성 중, 첫 번째 속성인 난방시설 추가설치 비용은 그 속성 수준을 

25 평(83m2) 기준 600, 700, 800 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RPS, 

RFS 와 마찬가지로 RHO 또한 실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2013)에 따르면 연면적 1 만 m2 이상 

신축건물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이것은 

기존의 난방시설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따른다. 2012 년 4 월 기준으로, 

태양열 온수 및 난방시스템의 설치비는 약 700 만원(15 평 기준)에서 

830 만원(45 평 기준)으로 조사되었고,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설치비는 

약 440 만원(10 평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 [표 

3]과 같은 속성수준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속성은 RPS, RFS 와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으로 그 속성수준을 0.5%, 1.0%, 1.5%로 설정하였다. 

본 속성의 수준은 RFS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종합정보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그 결과 전력부문 대비 난방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5 에서 1/7 수준으로, 이를 바탕으로 속성수준(0.5%, 1.0%, 1.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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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세 번째 속성 또한 RPS, RFS 와 동일한 고용창출효과로 그 

속성수준은 RFS 와 동일하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주택이 매년 5 만호(매년 신규주택 보급 

물량의 약 10%)보급될 때 연간 약 6,000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속성수준(0.5, 1.0, 

1.5 만명 추가)을 설정하였다. 네 번째 속성은 투자비용 회수기간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태양열 또는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은 

연료비가 들지 않으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난방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난방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속성의 수준(3 년, 5 년, 7 년)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속성은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수준으로, 그 속성 수준을 0%, 25%, 50%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린홈 100 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태양열 및 지열 

냉난방 주택에 대해 설치 기준단가의 50% 이내를 

보조해주었으며(에너지관리공단) RHO 가 실행된다면 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보조금 투입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본 속성에 대한 수준을 다음 [표 3]과 

같이 설정하였다.  



29 

 [표 3] RHO 컨조인트 설문에 포함된 속성과 수준 

속성 수준 설명 속성 수준 설명 

(난방시설)

추가설치 

비용 

600 만원 

(25 평: 83m2 기준) 

RHO 가 실행됨에 때라 건물주는 

건물의 열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비용 

회수기간 

3 년 
건축물의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함에 따라 추가적이 

설치비가 생기며, 이에 따라 

초기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700 만원 

(25 평: 83m2 기준) 
5 년 

800 만원 

(25 평: 83m2 기준) 
7 년 

온실가스 

(CO2) 

배출 감소량 

0.5%감소/년 

(300 만톤 CO2 eq 감소) 

건축물의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이 증가할수록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이상기후 현상이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 감소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용 

보조금 수준 

0%  

(보조금 없음) 

RHO 실행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가가 난방시스템 설치 

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1.0%감소/년 

(600 만톤 CO2 eq 감소) 

1.5%감소/년 

(900 만톤 CO2 eq 감소) 

25%  

(25 평 기준 

800 만원 투자비 

중 200 만원 

지원) 

고용창출 

효과 

(실업률 

감소) 

0.5 만명 추가 

고용창출/년 

(실업률 0.02% 감소) 

RHO 실행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사업이나 건축디자인 

사업 등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산업의 창출 및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1.0 만명 추가 

고용창출/년 

(실업률 0.04% 감소) 

50%  

(25 평 기준 

800 만원 투자비 

중 400 만원 

지원) 

1.5 만명 추가 

고용창출/년 

(실업률 0.0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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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RPS, RFS, RHO)의 속성 5가지와 

3가지 속성 수준의 조합으로 생성 가능한 대안의 수는 총 

243개이다(3×3×3×3×3=243). 하지만 총 243개의 대안을 모두 설문하여 

국민의 선호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요인설계법(Fractional Factorial Design, FFD) 5을 이용해 총 18개의 

대안카드를 추려냈다. 실제 설문에서는 18개 대안카드를 3개의 대안카드 

세트로 나누고, 각각의 세트에는 ‘수용하지 않음(No Choice)’이라는 

대안을 포함시켜, 총 4개의 대안카드에서 하나의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상세한 설문지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컨조인트 속성 및 속성수준, 그리고 설문형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요도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5 대안카드들에 대한 직교성 검사(orthogonality test)를 통해 속성들 간의 수리적인 상관관계

가 없으나 모든 속성들의 모든 수준들을 포함하는 대안카드를 추려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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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에 대한 선호분석 

설문조사 

RPS RFS RHO 

결과 분석 

계층적 베이지안 혼합 로짓 모형 

분석   분석 

정책 및 홍보전략 제안 

[그림 1] 연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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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RPS, RFS, RHO)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컨조인트 설문자료를 이용하고,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에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사용하여 이를 분석한다. 확률효용모형에서 효용은 

확정항(deterministic term, njV )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확률항(stochastic 

term, nj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응답자 n 이 선택대안 

j 로부터 얻는 효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j nj njU V    (1) 

nj n j njU x    (2) 

 

확률효용모형 식(1)은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2)에서 확정항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 j 의 속성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jx )와 응답자 n

이 대안에 부여하는 가치, 계수 벡터( n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확정항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이를 이루고 있는 제도의 속성과 

같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고, 확률항 부분은 응답자 개인의 선호와 

같이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 확률항은 모형의 종류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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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확률항이 상호독립인 타입 I 

극한분포(type 1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 응답자 n 이 선택대안 j 를 선택할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은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나타낼 수 있다.6  

 

 
 

'

'

exp
Pr( )

exp

j n

n

k n

k

x
j

x







                                    (3) 

   

이때, 식(3)을 이용하면 속성별 부분가치( n )에 대한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유일한 최우추정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모수 분포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prior distribution)과 우도함수의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이용한 베이지안 기법(Bayesian Method)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Edwards 

& Allenby, 2003). 베이지안 기법은 최우추정의 복잡함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추정한 결과 해석 또한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Train & 

Sonnier, 2005).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한다.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은 식(3)에서 속성별 부분가치를 나타내는 

모수, n 가 응답자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이것은 소비자, 즉 국민의 

                                           

6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McFadden, 1973)과 (Train, 200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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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성을 반영한다(Allenby & Rossi, 1998). n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0, )n n n N     
n

z                           (4) 

 

위의 식(4)에서 n
z 는 응답자 n의 개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벡터, 는 n

z 에 

대한 모수의 행렬, n 는 관측되지 않는 소비자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확률항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각 부분가치간의 공분산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Allenby & Ginter, 1995). 일반적으로 베이지안 분석은 각 모수에 

대한 사전분포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우도와 결합하여, 각 

모수의 사후분포를 추정한다. 여기에서 식(4)는 식(3)의 n 에 대한 

사전분포의 역할을 하며,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와 

에 대한 사전분포 또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와 에 대한 분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아래의 식 (5)와 같이 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고, 는 inverse-Wishart 분포를 따른다. 

 

~ ( , )N a A ; ~ ( , )W w W                                  (5)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은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를 가진다(Allenby & Ross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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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Allenby & Rossi (2007)과 이홍재(2007)에서 제시한 베이지안 컨조인트 

모형의 계층구조를 참고하여 계층적 베이지안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 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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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 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수(
jx ) 

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RPS, RFS, RHO에 대한 속성 변수 

 RPS RFS RHO 

변수 

1 전기요금상승 (운송)요금상승 
(난방시설)추가설치

비용 

2 
온실가스(CO2)배출

감소량 

온실가스(CO2)배출

감소량 

온실가스(CO2)배출

감소량 

3 
고용창출효과(실업

률감소) 

고용창출효과(실업률

감소) 

고용창출효과(실업률

감소) 

4 연간정전시간 

농작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류품비 

지출(채고/곡류) 증가 

투자비용 회수기간 

5 산림훼손(부지문제) 기존대비 연료 효율 
초기투자비용 보조금 

수준 

 

따라서 [표 4]를 바탕으로 식(2)를 적용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RPS 

2 2nj CO CO

nj

U X X X

X X X

  

   

  

   

전기요금 전기요금 고용창출 고용창출

정전시간 정전시간 산림훼손 산림훼손 수용안함 수용안함

        (10) 

RFS 

2 2nj CO CO

nj

U X X X

X X X

  

   

  

   

요금상승 요금상승 고용창출 고용창출

식료품비 식료품비 연료효율 연료효율 수용안함 수용안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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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 

2 2nj CO CO

nj

U X X X

X X X

  

   

  

   

난방시설 난방시설 고용창출 고용창출

보조금 보조금투자비용 투자비용 수용안함 수용안함

          (1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n
z )와 개인별 모수( n )의 변동을 

연계시킴으로써 개인별 특징에 따른 선호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응답자의 이질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혼합로짓모형에서 추가적인 

해석이 덧붙여진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RPS, RFS, RHO)에 대한 n
z 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RPS, RFS, RHO 의 개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RPS RFS RHO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월 평균 전기요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 

가구 구성원 수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월 평균 식료품비 

월 평균 채소/해조류 및 

곡류/식빵 품목의 지출비 

월 평균 교통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 

가구 구성원 수 

자가용 보유 유무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월 평균 난방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 

가구 구성원 수 

주택 보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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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4)에 위의 [표 5]를 적용시켜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개인별 모수( n )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RPS 

 



 



 

   

   

   

   

   

z z z

z z

z z z

z z

z z z

전기요금 성별,전기요금 성별 연령,전기요금 연령 학력,전기요금 학력

인지도,전기요금 인지도 가구구성원,전기요금 가구구성원

산림훼손 성별,산림훼손 성별 연령,산림훼손 연령 학력,산림훼손 학력

인지도,산림훼손 인지도 가구구성원,산림훼손 가구구성원

수용안함 성별,수용안함 성별 연령,수용안함 연령 학력,수용안함

   z z

학력

인지도,수용안함 인지도 가구구성원,수용안함 가구구성원

   (13) 

 

RFS 

 



 



 

   

   

   

   

   

z z z

z z

z z z

z z

z z z

운송요금 성별,운송금 성별 연령,운송요금 연령 학력,운송요금 학력

인지도,운송요금 인지도 가구구성원,운송요금 가구구성원

연료효율 성별,연료효율 성별 연령,연료효율 연령 학력,연료효율 학력

인지도,연료효율 인지도 가구구성원,연료효율 가구구성원

수용안함 성별,수용안함 성별 연령,수용안함 연령 학력,연료효율 학

   z z

력

인지도,수용안함 인지도 가구구성원,수용안함 가구구성원

   (14) 

 

RHO 

 



   

   

z z z

z z

전기요금 성별,전기요금 성별 연령,전기요금 연령 학력,전기요금 학력

인지도,전기요금 인지도 가구구성원,전기요금 가구구성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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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 z

z z

z z z

z z

보조금 성별,보조금 성별 연령,보조금 연령 학력,보조금 학력

인지도,보조금 인지도 가구구성원,보조금 가구구성원

수용안함 성별,수용안함 성별 연령,수용안함 연령 학력,수용안함 학력

인지도,수용안함 인지도 가구구성원,수용안함 가구구성원

  

 

위의 식들을 살펴 보면, 식 (10), 식(11), 식(12)에서는 각각 총 3,000 개 

(500×6=3,000)의 개인별 부분가치( n ), 식 (13) 에서는 총 

42 개(7×6=42), 식 (14)에서는 총 60 개 (10×6=60), 식 (15)에서는 총 

48 개 (8×6=48)의 벡터 n
z (응답자 n 의 개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벡터)에 

대한 회귀계수(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n 은 와 상호연관되어 

있어 각 모수에 대한 사후 분포를 분석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다(이홍재,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데, 베이지안 계량 

경제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르코프체인-몬테카를로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Allenby et al., 1999; Huber & Train, 

2001; Train 2003). MCMC 방법은 모수를 조건부로 취하여 

확률추출(random sampling)을 반복함으로써 각 모수의 

사후분포(posterior)로 수렴되는 분포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추출기법인 깁스샘플링(Gibbs sampling)을 이용한다.  

계층적 베이지안 추정(Hierarchical Bayesian Estimation)에서 MCMC 

방법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단계를 거친다(Allenby & Rossi, 2007; Choi, 

2009; Ko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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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고, 는 

inverse-Wishart 분포를 따른다. 즉, 식(16)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 

부분가치간의 공분산(  )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속성에 대한 개인별 

부분가치( n )가 주어진 상태에서 개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n
z )에 대한 

계수( )를 추출하고, n 과 가 주어진 상태에서 를 추출, 그리고 와 

가 주어진 상태에서 n 을 추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은 Train 의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의 모수 추출 과정과 

비슷하며(Choi, 2009), 다른 점은 확률 추출과정에서 하나의 모수가 아닌 두 

개의 모수를 조건부로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출과정은 모수의 계층적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Allenby & Ginter, 1995)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일렬의 과정을 Sawtooth Software CBC 

Hierarchical Bayes Module(Ver. 5.5.2)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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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4.1 자료의 구성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2년 8월 30일에서 9월 19일까지 약 20일간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 및 신도시(경기)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만20세~59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설문지는 총 4가지 

유형(A형, B형, C형, D형)이며, 전문 리서치업체를 통해 개별면접조사 형태로 

실행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국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RPS, RFS, RHO)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써, 

수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설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의 표본을 다음 [표 6]과 같이 

선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응답자 특성(1)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전체 500 100% 

성별 
남자 249 49.8% 

여자 251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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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 대 120 24% 

30 대 138 27.6% 

40 대 128 25.6% 

50 대 114 22.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 0.8% 

중학교 졸업 9 1.8% 

고등학교 졸업 223 44.6% 

대학 재학/졸업 249 49.8% 

대학원 재학/졸업 15 3% 

월 평균 

수입 

월 99 만원 이하 1 0.2% 

월 100 만원 이상~월 200 만원 미만 32 6.4% 

월 200 만원 이상~월 400 만원 미만 228 45.6% 

월 400 만원 이상~월 600 만원 미만 176 35.2% 

월 600 만원 이상~월 800 만원 미만 46 9.2% 

월 800 만원 이상 16 3.2% 

가구 

구성원 

수 

1 명 27 5.4% 

2 명 50 10% 

3 명 115 23% 

4 명 이상 299 59.8% 

6 명 이상 9 1.8% 

 

또한 본 설문은 본격적인 RPS, RFS, RHO 에 대한 컨조인트 설문에 앞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바이오에너지, 수력에너지 등)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인지도 조사에서는 연료전지, 석탄 가스화/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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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에너지, 태양열, 태양과,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총 11 가지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로는 개인보조 

정책인 그린홈 100 만호 보급사업, 일반보급 보조사업, 생산기업 금융보조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그리고 의무화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RPS, RFS, RHO 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3]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응답자 500 명의 인지도를 5 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60%(33.3%+26.7%)의 사람들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 평균이상의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6.7% 

2  

13.3% 

3  

20.0% 

4  

26.7% 

5  

33.3% 1 매우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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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을 살펴 보면, 응답자의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은 5 점 만점7에 대부분 2 점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5 점 만점 8에 대부분 3 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7
 1-전혀모른다; 2-모르는편이다; 3-보통이다; 4- 아는편이다; 5-매우잘안다. 

8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필요한 편이다; 5-매우 필

요하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반보급보

조사업 

신재생에너

지 

금융지원 

신재생에너

지 설치 

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

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신재생연료 

공급의무화 

제도(RFS)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HO) 

인지도 2.00 2.09 2.02 1.91 1.86 1.85 1.89

필요성 3.75 3.79 3.77 3.74 3.72 3.67 3.70

2.00 

2.09 

2.02 

1.91 

1.86 
1.85 

1.89 

3.75 

3.79 

3.77 

3.74 

3.72 

3.67 

3.70 

3.60

3.62

3.64

3.66

3.68

3.70

3.72

3.74

3.76

3.78

3.80

1.70

1.75

1.80

1.85

1.90

1.95

2.00

2.05

2.10

2.15

[그림 4]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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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함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림 

4]를 세부적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일반보급 보조사업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고, 그 필요성 또한 높게 측정하였다. 반면, RPS, RFS, 

RHO 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3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개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단위로 설명한다. 각각의 제도에서 

개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는 3.2 실증모형의 [표 5]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본 절에서 제시된 성별, 연령, 학력, 수입, 가족 구성원 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는 RPS, RFS, RHO 의 선호도 분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변수들이며, 이 외에도 월 평균 전기요금, 월 평균 식료품비, 월 

평균 채소/해조류 및 곡류/식빵 품목의 지출비, 월 평균 교통비, 자가용 보유 

유무, 월 평균 난방비, 주택보유 유무가 각 제도의 특징에 맞추어 최종 

분석에 포함된다([표 7]).  

 

 

[표 7] 응답자 특성(2) 

제도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500 % 

RPS 
월 평균 

전기요금 

3 만원 미만 44 8.8% 

3 만원 이상~5 만원 미만 201 40.2% 

5 만원 이상~10 만원 미만 201 40.2% 

10 만원 이상~20 만원 미만 47 9.4% 

20 만원 이상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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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 

월 평균 

식료품비 

10 만원 미만 4 0.8% 

10 만원 이상~20 만원 미만 25 5% 

20 만원 이상~30 만원 미만 58 11.6% 

30 만원 이상~40 만원 미만 115 23% 

40 만원 이상~50 만원 미만 126 25.2% 

50 만원 이상~70 만원 미만 127 25.4% 

70 만원 이상~100 만원 미만 34 6.8% 

100 만원 이상 11 2.2% 

월 평균 

채소/해조

류 및 

곡류/식빵 

품목의 

지출비 

5 만원 미만 25 5% 

5 만원 이상~10 만원 미만 48 9.6% 

10 만원 이상~20 만원 미만 223 44.6% 

20 만원 이상~30 만원 미만 150 30% 

30 만원 이상~40 만원 미만 31 6.2% 

40 만원 이상 23 4.6% 

월 평균 

교통비 

5 만원 미만 12 2.4% 

5 만원 이상~10 만원 미만 24 4.8% 

10 만원 이상~20 만원 미만 94 18.8% 

20 만원 이상~30 만원 미만 110 22% 

30 만원 이상~40 만원 미만 134 26.8% 

40 만원 이상~50 만원 미만 70 14% 

50 만원 이상 56 11.2% 

자동차 

보유 유무 

보유 404 80.8% 

비보유 96 19.2% 

RH

O 

월 평균 

난방비 

5 만원 미만 30 6% 

5 만원 이상~10 만원 미만 170 34% 

10 만원 이상~20 만원 미만 248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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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이상~30 만원 미만 35 7% 

30 만원 이상~40 만원 미만 9 1.8% 

40 만원 이상 8 1.6% 

주택  

보유 유무 

보유 329 65.8% 

비보유 171 34.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이외에도 일반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다(환경오염이 

감소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68%는 발전효율이 높다(에너지 생산성이 

높다)라고 했으며, 76%가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가능하다(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신재생에너지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에너지 생산량 또는 성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모르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앞에서 실시한 설문 내용을 통해, 사람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대한 응답자의 

정성적인 평가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중에서도, 응답자가 느끼는 제도의 인지도와 제도의 필요성 정도가 가장 낮은 

RPS, RFS, RHO 에 대한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응답자들이 제도가 실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영향 중에서 어떠한 

속성에 더 민감한지 또는 어떠한 속성을 더 선호하는지 분석하고,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과 같이 개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단위로 속성의 선호도를 



48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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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정결과 및 결과분석 

 

본 연구는 앞에서 설정된 실증모형에 따라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RPS, RFS, RHO)의 5가지 대안에 대한 대안상수 평균값( ) 또는 X 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분가치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개인별 특징에 따른 선호분포로 

세분화 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제 4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추정하고자 하는 세 

모수  ,  와  는 MCMC 기법에 따라 조건부 분포를 설정하여 확률추출 

반복을 통해 추정한다.  

추정은 Sawtooth Software CBC Hierarchical Bayes Module(Ver. 

5.5.2)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가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설문으로 수집된 500명의 자료 및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뒤, 분석을 시작하였다. 깁스 

샘플링을 이용하여 마르코브 체인에서 확률추출 반복을 20,000번 실행하였고, 

그 다음 앞의 5,000번의 추출 값을 제하고 남은 15,000개에 대한 평균 및 

유의도를 찾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때, 5,000번의 추출값을 제하는 것은 

마르코브 체인의 특징으로 ‘burn-in’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은 실제 

추정값으로 가까이 가기까지 또는 추출되는 수열이 균형으로 가기까지 어느 

정도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된다. 

추정결과는 RPS, RFS, RHO의 대안 또는 속성에 따른  값과  값을 

세분화 하는 값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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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PS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는 앞에서 설명한 식 (10)과 식(13)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페이지의 [표 8]과 같다.  

 

2 2nj CO CO

nj

U X X X

X X X

  

   

  

   

전기요금 전기요금 고용창출 고용창출

정전시간 정전시간 산림훼손 산림훼손 수용안함 수용안함

      (10) 

 

 



 



 

   

   

   

   

   

z z z

z z

z z z

z z

z z z

전기요금 성별,전기요금 성별 연령,전기요금 연령 학력,전기요금 학력

인지도,전기요금 인지도 가구구성원,전기요금 가구구성원

산림훼손 성별,산림훼손 성별 연령,산림훼손 연령 학력,산림훼손 학력

인지도,산림훼손 인지도 가구구성원,산림훼손 가구구성원

수용안함 성별,수용안함 성별 연령,수용안함 연령 학력,수용안함

   z z

학력

인지도,수용안함 인지도 가구구성원,수용안함 가구구성원

    (13) 

 

여기서 X
전기요금

, 2COX , X
고용창출

, X
정전시간

, X
산림훼손

은 RPS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고용창출 효과, 연간 

정전시간 발생,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식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를 의미한다. 

X
수용안함

과 같은 경우에는 RPS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RPS 수용을 거부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 으로 표시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모수  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아래 추정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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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RPS 에 대한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결과 

 

  값 


성별

 
나이

 
학력

 
수입

 
전기요금

 
인지도

 
구성원수

 


전기요금

 

(5백원)  

-0.771*** 

-0.123 0.001 0.229 0.474 0.039*** 0.200** -0.106 

2CO  

(600만톤) 

0.380*** 

0.109 0.002 -0.352 -0.114** -0.035*** 0.229 0.245** 


고용창출

 

(만명) 

0.146 

0.125 -0.010 -0.214 -0.021 -0.062*** 0.098 0.006 


정전시간

 

(10분) 

0.143 

-0.279 -0.006 0.368 0.154** 0.094*** 0.165 -0.496*** 


산림훼손

 

(천만평) 

-0.133*** 

-0.056 0.006 0.179** 0.002 0.012** 0.033 -0.037 


수용안함

 
-47.052*** 

5.148 -0.048 -2.707 -1.263 -0.343*** -9.567*** 2.839 

***1% 수준에서 유의함, **5% 수준에서 유의함 

  

여기에서,  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개인별 부분가치, 또는 X (RPS 의 

속성들)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을 나타낸다. [표 

8]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전기요금

, 2CO , 
산림훼손

, 
수용안함

의 

평균값이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기요금 상승이 작을수록, 온실가스배출 감소량은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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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문제가 적을수록 사람들의 효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수용안함

는 RPS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는 속성대안으로 매우 큰 

값의 음수가 유의하게 나왔으며, 이는 정책 수용자가 RPS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의 효용이 크게 감소할 것임을 나타낸다. 반대로 
고용창출

 

과 
정전시간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RPS 실행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및 연간 정전시간에 대한 속성은 사람들의 효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계층적 베이지안의 특징은  의 분포를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개인별 

특징에 따른 선호분포로 세분화 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8]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산림훼손 문제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월 평균 수입이 많은 사람일수록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덜 

민감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것은 ‘수입(income)’과 ‘환경에 대한 

관심(environmental concern)’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Van Liere et al., 1980). 어떤 

연구자들은 고수입자 일수록 환경친화적인 성향을 띤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의견에 반대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RPS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수입자 일수록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성향을 나타낸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표 8]을 살펴보면, 월 평균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산림훼손 문제에 덜 민감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평소 전기 요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RPS 정책 실행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상승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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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전기요금 상승에 덜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더 민감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월 평균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RPS 제도를 

선택하면 올라가는 효용이 더 크며,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RPS 제도 

시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평소 전기요금을 많은 

내는 사람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RPS 제도를 

더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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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신재생연료 공급의무화 제도(RFS)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모수  가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RFS의 선호도 분석 역시 이러한 가정아래 진행되었다. RFS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는 앞에서 설명한 식 (11)과 식(14)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페이지 56의 [표 9]과 같다.  

 

2 2nj CO CO

nj

U X X X

X X X

  

   

  

   

요금상승 요금상승 고용창출 고용창출

식료품비 식료품비 연료효율 연료효율 수용안함 수용안함

      (11) 

 

 



 



 

   

   

   

   

   

z z z

z z

z z z

z z

z z z

운송요금 성별,운송금 성별 연령,운송요금 연령 학력,운송요금 학력

인지도,운송요금 인지도 가구구성원,운송요금 가구구성원

연료효율 성별,연료효율 성별 연령,연료효율 연령 학력,연료효율 학력

인지도,연료효율 인지도 가구구성원,연료효율 가구구성원

수용안함 성별,수용안함 성별 연령,수용안함 연령 학력,연료효율 학

   z z

력

인지도,수용안함 인지도 가구구성원,수용안함 가구구성원

    (14) 

 

여기서 X
요금상승

, 2COX , X
고용창출

, X
식료품비

, X
연료효율

은 RFS 제도 도입으로 

인한 운송요금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고용창출 효과, 농작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료품비(채소/곡류) 지출의 증가, 바이오연료 사용에 따른 

연료 효율성 문제를 의미한다. X
수용안함

과 같은 경우에는 RFS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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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RFS 수용을 거부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 으로 표시된다.    

RPS 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는 X (RFS 의 속성들)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한계효용(marginal utility)를 나타낸다. [표 9]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운송요금

, 2CO , 
고용창출

, 
연료효율

, 
수용안함

의 평균값이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운송요금 

상승이 작을수록,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은 작을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클수록, 

기존 대비 연료효율이 좋을 수록 사람들의 효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수용안함

는 RFS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는 속성대안으로 

매우 큰 값의 음수가 유의하게 나왔으며, 이는 정책 수용자가 RFS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의 효용이 크게 감소할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2CO 는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고 나왔지만, 그 값이 

음수로 온실가스배출 감소량이 작을수록 사람들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연료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RFS 제도의 특성상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할 때 온실가스배출 감소량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된다.  

앞에서 RPS 에 대해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의 분포를 개인별 

선호분포로 세분화 하여 추정할 수 있다. [표 9]을 살펴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운송요금 상승에 덜 민감하고, 고용창출 효과와 기존 

대비 연료효율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RPS 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에 따라 RFS 제도 실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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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요금 상승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자가 고용창출 효과, 기존대비 연료효율에 덜 민감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수입이 많을수록 고용창출효과와 기존대비 연료효율에 더 민감하며, 월 평균 

채소/해조류 및 곡류/식빵 품목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을수록 고용창출효과에 

덜 민감하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 수록 고용창출효과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가 RFS 제도를 선택했을 때, 비선택 계수( 
수용안함

)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남자가 RFS 제도를 선택하면 

올라가는 효용이 여자에 비해 크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RFS 제도를 덜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또는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고학력 

자일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RFS 제도 선택시 

올라가는 효용이 더 크며, 이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일수록 RFS 제도를 더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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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RFS 에 대한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결과 

 
  값 


성별

 
나이

 
학력

 
수입

 
식료품

 곡류품목  
교통비

 
인지도

 
구성원수

 
자동차보유

 


운송요금

 

(10원/L) 

-1.225*** 

-0.020 0.016 0.098 0.013 0.002 0.002 0.006 0.228** 0.034 -0.102 

2CO  

(600만톤) 

-1.268*** 

1.386*** -0.018 0.270 -0.165 -0.012 0.030 -0.012 -0.721*** 0.352 0.185 


고용창출

 

(만명) 

2.284*** 

-2.038** 0.018 -0.754 0.845*** 0.038 -0.184** 0.065 2.485*** -1.888*** -0.520 


식료품비

 

(천원) 

0.199 

-0.189 0.017 -0.088 0.116*** 0.005 -0.001 0.003 0.216 -0.131 0.090 


연료효율

 
1.539*** 

-1.112*** 0.028 -0.017 0.340*** 0.000 0.021 0.005 0.704*** -0.290 0.050 


수용안함

 

(1%) 

-81.113*** 

10.502** 0.371 -7.664** -2.451 -0.337 -0.074 0.250 -17.796*** 3.741 -4.480 

***1% 수준에서 유의함, **5%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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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HO)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모수  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RHO의 선호도 분석 역시 이러한 가정아래 진행되었다. 

RHO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는 앞에서 설명한 식 (12)과 식(15)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페이지의 [표 10]과 같다. 

 

2 2nj CO CO

nj

U X X X

X X X

  

   

  

   

난방시설 난방시설 고용창출 고용창출

보조금 보조금투자비용 투자비용 수용안함 수용안함

           (12) 

 

 



 



 

   

   

   

   

   

 

z z z

z z

z z z

z z

z z z

전기요금 성별,전기요금 성별 연령,전기요금 연령 학력,전기요금 학력

인지도,전기요금 인지도 가구구성원,전기요금 가구구성원

보조금 성별,보조금 성별 연령,보조금 연령 학력,보조금 학력

인지도,보조금 인지도 가구구성원,보조금 가구구성원

수용안함 성별,수용안함 성별 연령,수용안함 연령 학력,수용안함 학력

 z z
인지도,수용안함 인지도 가구구성원,수용안함 가구구성원

   (15) 

 

여기서 X
난방시설

, 2COX , X
고용창출

, X
투자비용

, X보조금은 RHO 제도 도입으로 

인한 난방시설에 대한 추가설치 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고용창출 

효과, 난방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기간,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수준을 의미한다. X
수용안함

과 같은 경우에는 RHO 수용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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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RHO 수용을 거부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 으로 표시된다. 

 

[표 10] RHO에 대한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결과 

 
  값 


성별

 
나이

 
학력

 
수입

 
난방비

 
인지도

 
구성원수

 
주택보유

 


난방시설

 

(100만원) 

-1.491*** 

0.394 -0.009 -0.522** -0.019 0.032 0.891*** 0.201 0.721** 

2CO  

(600만톤) 

0.203 

-1.182 -0.099*** -0.191 -0.104 0.062 0.660 0.831** -0.652 


고용창출

 

(만명) 

0.406** 

0.190 -0.057** 0.057 0.245** 0.070** 0.469 -0.052 0.398 


투자비용

 

(1년) 

0.075 

-0.034 0.018** 0.132 0.021 -0.024** 0.044 -0.150 -0.222 

보조금  

(80만원) 

0.762*** 

-0.263 -0.004 0.275** 0.059 -0.012 0.280** -0.228** -0.044 


수용안함

 
-44.754*** 

6.218 0.066 -3.927 -4.483*** -0.180 -9.79*** 4.484** 11.194** 

***1% 수준에서 유의함, **5% 수준에서 유의함 

 

RPS, RFS 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는 X (RHO 의 속성들)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한계효용(marginal utility)를 나타낸다. [표 10]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난방시설

, 보조금 , 
수용안함

의 평균값이 99%의 신뢰수준에서, 


고용창출

의 평균값은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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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즉, 난방시설 추가설치 비용 상승이 작을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클수록, 초기 투자비용 보조금 수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효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수용안함

는 RHO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는 속성대안으로 매우 큰 값의 음수가 유의하게 나왔으며, 이는 

정책 수용자가 RHO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의 효용이 크게 

감소할 것임을 나타낸다.  

RPS, RFS 에서 설명하였듯이,  의 분포를 세분화 하여  를 분석하면 

앞에 제시된 [표 10]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고용창출효과에 덜 민감하다.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난방시설 추가 

설치비용, 초기 투자비용 보조금 수준에 더 민감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난방시설 추가 설치비용에 덜 민감하고, 초기투자비용 

보조금 수준에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학력자 일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및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수입이 많을수록 고용창출 효과에 더 민감하며, 월 난방비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투자비용 회수기간에 덜 민감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초기 투자비용 보조금 수준에 덜 

민감하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난방시설 추가 설치비용에 덜 민감하다.  

월 수입이 많을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RHS 제도 

선택시 올라가는 효용이 더 크며, 이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일수록 RHS 

제도를 더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가구 

구성원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RHO 제도 선택 시, 비선택 계수 ( 
수용안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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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값이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대가족일 수록 RHO 제도를 

선택하면 올라가는 효용이 그렇지 않은 가족(핵가족 또는 일인 가구)에 비해 

크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RHO 제도를 덜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또는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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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2000년대 이후부터 기후변화 및 자원고갈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특히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한다고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조일규, 2011), 일본 또한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정승연, 2012).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정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RPS, 신재생에너지 설비 표준화 및 인증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 또는 에너지 

공급자 관점의 투자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권종환 외, 2010; 이창호, 

2009, 김유진 외, 2008). 최종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들의 자발적 지지와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초기 단계에서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선호를 분석하여, 이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특징(성별, 연령, 학력 등)의 국민이 어떠한 선호를 

바탕으로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선택 하는지 정략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초기 단계인 RPS 제도와 앞으로 시행 예정인 RFS, RHO 

제도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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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에 대한 국민 선호분석 결과, 전기요금 상승이 작을수록,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은 클수록,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식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가 적을수록 RPS 제도 선택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FS에 대한 국민 선호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운송요금 상승이 

작을수록, 고용창출효과가 클수록, 바이오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대비 연료효율이 높을수록, RFS 제도 선택에 대한 국민 선호가 증가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RHO에 대한 국민 선호분석 결과, 난방시설 추가설치 

비용 상승이 작을수록, 고용창출효과가 클수록, 그리고 초기 투자비용 보조금 

수준이 높을수록 RHO 제도 선택에 대한 국민 선호가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선호 

RPS RFS RHO 

전기요금 상승 운송요금 상승 
난방시설 추가설치 

비용상승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고용창출 효과 고용창출 효과 

산림훼손 문제 기존대비 연료효율 
초기 투자비용 보조금 

수준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를 선택할 때에도 제도 실행에 따르는 추가적 비용상승에 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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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해석하면, 전기요금 상승, 운송요금 상승, 

난방시설 추가설치 비용 상승의 폭이 작을수록 국민의 선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위의 결과를 통해서 국민이 RPS, RFS, 

RHO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속성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다. 

반대로 의미하면, 제도의 어떠한 속성이 국민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또한 알 수 있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RFS, RHO 제도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선호와는 다르게, RPS 시행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국민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PS 의 도입은 대규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및 분석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정작 국민의 RPS 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해석하자면, 앞으로의 RPS 

정책을 홍보함에 있어,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효과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이 국민들의 선호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RFS 와 RHO 에 대한 홍보에 있어, RFS 는 기존대비 연료효율 및 

고용창출 효과, RHO 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수준 및 고용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를 높이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RFS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이 적어질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커진다는 분석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상식과 반하는 내용으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RFS 시행에 대한 선호도 분석 시, 운송요금, 연비 등의 

설문에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운전자에 국한하여 설문을 조사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설문 응답자의 80.8%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들은 출퇴근 등의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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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분석하였다. 계층적 베이지안 다항로짓 모형의 

특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국민이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속성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이 어떠한 속성에 영향을 받는지 또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RPS, RFS, RHO 각각의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표 12]와 같다.   

RPS 의 경우에는 고학력자 일수록 산림훼손 문제에는 덜 민감하고, 월 

평균 전기요금비를 많은 내는 사람일수록 정책 실행으로 따르는 전기요금 

상승이나 산림훼손 문제에 덜 민감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전기요금 상승에 덜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RFS, 

RHO 와 동일한 결과이다. RFS 와 RHO 와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운송요금 상승과 난방시설 추가 설치비용에 대해 

덜 민감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고학력자 일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빨라,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이들이 제도를 수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신지생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와 인지도는 

제도의 수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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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개인별 특징에 따른 국민의 선호 

RPS RFS RHO 

개인별 특성 제도 속성 민감성 개인별 특성 제도 속성 민감성 개인별 특성 제도 속성 민감성 

   성별(남) 

고용창출 

연료효율 

RFS 제도 

↓    

      연령 고용창출 ↓ 

학력 산림훼손 ↓ 학력 RFS 제도 ↑ 학력 
설치비용 

보조금 
↑ 

수입 온실가스 ↓ 수입 
고용창출 

연료효율 
↑ 수입 

고용창출 

RHO 제도 
↑ 

전기요금비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  

산림훼손 

RPS 제도  

↓    난방비 투자회수 ↓ 

인지도 

전기요금 상승 ↓ 

인지도 

운송요금 상승 ↓ 

인지도 

설치비용 ↓ 

RPS 제도 실행 ↑ 
연료효율 

RFS 제도 
↑ 

보조금 

RHO 제도 
↑ 

구성원 수 온실가스 ↑ 구성원 수 고용창출 ↓ 구성원 수 보조금 ↓ 

   곡류품목 지출 고용창출 ↓    

      주택 보유 
설치비용 

↓ 
RHO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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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 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선호를 성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그 결과, 남자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기존대비 연료효율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가 

여자에 비해 기존대비 연료효율에 덜 민감하다는 결론은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이다.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자동차 및 연비, 연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따라서 기존의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이오 연료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RFS 선택에 

있어 연료의 효율성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덜 민감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를 통해 남자가 제도의 수용성이 높다라고 확대해석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수용안함

과 
성별

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제도의 수용 자체에 

있어서 덜 민감하여,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효율에 

덜 민감하지만 전반적인 제도의 수용성에는 덜 민감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기존 대비 연료효율에 

더 민감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RFS 정책 설계 시, 바이오연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뒷받침을 기반으로 바이오연료 효율성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도의 속성 중에서도 고용창출 효과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RFS 는 기존대비 연료효율 및 고용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 설계 및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기준으로 [표 

12]를 살펴 보았을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과 월 수입이 

높을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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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RHO 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살펴보면, 고 소득자일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제도를 수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RHO 정책 

실행으로 인한 난방시설에 따른 추가적인 설치 비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수준에 대해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또한 보조금 수준에 더 민감하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치 비용에 따른 정보의 보조금은 성공적인 정책 실행 및 확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학력자 일수록, 고 소득자 일수록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력이 

빠르고, 제도 시행으로 따르는 가격상승에 덜 민감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결과는 

직관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RPS, RFS, RHO 각각의 정책 시행에 대한 

응답자가 느끼는 가치를 응답자의 특성 별(성별, 나이, 학력 등)로 

세분화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 및 

홍보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설문은 특정 

기간(2012 년 8 월 30 일 ~ 9 월 19 일) 동안 이루어져, 시간에 따른 국민의 

선호를 분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현재 상황을 토대로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문을 작성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민의 선호 분석 결과가 

실제 미래의 선호라고 말하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수준 및 시간에 따른 가격 변동을 고려한 시계열적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좀 더 정확한 예측에 따른 의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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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설문은 서울을 포함한 6 개 광역시 및 신도시(경기)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5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분석결과를 전국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향후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RPS 와 같은 경우에는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지역별 선호도를 분석해 보는 것도 흥미로워 보인다.  

셋째,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RPS, RFS, RHO)의 속성을 선정함에 

있어 각 제도 별로 중요 속성 5 가지를 추출하여 가상의 대안을 구성하였다. 

이는 컨조인트 설문의 특성상 속성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응답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것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5 가지 속성들 

이외에도 각 제도의 구성하는 추가적인 속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서 실제 

정책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정책에 대한 속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실제 선호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해결책 중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생산단가를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성상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 설계에 있어 국가의 

이득과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어떤 

것이 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 과정인가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하다. 하지만 

실효성 높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를 설계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종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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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설계의 가능성과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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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아래의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편집된 것이다. 설

문은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제도(RPS, RFS, RHO)에 대한 컨조인트 설문과,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질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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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reduce future dependence on fossil fuel and develop earth-friendly energy 

source, how much would Korean people or households be willing to pay annually to 

support the renewable energy policy? The renewable energy issue has been highly 

emphasized afte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in 2011, and the year after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started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The 

RPS is a law regulating electricity generation that requires a certain percentage of 

electricity should generated from the renewable energy source. Since the developing 

renewable sources and energy conservation measure are difficult, the related policies may 

lead to the additional costs to consumers. Thu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consumers’ 

preferences of the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is study, Hierarchical Bayesian Multinomial Logit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the 

consumers’ preference of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 Hierarchical Bayesian 

estimation is a method that not only estimating the total respondents’ part-worth 

preference, but also estimating the individual part-worth preference incorporated the 

consumer heterogene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adoption rate of 

the renewable energy policy at the consumer level. Here, three policies are analyze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Renewable Fuel Standard (RFS), and Renewable 

Heat Obligatio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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