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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환경문제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전

력발전믹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신재

생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상승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국민들이 여러 유형의 

발전믹스에 대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런데 발전원에 대한 선호는 개인별로 이질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질성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소비자들의 이질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산선택모형은 혼합로짓모형이다. 혼합로짓모형은 모든 소비자들이 확

률효용극대화 이론에 기반하여 모든 소비자들이 대상의 여러 속성을 모두 고

려하는 의사결정방식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 외에

도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혼합로짓모형에서 확률효용극대화

에 기반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지지 않은 소비자는 모형의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 이

들 모두를 혼합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결과에 편의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력서비스 분야에 대해 잠재계층(latent class) 

접근법을 사용하여 확률효용극대화에 기반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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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속성만을 고려하는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로 분리하

였다. 그리고 동시에 확률효용극대화이론에 기반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

자들에 대해서만 여러 형태의 전력 발전 믹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기존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추정에는 계층적 베이지안(hierarchical 

bayesian) 추정방식이 사용되었다. 

비교 결과, 기존 모형의 결과에 비해 소비자들의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

한 비선호와 신재생 발전에 대한 선호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신재생발전

에 대한 선호(지불의사액)가 많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재생에

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보다 화력발전비중을 높이는 정책(85%)에 대해 전체 소비자의 

80%는 음의 지불의사액을 보였지만, 20%는 오히려 양의 지불의사액을 보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과정은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이 존재할 가

능성이 큰 다른 정책 연구에 응용되거나 마케팅 분야에서 제품에 접목되어 활

용될 수 있다. 

 

주요어 :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 (Hierarchical Bayesian Model); 소비자 

이질성 (Consumer Heterogeneity); 의사결정방식 (Decision Rule); 잠재 계

층 모형 (Latent Class Model); 전력발전믹스 (Electricity Generation Mix) 

 

학   번 : 2014-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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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력산업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 기간 산업이다. 그리고 그 전력산업

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전력발전믹스를 결정하는 일이다.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나 자원고갈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대체에너지 개발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는 전력발전믹스 결정 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상당 수준 진행되어 2011년 기

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19%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고 있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정부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들

을 통해 국가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수정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나타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와 같

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

급 및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발전은 발

전단가가 석탄, 원자력 등 기존 발전원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발전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최종사용자의 전기요금의 상승

을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전력발전믹스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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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용의 상승을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그 수

준을 알아야 한다. 현재 정부는 근미래(2024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발전

비중을 1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이하로 매우 작다. 따라서 현재는 본 연구와 같이 여러 형태의 전

력발전믹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전력발전믹스,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

너지 발전에 대한 태도가 응답자별로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Gracia et al., 2013; Amador et al., 2013; Sangebiel and Rommel, 

2014). 따라서 이와 같은 전력발전믹스 정책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이산선택모형 중 

1990년대 이후 수십 년간 분야를 지배해온 모형은 바로 혼합로짓모형이다. 

혼합로짓모형은 각 속성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효용 차이를 확률계수를 통해 

연속적으로 나타낸 확률계수모형이다. 혼합로짓모형은 지금껏 많은 연구에 적

용되어왔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그 우수성을 계속해서 입증해왔다.  

그러나 혼합로짓모형의 이러한 큰 성공은 오히려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질성

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간과되어

왔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개인 간의 이질적인 의사결정 방식 (decision 

rule), 즉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이다. 혼합로짓모형에서는 모든 응답자들이 

동일한 의사결정방식(확률효용극대화)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소비자들 

간의 이질성은 각 속성에 대해 느끼는 효용의 크기의 차이 뿐만 아니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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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방식의 차이에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 중 일부는 전력발전

믹스나 발전사의 사회공헌활동 등의 문제에 전혀 무관심하여 다른 속성은 전

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용이 낮은 대안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특정 속성 (여기에서는 가격)에 대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방

식을 가진 소비자들이라고 한다.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이란 소비자가 여

러 대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 한 가지만

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며, 해당 속성이 동률일 경우에만 다음 속성을 고려하

는 의사결정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속성간의 교환 (trade-off)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혼합로짓모형의 확률효용극대화 의사결정방

식의 가정을 통한 지불의사액 추정이 부적절하다 (Cairns and van der Pol, 

2004; Hess 2012). 따라서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혼합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할 때, 위와 같은 소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결과의 편

의를 일으킬 수 있다 (Hess, Rose and Polak, 2010). 편의로 인해 잘못된 지

불의사액 추정치는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생

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모형을 전력서

비스 분야에 적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Latent 

Class) 접근법을 통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 소

비자들과 확률효용극대화 방식 의사결정을 한 소비자들을 구분해낸다. 잠재계

층 접근법이란 표본집단을 데이터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동질적인 몇 개의 잠

재적인(Latent) 계층(Class)으로 구분하는 접근법이다. 이는 즉 집단 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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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을 몇 가지 계층으로 나타내는, 즉 이산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계층 접근법은 군집화 과정이 모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계층 접근법에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계

층의 수를 설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계층의 개수를 설정하는 데 있

어 연구자의 직관 외에도 로그 우도(Log Likelihood),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그리고 CAIC(Consistent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등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연구

자가 계층의 수를 미리 지정해주고, 얻어지는 추정치를 바탕으로 결과 해석해

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은 이러한 잠재계층 접근법 중에서도 선험적

(Confirmatory) 잠재계층 접근법이다.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기존의 잠재계

층 접근법은 탐색적(Exploratory) 잠재계층 접근법이라고 불린다. 이는 기존 

잠재계층 접근법의 경우 모형을 실증분석 해보기 전까지는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하며, 결과에 대해 탐색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선험적 잠재계층 접근법에서는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모형에 사전제약을 가한

다. 적절한 사전제약이 가해진다면, 더욱 우수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선택상황에서 전기 요금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

지 않은 응답자는 (낮은)요금에 대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전제약을 모형에 추가하였으며, 이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당

한 제약이다. 

제약이 가해진 후에는, 잠재계층 접근법을 통해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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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구분함과 동시에, 확률효용 극대화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들에 

대해서만 혼합로짓모형을 통한 지불의사액 추정이 이루어졌다. 앞서 말했듯이 

가격에 대해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지불의

사액 추정이 무의미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형 형태는 이산적으로 구분한 집단에 대해 다시 연속적인 이질성을 가

정하는 형태인데, 이와 같은 연구는 Bujosa et al. (2010), Hess et al. 

(2012), Greene and Hensher(2013) 등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소비자(국민)들의 지불의사액 추정이기에, 추정은 

기존의 많은 연구가 취하는 선호 공간(Preference Space)에서가 아니라 지

불의사액 공간(Willingness to Pay Space)에서 이루어졌다. 지불의사액 공간

에서의 분석은 기존 선호 공간에서의 분석에 비해 더욱 현실적인 지불의사액 

분포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Train and Weeks, 2005). 

본 연구의 목표는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모형을 국내 전력서비스 관련 사례

에 적용하여 ‘가격(요금)’속성에 대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들을 구분해내고, 확률효용극대화 방식의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더욱 타당한 지불의사액 추정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전력발전 관련 정책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여 이에 기여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 및 연구방법은 의사결

정방식의 이질성이 크게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선호 분석에 확장이 가

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인 제 2장에서는 국내 전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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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시행 중인, 혹은 시행 예정인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한 후, 전력

발전믹스에 대한 국민선호, 그리고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과 그 관련모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 후,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배경과 모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

명하고, 제 4장에서는 사용된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고 제시된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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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현황 및 관련 정책 

 

 

2000년대 이후 교토의정서 발효, 후쿠시마 원전 사태,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자원고갈 등 여러 관련 사건 및 현상들로 인해 환경문제와 이러한 환경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전력발전 분야의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전력발전 현황과 전력발전믹

스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국내 전력발전은 화력발전이 대략 

65%, 원자력발전이 대략 30%,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원(신재생 등)을 통한 

발전이 대략 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기준 석탄화

력발전이 39%, 유류화력발전이 4.8%, 가스화력발전이 22%를 차지하여 화력

발전이 총 65.8%를 차지하였다. 원자력은 30%를 차지하였으며, 대체에너지

와 수력발전은 각각 2.8%와 1.5%를 차지했다 (한국전력, 2015).  

현재의 발전믹스뿐 아니라 최근 전력발전믹스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의 전력발전믹스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최근 10년 우리

나라의 발전원별 전력발전량과 그 구성비는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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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10년 발전원별 전력발전량 및 구성비 (단위: GWh) 

연도 전체 석탄 가스 석유 원자력 대체 수력 기타 

2005 364,368 
133,658 

(36.7%) 

58,118 

(15.9%) 

17,732 

(4.9%) 

146,779 

(40.3%) 

404 

(0.1%) 

5,189 

(1.4%) 

2,759 

(0.8%) 

2006 381,181 
139,205 

(36.5%) 

68,302 

(17.9%) 

16,598 

(4.4%) 

148,749 

(39%) 

511 

(0.1%) 

5,219 

(1.4%) 

2,597 

(0.7%) 

2007 403,124 
154,674 

(38.4%) 

78,427 

(19.5%) 

18,131 

(4.5%) 

142,937 

(35.5%) 

829 

(0.2%) 

5,042 

(1.3%) 

3,084 

(0.8%) 

2008 422,355 
173,508 

(41.1%) 

75,809 

(17.9%) 

10,094 

(2.4%) 

150,958 

(35.7%) 

1,090 

(0.3%) 

5,561 

(1.3%) 

5,336 

(1.3%) 

2009 433,604 
193,216 

(44.6%) 

65,274 

(15.1%) 

14,083 

(3.2%) 

147,771 

(34.1%) 

1,791 

(0.4%) 

5,641 

(1.3%) 

5,827 

(1.3%) 

2010 474,660 
197,916 

(41.7%) 

96,734 

(20.4%) 

12,878 

(2.7%) 

148,596 

(31.3%) 

3,984 

(0.8%) 

6,472 

(1.4%) 

8,080 

(1.7%) 

2011 496,893 
200,124 

(40.3%) 

101,702 

(20.5%) 

12,493 

(2.5%) 

154,723 

(31.1%) 

7,592 

(1.5%) 

7,831 

(1.6%) 

12,429 

(2.5%) 

2012 509,574 
198,831 

(39%) 

113,984 

(22.4%) 

15,156 

(3%) 

150,327 

(29.5%) 

10,563 

(2.1%) 

7,651 

(1.5%) 

13,061 

(2.6%) 

2013 517,148 
200,444 

(38.8%) 

127,724 

(24.7%) 

15,752 

(3%) 

138,784 

(26.8%) 

11,267 

(2.2%) 

8,543 

(1.7%) 

14,633 

(2.8%) 

2014 521,971 
203,446 

(39%) 

114,654 

(22%) 

24,950 

(4.8%) 

156,407 

(30%) 

14,695 

(2.8%) 

7,820 

(1.5%) 

0 

(0%) 

출처: 한국전력공사(2015) 

 

[표 1]을 보면, 2005년에 비해 2014년의 총 발전량은 약 36만 GWh에서 

52만 GWh로 약 40%나 증가했다. 증가분인 약 16만 GWh 중 대부분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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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 그 중에서도 석탄(약 7만 GWh)과 가스(약 5만 6천 GWh) 발전으로 

채워졌다. 원자력의 경우 발전량 자체에는 10년간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체 전력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에는 전체의 40.3%를 차지하던 

구성비가 최근에는 대략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10년동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화력발전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중후반대에서 60% 중후반대로 상승하였다. 대체에너

지의 경우 10년 새 발전량이 36배나 증가했으며, 전력발전믹스에서 비중이 

사실상 없던 상태에서 2.8%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수력과 합쳐 

전체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를 최초로 돌파하게 되었다. 10

년간 대체적인 구성비 변화를 보면, 가스 발전 구성비가 증가하고, 원자력 발

전 구성비는 감소하였으며, 대체 에너지 구성비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전력발전믹스는 여러 관련 정책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 중 가장 밑바

탕이 되는 정책은 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다. 2008년에 시

작되었으며 5년만다 한번씩 갱신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15년 현재 2

차까지 세워졌으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중장기 에

너지정책의 기본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해당 계획

의 발전분야에서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경쟁유도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주요 목표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제 1차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공

통적으로 담겨 있다.  

제 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08년 세워졌으며, 과거 경제성에 주로 집중하

던 전략에서 벗어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등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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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 계획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이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11%로 끌어올리는 것

을 목표로 하였으며, 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수출산업화)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당시 지속되던 고유가와 개도국 중심의 

에너지 수요 증가 등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환경에서 에너지 자급에 대한 중

요성이 부각되었던 상황이 있었다. 또한 2005년 EU의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과 교토의정서 발효 등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던 국제적 상

황 역시 한 몫 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환경성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

대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비중을 41%

로 늘리고, 발전량 비중을 59%까지 늘리고자 하였다 (국가에너지위원회, 

2008).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14년 1월 발표되었다. 2차 계획에서는 1

차 계획이 외부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중심의 믹스정책이었다는 

점을 지적,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야기하는 환경오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

려,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외부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1차 계획과는 달리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초안마련부터 산업

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 워킹 그룹을 구성, 이들

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2035년까지 원전비중은 29% 수준(향후 전력 

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 건설 필요)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수정

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경우 11%를 목표치로 유지하였다. 또한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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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위주의 발전보다는 LNG 발전량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 1차 및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전력

발전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현재보다 크게 높이고자 한다. 따라

서 이와 관련된 여러 세부 정책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있다. RPS

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전력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한국

에너지공단, 2015). 2015년 기준 17개 기업 1이 500M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RPS 제도의 대상자이다. RPS는 2003년 12월 제 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격 검토되어 2010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김운수 & 김정아, 

2012). 첫 도입 당시에는 2012년 2%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를 공급

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사업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행실적은 70%에도 미치

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2012년 254억원, 2013년 

489억원 부과되며 발전사의 부담이 커지자 2014년 재검토를 통해 목표치를 

수정하였다. 그 차이는 아래 [표 2]에 나타나 있다. 

 

                                            

 

 
1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
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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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PS제도 목표치 2012년 안과 2014년 안 비교 

시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012 2 2.5 3 3.5 4 5 6 7 8 9 10   

2014    3 3.5 4 4.5 5 6 7 8 9 10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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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국민 선호 관련 연구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국민 선호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분석 방법 역시 다양

하게 시도되고 있다. 우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Goett et al. (2000)에서는 

미국을 배경으로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선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유의하게 고려를 하

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풍력보다는 수력이나 복합발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약 227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Wiser (2003)은 미국을 배경으

로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

석하였는데, 1년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약 

89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Longo et al (2008)은 영국의 한 지역을 배경으로 

선택 실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1년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약 967달러로 나타났다. Scarpa et al (2010)은 영국을 배경으로 혼합로짓모

형을 사용하여 지불의사액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자가발전 방식

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Grösche and Schröder (2011)에서는 독일을 배경으로 친환경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된 전력인 녹색전력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을 확률모수모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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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30%인 시나리

오에서 녹색전력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의 중위값은 kWh당 2.03유로에서 

2.37유로(2,657원에서 3,102원) 사이의 값을 보였다. 금액의 차이는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는지(2,657원), 아니면 원자력만을 대

체하는지(3,102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Gracia et al. (2012)에서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하여 3

종류의 신재생에너지(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데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자 하지 않았다. 또한 평균적으로 태양광 에

너지에 대해서는 양의 지불의사액을 보였으나, 풍력과 바이오매스의 경우 발

전 비중을 높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전기요금의 할인을 원했다. 그러나 두 에

너지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는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응답자 중 20%의 경

우 현재 발전차액지원금액(feed-in-tariff)보다 높은 지불의사액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aenzig et al. (2013)에서는 독일을 배경으로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전

력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호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 소비자들에게

는 전력서비스의 가격과 전력발전믹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대부분의 소

비자들은 원자력발전이 배제된 전력을 선호하였으며, 녹색 전력(green 

electricity)에 대해 추가 요금을 현재 전기요금의 약 16% (약 15,320원)까

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 저자는 현재 독일의 전력발전믹스가 

국민의 선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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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dor et al. (2013)에서는 이제 막 전력서비스가 도입되려는 상황인 카

나리 제도의 전력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이 높거나 평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가진 소비

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더 큰 지불의사액을 보였다.  

Welsch and Biermann (2014)에서는 25개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력, 화석연료,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사람들은 원자력에 비해 태양광 혹은 풍력 발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탄이나 석유를 통해 발전된 전기보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선호했다. 이러한 행태로 볼 때, 유럽 사람들은 전력공급

구조에 있어 환경성과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angebiel and Rommel(2014)의 경우 잠재 계층모형을 사용하여 인도의 

신흥거대도시에서의 전력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였다. 전체 소비

자를 4개 계층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2개 계층의 

소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양의 지불의사액을 보였다. 또한 그 중

에서도 5%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비자들은 51%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비자들

에 비해 약 6배나 큰 지불의사액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Yoo and Kwak (2009)에서

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녹색 전력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지불의사

액을 분석하였다. 그 추정치는 모수적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월 1,681원, 비

모수적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월 2,072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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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05억원, 1,856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Kim et al. (2012)에서는 국내 RPS 제도 도입을 앞두고 조건부 가치평가

법을 활용하여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력 발전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풍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가장 컸고 수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가장 작기는 했지만 발전원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세 종류의 발전원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월 1562원이었는데, 이

는 2010년 기준 평균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를 통한 

연간 추가 지불액은 3,211억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이는 2010년 국

내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58.2%에 불과한 금액으로, 앞으로 RPS 제도 등 신

재생에너지 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Huh et al. (2015)에서는 국내 전력산업의 주요 문제를 낮은 전기요금과 왜

곡된 발전믹스로 보고 현재 발전믹스와 원자력 중심, 화력 중심, 그리고 신재

생 중심의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국민 선호분석을 혼합로짓모형을 통해 진행하

였다. 분석 결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체의 30%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액 중위값은 12,770원/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

션 분석 결과, 동일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중심 시나

리오에 대한 수용성이 나머지 시나리오에 비해 거의 2배 높게(59%) 나타났

다. 그러나 현실적인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신재생 에

너지 중심의 시나리오가 거의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1% 미만) 나타났다. 즉, 

Huh et al. (2015)의 연구는 국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기존의 화력 발

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선호하기는 하지만, 발전에 따른 비용과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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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승을 고려하게 되면 화력이나 원자력 중심의 발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hn et al. (2015)에서는 최적화모형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

지 안보를 제고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서 최적의 장기 발전원 구성(최소 비용)

을 도출하려는 연구를 하였다. 발전 비용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외부 비

용이 포함되었으며, 전력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규제와 탄소배출거래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ad, RPS)와 

같은 정책적 상황들이 고려되었다. 분석 결과 최적 발전믹스를 위해서는 우선 

석탄과 가스발전의 비중이 현 수준보다 낮아져야 하고, 석탄과 가스발전의 줄

어든 비중은 발전비용이 저렴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

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

지의 최적발전비중을 추정 방식에 따라 최소 13.92%에서 최대 20.8%로 추

정하였다. 

지금까지 본 절에서 정리한 문헌들의 저자, 출판연도, 그리고 사용한 모형

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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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국민 선호 분석 연구 

저자 출판연도 대상 국가 사용 모형 

Goett et al. 2000 미국 혼합 로짓 모형 

Wiser 2003 미국 조건부 가치평가법 

Longo et al. 2008 영국 확률 모수 모형 

Scarpa et al. 2010 영국 혼합 로짓 모형 

Grösche and Schröder 2011 독일 확률 모수 모형 

Gracia et al. 2012 스페인 혼합 로짓 모형 

Kaenzig et al. 2013 독일 혼합 로짓 모형 

Amador et al. 2013 카나리 제도 혼합 로짓 모형 

Welsch and Biermann 2014 유럽 25개국 순서형 프로빗 

Sangebiel and Rommel 2014 인도 잠재 계층 모형 

Yoo and Kwak 2009 한국 조건부 가치평가법 

Kim et al. 2012 한국 조건부 가치평가법 

Huh et al. 2015 한국 혼합 로짓 모형 

Ahn et al. 2015 한국 최적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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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형 연구 

 

 

이산선택모형에 소비자의 이질성을 반영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다. 한 가지 방향은 소비자의 이질성을 연속적인 분포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식인 혼합로짓 (mixed logit)모형이다. 나머지 한 가지 방

향은 소비자의 이질성을 몇 개의 동질적인 집단을 통해서 나타내는 잠재계층  

(latent class)모형이다. 이는 혼합로짓모형과는 달리 이질성을 이산적으로 나

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reene and Hensher (2003)은 잠재계층모형과 

혼합로짓모형을 비교하였는데, 결론은 각 모형의 장단점이 있으니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게 적절한 모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고, 이

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 역시 이루어졌다 

(Provencher and Bishop, 2004; Shen 2009). 

두 가지 구조를 가진 두 모형이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

스레 이 두 방향의 장점만을 합치려는 연구들을 촉발시켰다. Hess (2014)에

서는 Greene and Hensher (2003) 이후로 10년간 이산선택모형에서 이질성 

반영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정리하였다. Hess (2014)에 따르면 이러

한 혼합모형에 관한 연구의 방향 역시 몇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었다. 한 

방향은 이와 관련하여 처음 시도된 방향이기도 한데, 잠재계층모형의 구조에 

오차항의 형태로 추가적인 연속적인 변동성 (오차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

어졌다 (Walker and Li, 2006). 또다른 방향은 에이전트 간 (inter-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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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성만이 아니라 에이전트 내 (intra-agent) 이질성 역시 고려하는 흐름으

로, Bhat and Sardesai (2006), Hess and Rose (2009) 등이 관련하여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마지막 방향은 본 연구에서도 채택한 방향인데, 각 계층별로 이질성을 다르

게 하여 모수 추정치를 계층별로 다르게 구하는 방향이다. 이 방향은 주로 잠

재 계층 혼합 로짓 모형(latent class mixed logit model)이라고 불린다. 대표

적으로 Bujosa et al. (2010)이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RP) 데이터

에, Greene and Hensher (2013)이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SP) 데이

터에 적용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혼합로짓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응답자들에 대해 확률효용극대화 의사

결정방식을 가정한다. 확률효용극대화 의사결정방식 하의 응답자는 대안의 여

러 속성들 간 교환(trade) 행위를 보인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들이 속성간 교

환(trade-off)을 하지 않는 비교환(non-trading) 행위에 관한 연구가 시작

되었고, 응답자들 간의 의사결정방식과 정보처리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역

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airns and van der Pol (2004)은 사람들이 비교환행위를 보이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제시된 교환(trade-

off)정도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이 사전편찬법적

인 선호를 가졌기 때문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이 선택의 복

잡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선호가 그렇지 않은데도) 사전편찬법적인, 혹은 기

타 휴리스틱 의사결정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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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 계산에 있어서, 첫 번째 경

우의 응답자는 적절한 교환정도를 제시하여 한계대체율 계산에 포함해야 하지

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의 응답자는 한계대체율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개인이 사전편찬법적인 선호를 가졌을 경우에는 한계대체율이 무

한대이거나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고, 개인이 실제 자신의 선호와 다르게 응답

한 경우에는 실제 선호와 다른 응답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

편찬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한계대체율의 한 종류

인 지불의사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Salensminde (2006)은 진술선호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전편찬

법적 선택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비교환 행위의 원인은 주로 설문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확률효용

모형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모든 정보를 가졌으며, 피로를 느끼지 않는 

이상적인 의사결정자를 가정하는데 실제 설문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이 잘 지

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응답자의 선택상황 ‘단순화’가 사

전편찬법적 선택행위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는데, 따라서 설문을 교육수

준이 낮은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

라고 하였다.  

Hess and Rose (2007)과 Hensher and Greene (2010)는 의사결정과정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정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잠재계층모형을 통

해 나타낸 바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응답자의 의사결정 패러다임

이 효용극대화방식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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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Hess (2012)는 소비자 개인별 태도,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정보

처리과정의 차이에 따른 이질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지금

까지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가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인구

통계적 특성과 이질성을 연관시키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질성을 

잘 이해하고 나타내기 위해 응답자의 ‘태도와 인식’, ‘이질적인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진술선호 설문에서 정보처리 전략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연구자는 혼합로짓모형은 이질성을 표현하는 데 훌륭한 성능을 보이지

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질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잠재 계층 접근법

을 통해 모형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Hess et al. (2012)는 구체적으로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모형에 반영하

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잠재 계층 접근법이 사용되었으며, 계

층별로 서로 다른 의사결정방식을 가정하였다. 일반 혼합로짓모형에서 사용하

는 확률효용극대화 의사결정방식과 다른 한 가지의 의사결정방식을 혼합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확률효용극대화와 혼합된 의사결정방식은 각각 

사전편찬법적(lexicographic) 의사결정방식, 참조지점(reference point) 의사

결정방식, 속성별배제(elimination by aspect, EBA)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확

률후회극소화(random regret minimization, RRM) 의사결정방식이었다. 네 

경우의 실증분석 모두에서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을 허용하는 모형이 하나의 의

사결정방식만을 허용하는 모형에 비해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이는 표준 모

형에서 취향의 이질성으로 보여졌던 부분이 사실은 결정방식의 차이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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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Leong and Hensher (2012)는 이산선택모형에서 휴리스틱을 반영한 연구

들에 대한 리뷰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연구에서는 응

답자들이 고정된, 잘 정의된 선호를 가진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로는 응답자들이 선택 상황에 의존적인 법칙 혹은 결정 

휴리스틱에 의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쓰이는 주요 휴리스틱으로 

1)만족 (satisficing), 2)사전편찬식 (lexicography), 3)EBA(elimination by 

aspect), 4) 다속성승리식 (majority of confirming dimensions)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의 이질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휴리스틱을 잠재계층모형 혹은 확률적 의사결정과정 모형의 컴포넌트에 대입

하여 구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Hensher and Collins, 2011; Hess et al., 

2012; McNair et al., 2011; Scarp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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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 연구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국민 선호 

분석 연구가 컨조인트 설문 데이터를 사용한 혼합로짓모형을 통해 이루어졌다 

(Huh et al., 2015; Amador et al., 2013; Kaenzig et al., 2013; Gracia et al., 

2012; Scarpa et al., 2010; Goett et al., 2000).  혼합로짓 모형은 응답자들 

사이의 이질성을 확률모수를 통해 확률적으로 나타내며, 모든 응답자들이 대

안의 모든 속성들을 고려하는 확률효용극대화 방식의 의사결정방식을 가졌다

고 가정한다. 그러나 각종 선행 연구(Hess and Rose, 2007; Hensher and 

Greene, 2010; Hess, 2012; Hess et al., 2012, Leong and Hensher, 2012)

에 의하면 대안의 각 속성에 대해 느끼는 효용 외에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

정방식 자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획일적인 의사결정방식의 가정은 자

칫 모형의 추정결과 (특히 지불의사액과 같은 한계대체율 추정치)에 편의를 

가져올 수도 있다(Cairns and van der Pol, 2004; Hess, 2012). 또한 모형에

서 가정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지지 않은 응답자들은 그 수가 비교적 적더라도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응답자들을 구분해내

는,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반영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발전은 발전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최종

사용자인 국민의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개

발의 활성화와 관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이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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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납부자인 국민의 전력발전믹스 관련 선호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전기요금의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선택상황에서 여러 전력서비스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

서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반영한다.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국내 전력서

비스 분야에 처음 적용한 연구인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기존의 전력발

전믹스에 대한 국민 선호 연구보다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결론 도출이 가

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이질적인 정책수용방

식을 가진 국민들의 선호를 반영한,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하

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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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3.1 분석 대상 

 

3.1.1 분석 대상 표본 

 

 

본 연구에서는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18일간 서울특별시와 

5개 주요 광역시 그리고 경기지역 신도시(일산/분당)에 거주하는 만 20~59

세 사이의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가지 유형(A형, B형)이 있었으며,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리서치

업체에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

세한 설문지 형태는 부록1에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여러 형태의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

사액 추정을 통해 최종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국민적 합의와 수용성을 높

이는 합리적인 전력 발전 정책 입안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 유용한 정책적,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설문 표본을 올바르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해당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400명의 설문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

음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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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답자 특성 

항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199 49.8 

여성 201 50.2 

연령 

20대 97 24.3 

30대 103 25.7 

40대 107 26.7 

50대 93 23.3 

학력 
고졸 이하 161 40.3 

대졸 이상 239 59.7 

월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89 22.3 

300만원 대 109 27.2 

400만원 대 96 24.0 

500만원 이상 106 26.5 

월지출수준 

200만원 미만 137 34.2 

200만원 대 129 32.3 

300만원 이상 134 33.5 

가족 구성원 수 

단독가구 34 8.5 

2인가구 67 16.7 

3인가구 91 22.7 

4인가구 181 45.3 

5인가구 이상 27 6.8 

거주지역 

서울 172 43 

인천 46 11.5 

신도시(일산/분당) 32 8 

부산 58 14.5 

대구 42 10.5 

광주 24 6 

대전 2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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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표본을 추출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실제 전체 모집단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실제 대한민국의 인구통계비

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래 표를 보자 

 

[표 5] 표본과 모집단 구성비 비교 

분류 항목 표본비율 실제인구통계비율 

성별 남성 49.8 50.0 

여성 50.2 50.0 

연령 20 대 24.3 21.1 

30 대 25.7 24.7 

40 대 26.7 28.2 

50 대 23.3 26.0 

학력 대학재학이상 59.7 40.4 (대졸) 

고졸이하 40.3 59.6 (대졸 미만) 

출처: 행정자치부(2015), OECD(2013)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의 경우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여주었으

며, 연령 역시 20대-50대 서로 간의 비율은 실제 비율과 대체로 비슷한 수

준이었다 (행정자치부, 2015). 학력의 경우 수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인용한 데이터(OECD, 2013)는 고학력자를 20-60대 대졸자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설문에서는 20-50대 대학재학 이상을 고학력자로 보았으므로 실

제로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표본 구성에서 빠져 있다. 

국내 가구주 중 20-50대의 비중은 약 71%이다 (통계청, 2015a). 즉,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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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비율 역시 20% 이상으로 상당한 편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50대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전에 기존 직장에서 은퇴를 하며, 

60세 이상 인구 중 비교적 소수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는 63.7%, 30대는 76.6%, 40대는 80.7%, 50대는 

76.1%인 것에 비해 60대는 41.2%에 불과하다(통계청, 2015b).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은 연령이 그 이상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며, 이들 대부분은 

주로 시간제 근무를 하며 타 연령대에 비해 적은 돈을 벌고 있다. 게다가 앞

서 말했듯이 60대 이상의 경우 본래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가구주는 6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납부는 다른 가구원(20-

50대)의 몫일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설문 데이터에서는 60대 이상의 가구주들을 설문에서 제외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실질 전기요금

납부자를 정확히 식별하고, 60대 이상 가구주 역시 실제 인구통계 구성비에 

맞추어 설문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설문은 본격적인 전력서비스 대안 관련 설문에 앞서, 응답자

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본 설문에서는 400명의 응

답자들에 대해 전력서비스에 대한 관심수준을 5점척도(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는 편, 보통, 관심 있는 편, 매우 관심 있음)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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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력서비스 관심 수준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3%가 전력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이

거나 매우 관심이 있었다. 전력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는 전체의 7.3%에 불과했으며, 전력서비스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응

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

성이, 20대보다는 3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전력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의 [그림 2]를 보면, 응답자들에게 정치나 환경문제 등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를 5점척도로 물었을 때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매우 관심 있음 + 관심 있는 편)으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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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전혀 관심 없음 + 관심 없는 편)에 비해 크게 높았다.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 이상이었는데, 이는 많은 

시민들이 이제 정치나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고, 환경 문제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관심 역시 클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림 2] 사회 주요현안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환

경보호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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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경보호에 대한 응답자 태도 

 

[그림 3]을 보면 환경보호가 무엇보다고 중요하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3.25%를 차지했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없었

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보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노력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한다’와 ‘우리집은 전기를 절약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결과는 아래 

[그림 4],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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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민들의 전기절약 노력에 대한 평가 

 

  

[그림 5] 응답자 가구의 전기절약 노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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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보면, 과반수 이상(64.5%)의 본인의 가구가 전기절약 노력을 많

이 하는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에 비해 나머지 

국민들은 전기 절약을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더해 본 설문에서는 전력서비스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력서비스 관련 12개 주요 요인을 선정

하여 그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우선 그 12개 요인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전력서비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후보 

번호 요인 번호 요인 

1 전기요금 수준 7 
정부의 일관적인 관련 정책 집행 

및 규제 

2 
안정적인 전기 공급 

(낮은 정전 빈도 등) 
8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위한 캠페인 

3 
다양한 발전원(화력, 원자력, 신

재생 에너지 등) 확보 
9 

고장수리나 각종 민원처리 등  

전력회사의 고객 서비스 수준 

4 
태양열/태양광, 풍력, 지열 등  

대체에너지 개발 
10 

전력회사의 사회공헌활동 

(각종 기부, 지원/자원봉사 활동 

등) 

5 에너지 수입 및 해외의존도 감소 11 전력회사의 전반적 이미지 

6 
안전한 발전소 운영 

(원자력 발전소 등) 
12 전력공급관련 첨단기술 적용 여부 

 

이 중 응답자에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2가지(1, 2위)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전체 12개 요소 

중 너무 적은 지지를 받은 5개 대안은 아래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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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력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단위: %) 

 

설문 결과 전기요금 수준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전력서비스에서 가장 중

요한 요소로 꼽혔다. 대략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두 요소를 가장 

중요한 요소 1위 혹은 2위로 꼽았다. 그러나 대체 에너지 개발이나 다양한 발

전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수입과 해외의존도 감소와 같은 발전믹스관련 속성 

역시 높은 지지(1위로 약 30% 가량이 선정)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요소들 중에는 안전한 발전소 운영, 에너지 수입 및 해외 의존도 감

소, 그리고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및 규제가 응답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외 

나머지 5가지 요인들(전력소비 캠페인, 고객 서비스 수준, 발전사 사회공헌 

활동, 발전사 전반적 이미지, 전력공급관련 첨단기술 적용)은 모두 1위로 꼽

힌 경우가 7회 미만일 정도로(1위와 2위 선정 합도 20회 미만) 큰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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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선 [그림 6]의 결과는 소비자들이 전력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바로 요금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전체의 삼분의 일 이상의 응답자

가 요금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전력서비스 대안 선택에 있어 본 

연구에서 고려하려 하는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의 존재 가

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다양한 발전원 확보와 대체에너지 개발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2014년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전력발전믹스, 그 중에서도 신

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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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분석 대상 설문지 

 

 

본 설문에서 대안의 속성은 총 6개였으며,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발전에 사

용되는 전력발전원 비중(발전믹스) 속성 외에도 스마트미터기의 설치여부, 연

간 정전횟수, 정전당 정전시간, 발전사의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전기요금의 인

상 정도가 설문에 속성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각 응답자 별로 3개 선택상황

에 대한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속성과 속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

래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 전력서비스 속성 및 수준 설명 

속성 속성 설명 및 수준 

발전에 사용되

는 전력원 비중

(발전량 기준) 

설명 1) 전력생산 방식은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크게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나눌 수 있음 

2)에너지원별 주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화력 원자력 신재생 

장점 ①발전소 건설비

용이 적게 듦 

②대규모 발전 

가능 

①발전단가가 

매우 저렴함 

②연료공급이 

안정적임 

①환경친화적 

②첨단기술 적용 

단점 ①온실가스배출 

②대부분 연료를 

수입에 의존 

가능성은 적으

나 사고 시, 방

사능 유출 피해 

우려 

발전단가가 매우 

비쌈 

 

수준 

(4개) 

①현재 발전비중 유지 ② 원자력 비중 대폭 증가 ③ 화력 비중 대폭 

증가 ④ 신재생 비중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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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터기 설명 1)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기

능을 갖추고 있어, 신간대별 전기요금을 알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

계임 

2) 기존 전력 미터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LCD 디스플레이를 이용

하여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전력공급자와 사용자 간 

양방향 통신 등이 가능하여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 검침비용 및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수준

(2개) 

① 미설치, ② 설치 

연간 정전사고 

횟수 

설명 1) 정전은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 의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

을 의미함 

2) 일 년 동안 갑작스러운 정전사고로 집안에 전기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횟수 

수준

(3개) 

① 1회/년, ② 2회/년, ③ 3회/년 

정전사고 당 정

전시간 

설명 1) 정전은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 의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

을 의미함 

2) 정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시간 

수준

(3개) 

① 10분 / 회, ② 30분 / 회, ③ 60분 / 회 

발전사의 사회

공헌활동 

설명 발전사가 법적, 경제적 의무가 없음에도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적극적

으로 반응하는 활동으로, 발전사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을 의미함 (기부, 봉사활동 등) 

수준 

(2개) 

① 소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발전소 인근 지역 지원활동만 추진), 

②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발전소 인근 지역 지원활동 뿐만 아니

라, 전국적 단위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활동, 사회소외계층 지원

활동, 자연환경보호 활동, 장학사업 등 추진) 

추가 전기요금 

부담 

설명 기존과는 다른 전력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즉, 현재 지출하는 전기요금에서 다음 제시되는 속

성으로 이루어진 전력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전기요금 



39 

 

수준 

(3개) 

①월 전기료 1000원 추가부담, ②월 전기료 3000원 추가부담, ③

월 전기료 5000원 추가부담 

 

본 연구에서 대안을 구성하는 속성과 속성수준을 위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목표는 다양한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전력원 비중 관련 속성은 설문에 반드시 포

함되어야 했다. 또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에서 전력발전믹스 관련 

속성을 대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Gracia et al.(2012), 

Kaenzig et al.(2013), 그리고 Amador et al.(2013)와 같은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에너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알기 위해 현재 

에너지원 비중 대안에 더해 세 가지 주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원자력, 신재

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대안을 각각 가정하여 총 네 종류의 속성 수준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스마트 미터기의 경우, 정부에서 2020년까지 도입을 목

표로 하고 있어(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이에 대한 국민 선호를 알기 위

해 설문에 포함되었다. 해당 속성에 대해서는 설치와 미설치의 두 가지 속성

수준이 가정되었다.  

다음으로 연간 정전횟수와 정전시간의 경우 국내 전력서비스 관련 설문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북

한과의 교류가 단절되어있는 상태이기에 사실상 섬과 같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과 같이 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접한 이웃 국가로부터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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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보다 수급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안의 특징을 나타내

기 위해서도 정전 관련 속성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선행 연

구 중에는 전력서비스 도입을 앞둔 카나리 제도의 전력서비스에 대한 선호 분

석을 한 Amador et al.(2013)의 연구에서 연간 정전횟수와 정전당 정전시간 

속성을 대안 속성으로 추가한 바 있다.  

속성수준은 연간정전횟수의 경우 연 1회, 2회, 그리고 3회의 세 가지 수준

으로 정하였고, 정전시간의 경우 회당 10분, 30분, 그리고 60분으로 정하였다. 

2013년 기준 전체 정전사고는 47건으로, 이 사고들로 인해 정전을 겪은 가구 

수는 총 59,208가구였고, 이는 2013년 기준 주택용 전기 사용 가구 수인 

13,822,791가구의 0.4%에 불과했다. 따라서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

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전을 겪을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결론을 내려 속성 수준을 

연간 1, 2, 3회의 낮은 수준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정전시간 속성 수준을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정전사고는 한 시간 이내로 복구가 완료되기 때문

이다(국가재난정보센터, 2015; 한국전력, 2015). 

발전사의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력공급을 공기업인 한국전력

에서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기에 속성으로 추가하였다. 속성수준은 발전소 인근 지역 지원활동

만 추진하는 소극적 사회공헌활동과 전국적 단위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

는 적극적 사회공헌활동의 두 수준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추가 전기요금 부담 속성의 경우, 지불의사액 계산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속성이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반드시 포함시키는 속성이다. 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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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현 전기요금 수준은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 판단되어 인상만을 고려하였

고, 월 전기료 1,000원/3,000원/5,000원 상승의 세 가지 수준으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인 Kim et al.(2012)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는 전력요금 

인상에 상당히 민감하여 월간 전력요금이 5,000원까지 상승하는 것을 받아들

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속성 외에도 빠진 속성은 없는지를 선행연구

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빠진 

속성은 크게 두 종류였다. 하나는 전력서비스관련 상세 계약 옵션과 관련한 

속성들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전력생산지와 관련된 속성들이었다. 전력서비스

관련 상세 계약 옵션은 해외 연구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

면 전력공급회사의 규모(대기업, 지역중소기업 등)나 계약형태, 계약기간 등

의 속성들이 사용된 바 있다(Goett et al., 2001; Kaenzig et al., 2013). 또한 

전력생산지와 관련된 속성은 주로 유럽지역의 연구에서 많이 포함되었는데, 

주로 해당 국가 내에서 생산되었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생산되었는지가 속성수

준으로 설정되었다(Kaenzig et al., 2013; Gracia et al., 2012).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전력공급 및 발전이 국내 공기업들에 의해 독점적 형태로 진행되

고 있으며, 전력서비스계약 역시 일률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속성

들을 반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대안 속성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컨조인트 설문을 구성할 때에는 설문을 구성하는 각 속성이 서로 독

립적이어야 한다. 즉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에 발

전믹스 속성, 정전 관련 속성, 전기요금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발전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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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속성과 추가 전기요금, 발전믹스 속성과 정전횟수 및 시간 속성 간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 받을 수 있다. 전력발전믹스라는 것은 그 특성상 전

기요금이나 정전빈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화석연료

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은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공급이 안정적이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발전비용이 비싸고 공급이 불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이며,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설문에서 사용된 ‘발

전에 사용되는 전력원 비중’ 속성은 대표적인 발전믹스 유형 각각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을 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해당 속성에 대한 모수 혹은 지

불의사액 추정치를 이용하여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답할 때에는 이와 같은 속성들이 연관되었다고 

생각하고 설문에 응답했을 확률은 드물 것이다. 각 선택상황에는 서로 상관관

계가 우려되는 발전믹스, 전기요금, 정전 관련 속성 외에도 발전사의 사회공

헌이나 스마트 미터기 설치와 같은 다양한 속성이 컨조인트 설문에 함께 포함

되어 있으며, 상관관계가 우려되는 속성들은 연속적으로 배치하지 않았다. 아

래 [표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관관계가 우려되는 속성은 연속적으로 배

치하지 않았다. 또한 설문의 각 대안의 설계 역시 전력발전믹스 속성이 신재

생에너지 중심이라고 하여 의도적으로 추가 전기 요금을 높게 설정하거나 정

전빈도가 높아지도록 설정하지 않았으며, 직교성 분석(SPSS Statistics 21)을 

통해 도출된 대안들을 조합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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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제 설문에 사용된 선택상황 예시 

 유형 A 유형 B 유형 C 

1. 발전에 사용되는 

전력원 비중 

화력발전 비중 대폭

증가  

(원자력 비중 축소) 

현재 에너지원 비중 

유지 

신재생 비중 대폭증

가 

(원자력, 화력발전 

비중 축소) 

2. 스마트 미터기 설치 미설치 설치 

3. 연간 정전사고 

횟수 
3 회/년 3 회/년 2 회/년 

4. 정전사고 당 정

전시간 
60 분/회 30 분/회 10 분/회 

5. 발전사의 사회공

헌활동 

소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소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6. 추가 전기요금 

부담 

월 전기료  

1,000 원 추가 부담 

월 전기료  

3,000 원 추가 부담 

원 전기료  

3,000 원 추가 부담 

선호 대안 표시 ○   

 

물론 이러한 상관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공급 안정성(정전 등), 사고 위

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각 발전원을 구분지을 수 있는 여러 속성들을 세부

적으로 설정하여 컨조인트 설문을 구성하고, 각 속성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각 

발전원에 대한 선호를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각 발전원의 세

부적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각 발전원의 

세부적인 특징보다는 이미지, 즉 인식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히

려 저러한 세부 속성을 조합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소비자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반발을 더 크게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행연

구들 중에서도 전력발전믹스, 전기요금, 정전 관련 속성들을 한 컨조인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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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다. 선행연구 중 Gracia et al. (2012), Kaenzig et 

al. (2013)에서는 컨조인트 설문에 전력발전믹스와 전기요금 속성을 함께 포

함시킨 바 있으며, Amador et al. (2013)에서는 컨조인트 설문에 본 연구와 

같이 발전믹스, 전기요금, 정전시간을 모두 포함시킨 바 있다.  

다음으로, 위 속성들 중 ‘발전에 사용되는 전력원 비중’ 속성에서 가정한 발

전믹스대안에 대해 더욱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의 

발전믹스대안을 가정하였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믹스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화력 65%(석탄 40%, 가스 25%), 원자

력 30%, 신재생 2%, 그리고 기타가 3%를 차지하는 대안이다. 그리고 그 외

에 원자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각각의 발전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발전

믹스 대안 3가지가 설정되었다. 각 대안의 세부 발전비중은 아래 [표 9]와 같

다. 

 

[표 9] 설문에 사용된 전력발전믹스 대안 (단위: %) 

전력발전믹스 
화력비중 

원자력비중 신재생비중 기타 
석탄비중 가스비중 

현재 믹스 

유지 
40 25 30 2 3 

원자력 비중 

대폭 증가 

30 

(-10) 

15 

(-10) 

50 

(+20) 

2 

(-) 

3 

(-) 

화력 비중 

대폭 증가 

50 

(+10) 

35 

(+10) 

10 

(-20) 

2 

(-) 

3 

(-) 

신재생 비중 

대폭 증가 

30 

(-10) 

17 

(-8) 

20 

(-10) 

30 

(+28) 

3 

(-) 

*괄호 안은 현재 대비 변화폭 (단위: %) 



45 

 

 

원자력 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대안의 경우 현재에 비해 화력발전 비중이 

20% 줄어들어 45%로 변하고, 원자력 발전비중이 현재에 비해 20% 증가해 

50%로 변한다. 나머지 발전원(신재생, 기타)의 비중은 5%로 동일하다. 화력 

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대안의 경우 현재에 비해 화력 발전 비중이 20% 증가

하여 85%로 변하고, 원자력 발전비중이 현재에 비해 20% 감소하여 10%로 

변한다. 나머지 발전원의 비중은 5%로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의 증가하는 대안의 경우 화력 발전 비중이 18%감소하여 47%로 

변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10% 감소하여 20%로 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의 발전 비중이 30%로 증가한다. 기타 발전원의 비중은 3%로 동일하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전기 요금에 대한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우선 

설문 상의 모든 선택상황에서 요금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존재

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이러한 응답자 중 사전편찬법

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와 일반적인 확률효용극대화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를 분리해내는 것이므로, 분리가 유의미할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400명의 

응답자 중 16%(64명)의 응답자들이 3번의 선택상황 모두에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대안을 선택하였다. 

위 분석을 진행하며 요금 외 다른 속성에 대해서도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

방식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원자력을 무조건 비선호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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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명(선호하는 소비자도 0명), 화력을 무조건 비선호하는 소비자는 6명(전

체의 1.5%, 선호하는 소비자는 0명)으로 너무 적거나 없었다. 신재생 에너지

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의 동점 상황이 너무 많아서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그 외 정전횟수, 

정전시간, 스마트미터기 설치, 그리고 발전사의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속성들

에 대해서도 상기한 이유들로 인해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이 크게 관찰되

지 않았다. 즉, 본 설문 데이터에 있어서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은 전기

요금 속성에 대해서만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지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자세히 분석하던 중, 연구자는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본 연구의 결과에는 편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본 설문지의 선택상황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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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설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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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을 보면, 요금이 가장 낮은 대안 중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늘리는 대안은 단 한 경우도 없었다. A형, B형 2종류의 질문지에 대해 각각 3

가지의 선택상황이 존재하므로, 총 6종의 선택상황이 존재하는데, 그 중 요금

이 가장 낮은 대안이 가진 발전믹스 관련 속성은 화력(2회), 원자력(2회), 현

재발전믹스(2회)였다.  

이는 모든 응답자에 대해 확률효용극대화 의사결정방식을 가정한 혼합로짓

모형에 이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

가 ‘요금’속성만을 고려하고 타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안을 선택했음에도 

소비자가 화력,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는 대안이나 현재 발전믹스 대안을 선호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바꿔 말하면 사전편찬

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화력 중심, 원자력 중심 혹은 현재의 

발전비중을 선호한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는 대안을 비선호 한다

고 곡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문지 구성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 2015년에 2014년의 국민 선호를 알기 위한 설문을 다시 

진행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설문 외에도 과거

에 이루어진 여러 진술선호 데이터 역시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고려하

게 된다면 설문 상에서 상기한 문제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역시 다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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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 본 연구와 같이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모형을 

사용한다면 과거 설문자료를 사용할 때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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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전력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험적 잠재 계층 접근법을 통

해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전체 소비자들을 각 계층에 배정하고, 이와 동시에 

그 중 지불의사액의 추정이 유의미한 소비자 계층에 대해서만 계층적 베이지

안 추정방식을 사용하여 지불의사액공간에서 지불의사액을 추정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RUM 의사결정방식과 사전편찬법적 의사

결정방식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안의 여러 속성 중 어

떠한 속성에 대해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고려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속성에 대해 사전편

찬법적 ‘선택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관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전

편찬법적 ‘선택행위’를 보인 응답자들 중 일부는 모든 속성을 고려하였는데도

(RUM) 그러한 선택행위을 보이게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해당 속성에 대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행위를 보였을 것

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

정 속성에 대해 사전편찬법적 ‘선택행위’를 보인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에서 

너무 미미할 경우 해당 속성에 대해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5%)의 사전편찬법적 선택행위를 보

인 속성에 대해서만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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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료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가장 중요한 속성만을 고

려하는, 1단계의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만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1단계의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 하나만으로 

선택상황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 즉 선택상황이 주어지면 응답자가 선택할 

대안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형(A형, B형)별로 4개의 선택상황(총 

8가지 선택상황)에서 해당 속성이 가장 좋은 대안(선택 받을 대안)가 한 선

택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 일 경우에는 응답자가 무슨 대안을 선택할 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모형적 한계로 인해 반영이 곤란하여 해당 선택

상황을 제외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외 과정에서 하나 혹은 두 개의 선택

상황만으로 응답자의 의사결정방식을 추정하는 것은 너무 적은 정보를 가지고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적어도 3개 이상의 선택상황이 

반영 가능한 경우만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사전편찬법적 선택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다. 

원자력 발전의 발전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응답자는 여러 발전 믹스 대안 중 원자력 발전 믹스 대안이 낮은 순으로 

선호를 하게 되며, 해당 사항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응답자는 4 

종류의 믹스대안을 화력중심 대안(원자력 비중 10%), 신재생중심 대안(원자

력 비중 20%), 현재믹스 대안(원자력 비중 30%), 원자력중심 대안(원자력 

비중 50%) 순으로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 상에서 이와 같은 방

식으로 선택을 한 인원은 전체 400명 중 0명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

머지 속성에 대해서도 사전편찬법적 선택행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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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전편찬법적 선택행위 분석 결과 

사전편찬법적 선택행위 해당 선택행위

(결과)를 보인  

응답자 수 (명) 

활용 가능한  

선택상황 수 

전체에서 차지

하는비중 

낮은 전기요금 선호 64 A형: 3, B형: 3 16% 

낮은 원자력 비중 선호 0 A형: 3, B형: 4 0% 

높은 원자력 비중 선호 0 A형: 4, B형: 4 0% 

낮은 화력 비중 선호 6 A형: 4, B형: 4 1.5% 

높은 화력 비중 선호 0 A형: 3, B형: 4 0% 

낮은 신재생 비중 선호 - A형: 0, B형: 0 - 

높은 신재생 비중 선호 - A형: 2, B형: 3 - 

스마트미터기 설치 선호 - A형: 2, B형: 2 - 

스마트미터기 설치 비선호 - A형: 2, B형: 1 - 

발전사 사회공헌 선호 5 A형: 3, B형: 4 1.25% 

발전사 사회공헌 비선호 - A형: 0, B형: 0 - 

적은 정전횟수 선호 - A형: 2, B형: 2 - 

적은 정전시간 선호 - A형: 4, B형: 2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설문 유형(A형, B형) 별로 3개 이상의 선택

상황 반영이 가능하고, 사전편찬법적 선택행위를 보인 응답자의 비중이 5% 

이상인 경우는 ‘낮은 전기요금’에 대한 경우밖에 없었다. 많은 사전편찬법적 

행위는 활용 가능한 선택상황 수가 유형별로 3개가 안되어 제외되었고, 활용 

가능한 선택상황 수가 충분한 경우에는 ‘낮은 전기요금’에 대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최대 1.5%밖에 비중이 안될 정도로 그 선택행위 비중이 미미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요금 속성에 대해서만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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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사결정방식을 RUM의사결정방식과 전기요금 속성에 대해 사전편찬

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의 2가지로 확정하였으므로 본격적인 연구 설계에 대해 

서술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Hess et al. (2012)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을 

따랐다. Hess et al. (2012)에서는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소비자들을 잠재 계

층 접근법을 이용하여 나누었다. 잠재 계층 접근법이란 잠재 계층 모형에서와 

같이 응답자들을 몇 개의 동질적인 계층으로 분류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1, ,m M=  가지의 의사결정방식을 각각의 계층으로 두었고, 이에 

대해 응답자 n 의 우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 ,
1 1

1 0 1
M M

n n m n m n m m
m m

P P where and mπ π π
= =

= = ≤ ≤ ∀∑ ∑              (1) 

 

위 식(1)에서 ,n mπ 은 응답자 n 이 m 의사결정방식을 가질 계층 배정 확률

이다. 여기에서 각 응답자는 반드시 어떤 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지게 되므로, 

,
1

1
M

n m
m
π

=

=∑ 이 성립한다. |n mP 은 응답자 n 이 의사결정방식 m 을 가질 경우 현

재 선택을 보일 확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의사결정방식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층을 2개로 나누었다. 계층 1은 일반적으로 혼합로짓모형에서 가정하

는 확률효용극대화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계층이고, 나머지 계층 2는 요금에 

대해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계층이다. 이 중 계층 1에 대해서는 

계층 배정과 동시에 혼합로짓모형을 통한 모수 추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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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 (2)에서 Ω는 각 속성의 모수에 대한 분포가정이며 β 는 추정되어야 

할 모수이다. 이 추정은 계층적 베이지안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llenby and 

Ginter, 1995; Allenby et al., 1998; Allenby and Rossi, 1999). 반면 계층 2

의 소비자들은 요금 외 타 속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불의사액 

추정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계층 2에 대해서는 계층 배정 외의 추가적인 추

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Hess et al. (2012), Salensminde (2006), Cairns and van der 

Pol(2004)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전편찬법적인 선택결과를 보

인 응답자들 중 실제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응답자를 구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로 가격속성만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다른 속성 역시 고려하긴 했지만 가격속성이 매우 중요했을 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Hess et al. 

(2012)와 같이 응답자의 선택결과와 가정된 분포형태에 따라 응답자들을 분

리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을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데에는 식 (2)의 분포가

정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구분 방법이 해당 분포에 알맞지 않은 극

단적인, 분포의 꼬리 부분의 응답자들을 분리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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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우선 여러 분포를 가정해가며 가장 적합한 결과를 보여주는 분포가

정을 채택하였다. 

서론 부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일반적인 탐색적

(Exploratory) 잠재 계층 접근법이 아니라 선험적(Confirmatory) 잠재 계층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탐색적 잠재 계층 모형의 경우 모형의 성능과는 

별개로 해당 분석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 혹은 행위에 대한 의미 있

는 함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일단 분석을 시행한 후 탐색적으

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잠재 계층 모형을 ‘탐색적’이

라고 부른다. 반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선험적 잠재 계층 접근법은 우리

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모형에 사전제약을 주는 접근법이다. 본 연구

에서 이 사전제약은 바로 ‘설문상의 모든 선택상황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대

안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는 가격만을 고려한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계층 2의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제약을 잘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전체 표본을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구

분한 2개의 계층 외에 선택결과(데이터)에 따라 2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집단은 해당 응답자가 매번 가장 요금이 저렴한 대안을 선택했는지 여부로 정

해졌다. 모든 선택상황에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대안을 선택한 소비자는 집단 

2, 단 한 선택상황에서라도 가장 요금이 저렴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

는 집단 1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 계층 1(모든 속성 고려)의 소비자는 데이터 

상으로 집단 1로도, 집단 2로도 나타날 수 있다. 확률효용극대화 방식으로 의

사결정을 했는데도 우연히 모든 선택상황에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대안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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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계층 2(요금 속성만 고려)의 소비자는 요금

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선택상황에서 요금이 가장 저렴한 대안을 

선택하게 되며, 무조건 집단 2로 나타나게 된다. 즉, 계층 2의 소비자는 절대

로 집단 1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의사결정방식과 선택결과 간의 관계 

 

따라서, 위 제약을 수학적으로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층 2의 소비자

들이 집단 1로 나타날 확률은 0, 집단 2로 나타날 확률은 1이라는 제약을 추

가하면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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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3)에서 |nP
계층2

는 응답자 n 이 계층 2에 속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선

택을 보일 확률을 말한다. 그리고 
*j ntLEXI 는 응답자 n 이 t 선택상황에서 가장 

요금이 낮은 대안 *j 를 선택하였다면 1, 그 외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는 

정의함수이다. |nP
계층2

는 이 정의함수들의 곱으로 나타나며, 정의함수는 무조건 

1 혹은 0의 값을 가지므로, |nP
계층2

 역시 1 혹은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

고 모든 선택상황에서 정의함수가 1의 값을 가져 |nP
계층2

의 값이 1이 되는 것

은 소비자가 집단 2에 속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 식(3)을 전체 

모형의 계층 2 부분에 사용하여 계층 2의 소비자들이 집단 1로 나타날 확률

은 0, 집단 2로 나타날 확률은 1이라는 제약을 추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전제약 반영이 완료된 후에는 잠재계층혼합로짓모형을 통하여 

계층 배정과 모수 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모형에서는 소비자들을 계층

1 (확률효용극대화)과 계층2 (요금에 대해 사전편찬법)으로 의사결정방식에 

대하여 2개의 계층으로 나누는 것과 동시에 계층 1의 소비자들에 대해서 계

층적 베이지안 추정방식(Allenby and Ginter, 1995; Allenby and Rossi, 

1999; Allenby et al., 1998)을 통한 모수 추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계층 2

에 대해서는 모수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요금에 대해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들은 전체 속성 중 요금을 제외한 속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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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심이 없고, 따라서 해당 속성에 대한 모수 추정과 지불의사액 계산이 무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형의 추정결과 2가지 주요 결과를 얻게 된다. 하나는 계층 1과 계

층2가 어떠한 비율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확률 추정 결과이고, 나머지 하나는 

계층 1의 대안 속성에 각각에 대한 모수 추정치이다. 확률 추정결과를 통해서

는 전체 응답자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금에 대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

정방식을 보였는지를 구할 수 있고, 계층 1의 모수 추정치를 이용하여서는 대

안의 각 속성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주요 추정결과들을 활용하여 전력서비스 분야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할 것

이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Hess et al. (2012)에서 

제시한 모형이다. 본 연구가 해당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는 대안의 속성이 2개뿐인 간단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안의 속성이 6개인, 보다 복잡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속성의 개수가 늘어나면 고려해야 하는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면밀한 데이터 분

석을 통해 타 속성에 대해서는 사전편찬법적 선택결과를 관찰하기 힘들며, 가

격에 대한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만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는 최우추정법에 기반하여 모수를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모수 추정에 계층적 베이지안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

에서는 기존 대부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선호공간(preference spac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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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를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액 추정이 주요 목적이었으므로 

더욱 현실적인 지불의사액 분포를 보여줄 수 있는 지불의사액공간

(willingness-to-pay space)에서 추정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

에서는 모형적인 부분에 집중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모형을 전력서비스 분야에 적용하여 정책적 제언을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위 차별점들 중, 지불의사액공간에서의 분석에 대해 모형적으로 조금 더 자

세히 언급하겠다. 선호공간에서 모수를 추정할 경우, 지불의사액은 각 속성의 

모수 추정치를 가격(요금)의 모수 추정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

불의사액공간에서 모수를 추정한 경우 지불의사액과 비례하는 속성별 지불의

사액 모수 추정치가 바로 추정된다. Train and Weeks (2005)는 지불의사액

공간에서의 추정이 비록 선호공간에서의 추정보다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는 떨

어질 수 있을 지 몰라도 더욱 현실적인 지불의사액 추정치 분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의의 응답자의 

대안 j 에 대한 선호공간에서의 효용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j j j jU c a other termsθ β ε= + + +                                    (4) 

 

여기에서 jc 와 ja 는 독립변수이며, jc 는 대안의 가격(비용), ja 는 지불의

사액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속성의 값이다. 그리고 θ 는 가격 속성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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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추정치 ( )/j jU c∂ ∂ 이며, β 는 지불의사액을 구하고자 하는 속성 a 의 모수 

추정치 ( )/j jU a∂ ∂ 이다. 선호공간의 분석에서는 이 θ 와 β 의 분포(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등)를 연구자가 가정하게 된다. 그리고 jε 는 확률오차항이다. 

선호공간의 분석에서 지불의사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j j

j j

U a
U c

β
θ

∂ ∂
=

∂ ∂
지불의사액=                                          (5) 

 

지불의사액공간에서의 분석에서는 지불의사액의 모수 /λ θ β= 을 가정하여 

대안 j 에 대한 효용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j j j jU c a other termsθ θλ ε= + + +                                    (6)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는 θ 와 β 의 분포가 아니라 θ

와 λ 의 분포를 가정한다는 점이다. 위 식(6)와 같이 효용식을 구성하여 추정

을 하면, 좀 더 현실적인 지불의사액 분포를 구할 수 있다 (Train and 

Weeks, 2005). 본 연구는 다양한 발전믹스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 

분포 추정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지불의사액공간에서 추정을 하기로 결정

하였다.  

구체적인 분포 가정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가격의 모수에 대해서만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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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ed) 정규분포를 ( )0θ < , 나머지 속성들의 지불의사액 분포는 모두 정

규분포를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한 이유는 우선 가격의 모수의 경우 0보

다 크게 되면 다른 모수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단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Train and Weeks, 2005). 그리고 그 외 속성의 분포는 여러 가

지 분포(로그정규분포, 절단정규분포 등)를 가정하여본 결과 해당 분포 가정

이 가장 좋은 유의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두 정규분포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형뿐 아니라, 일반적인 혼합로짓모

형(지불의사액 공간)을 사용한 분석 역시 함께 수행하여, 각각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볼 것이다. 이 비교를 통해, 연구 설계에서 가정한 모형이 기존 일반 

혼합로짓모형과 어떠한 추정치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모형성능에 향상이 있는

지,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발전믹스 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

포를 구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전력발전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

이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지 알아내어 이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정책의 수용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할 경우, 우리는 계층 1의 응답자들에 대해서만 모수 추정

을 하게 된다. 즉, 각 발전믹스 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계층 1의 응답자들

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의 90%의 응답자들이 계

층 1에 속하는데 이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 80%의 수용도를 보인다면, 전체 

국민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수용도는 우선 계층 1에 대해서 90%의 80%,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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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층 2의 수용도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계층 2의 응답자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전체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더욱 정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연구 프레임워크 하

에서는 계층 2의 응답자들의 각 발전믹스 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들이 전기요금 속성에 대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방

식을 가졌다고 해서 각 발전믹스 대안에 대한 그들의 지불의사액이 꼭 0이라

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층 2의 응답자들이 전기요금 속성에 

대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들

의 지불의사액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것은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계층 2의 응답자들이 모두 지불의사액이 0이라는, 전기요금 인상 정책 수용도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인 worst-case를 가정하여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하면서도 전체 소비자들을 모두 포함한 수용도 수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연구설계는 모형에 사전제약을 가하고 2단계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등 일반적인 혼합로짓모형 연구에 비해 그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도식화 하여 잘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연구개요표가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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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 개요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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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증 모형 

 

 

본 절에서는 3.1절에서 설명한 모형을 실증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실증모형

을 유도하여 보기로 하겠다. 앞의 3.2절에서 소개한 식 (1)의 주요 요소인 

nmπ 과 |mnP 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nmπ 은 계층배정 모형으로, 응답자 

n 이 m 의사결정방식을 가질 확률을 말하며, Greene and Hensher (2003)에 

따르면, 응답자 n 이 계층 m (전체 계층 수: M )에 배정될 확률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
( )1

exp
, 1, ,M, 0

exp
n m

nm MM
n mm

mπ
=

′
= = =

′∑
z γ

γ
z γ

                             (7) 

 

여기에서 γ 는 계층 배정과 관련하여 추정될 모수이며, Qγ 는 식별을 위해 

0으로 정규화하였다. 그리고 우선 본 연구에서는 원래 인구통계변수 등 계층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공변량)들이 들어가야 하는 nz 에 상수(1)만을 사

용하였다. 그런데 nz 에 상수만이 들어간 경우, 개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배정확률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nq qπ π=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계층 배정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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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e
e e

γ

γ γπ π= =
+ +계층1 계층2                                         (8) 

 

위 식 (8)에서, 본 연구에서는 2M = 이므로, 2γ 를 0으로 정규화하였다. 응

답자 n 의 우도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 

 

|m
1

M

n nm n
m

P Pπ
=

= ⋅∑                                                     (9) 

 

식 (9)는 계층이 2개뿐인 본 연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질 수 있

다. 

 

| |n n nP P Pπ π= ⋅ + ⋅
계층1 계층1 계층2 계층2

                                     (10) 

 

이에 대한 로그우도는 다음과 같다. 

 

|
1 1 1 1

ln ln ln
iTQN N

n nq nt q
n n q t

L P Pπ
= = = =

  
= =   

  
∑ ∑ ∑ ∏                               (11) 

 

그리고 앞서 식 (8)에 나온 계층 배정 모형을 위 식 (11)에 대입하고,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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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
1

1ln ln
1 1

N

n n
n

eL P P
e e

γ

γ γ
=

 
= ⋅ + ⋅ + + 
∑ 계층1 계층2                            (12) 

 

여기에서 |nP
계층2

는 3.1절에서 설명한 사전제약을 통해 응답자 n 에 따라 0 

혹은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반면 |nP
계층1

의 경우에는 혼합로짓모형을 통한 모

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혼합로짓모형의 추정식이 사

용된다.  

 

( )

( ) ( )
*

|
1

1

|
jntn

jnt

VT

n J V
t j

eP f d
e

β

β
β

β β
=

=

= Ω∏∫ ∑계층1
                                (13) 

 

위 식 (13)에서 t 는 각 선택상황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nT 은 전체 선택상황 

수이다. j 는 각 대안을 나타내며, J 는 총 대안의 수이다. *
ntj 는 선택상황 t

에서 응답자 n 이 선택한 대안을 뜻한다. Ω는 각 모수에 대한 분포 가정이고, 

β 는 각 속성의 모수 추정치이다. 분포 가정의 경우 가격 속성에 대해서는 절

단정규분포를, 나머지 속성의 지불의사액분포에 대해서는 정규분포를 가정하

였다. 

지금까지 보인 식을 이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식 (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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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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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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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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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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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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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계층1 계층1 계층2 계층2

계층1 계층2

계층2

계층2

집단1

집단2

      (14) 

 

본 연구의 핵심은 집단 1은 모두 계층1에 속하고, 집단 2의 응답자들이 확

률효용극대화 의사결정방식을 가졌는지, 전기요금 속성에 대해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졌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위 식 (14)를 이용하여 모수 추

정을 하게 되면, 집단 2의 응답자들 중 일부는 계층 1의 분포가정 Ω에서 가

정한 분포의 꼬리 부분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계층 2로 배정되게 된다. 

식 (13)에서 
ntjV 는 응답자 n 이 선택상황 t 에서 대안 j 를 선택했을 때의 

효용을 뜻한다. 여기에는 각 대안 속성의 값과 해당 속성에 대해 응답자가 느

끼는 효용이 나타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데이터의 대안 속성과 

속성 수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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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대안 속성 및 속성수준 

속성 속성수준 

발전에 사용되는  

전력원 비중 

(수준: 4) 

현재 전력발전믹스 유지 

원자력발전 비중 증가 

화력발전 비중 증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 증가 

스마트미터기 

(수준: 2) 

설치 

미설치 

연간 정전사고 횟수 

(수준: 3) 

1회 

2회 

3회 

정전사고 당 정전시간 

(수준: 3) 

10분 

30분 

60분 

발전사의 사회공헌 활동 

(수준: 2) 

수동적 (발전소 근처에 한정) 

활동적 (전국적인 사회공헌활동) 

추가 전기요금 부담 

(수준: 3) 

1000원/월 

3000원/월 

5000원/월 

 

대안의 총 속성은 6가지이지만, 발전비중대안의 경우 4가지 대안에 각 대안

을 나타내는 대안 범주형 데이터가 식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를 각각 원자력

중심, 화력중심, 신재생중심의 발전믹스 대안을 나타내는 3개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효용식의 표현에 있어 지불의사액공간 방식을 취

하기로 하였으므로, 우선 다음의 사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λ 는 각 속성의 

지불의사액을 나타내며, 지불의사액은 /λ β β= − 요금요금외속성
와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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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β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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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n원자력중심,n 원자력중심,n

요금,n화력중심,n 화력중심,n

요금,n신재생중심,n 신재생중심,n

요금,n스마트미터기,n 스마트미터기,n

요금,n연간정전횟수,n 연간정전횟수,n

요금,n정전당정전시간,n 정전당정전시간,n

요금,n발전사사회공헌,n 발전사사회공헌,n

                                (15) 

 

식 (15)를 바탕으로, 개인 n 이 선택상황 t 에서 대안 j 에 대해 느끼는 효

용식 
ntjV 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불의사액 공간에서 나타나며, 아래 식 (16)와 

같다. 

 

ntjV X X

X
X
X X

X

λ λ

λ

λ

λ λ

λ

β β
β
β
β β
β

β

= − ⋅ − ⋅

− ⋅

− ⋅

− ⋅ − ⋅

− ⋅

−

⋅ ⋅

⋅
⋅
⋅ ⋅
⋅

요금,n 요금,n원자력중심,n 원자력중심,t,j 화력중심,n 화력중심,t,j

요금,n신재생중심,n 신재생중심,t,j

요금,n스마트미터기,n 스마트미터기,t,j

요금,n 요금,n연간정전횟수,n 연간정전횟수,t,j 정전당정전시간,n 정전당정전시간,t,j

요금,n발전사사회공헌,n 발전사사회공헌,t,j

요 X⋅금,n 요금,t,j

(16) 

 

위 식 (15)에서, λ 는 각 속성의 지불의사액을 나타내며, 지불의사액은 

/λ β β= − 요금요금외속성
와 같이 나타나므로,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식 

(15)에서 , , ,X ,X X X X
원자력중심,t,j 화력중심,t,j 신재생중심,t,j 스마트미터기,t,j 발전사사회공헌,t,j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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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 변수이다.  

계층2의 |nP
계층2

의 경우에는 3.1절에서 설명한 식 (3)을 사용한다. 따라서 

식(12)에 식(14)과 식(3)을 대입하여 얻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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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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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집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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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도한 식들을 기반으로 모형 추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추정결

과는 4.2절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형을 통

계 패키지 R(Ver. 3.2.0)에서 RSGHB 패키지를 주로 활용하여 계층적 베이

지안 방법(Allenby and Ginter, 1995; Allenby and Rossi, 1999; Allenby et 

al., 1998)을 통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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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결과 및 해석 
 

4.1 각 발전믹스 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본 연구는 앞의 3장에서 설명한 실증모형에 따라 여러 형태의 발전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추정은 R(Ver. 3.2.0)을 통해 이루

어졌다. 주로 사용한 R 패키지는 RSGHB였으며, 해당 패키지를 중심으로 코

드를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더욱 현실적인 지불의사액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지불의사액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깁스 샘플링을 이용하여 마르코브 

체인에서 확률추출 반복을 20,000회 시행하였고, 그 중 앞의 10,000번 시행

을 제하고(burn-in) 남은 10,000번의 시행의 평균 값을 이용해 평균 추정 

및 유의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의 10,000번의 시행을 제하는 이유는 모수 

추정에 있어 실제 추정값으로 가까이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반복시행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3장에서 설명한 모형을 통해 분석을 한 후에는,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과 일반적인 혼합로짓모형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인 혼

합로짓모형을 모형1로,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을 모형2로 두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각

각 따로 분석된 두 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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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모수추정결과 

속성 모형1 모형2 

원자력 중심 발전 -1.82972*** -1.91208*** 

화력 중심 발전 -1.92123*** -2.02748*** 

신재생 중심 발전 1.457193*** 1.603032*** 

스마트미터기 설치 0.484118*** 0.434254*** 

연간정전횟수 -0.38294*** -0.31046*** 

정전당정전시간 -0.05623 -0.06482* 

발전사의 사회공헌 0.298284*** 0.371704*** 

전기요금 인상수준 -1.01685*** -1.26954*** 

계층 배정 모수  2.544165*** 

***: 99% 수준에서 유의, **: 95% 수준에서 유의, *:90%수준에서 유의 

 

일반적인 혼합로짓모형(모형1)과 요금만을 고려하는 사전편찬법적 의사결

정방식을 고려한 모형(모형2)의 분석결과를 비교했을 때, 그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분석결과 계층 배정 모수가 약 2.5로 유의하게 나타났는

데, 이를 환산하면 전체의 약 7.3%가 요금만을 보는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산 가능하다. 즉, 데이터상으로는 16%의 응답

자들이 모든 선택상황에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대안을 선택했는데 이 중 

8.7%의 응답자들은 확률효용극대화 의사결정방식 하에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도 어쩌다 보니 가격이 가장 낮은 대안을 고른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아래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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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계층 배정 결과 

 

또한 두 모형 모두 ‘정전 시간’ 속성을 제외한 모든 속성에 대한 추정치

(mean, variance)가 99%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전 시간’ 속성의 

경우 모형2에서는 90% 수준에서 유의, 모형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모형을 통해 구해진 평균(mean) 지불의사액은 다음과 같다. 

 

[표 13] 속성별 평균지불의사액 (단위: 원/년) 

속성 모형1 모형2 

원자력 중심 발전 -21,956*** -22,944*** 

화력 중심 발전 -23,054*** -24,329*** 

신재생 중심 발전 17,486*** 19,236*** 

스마트미터기 설치 5,809*** 5,211*** 

연간정전횟수(회) -4,595*** -3,725*** 

정전당정전시간(분) -67 -77* 

발전사의 사회공헌활동 3,579*** 4,460*** 

***: 99% 수준에서 유의, **: 95% 수준에서 유의, *:90%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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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2]를 보면, 평균지불의사액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관찰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로그우도(log-likelihood)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CAIC(Consistent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를 통해 두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로그우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형의 성능을 나타내는 데 많이 사

용되는 지표이고, 그 값이 클수록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

나 로그우도의 경우 추정되는 모수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값이 무조

건 늘어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모형에서 추정되는 모수의 수가 

다르면 추정되는 모수의 수가 많은 모형(이 경우에는 모형 2)에게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추정되는 모수의 수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성능 지표들이 개발되

었다. BIC와 CAIC가 바로 이러한 지표들이다. 그 중 우선 BIC를 구하는 식

은 다음과 같다. 

 

2ln lnBIC L m N= − +                                              (18) 

 

위 식 (18)에서 ln L 은 로그우도, m 은 추정되는 모수의 수, N 은 총 관측

치의 수이다. lnm N 부분이 바로 모수 수에 대한 불이익 부분이다. 이 부분이 

양수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BIC는 로그우도와는 반대로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성능이 좋은 것이다.  

CAIC의 경우 추정되는 모수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더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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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준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2ln 1 lnCAIC L m N= − + +                                         (19) 

 

불이익 부분이 ( )1 lnm N+ 로, BIC에 비해 값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CAIC는 BIC에 비해서 추정되는 모수의 수가 더 적은 간단한 모형에 더 유리

한 경향이 있다. BIC와 마찬가지로 CAIC 역시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성능

이 좋은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모형 1의 경우 8m = , 모형 2의 경우 9m = 였고, N 의 경

우는 모형 1과 모형 2 모두 1200이었다. 해당 값들을 대입하여 로그우도 수

치와 BIC, CAIC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모형 성능 비교 

 로그우도 BIC CAIC 

모형1 -688 1428 1436 

모형2 -632 1320 1328 

 

[표 1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형2(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 반영)가 모든 

지표에서 모형1(일반 혼합로짓 모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우

선 모형2의 로그우도 값이 모형 1에 비해서 56이나 컸다. 또한 BIC와 CAIC

의 경우 모형1이 모형2에 비해 각각 92, 108 작았다. 물론 BIC나 CAIC 값

이 좋다고 해서 한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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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의 결과는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1의 우수성을 잘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2]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

하였을 때 각 발전믹스 대안에 대한 400명의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 분포를 

정리하였다. 일반 모형과의 비교를 위해 모형1의 결과 역시 함께 정리하였다. 

우선 원자력 발전비중을 높이는 대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이 아래 

[표 15]에 나타나 있다. 

 

[표 15] 원자력 발전비중을 높이는 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원자력 중심 대안 (단위: 원/년) 

상위 모형1 모형2 

10% -4,054 -4,832 

20% -6,856 -8,230 

30% -17,821 -17,749 

40% -20,813 -21,232 

50% -25,590 -26,437 

60% -27,328 -28,335 

70% -28,868 -29,835 

80% -30,698 -32,284 

90% -37,806 -39,232 

 

분석 결과,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할 경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

는 대안에 대한 저항이 일반 모형을 활용한 결과보다 비교적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하위 백분위로 갈수록 대체로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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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음의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상위 약 

2%(약 8명)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양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화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지

불의사액에 대해 살펴보자. 

 

[표 16] 화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화력 중심 대안 (단위: 원/년) 

상위 모형1 모형2 

10% 17,973 22,775 

20% 10,277 11,723 

30% -14,610 -14,294 

40% -21,745 -23,199 

50% -32,047 -37,454 

60% -34,144 -39,709 

70% -36,374 -42,204 

80% -42,244 -45,536 

90% -51,268 -55,101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대안의 경우와 비슷하게, 의사결정방식의 이질

성을 고려할 경우 화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대안에 대한 저항이 일반 모형을 

활용한 결과보다 비교적 더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하위 백분

위로 갈수록 대체로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화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포에서 특기할만한 점

은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음의 지불의사액을 보여주는 와중에 상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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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약 80명)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양의 지불의사액

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에 비해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

에서 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는 화력발전 비중의 증가는 원자력 비중의 감소

이기도 하다는 점에서([표 9] 참조) 원자력을 상당히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력발전 중심

의 대안은 상위 10%와 90%간 지불의사액 차이가 원자력 발전 중심 대안에 

비해 약 2배정도로 컸다. 이는 화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상당히 이질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액 분포를 살펴보자.  

 

[표 17]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신재생 에너지 중심 대안 (단위: 원/년) 

상위 모형1 모형2 

10% 25,683 25,838 

20% 23,432 23,838 

30% 22,074 22,710 

40% 21,136 21,857 

50% 18,504 19,880 

60% 13,461 16,997 

70% 11,739 15,501 

80% 9,673 12,789 

90% 8,185 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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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할 경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일반 모형을 활용한 결과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하위 백분위로 갈수록 대체로 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차

이는 앞의 화력이나 원자력 부분에서의 차이보다 훨씬 컸다. 화력이나 원자력 

중심의 믹스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차이는 대개 10% 이내였던 반면,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대안의 경우 상위 70%와 80%에서는 모형 2의 지불의사액 크

기가 30% 이상 컸고, 상위 90%의 경우 무려 44%나 컸다. 월 약 1000원의 

추가 세금을 걷게 되면 일반 모형의 경우에는 약 70%의 국민들이 이를 수용

하지만,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의 경우에는 약 90%의 국민들

이 이를 수용한다. 또한 모든 소비자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데 

있어 양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만 유독 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설문 

상에서 나머지 3가지 대안(현상 유지, 원자력 중심, 화력 중심)은 총 6가지 

선택상황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대안을 2가지 씩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가장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믹스 대

안의 경우 선호가 비교적 일관되었으나,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믹스 대안의 경

우 그 선호가 응답자간 매우 이질적이었다. 각 발전믹스 대안에 대해 지불의

사액 상위 10%에서 90%까지의 분포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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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 대안별 지불의사액 분포(10%-90%,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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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기요금 인상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4.1절에서 구한 신재생에너지 중심 믹스 대안에 대한 소

비자의 지불의사액 분포를 기반으로, 전기요금 인상 정책에 대한 소비자 수용

도를 인상 금액에 따라 시뮬레이션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서론에서 말했듯이 

전력발전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 발전 단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최종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믹스 대안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분포를 이용하여, 

월 전기요금 인상 금액에 따른 정책 수용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관련 정책 입안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앞의 

4.1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혼합로짓모형(모형1)과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

을 반영한 모형(모형2)의 결과를 비교해볼 것이다.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을 이용해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을 

때, 월 추가 전기요금별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용도와 이로 인한 연 

추가 세수는 아래 [표 18]과 같다. 연 추가 세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2015년 

7월 기준 주택용 전력공급 호수인 14,284,949호를 사용하였다 (한국전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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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월 추가 전기요금 변화에 따른 수용도와 연 추가 세수 

월 추가 전기요금 모형1수용도 모형2수용도 추가 세수(백만원/년) 

1000원 

(연 12000원) 
68.75% 87.5% 171,419 

1200원 

(연 14400원) 
57.25% 74% 205,703 

1400원 

(연 16800원) 
54.7% 61.5% 239,987 

1600원 

(연 19200원) 
48% 52.25% 274,271 

1800원 

(연 21600원) 
35% 41.25% 308,554 

2000원 

(연 24000원) 
16% 19.25% 342,838 

 

위 [표 18]을 보면,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할 경우 전기요금 월 

1,000원 인상 안에 대한 수용도는 87.5%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해당 안을 

수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모형

을 통해 추정할 경우 월 1,000원 인상 안에 대한 수용도는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위 [표 18]

의 모형2 부분의 결과는 전체의 92.7%의 응답자들, 즉 계층 1의 응답자들만

을 기반으로 추정된 결과이다. 따라서 요금에 대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가진 7.3%의 응답자들, 즉 계층 2의 응답자들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

이다. 이들의 지불의사액은 매우 낮을 가능이 크긴 하지만 그 값이 0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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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으며, 이들 역시 어떠한 크기의 지불의사액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그들의 지불

의사액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모형2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에 

대해 사전편찬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응답자들(전체의 7.3%)이 모두 0

의 지불의사액을 가지는, 정책 수용도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worst-case)를 

가정하고, 이를 모든 응답자를 반영한(그러나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은 고려

하지 않은) 모형1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인상 금액별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페이지의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의 결과를 보면, 모형2

의 최악의 경우(worst-case)에도 월 2000원의 요금 인상 정책까지도 모형1

보다 수용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월 2000원이 넘는 

요금 인상 정책은 모든 경우에서 수용도가 20%도 채 되지 않기에 사실상 의

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모형2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응답자들을 모두 

결과에 포함시키기 위해 계층1의 응답자들에 대해 수용도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worst-case)를 가정했을 때에도 모형1의 결과보다 모형2의 결과가 신

재생에너지 중심 믹스 도입을 위한 추가요금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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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추가요금 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중심 대안에 대한 수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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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림12]와 같은 수용도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

아 보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한 

효과를 적절히 제시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 수용도를 목표로 했을 때, 모형 1

과 모형2(worst-case)의 인상 가능 금액과 그 차이로 인한 연 추가 세수 차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9] 모형2의 worst-case를 고려하였을 때, 추가 전기요금 정책의 목표 수용도 

별 인상 가능 최대 금액과 이로 인한 연 세수 차이 

목표 수용도 모형1 (원/월) 모형2 (worst-

case, 원/월) 

연 세수 차이 

(억 원) 

90% 672 852 309 

80% 805 1,011 353 

70% 973 1,181 357 

60% 1,118 1,359 413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추가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 같은 수용도

(90%~60%)를 목표로 할 때,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연 추가 세수가 300억에서 400억원 가량 차이가 났다. 즉,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함으로써 발전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이 무려 수백억 원 가량 저평가 된 

것을 잡아낸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한 것이 이 부분에

서 상당히 큰 차이와 함의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그림12]에서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할 경우 대부분

의 응답자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난(worst-case에서 81.11%) 월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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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0원 인상 정책으로 인한 추가 세수 약 1,700억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 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예산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예산은 총 약 

5,486억원이며, 그 세부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관리공단, 2015).  

 

[표 20]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예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 지원 47,358 

건물 지원 20,000 

융복합 지원 10,000 

지역 지원 21,000 

소계 98,358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15,000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319,200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4,500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 5,000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1,391 

기타 5,189 

총계 548,638 

*지원조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분기별 변동금리(‘15년 대출금리 1/4분기 1.75%)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수용하는 전기요금 월 1,000원 인상(연 12,000원)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연 추가 세수는 약 1,714억원이 된다. 이 금액은 

201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예산 전체의 31.24%에 해

당하는 금액이며, 위 [표 18]의 관련 예산 중 금융지원과 발전차액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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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예산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예산의 31.24%라는 비중은 얼핏 낮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기는 일반 소비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 소

비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예산의 전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에서도 일반 가구보다 산업 및 상업 부분에

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계약종별 전력사용량이 

아래 [표 21]에 나타나 있다 (한국전력, 2015).  

 

[표 21] 계약종별 전력소비 및 매출액 

 사용량 

(MWh) 

사용량 비중 매출액 

(백만 원) 

매출액 비중 

주택용 64,457,263 13.5% 8,066,377 15.2% 

산업용 272,551,573 57.1% 29,116,999 54.8% 

일반용 100,760,879 21.1% 13,073,321 24.6% 

교육용 7,438,374 1.6% 849,079 1.6% 

농사용 14,504,731 3% 686,214 1.3% 

가로등 3,221,008 0.7% 365,234 0.7% 

심야 14,657,873 3.1% 986,847 1.9% 

계 477,591,701 100% 53,144,071 100% 

 

위 [표 21]을 보면2014년 기준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약 6천만 MWh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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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13.5%를 차지했지만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약 2억 7천만 MWh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에 주로 쓰이는 일반

용 전기 소비량은 약 1억 MWh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해 산업용과 일반

용 전기 소비량의 합이 주택용 전기 소비량보다 약 6배 많았다. 따라서 전체 

전기 소비의 13.5%를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들 대부분이 현재 주택용 전기요

금에 추가적인 금액 지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예산의 

31.2%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전력소비량 기준 비교적 많다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매출액 기준으로 보아도 주택용 전기의 전체 비중은 15.2%

에 불과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있어 일반 주택용 전기 사

용자들의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부족한 나머지 예산의 경

우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 분야 등으로부터의 적절한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경우 국가 산업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유망기술 분야이고,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산업화 하

고자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산업통상자원부, 2014; 국가에너지위원회, 2008) 

정부차원의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게다가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투자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매년 약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고용노동부, 2010). 이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

자가 모두 소비자들의 추가 전기요금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근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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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여러 형태의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수용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전력 

발전 정책 입안에 기여하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나 원자력 발전 사

고 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커지면서, 앞으로의 전력발전믹스가 어떤 정

책적 방향을 가져야 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전력발전믹스 대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포를 정량적으로 

구해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전기요금을 걷는 정책

을 가정하고 요금 인상 폭에 따른 정책 수용도 변화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

을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전력발전정책 입안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가 기존 관련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주로 각 속성에 대해 응답

자들이 느끼는 효용의 크기의 이질성만을 주로 고려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응답자들의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 중 전력서비스에 대해 전력발전믹스, 정전 

등의 속성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전기 요금만을 고려하는 응답자

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응답자들의 컨조인트 설문 선택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선택상황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저렴한 대안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16%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있었고, 따라서 전체 응답자들이 혼합로짓

모형에서 전제하는 확률효용극대화 의사결정방식이나 전기요금 속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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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 중 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응답자가 어떠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지는지는 Hess et al. (2012)의 

모형을 활용하여 잠재계층접근법을 이용, 응답자들을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2 

개의 계층으로 분류하며 이루어졌다. 분류는 응답자들의 선택결과와 지불의사

액에 대한 분포 가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사결정방식의 이

질성을 반영한 모형을 사용한 결과는 일반적인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한 결과에 

비해 원자력 발전, 화석 연료 발전에 대한 비선호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심 대안에 대

한 지불의사액은 일반 모형의 결과에 비해 하위 백분위(분포의 꼬리 부분)의 

지불의사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을 높이기 위한 추가 세수 정책 도입 시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한 결

과는 일반 모형을 사용한 결과보다 같은 인상 금액에 대한 수용도는 약 10% 

더 높고, 같은 수용도를 목표로 하였을 때에는 추가 세수가 약 300~400억 

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불의사액 분포의 경우 원자력과 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믹스대안의 경우 비교적 일관된 선호가 응답자들 사이

에 관찰된 반면, 화석 연료 중심의 발전믹스대안의 경우 선호가 응답자들 간

에 상당히 이질적이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2개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방식

의 이질성을 반영한 결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상당히 높게 나

타난다는 것(특히 꼬리부분)을 이용, 전기요금 인상(신재생에너지세,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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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신설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재원 마련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발전믹스 대안의 지불의사액 분포 추정결

과를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함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현재 RPS제도 등 신재생 에너

지 보급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의 높은 발전 비용에 대해 사업자에게 상당히 

큰 일방적인 희생(지출)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반영한 결과를 보면 국내 소비자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정책

에 대해 기존 모형의 결과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지불의사액 하위 백분위, 즉 분포의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더욱 커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게 RPS제도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

한 비용을 현재와 같이 사업자에게만 주로 떠넘기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

는,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일반소비자들로부터도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정

책의 시행을 제안한다. 실제로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RPS제도는 

사업자들의 의무 불이행에 다른 과징금이 2012년 254억원, 2013년에는 무려 

489억원 부과되었을 정도로 사업자들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 

지불의사액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세’ 혹

은 ‘친환경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세금을 신설하는 정책이 도입된다면 신재

생 에너지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이 감소하고, 관련 재원이 확충되어 

신재생 에너지의 더욱 빠른 보급 및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새로

운 세금 항목으로 신설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해당 금액이 단순한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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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

여 수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4장의 결과를 보면,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했을 때 80%이상의 대

부분의 소비자들이 수용하는 월 전기요금 1,000원 인상 정책을 시행하게 되

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책 관련 예산의 전부는 마련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약 1,700억원, 관련 예산의 30%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4장

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일반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의 전기 사용 비

중(약 13%)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분야 등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전

략 산업 육성 측면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 정책의 긍정적 영향이 잘 홍보된다면, 이 금액은 향후 크게 늘

어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현재 

전기요금의 약 3%의 추가요금을 지불하고자 했지만, 독일의 경우 약 16%까

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Kaenzig et al., 2013).  

다음으로 두 번째 함의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현 발전믹스 

대비 세가지 발전 믹스에 대해 지불의사액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

과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중심 대안의 경우 모든 국민들이 양의 지불의사액 

(선호)를 보였다. 반면 원자력 발전 중심과 화력 발전 중심 대안의 경우 국민

들이 대체로 음의 지불의사액(비선호)을 보였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 중심 대

안의 경우 고작 2%의 응답자들의 양의 지불의사액을 보인 반면, 화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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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경우 양의 지불의사액을 보인 비중이 약 20%에 달했다. 각 대안에 대

한 지불의사액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발전믹스 대안별 지불의사액 분포 

 

즉, 모든 국민들이 발전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대안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좋아했고, 원자력 발전비중을 50%까지 늘리는 

대안에 대해서는 거의(98%) 일관적으로 싫어했다. 그러나 화력발전비중을 

85%로 늘리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10%로 낮추는 대안에 대해서는 80%가 음

의 지불의사액을 가졌지만 20%는 음의 지불의사액을 가졌다. 즉, 타 대안에 

비해 화력중심 대안에 대한 선호가 매우 이질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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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의 소비자들이 양의 지불의사액을 가지는 이유는 복합적일 수 있다. 

화력 비중이 늘어난 대안임을 고려하면 화력발전을 선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

고, 원자력 비중이 줄어든 대안임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을 비선호하기 때문

일 수도 있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각 응답자의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해

당 20%의 소비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알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 큰 함

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믹스 정책을 구성할 때, 신재생을 

30%로 늘리는 믹스대안이나 원자력을 50%로 늘리는 믹스대안과는 달리 화

력 위주(85%)의 대안은 국민들의 선호가 한 방향으로 일관되지 않고 이질적

이라는 점은 정책 구성에 참고하여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 

측면에서 본 연구는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더욱 면

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가구의 전기요금 실 납부자를 잘 규명하고, 전 연령대

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인구통계비에 맞추어 표본을 구성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컨조인트 설문의 속성 중 전력믹스대안 속성과 전기요금 속성, 그리

고 전력믹스대안 속성과 정전 속성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에서는 각 믹스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을 보고자 이와 같이 컨조인트 설문을 구성하였지만 더 나은 방법에 대해 탐

구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법 측면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

형의 결과는 분포가정에 의존적이다. 분포가정에 따라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

방식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포가정에 따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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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일반 혼합로짓모형 역시 마찬가지이며, 본 연

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분포가정을 적용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장 적절한 

분포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조금 더 정밀한 분포의 

가정 역시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모수적(nonparametric) 분포가정을 

통한 분석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선호가 몇 가지

의 극단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여러 정규분포의 혼합형태인 혼합정규(normal 

mixture)분포를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경우 계층을 나누는 데 있어 공변량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응답자들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비중을 늘리는 발전믹스 

대안에 대해 20%의 응답자들은 양의 지불의사액을, 80%의 응답자들은 음의 

지불의사액을 보였는데, 공변량을 사용하여 이 20%와 80%의 응답자들의 특

성을 알 수 있었다면 더 좋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인구통계변수, 정책에 대한 태도나 지식 수준 등 

다양한 변수를 공변량으로 사용하여 보았지만 모수 추정치가 잘 수렴하지 않

았다. 이는 계층 배정의 대상인 집단2가 전체의 16%나 되기는 하지만 그 수

가 64명에 불과해 표본의 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같은 모형에 표본의 수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모

형에 공변량을 반영하여 이를 통해 응답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자 식별이 가능하다면, 분석을 통해 더 많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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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18일간 서울특별

시와 5개 주요 광역시 그리고 경기지역 신도시(일산/분당)에 거주하는 만 

20~59세 사이의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설문지는 총 2가지 

유형(A형, B형)이 있었으며, 신뢰도 높은 응답을 얻기 위하여 전문 리서치업

체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 조사원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부록에서는 두 유형의 설문지 중 A유형 설문

지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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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21st centur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and 

resource exhaustion are being bigger problems and people are starting to be 

concerned about the country’s electricity generation mix,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ose problems. However, environmentally-friendly renewable 

energy source are more expensive and in turn it will trigger rise of the electricity 

bill. Therefore, policy makers should know how much money people are willing 

to pay for various types of electricity generation mix alternatives. In here, 

preference on each power source may be heterogeneous, so people’s 

heterogeneity must be considered.  

Since 1990s, the dominant discrete choice model for analyzing respondent’s 

heterogeneity has been mixed logit model. Mixed logit model’s primary 

assumption is that every respondent has a decision rule considering every attribute 

of an alternative based on random utility maximization (RUM) theory. However, 

in reality there can be many other decision rules such as lexicography. When 

using mixed logit model, respondents who don’t have decision rule based on 

RUM don’t satisfy the primary assumption of the model. Moreover, if their 

numbers are not negligible, the result may be biased seriously because of them. In 

this research, I applied this problem into domestic electricity service area. I 

divided the respondents into two classes: one with RUM based decision ru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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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ther with lexicographic decision rule to alternative’s cost (bill) attribute and 

at the same time, I estimated the parameters for each attribute for the class with 

RUM based decision rule. For the estimation of parameter, hierarchical Bayesian 

method was used. 

Compared to the result of normal mixed logit model, model considering 

heterogeneity in decision rule showed larger dislike to the fossil fuels and nuclear 

power and bigger like to the renewable power source. This result can support 

government’s policy to increase the ratio of renewable power source in the 

country’s electricity generation mix. Also, for the alternative of increasing the 

ratio of fossil fuel by 85%, 20% of the respondents showed positive willingness to 

pay.  

 

Keywords: Consumer Heterogeneity; Decision Rule; Electricity Generation Mix; 

Hierarchical Bayesian Model; Latent Cla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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