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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비시장재화나 서비스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추정하고 그 가치를 화폐

단위로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응답자의 표현된 선호(stated preferences)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 전반에 걸쳐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

하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지불의사금액 추정치가 민감하게 변하는 경

향이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추정법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해당 쟁점

이 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연

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불의사금액 추정 시 활용된 방법

론적 특성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임의효과 메타회귀분

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모형의 설명변수는 방법론적 특성 변수와 생태

계 특성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선행연구, 국내연구 경향 등을 고려하여

목표 모집단, 지불수단, 지불의사 유도방법, 제시금액, 오차항 분포 가정

여부 변수를 방법론적 특성 변수로서 포함하였고 생태계 유형, 생태계

기능 변수를 생태계 특성 변수로서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최대 제

시금액 변수는 극단값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방향이 일관되었다. 그리고 보

전가치가 다른 기능보다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계 기능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소 제

시금액의 경우 극단값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 제시금액 변수가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제시금액

또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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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목표 모집단의 설정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이 상이해지기 때문에 목

표 모집단을 전국 또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둘째, 최대제시금액이 1% 증가할 때 지불의사금액이 약

0.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시금액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생태계 기능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차

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가상시장을 설명할 때 생태계의 기능

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실증적 쟁점을 고찰하고 연구방법론적

특성이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포 가정, 사업 예산 규모 등 일부 변수

의 자료수집이 어려워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 사업 간 차이

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변수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편익추정, 조건부가치추정법, 메타분석, 생태계, 양분선택형

학 번 : 2019-2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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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

하여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대상이 되는 정

부 사업은 대부분 비시장재화로써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것이 어

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시도는 현시 선호(revealed preference)기법과

진술 선호(stated preference)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조건부가치

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진술 선호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써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시장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선

호를 화폐단위로 도출하는 방식이다(KDI, 2012). 조건부가치추정법은 2004

년 대한체육회 선수촌 이전사업에 처음 활용된 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적용과 관련된 규정은 개정되어왔으며 최근에는 대부분 사업에서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사업의 편익을 측정하고 있다(채수복, 2018b; KDI,

2012).

조건부가치추정법은 비시장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

용한 방법이지만,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다(Venkatachalam, 2004; Hausman, 2012). 이는 조사설계부터 분석 절차

까지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분석의 결과가 연

구자의 판단에 따라 민감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Hanemann &

Kaninnen 1999; Haab & McConnell 2002; 엄영숙, 2011: 121에서 재인용).

즉, 동일한 사업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가상시장설정, 설문 방

식,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한 오차항 분포 가정 등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

에 따라 상이한 편익을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지불의사금액 변동성은 결

국 정부 사업의 시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분석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

년 조건부가치추정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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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진실한 선호 및 지불의사금액의 참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공투자

관리센터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또한 논쟁의 소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조

건부가치추정법의 실증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방법의 차이가

지불의사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인식 아래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으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 간에 존재하는 변이에 분석가정, 연구설계 등 연구특성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제기하였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

과 같다. 제2장에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국내 활용 현황 및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조건부가치추정법의 타당성을

검토한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 자료수집 및 메타회귀분석

관련 방법론을 설명하고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 조건부가치추정

법으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의 특성 및 방법론의 특성의 변화 양상을 살

펴보고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 후 제5장에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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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건부가치추정법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e method)은 진술 선호 접근법(stated

preference approach)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가상의 시나리오 및 재화에 대

한 조건 묘사에 기반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 to pay)을 설문을 통하여 화폐단위로 도출하는 방식이다(김강

수, 2009; KDI, 2012). 특정 재화에 대한 가치는 사용자에 의한 사용가치

(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건부가치

추정법의 경우 사용가치(use value)뿐만 아니라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와 같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를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상적

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표현된 선호(stated preferences)에 의존하기 때문

에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은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환경 분야의 비용 편익 분

석에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나 가상적 상황에 대한 진술 선호에 의존하는

방법론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후 1989년 Exxon

Valdez호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Exxon사의 보상 범위 및 보상액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조건부가

치추정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건부가치추정법에

대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서 패널

을 구성하여 검토한 결과 조건부가치추정법의 활용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Arrow et al., 1993). 그리고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타당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가이드라

인은 현재에도 조건부가치추정법 관련 보고서의 기초가 되고 있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은 힉스의 후생 개념에서 출발하며 보상잉여

(compensating surplus) 및 동등잉여(equivalent surplus) 개념에 기초한다.



- 4 -

보상잉여는 특정 재화의 공급으로 개선될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정의되며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을 의미한다. 동등잉여는 재화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에 도

달하기 위하여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하며 지불수

용금액(willingness to accept)으로 나타낼 수 있다(곽승준, 1999, KDI,

2012). 이론적으로 응답자가 제대로 선호를 표출한다면 지불의사금액과 지

불수용금액 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불의사금

액이 지불수용금액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편익 추정 시 지

불의사금액과 지불수용금액 중 어느 것이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

이 진행되었으며 오랜 논쟁 끝에 현재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불의사금

액이 사용되고 있다(KDI, 2012).

조건부가치추정법 설문지의 구성요소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설문조사처럼 설문의 목적 및 응답자의 비밀보장을 명확하

게 명시한다. 그리고 설문 대상이 되는 재화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지식, 인식, 경험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항은

응답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지불거부자 또는 저항응답자

의 공통된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유사시설 방문 여부와 같

은 경험 관련 문항은 응답자를 사용자집단과 비사용자 집단으로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후 재화에 대한 시나리오와 가상시장을 설정하게 되

는데 이때 대상 재화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재화가 응답자에게 미치는 영

향, 지불수단 및 기간 등을 현실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지

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한 지불의사 유도 문항을 추가한다(홍종호, 엄영숙,

2011). 끝으로 응답자의 소득, 나이 등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

을 추가하게 되는데 해당 문항은 설문의 이론적 유효성(theoretical

validity)을 검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표본과 모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

는 경우 공변량으로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채수복,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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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시대의 역사가 깃들어있는 마을로서 과거 많은 관광객

이 방문하였으나 지난 몇 년 전부터 건물들이 훼손되기 시작함에 따라 낙후

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건물은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마을 보전 사업』을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 보전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며, 해당 비

용은 추가적인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하

여 귀하 가구가 향후 5년간 매년 납부하는 총 소득세의 추가적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마을 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귀하의 가구가

부담하고자 하는 소득세 인상 수준을 파악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

고자 합니다. 귀하 가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

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마을 보전 사업』만을 염두에 두시

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시나리오 및 가상시장 설정 예시

출처 : 저자 작성

제 2 절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국내 활용 현황

2004년 태릉선수촌 이전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처음 활용된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이후 다양한 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활용되

었으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7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

조사에 활용되었다(채수복, 2018b). 그러나 도입 초기 정형화된 방법의

부재로 인하여 결과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조건부가치추정법에 제기되는 여러 쟁점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조건부가치추정법 분석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15년 4월에는 조건부가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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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적용 시 유의점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그러나 2015년

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

가 결정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개인의 선호를 간접적으로 추정한다는 방법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

개발연구원의 가이드라인은 지불저항자를 모두 영의 응답으로 간주하여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지불저항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표본이 편

향되어 모집단을 대표하는 추정지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

다(KDI, 2015; 채수복, 2018b). 실제로 채수복(2018a)의 연구에 따르면

지불저항자 처리 방식이 사업 시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방법론의 실

증적 쟁점을 살펴보고 연구설계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된 지불의사금액

중 통계적으로 가장 적절한 추정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데이터베이

스에 등록된 432건의 연구 중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한 연구는 318건

(2020년 9월 5일 기준)으로 전체 가치추정 연구의 약 7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편익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연구를 기준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 연구추세를 살펴보면 2009년

을 기점으로 연구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수복,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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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VIS에 등록된 CVM 관련 국내 연구자료

주 : 발표연도 기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건부가치추정법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사례 중심의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관련된 학술 논문 36편(한국학술정보, KCI 등재)을 검토한 결과 30편이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례분석 중심의 연구였으며 지불거부

응답 처리, 비모수적 방법 관련 연구가 일부 발표되었으나 방법론상의

쟁점과 관련된 논의는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

다.



- 8 -

제 3 절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쟁점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설문조사 방식에 의존하여 편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조사설계에 따른 편의 또는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 개입 문제가 꾸준히 제

기되고 있다. 즉, 제시금액 설계부터 지불수단, 사업 설명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지불의사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조건부가치

추정법은 조건부, 즉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 또는 지불의사

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응답자의 선호는 설문이 제시하는 가상적 상

황에 의존하게 되어 임의적인 가정이 요구된다(이석원, 2006; 김강수,

2009). 본 절에서는 최근 타당성 분석에서 자주 활용되는 양분선택형 질문

법에 초점을 맞추어 조건부가치추정법 수행절차에 따라 관련된 쟁점을 설

명하고자 한다.

수행내용 세부내용 쟁점

문헌

연구 및

현장조사

가치평가 목적 및 영향 조사

유사 사례 및 쟁점 사항 파악

시장영역

확정

사업의 편익항목 및 영향권 구

체화

목표 모집단 및 표본특성 고려

설문 대상자 및 목표 모집단의

범위 설정

조사방법

선택

대인 면접, 우편, 전화, 인터넷

조사 등
조사방법에 따른 응답률 차이

설문지

디자인

및 보완

평가대상 재화 및 서비스 정의

가상시장 설정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 설계

전문가 검토, 사전조사

제시금액에 대한 실험 설계

발생 가능한 편의 최소화 노력

지불수단 및 기간

지불의사 유도방법

제시금액 설정

[표 2] 조건부가치추정법 수행절차 및 단계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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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DI(2012), 홍종호, 엄영숙(2012)을 참고하여 작성

1. 시장영역 확정 및 조사방법 선택

1) 설문 대상자 및 목표 모집단의 범위 설정

가치평가 대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현장조사가 끝나면 비시장재화

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는 시장영역을 설정하게 된다. 사업의 총

편익은 시장영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의 수직 합으로 구할

수 있다(엄영숙, 2012). 그러나 대상지 내 모든 사람의 지불의사금액을 추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표본 집중 경향치에 목표 모집단의

가구 수나 개인의 수를 곱하여 총편익을 산출한다(KDI, 2012). 또한 시장

영역 설정은 표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시장재화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신뢰할만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적절한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을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

표본설계

및

설문조사

표본 틀, 표본추출방법 선택

면접원 훈련 및 무응답률 파악

회수된 설문지 검증

계량경제

학적

분석

모집단 통계량과 비교

문항별 무응답률

지불거부 또는 저항응답 구분

및 원인분석

WTP 표본평균, 중위값, 신뢰구

간, 함수 추정

지불거부자 처리 방식

지불의사모형 설정

양분형 모형 설정

오차항의 분포

이론적

타당성

검증

공변량 분석결과의 경제이론 부

합 여부 판단

집계 및

보고서

작성

모집단 WTP 산출

분석을 위한 가중치 부여

민감도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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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엄영숙, 김진옥, 2017).

일반적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에서의 시장영역에는 정책의 시행으로 경

제적 또는 법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초기에는 비사용가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모집단을 전국이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종열(2014)은 거주지와 대상지 간의 거리가 지불의

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하는데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임의의 표본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엄영숙(2012)은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도립공

원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파악한 후 모집단의 산정방식에 따른 자

산가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집단을 전국으로 하여 분석하는 경우 연

간 사용가치가 전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낮게 추정되

었으나,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잠재적 가구 수의 차이로 인하여 전국을 대

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더 높은 자산가치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방법에 따른 응답률 차이

모집단을 설정한 후 설문조사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설문조사방법은

응답률, 응답의 신뢰성 등에 영향 등에 미치기 때문에 지불의사금액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Loomis et al., 2011). Ryan et al.(2019)는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인터넷 패널 설문조사와 우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수집 방식에 따른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방법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가

표본의 특성 차이로 이어져 조사방법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차이가 나타

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등 비대면 방식의 설문조사가 증

가하고 있으나 조건부가치추정법과 관련된 국내연구에서는 응답의 신뢰도

제고를 이유로 훈련받은 조사자가 직접 면접을 통해 조사하는 대면조사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77건의 연구 중 12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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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이 비대면 조사 또는 비대면과 대면조사를 혼합한 방식을 활용하였

다.

2. 설문지 디자인 및 보완

1) 지불수단 및 기간

시장영역 및 조사방법을 확정하고 나면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재화의

시나리오 및 가상시장 설정하게 된다. 우선 지불수단 및 기간을 특정하게

되는데 지불수단과 지불기간은 응답자의 선호와 지불저항응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전국

단위 국가재정사업에 대하여 조건부가치추정법이 활용되는 경우 지불수단

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로 소득세가 지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 주민세, 부담금, 기부 등이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 각 지불수단 별로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

절한 수단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김남주, 2020).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같

이 강제성을 갖는 지불수단은 지불저항을 야기하여 지불의사금액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KDI, 2012).

그러나 지불수단에 따른 지불의사금액 차이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론은

상이한 상황이다(이석원, 2006). Greenley et al.(1981)는 지불수단에 따른

수질 보전에 대한 가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불수단에 따라 가치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ampos et al.(2007)도 지불수단에 따른 숲의

여가적 사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입장료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지불수단에 따른 응답자의 수가 상이해지기 때문이라고 지

적하였다. 반면 Green et al.(1994)은 질문 순서, 지불수단, 재원 부담과 관

련된 정보의 양 등이 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불수

단은 지불의사금액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지불수단



- 12 -

의 영향 여부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지불수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한미진, 2018; 이희찬 외, 2017).

2) 지불의사 유도방법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입찰 게임(bidding game), 지불카드(payment

card), 개방형 질문(open ended),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등이 활용되어왔으며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치가

상해지기 때문에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

다(KDI, 2012). 일반적으로 양분선택형 질문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는 다른 지불의사 유도방법과 비교할 때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를 최소화

하고 편의(bias)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KDI,

2012; 신영철, 2016). 그리고 개방형 문항은 양분선택형 문항 이후에 배치

되어 응답행태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김강수, 2009).

개방형 문항과 양분선택형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방형 문항은 최

대 지불의사금액을 응답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다. 만일 개방형 문항

으로 정확하게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개방형 문항이 가장 간

단명료한 방식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화폐 가치

부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양분선택형 문항의 보완용으로 활용되고 있

다(고길곤 외, 2019). 양분선택형 문항은 제시된 일정한 금액에 대한 응답

자의 지불의사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질문횟수에 따라 단일양분선택형, 이

중양분선택형 등으로 구분된다(KDI,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방형 질문으로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재화의 가치를 낮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안소은,

2006; Brown et al., 1996), 이는 응답자들이 비시장재에 대하여 화폐 가치

부여 경험이 부족하여 지불의사금액이 0원이거나 무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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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DI(2012)를 참고하여 작성

3) 제시금액 설정

지불의사 유도방식으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선택하는 경우 초기 제시

금액, 제시금액의 범위, 구간의 수 등 제시금액의 분포를 설정하게 된다.

제시금액의 분포는 응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불의사금

액 추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일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되 공변량

을 사용하지 않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경우 절편과 제시금액의 계

수추정치만 분산-공분산 행렬에 포함되어 추정치의 분산을 결정하기 때

문에 제시금액 분포의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주재홍, 신창호, 2012). 그러

나 최적 제시금액의 설정은 참 지불의사금액 분포의 형태를 알고 있는

지불의사

유도방법
예시

입찰

게임

『△△마을 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회

가구 당 (제시금액)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

까?

- 만약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 제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시

- 만약 지불의사가 없는 경우 제시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제시

- 특정 값(지불의사금액)에 수렴할 때까지 반복

개방형

질문

『△△마을 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추가

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구 당 소득세의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

까?

향후 5년간 매년 ( )원

양분

선택형

(단일

경계형)

귀하의 가구는 『△△마을 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향후 5

년간 매년 1회 가구 당 (제시금액)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표 3] 지불의사 유도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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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가능하다(Kanninen, 1993). 이에 최적 제시금액 설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Hanemann & Kannien(2001)는 사전조사를 통

하여 지불의사금액의 분포를 파악한 후 단일 경계모형의 경우 결과의

18%에서 82% 내에서 제시금액을 정하도록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KDI, 2012).

이론적으로 제시금액은 지불의사금액의 분포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김인용, 이주석

(2016)의 연구에서 최대 제시금액은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박용치(2002)의 연구에서는 지불의사를 물어보는 문항의 제

시금액이 높은 경우 ‘지불의사 없음’이라는 응답을 한 후 제시금액이 계속

낮아져도 ‘지불의사 없음’이라는 응답을 유지하려는 행동이 나타났다. 이러

한 실증연구를 종합할 때 제시금액이 응답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제

시금액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계량경제학적 분석

1) 지불거부자 처리 방식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법으로 지

불의사를 유도하고 있으나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60-70%로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엄

영숙, 홍종호, 2009; 엄영숙, 2015). 만일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

이 높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음(-)의 지불의사금액이 도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주석, 최은철, 2013). 이에 후속 질문을 통하여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를 파악하고 저항 응답과 영(0)의 응답

(zero-bidders)을 식별한 후 일부를 표본에서 제외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불저항응

답1) 및 영(0)의 응답을 표본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1) 지불저항은 진술 선호가 응답자의 실제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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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거부응답을 표본에서 제외하면 실제 선호와 무관하게 지불의사금

액이 0원이라는 진술 선호가 사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가치추정의 오류

를 방지할 수 있다(오형나, 2012).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지불거부자 그룹의 표본특성이 지불의향자 그룹의 표본특성

과 상이한 경우에 지불거부자를 표본에서 제외하면 분석에 사용된 표본

과 전체 표본 또는 모집단의 특성과 상이해질 수 있다. 이에 체계적 표

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하여 표본 지불의사금액 추정

에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엄영숙, 2015; 엄영숙, 홍종호, 2009). 즉, 제

시금액별 ‘아니오’ 응답자가 유효 표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 응답 비율

이 높아지게 되어 추정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추정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공변량을 포함한 분석을 통한 이론적 타당성 검

정(tests of the theoretical validity) 및 설명력 검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채수복, 2018b). 이에 영(0)의 응답을 단순히 표본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0)에서 스파이크(spike)를 허용하는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이나 지불의사금액의 분포 가정을 완화할 수 있는 비모수적 접근

법(non-parametric approach)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이주석, 최은철,

2013).

엄영숙, 홍종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지불거부응답을 제외하고 지불

의사금액을 추정하는 경우가 전체 표본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4배 정도

높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엄영숙(2015)의 연구에서도 저

항 응답처리 방식에 따라 지불의사 여부 결정과 저항응답 가능성에 관련

된 확률오차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추정되어 저항응답을 단순히

유효 표본에서 제외하고 추정하는 경우 지불의사금액이 과소추정되어 사

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하며 공공재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0원이 아니지만, 지불수단에 대한 반감,

관련 부처에 대한 불신, 사전지식 및 설문조사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불충

분한 경우를 포함한다(엄영숙, 홍종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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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의사모형 설정2)

(1) 선형 확률효용모형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활용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에는 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KDI, 2012). 양분선택형

문항을 활용한 기본 확률효용모형은 Hanemann(1984)에 의하여 정립되

었다(Habb & McConnell, 2002:24). 확률효용모형에서 효용함수는 결정

된 선호(deterministic preference)와 확률적 선호(stochastic preference)

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확률적 선호는 개인의 선호 중 연구자가 제대로 관

측할 수 없는 부분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응답자 j의 i상황에 대한 간

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응답자 j의 소득 : 응답자 j의 가구 특성 및 선택 관련 속성

 : 연구자에게 관측되지 않은 개인의 선호 부분
만일 공공사업이 시행(i=1)되는 경우 j번째 응답자가 제시금액()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공공사업이 시행되었을 때의 효용()이 공

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효용()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만일 결정된 선호 부분을 선형함수형태로 가정하고(Hanemann, 1984)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고 가정( )한다면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와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효용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본 절에서 제시되는 수식은 Habb, McConnell(2002)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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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을 활용하여 응답자가 제시금액()에 대하여 ‘예’라고 답할 확률

을 전개하면 오차항의 누적확률밀도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를

도출할 수 있다.

PrPr∆    Pr Pr 
이후 확률오차항()이 특정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

게 된다.

(2) 지출차이모형

Cameron, James(1987)가 제시한 지출차이모형은 효용함수를 거치지

않고 지출함수를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KDI,

2012). 응답자 j의 지불의사금액은 보상잉여의 개념을 활용하여 공공사업

이 시행되는 경우(i=1)와 시행되지 않는 경우(i=0)에 대한 지출차이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지출차이함수를 활용하여 응답자가 제시금액()에 대하여 ‘예’라고 답

할 확률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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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r Pr Pr 
이후 선형 확률모형과 마찬가지로 확률오차항 분포를 가정하여 모형과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다.

만일 결정된 선호를 선형으로 가정하면 확률효용모형과 지출차이함수

중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과 중앙값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지불의사금액 추정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계수추정치의

해석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KDI, 2012). 한편 선형 확률효용모형이

나 지출차이모형은 -∞에서 +∞까지를 표본 지불의사금액의 범위로 하

기 때문에 음의 효용이 추정될 수 있다. 이에 지수함수를 활용하여 지불

의사금액의 범위를 양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기도 한다(엄영숙,

2011).

3) 양분선택형 모형 설정3)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연구에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활용하여 응

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방식이나 주민투표 방식과 유사하여 유인일치적이며 저항적 지불의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응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Habb &

McConnell, 2002). 양분선택형 모형 중에서 단일경계모형과 이중경계모

형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 모형의 한계를 보완한 1.5경계 모형의 활

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3) 본 절에서 제시되는 수식은 Hanemann et al.(1991) 및 KDI(2012)를 참고하

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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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길곤 외(2019)를 참고하여 작성

구분
질문

횟수
질문 예시

단일경계

모형
1회

귀하의 가구는 『△△마을 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향후 5

년간 매년 1회 가구 당 (제시금액)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이중경계

모형
2회

(단일양분선택형 문항에서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마을 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

여 향후 5년간 매년 1회 가구 당 (제시금액의 2배)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단일양분선택형 문항에서 ‘② 없다’에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마을 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

여 향후 5년간 매년 1회 가구 당 (제시금액의 1/2배)원의 소득세

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

경계모형

1회

또는

2회

『△△마을 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회

가구 당 (제시금액A) - (제시금액B) 범위 내에서의 추가 소득세

를 검토 중입니다.
< 집단 1 >

귀하의 가구는 『△△마을 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향후 5

년간 매년 1회 가구 당 (제시금

액A)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

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에 응답 시 ‘매년 1회 가구

당 (제시금액A의 2배)원의 소득

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

습니까?

- ②에 응답 시 질문 종료

< 집단 2 >

귀하의 가구는 『△△마을 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향후 5

년간 매년 1회 가구 당 (제시금

액B)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

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에 응답 시 질문 종료

- ②에 응답 시 ‘매년 1회 가구

당 (제시금액B의 1/2배)원의 소

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표 4] 양분선택형 모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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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지불의사금액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모수

적 방법(parametric method)과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ethod)

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특정 분포를 가정하는 모수적 방법을 활용

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모수적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양분선택형 질문법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양분선택형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는 자신의 지불의사금액()을 제

시금액()과 비교하여 자신의 지불의사금액보다 제시금액이 작은 경우

‘예’, 제시금액이 큰 경우 ‘아니오’라고 응답한다(신영철, 2016). 즉, 양분

선택형 질문을 통하여 응답자의 직접적인 지불의사금액의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불의사금액과 제시금액 간 상대적 비교 결과를 얻게 된

다.

Bishop & Heberlein(1979)의 연구에서 처음 등장한 단일경계모형에서

는 응답 유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if ≧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

 if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만일 N명의 표본을 가정하고 i번째 응답자가 제시금액()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응답할 확률을 라고 한다면 지불의사금액 함수의 로

그-우도 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ln 

ln

단일 경계모형은 유인일치적이기 때문에 전략적 편의와 무응답률, 이

상치 등 편의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통계적 효율성이 낮고 정확

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표본이 요구된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Hanemann et al., 1991; KDI, 2012). 이에 단일 경계모형의 장점은 유

지하되 추정치의 낮은 효율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중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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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제시되었다(Hanemann et al., 1991).

이중 경계모형은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응답

자에게는 첫 번째 제시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에게는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지불의사를 다시 물어보는 방

법으로써 이중경계모형에서의 가능한 응답 유형은 다음과 같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아니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아니오”

이중 경계모형의 경우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의 상관계수, 지불

의사금액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구간자료모형

(interval data model)과 다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Habb

& McConnell, 2003). 일반적으로 구간 자료 모형이 빈번하게 활용되는데

구간 자료 모형은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의 지불의사금액 함수가

같다는 가정하에 지불의사금액의 구간을 만들어 분석하는 모형으로 다음

과 같이 로그-우도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

ln
  




ln 


ln




ln


ln

 
이중 경계모형은 단일경계모형과 비교할 때 분산이 감소하여 계수추정

치의 통계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후속 질문의 응답이 이전 응답의

응답에 의하여 결정되는 정박 효과(anchoring effects), 초기제시금액이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시작점 편의(point bias)와 같은 전략적

행동 및 편의에 노출되어 있으며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이 불일치

하는 경우 제대로 된 추정치를 도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Hanemann et al., 1991; Cameron, Quiggin, 1994; Calia, Strazzera,

2000; Coope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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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선택형 질문법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검토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중경계모형으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이 단일경계모형으로 추정

된 지불의사금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엄영숙, 2011; 김인용, 이주

석, 2016; Hanemann et al., 1991). 한편 이중 경계모형이 추정의 효율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삼중경계모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으나

통계적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응답효과(response effects) 등

으로 인한 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이해춘 외,

2004; Langford et al., 1996; Bateman et al., 2001).

1.5 경계모형은 설문단계에서 응답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한 집단

에는 첫 번째 질문 시 높은 금액을 제시한 후 만일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설문을 종료하고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지불의사를 물어본다. 다른 집단에는 첫 번째 질문 시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만 높은 금액

을 제시하여 질문하는 방식이다. 1.5 경계모형은 이중 경계모형과 비교할

때 지불의사금액 추정에 필요한 정보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일부

응답자만 두 번째 질문에 응답하기 때문에 반응 효과에 따른 편의는 줄

이고 이중경계모형의 효율성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ooper et al., 2002; Barreiro et al., 2005).

4) 오차항의 분포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지불의사금액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모수

적 방법(parametric method)과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ethod)

이 있다. 우선 모수적 방법은 지불의사금액 함수 추정 시 오차항에 대하

여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여 분석한다. 오차항에 대하여 사용되는 분포로

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로그 정규분포(log normal

distribution),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n), 로그 로지스틱 분포

(log logistic distribution),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등이 있다

(KDI, 2012). 로그 정규분포나 로그 로지스틱을 사용하는 경우 지불의사

금액에 로그를 취한 형태로 분석하기 때문에 음의 지불의사금액 문제를



- 23 -

해결할 수 있으나 로그를 취하지 않은 모형과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채수복, 2018b). 만일 지불의사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공변량을

활용하는 경우 모수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Habb,

McConnell, 1997). 그러나 연구자가 특정 분포를 자의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분포 가정에 의하여 추정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분포에서는

음의 지불의사금액이 추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오차항에

대한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비모수적 방법은 특정 분포에 의존하지 않으며 항상 양의 지불의사금액

이 추정되기 때문에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인 경우

에 적합할 수 있다(Haab, McConnell, 1997). 그러나 공변량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 및 편익 이전을 위한 함수 도

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분포 가정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변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분포

의 가정이 지불의사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ab, McConnell(1997)은 모수적 방법은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가정하는 분포의 특성이 지불의사금액의 추정

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일관성없는 지불의사금액이 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 신영철(2016)의 연구에 따르면 모수적 분포를 활용하는 경우 분

포 가정에 따라 단일양분법, 이중양분법 모두에서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반면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법을 활용하는 경

우 단일양분법과 이중양분법을 통하여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적합한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분포 가정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변동성이 큰 경우 비모수적 방법을 사

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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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메타분석을 활용한 조건부가치추정법 검토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개별 연구결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관련 정보를 분석,

종합하는 기법이다(남궁근, 2017). 메타분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Glass(1976)에 따르면 메타분석은 요약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량적이

고 상이한 연구를 취합하여 효과 크기(effect size)를 산출함으로써 일반

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메타분석은 통합모형(pooled model)과 메타회귀모형(meta regression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모형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관측치를

통합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한 후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로 유사한

실험을 반복하는 의학이나 심리학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다. 메타회귀모형

은 경제학 분야에서 실증분석을 위하여 활용되기 시작한 방법으로 기존

연구의 요약 통계량을 종속변수로, 연구 및 자료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방법이다(안소은, 노백호, 2007).

메타분석을 활용하면 특정 기법, 연구 가정, 자료의 특성 등이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연구결과 간 차이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다수의 표본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의 오류 가능성이 감소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전체 분석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부 결과만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식적으

로 발표된 연구결과만 분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택 편이에 노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연구결과가 분석에 포함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구의 질보다 연구의 수

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안소은, 노백호, 2007; 남궁근,

2017; Brouwer et al., 1999; Stanley, 2001). 이러한 한계에도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메타분석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

고 있다(남궁근, 2017).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내연구 중에서 조건부가치추정법에 초점을

맞추어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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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었으며 대부분 편익 이전(benefit transfer)을 위한 도구로써 메타분

석을 활용하면서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론 유형을 더미 변수로 하여 분

석을 수행하고 있었다. 해외연구의 경우 조건부가치추정법에 초점을 맞

추어 방법론적 특성을 더미 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에 포함하고 재화의 특

성이나 사회경제적 맥락변수를 추가하여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

구들을 찾을 수 있었다.

주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변수 및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불수단 및 지불의사 유도방법 변수를 포함하고 있

었다. 지불수단의 경우 지불수단이 세금인 경우가 기부금인 경우보다 지

불의사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불수단에 따라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양

분선택형 질문법과 비교할 때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경우에 낮은 지불

의사금액이 추정되었으며 양분선택형 모형 중에서는 이중경계모형을 사

용하는 경우가 단일경계모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지불의사금액

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 방식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민감성을 살펴보기 위한 더미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들도 꾸준히 있었으

며 비대면으로 설문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불의사금액

이 낮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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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연구결과의 변수들은 지불의사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

수들이며 괄호 안의 값은 계수의 방향임

연구자 분석대상
문헌 수

(추정치)
주요 변수 및 연구결과

Brouwer et

al.(1999)
습지

30

(92)

개방형 문항 여부(-), 지불수단 소득세 여부(+),

응답률(-)

Noonan.

(2003)
문화자원

65

(129)

연구연도(-), 표본 크기(-), 예상 비용정보 포함

여부(-), 방문 설문 여부(+), 이중 양분선택모형

여부(+),

Liu, S., &

Stern, D. I.

(2008)

해양
39

(120)

연구연도(-), 양분선택형 여부(-), 개방형 여부

(-), 경매법 여부(-), 지불카드법 여부(-), 일시

지불 여부(+), 비대면 인터뷰 여부(-), 이상치 제

거 여부(-)

Barrio, M

& Loureiro

(2010)

숲
35

(101)

구체적인 기간 없이 매년 지불 여부(+), 응답자

가 개인 대상 여부(-), 양분선택형 여부(+), 개방

형 여부(+), 전자우편설문 여부(+)

김인용,

이주석.

(2016)

문화과학

시설

32

(48)

최대제시액(+), 규모(+), 단일 양분선택모형 여부

(-)

Kanya et

al.(2019)

보건

환경

42

(143)

무작위 표본(-), 대면 설문(-), 입찰 게임(-), 개

방형 여부(+), 지불카드법 여부(-), 일회성 지불

여부(+), 기부(-)

[표 5] 조건부가치추정법 관련 주요 변수 및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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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추정법 양분선택형과

관련된 방법론적 특성이 지불의사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

국내연구 경향,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변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생태계 유형 및 기능에 따른 지불의사금

액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후 분석

에서는 방법론적 특성 변수만을 포함한 모형과 방법론적 특성과 생태계

특성을 포함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생태계 특성 변수가 추

가됨에 따른 모형의 설명력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명변수

è

시장영역 확정 목표 모집단

설문지 디자인

및 보완

지불수단

지불의사유도방법 종속변수

최대 제시금액

지불의사금액최소 제시금액

계량

경제학적 분석
오차항의 분포 가정 여부

연구특성 연구 발표연도

생태계 특성
생태계 유형

생태계 기능

[그림 2] 연구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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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1) 시장영역 확정 및 조사방법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조사대상이 되는 표본은 모집단의 정의에 따라 결

정된다. 그러므로 모집단의 정의에 따라 표본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표본의 특성이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결과적

으로 모집단의 정의는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엄영숙,

2012). 만일 수혜집단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재화의 경우 비사용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이유로 모집단을 전국으로 설정하면 비사용자가 표

본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항 응답이 증가하는 등 지불의사

금액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즉, 재화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재화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재화 이용에 따른 편익

이 감소하여 지불의사금액이 감소하는 거리-소멸(distance-decay) 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이종연, 2014; 엄영숙, 2015). 그리고 목표 모집단을

방문객으로 설정하여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에는 주로 사용가치만 반영되

기 때문에 목표 모집단을 전국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사업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을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는 경우보다 낮은 지불의사금액

이 추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시

하였다.

가설 1-1 :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가 목표 모집단을 전국으로 하지

않는 경우보다 표본 지불의사금액이 낮게 추정된다.

가설 1-2 : 목표 모집단이 방문객인 경우가 목표 모집단을 전국으로 하

지 않는 경우보다 표본 지불의사금액이 낮게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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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디자인 및 보완

지불수단은 응답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지불의사금액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국 단위 사업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하는 경우 지불수단의 현실성 확보를 위

하여 소득세가 활용되지만, 소득세와 같은 강제적 지불수단은 응답자의

지불수단에 대한 적대감을 초래하여 지불의사금액을 과소평가할 수 있

다. 반면 기부금과 같은 자발적 수단은 지불의사금액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무임승차의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KDI, 2012).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지불수단으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

웠으며 생태계 분야에서는 발전기금, 보전기금과 같은 기금이라는 형태

의 지불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부문화

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기부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

불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 및 국내연구 경향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 지불수단이 소득세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표본 지

불의사금액을 낮게 추정한다.

지불의사금액 추정 시 양분선택형 모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양분선

택형 모형 중 이중 경계모형은 통계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단일 경계모형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첫 번째 응답이 두 번째 응답에 영향을 미치

는 등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이중 경계

모형으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이 단일 경계모형의 결과보다 절반 정도

낮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과소추정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Cameron & Quiggin, 1984). 이외에도 일부 선행연구에서 1.5 경

계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단일경계모형보다 낮은 지불의사금액이 추정되

었다(이주석, 최은철, 2013). 이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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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1 : 단일경계모형이 이중경계모형보다 표본 지불의사금액을 높

게 추정한다.

가설 2-2-2 : 단일경계모형이 1.5 경계모형보다 표본 지불의사금액을 높

게 추정한다.

지불의사유도방법으로 양분선택형을 선택하는 경우 제시금액의 분포는

응답 분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불의사금액은 제시금액 범위의 영

향을 받는다. 특히 이중 경계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응답이 첫

번째 응답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출발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만

일 첫 번째 문항의 제시금액이 높은 경우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후

제시금액이 낮아져도 동일한 응답을 유지하려는 행동이 나타나 결과적으

로 지불의사금액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용치, 2002; 주재홍,

신창호, 2012). 그러나 김강수(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제시금액의 범위가

지불의사금액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추정의 편의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2-3-1 : 최대 제시금액은 표본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2 : 최소 제시금액은 표본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3) 계량경제학적 분석

지불의사금액 함수 추정 시 오차항에 대한 모수적 분포 가정에 따른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차이가 발견됨에 따라 비모수적 방법에 대한 논의

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비모수적 방법은 특정 분포에 의존하지 않으

며 기본적으로 절단된 평균(truncated mean)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지불

의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신영철, 2016; Habb,

McConnell, 1997). 이에 비모수적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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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적 모형을 적용한 결과와 모수적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비모수적 방법이 모수적 방법보다 표본 지불의사금액을 낮게

추정한다.

제 2 절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서비스의 화폐 가

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가치종합정보

시스템(EVI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2020년 11월 5일 기준으로 데

이터베이스에는 468건의 연구와 2,174개의 가치추정치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어서, 468건의 연구를 대상으로 선별과 배제의 과정을 진행

하였다. 우선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산림, 습지 등 생태계의 가치

를 추정한 연구를 선별하였다.4) 메타분석의 경우 선행연구의 질에 민감

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식적 선별 단계에서 학술 논문을 제외

한 문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보고서 및 학위 논문의 경우 작성 후

학술 논문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치의 중복 문

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최종 검토 과정에서 양분선택형 활용 여부, 지불의사금액 단위

및 형태를 검토하였다. 이는 조건부가치추정법으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

은 원/년/가구 또는 원/월/인부터 원/년/ha 또는 원/방문/인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인 지불

의사금액의 단위가 비교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단위를 사용한 추

정치만이 활용할 수 있다(안소은 외, 2010). 이에 지불의사금액의 형태

등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월/인, 원/월/가구, 원/년/가구, 단위의

4)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생태계 유형을 산림, 초지, 습지, 도시생태계,

경작지, 담수(육수), 해양, 해안/연안, 기타(생태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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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를 선택하여 1인당 지불의사금액의 경우 연도별 평균 가구 당 구

성원 수를 반영하는 등의 조정절차를 거쳐 지불의사금액의 단위를 원/1

년/가구로 통일하였다. 최종적으로 77건의 학술 논문에서 247개의 추정

치를 선정하였다.

검색
EVIS DB에서 확인된 자료 수

N=468

↓

선별

추정기법 및 소재를 통해 선별된 자료 수

(조건부가치추정법, 생태계)

N=203

←
배제된 문헌 수

N=265

↓

형식을 통해 선별된 자료 수 (학술 논문)

N=167
←

배제된 문헌 수

N=36

↓

선정

최종 검토를 통하여 선정된 자료 수

(지불의사금액 단위 및 형태)

N=77

←
배제된 문헌 수

N=90

[그림 3] 자료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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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 메타회귀분석5)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별연구에서 산출된 지불의사금액을 종속변수

로 하고 연구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선형회귀모형

을 활용한 분석을 고려할 수 있다.

 
 개별 가치 추정치,  지불의사금액

설명변수 벡터방법론대상특성 등, 오차항
만일 선형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경우 최소자승법

(OLS)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 메타회귀분석에 활용되는 자료의 경

우 동일한 연구로부터 관측치가 추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에

서 추출된 관측치들은 특정 연구 고유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오차항

에 대한 등분산(homoscedasticity)가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에서도 77건의 연구에서 247개의 추정치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최소자승

법을 통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등분산 가정을 위배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등을 활용

한 다수준 분석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정효과모형

은 연구마다 더미 변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본 연구처럼 표본이 작고 선

행연구가 많은 경우 자유도 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자유도

손실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확률효과 모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확률효

과 모형은 동일 연구 내의 관측치가 공유하는 변이, 즉 특정 연구와 관

련된 오차()를 확률변수로 가정한다. 전체 오차항은 개별 관측치 관련

오차()와 특정 연구 관련 오차의 합이며 확률효과 추정량이 일치 추정

5) 안소은, 노백호(200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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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되기 위해서는   이 되어야 한다.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오차항의 그룹 내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OLS 추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일반화 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민인식, 2018).

본 연구에서는 Breusch-Pagan 검정 및 임의효과의 3종 제곱합 효과

(Type III analysis of effect)를 통하여 이분산성 여부 및 특정 연구 관

련 임의효과 존재 여부를 살펴본 후 선형회귀모형과 임의효과모형 중에

서 적합한 분석모형을 결정하고자 한다.

제 4 절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추정된 평균 지불의사금액(원/1년/가구; 2015년

불변가격)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지불의사금액의 형태

가 원/1년/가구가 아닌 경우 연도별 평균 가구 당 구성원 수를 반영하는

등의 조정절차를 거쳤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메타회귀분석을 통하여 편익 이전을 위한 편익함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닌 조건부가치추정법의 방법론적 특성이 지불의사금액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상지의 특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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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쟁점 중 최

근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에 포함하

여 자유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과적합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방법론 특성 변수로는 모집단 설정 범위(target), 지불수단(tax), 지불

유도방법(question), 추정방식(est)을 더미 변수로 포함하였다. 추정방식

변수의 경우 모수적 추정인 경우 0, 비모수적 추정인 경우를 1로 코딩하

였다. 기존에는 오차항의 분포를 더미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

으나 일부 연구에서 오차항 분포 가정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기 때

문에 포함할 수 없었다. 그리고 최대 및 최소 제시금액(bid_Max,

bid_M in)을 정량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최대 및 최소 제시금액은 양

분선택형 문항에서 응답자들에게 제시되는 금액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말

하며 종속변수를 원/1년/가구로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제시금

액 또한 원/1년/가구로 단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연구특

성 변수로 연구결과 발표연도를 포함하였다.

생태계 유형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생태계

유형 및 기능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생

태계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 복수의

생태계 유형의 가치를 동시에 추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6가지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태계 기능을 보전가치와 기타로 구분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6 -

범주 변수 설명

종속

변수
ln(WTP)

평균 지불의사금액의 로그 값

(원/1년/가구, 2015년 불변가격)

설명

변수

시장영역

확정

(기준변수) 목표 모집단이 전국이 아닌 연구(=0)

target_1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연구(=1)

target_2 목표 모집단이 방문객인 연구(=2)

설문지

디자인 및

보완

(기준변수) 기타 지불수단(=0)

payment_1 소득세(=1)

payment_2 기금(=2)

(기준변수) 단일양분형 문항(=0)

question_1 이중양분형 문항(=1)

question_2 1.5양분형 문항(=2)

ln(bid_Max) 최대 제시금액의 로그값

ln(bid_Min) 최소 제시금액의 로그값

계량경제

학적 분석

(기준변수) 모수적 추정방식(=0)

est 비모수적 추정방식(=1)

연구특성 year 연구 발표연도

생태계

유형

(기준변수) 산림(=0)

eco_1 습지/담수(육수)(=1)

eco_2 도시생태계(=2)

eco_3 경작지(=3)

eco_4 해양/해안/연안(=4)

eco_5 기타(생태계)(=5)

생태계

기능

(기준변수) 기타(=0)

value 보전가치(=1)

[표 6] 분석에 사용된 변수 요약



- 37 -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자료의 특성

1. 지불의사금액의 특성

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방법론적 특성을 살펴보기 전 선행연구에서 추

정된 지불의사금액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생태계 관련 지불의사금

액 분포의 히스토그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를 통하여 지불의사금

액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양의 왜도(positive skewness) 값

을 가지며 일부 연구에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이 극단값(extreme value)

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 평균 중심의 분석

을 실시하면 자료의 중심성 판단 오류 및 추정값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

다(고길곤, 2017). 이에 극단값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사분위수 범

위(IQR)을 활용하여 Q3+1.5*IQR의 값(155,687)을 초과하는 12개의 관측

치를 극단값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극단값이 의미가 있는 값인 경우 극단값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극단값이 의미가 있는 경우 극단값을 포함한

분석과 제외한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변화하는

경우 그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

인할 필요성이 있다(고길곤, 2017). 본 연구에서 극단값이라고 판단한 값

의 경우 개별연구를 통하여 추정된 값이므로 의미가 있는 값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극단값을 포함한 분석결과를 기본으로 설명하되 극단값을 제외

한 분석결과를 부록에 첨부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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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불의사금액의 분포

시기별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특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채수복

(2018)이 제시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방법론적 변화 시기 구분 기준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우선 채수복(2018)이 제시한 방법론적 시기 구분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

하여 사업의 편익을 추정한 최초의 보고서가 발간된 2004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는 이중양분모형을 활용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당시에는 양의 영역만을 편익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기 때문

에 편익이 과다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2008년부터 양과 음의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불저

항응답을 식별하고 전체 표본에서 제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불저

항자가 유효 표본에서 제외되는 경우 오차항 가정에 따라 추정치가 민감

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단일양분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1.5

경계모형 또는 스파이크 모형과 같은 대안 모형을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이에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분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명시적으로 제시된 지침은

찾아보기 어렵다. 채수복(2018)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

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학술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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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발표된 이후에 방법론적 특성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출처 : 채수복(2018)를 참고하여 작성

시기별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평균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2003년 이전에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이 다른 시

기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이며 2004년부터 지불의사금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양의 영역을 편익으로 간주하

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지불의사금액의 과대 추정

이 예상되었으나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평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상대적으로 극단값의 영향을 적게 받는 중윗값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2003년 이전 기간에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이 다른 기간과 비교할 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6-2014년의 중윗값(12,971)과 2015년

이후의 중윗값(36,167)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

변동계수를 중심으로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편차를 살펴본 결과 극단

값을 포함하여 계산한 변동계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

단값을 제외하여 계산한 변동계수 또한 2004-2007년 기간 이후부터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편차를 보이지만 추

정된 지불의사금액의 추정 편차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

불의사금액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양의 왜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극단값을 제외하는 경우 기울어짐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시기 양분 오차항 편익의 영역

-2003 - - -

2004-2007 이중 logistic 양의 영역

2008-2014 단일 Normal, logistic 양, 음의 영역

2015- 단일 ln(Normal, logistic) 양의 영역

[표 7] 조건부가치추정법의 방법론적 시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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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시기별 생태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

으로 습지 및 담수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산림, 해양/해안/연안, 도시

생태계, 경작지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습지 및 담수에 대한

높은 관심은 대규모 간척사업에 대한 논란이 습지의 가치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안소은, 노백호, 2007). 다른 기간과 비교

할 때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다양한 생태계 유형에 대한 가치 측정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생태계에 대한 가치

추정 연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생태계 유

극

단
N Mean Std Q1 Median Q3 CV Skew

-2003

포

함
39 146,313 251,584 20,265 68,368 90,177 1.71 2.56

제

외
34 56,000 35,053 20,174 59,984 73,858 0.62 0.31

2004-

2007

포

함
64 20,720 35,358 3,031 6,859 22,686 1.70 3.36

제

외
63 17,745 26,359 2,860 6,631 22,667 1.48 2.62

2008-

2014

포

함
110 42,190 59,501 4,808 13,792 75,318 1.41 2.40

제

외
106 34,809 43,676 4,408 12,971 61,255 1.25 1.29

2015-

없

음
34 50,325 48,076 15,363 37,499 65,588 0.95 1.62

제

외
32 41,686 33,753 14,889 36,167 55,273 0.80 1.00

전체

포

함
247 54,187 116,959 5,522 16,571 65,588 2.15 5.65

제

외
235 34,237 38,911 4,886 14,877 59,124 1.13 1.26

[표 8] 시기별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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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괄호 안은 칼럼 백분율을 나타냄

생태계 유형별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중윗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

작지의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습지/담수

(육수), 도시생태계의 중윗값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를 중심으로 추정치의 편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0.9

이상의 변동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추정치 간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경작지의 경우 극단값을 제외하는 경우 변동계수가 0.3으로

나타났으며 사분위수 범위(IQR)도 다른 생태 유형과 비교할 때 좁게 나

타났다.

- 2003
2004

-2007

2008

-2014
2015 - 합계

연구 수 14 22 32 10 78

생

태

계

유

형

산림
11

(28.21)

12

(18.75)

26

(23.64)

6

(17.65)

55

(22.27)
습지/담수

(육수)

17

(43.59)

38

(59.38)

31

(28.18)

15

(44.12)

101

(40.89)

도시생태계
1

(2.56)

5

(7.81)

15

(13.64)

6

(17.65)

27

(10.93)

경작지
4

(10.26)

3

(4.69)

12

(10.91)

0

(0.00)

19

(7.69)
해양/해안

/연안

6

(15.38)

5

(7.81)

23

(20.91)

7

(20.59)

41

(16.60)
기타

(생태계)

0

(0.00)

1

(1.56)

3

(2.73)

0

(0.00)

4

(1.62)

합계 39 64 110 34 247

[표 9]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시기별 생태계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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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연도별 생태계 기능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생태계 기능 중 기후조절, 수질 정화, 에너지 생산을 조절 및 공급 서비

스로, 교육, 예술, 지적 영감 및 휴양, 레저, 경관미를 문화 서비스로, 생

물 다양성 및 서식지 제공을 지지 서비스, 그리고 보전가치로 구분하였

다(오장근, 2019).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전가치

를 추정한 연구의 수의 비중이 57.09%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15년 이후

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생태계의 보전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계의 문화적 기능에 대한 가치추정도 2004년부

터 2014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제공 등을 포함한

지지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극단값 N Mean Std Q1 Median Q3 CV

산림 없음 55 19,627 20,320 6,581 12,595 20,172 1.03

습지

/담수

(육수)

포함 101 31,050 48,458 3,930 12,613 54,356 1.56

제외 100 27,286 30,437 3,916 12,283 52,834 1.11

도시

생태계

포함 27 55,870 64,414 2,841 12,111 106,115 1.15

제외 25 45,254 53,812 2,841 11,549 101,218 1.18

경작지
포함 19 276,843 316,473 82,882 107,612 373,011 1.14

제외 12 89,215 27,124 69,633 91,149 106,610 0.30

해양

/해안

/연안

포함 41 53,199 51,030 11,691 33,604 96,074 0.95

제외 40 50,619 48,897 11,085 32,885 94,320 0.96

기타

(생태계)

포함 4 54,741 102,285 2,226 4,702 107,257 1.86

제외 3 3,609 2,526 1,423 3,029 6,375 0.70

[표 10] 생태계 유형별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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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안은 칼럼 백분율을 나타냄

생태계 기능별 지불의사금액 추정치를 살펴보면 수질 정화, 에너지 생

산 등 조절 및 공급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중윗값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물 다양성 등을 포함한 지지 서비스에 대

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중윗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계

수의 경우 조절 및 공급기능의 극단값을 제외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이상으로 나타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3
2004

-2007

2008

-2014
2015 - 합계

연구 수 14 22 32 10 78

생

태

계

기

능

조절, 공급
12

(30.77)

11

(17.19)

11

(10.00)

0

(0.00)

34

(13.77)

문화
2

(5.13)

21

(32.81)

38

(34.55)

1

(2.94)

62

(25.10)

지지
0

(0.00)

4

(6.25)

5

(4.55)

1

(2.94)

10

(4.05)

보전가치
25

(64.10)

28

(43.75)

56

(50.91)

32

(94.12)

141

(57.09)

합계 39 64 110 34 247

[표 11]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연도별 생태계 기능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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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적 특성

조건부가치추정법 관련 방법론적 특성 변수 중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

계량은 [표 12]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침에 따르면 본조사는 1,000

가구의 전국 설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

료의 평균 표본 수는 634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효표본 비율의 평균값은

96.33%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영(0)의 지불의사와 저항

응답을 식별하고 유효표본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한 처리 없이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효표본 비율이 100%인 경우

를 제외하는 경우 유효표본 비율의 평균은 74.82%로 나타났으며 중복

값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유효표본 비율의 평균은 70.42%로 나타났다. 최

대 제시금액과 최소 제시금액의 경우 최대 제시금액의 변동계수가 2.86

으로 최소 제시금액의 변동계수인 2.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제시금액의 최댓값이 360만 원으로 나타난 것은 원/1년/가구로 변수 변

환 과정을 거친 값이기 때문이다.

극단값 N Mean Std Q1 Median Q3 CV

조절,

공급

없음 34 68,869 69,217 36,897 62,127 82,882 1.00

제외 33 58,608 35,349 36,897 61,255 78,828 0.60

문화
포함 62 18,567 37,166 2,161 6,503 13,026 2.00

제외 61 15,460 28,205 2,161 6,375 12,290 1.82

지지 포함 10 25,624 39,777 697 1,797 63,948 1.55

보전

가치

포함 141 68,335 146,047 7,896 20,172 72,930 2.13

제외 131 37,498 40,104 7,088 18,377 59,400 1.06

[표 12] 생태계 기능별 지불의사금액 추정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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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론적 특성 변수 중 범주형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표 모집단을 전국으로 하는 연구는 30.8%였으며 목표 모집단을

방문객으로 하는 연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수

단의 경우 소득세, 기금 등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지불수단으로 기부금을

사용한 연구는 77건 중 3건에 불과하여 국외의 연구와는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2014년까지 소득세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한 연구가 많았

으나 2015년부터는 기금을 활용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

의사 유도방법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연구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중양분형의 경우 2007년까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단일

양분형뿐만 아니라 이중양분형도 많이 활용되었으며 1.5 양분형의 활용

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는 비모

수적 방법을 활용한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치 비중이 25.45%로 나타나 다

른 시기와 비교할 때 방법론적 다양성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2015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연구가 단일양분형 및 모수적 방법을

중심으로 가치를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N Mean Std Min Max

표본 수 247 634.00 631.48 100 8,457

표본 수 (최대값 제외) 246 602.43 386.79 100 2,449

유효표본 비율 247 96.33 10.85 22.24 100

유효표본 비율

(100% 제외)
36 74.82 16.48 22.24 96

최대 제시금액 247 209,409.72 600,892.60 7,000 3,600,000

최소 제시금액 247 9125.34 24,291.72 310 144,000

[표 13] 연구방법론적 특성 : 연속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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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3
2004

-2007

2008

-2014
2015 - 합계

시장

영역

확정

목표 모집단

≠전국

19

(48.72)

42

(65.53)

52

(47.27)

11

(32.35)

112

(45.3)

목표 모집단

=전국

8

(20.51)

9

(14.06)

42

(38.18)

20

(58.82)

76

(30.8)

목표 모집단

=방문객

12

(30.77)

13

(20.31)

16

(14.55)

3

(8.82)

59

(23.9)

설문지

디자인

및

보완

지불

수단

기타 수단
35

(89.74)

47

(73.44)

66

(60.00)

1

(2.94)

149

(60.3)

소득세
4

(10.26)

13

(20.31)

23

(20.91)

10

(29.41)

50

(20.2)

기금
0

(0.00)

4

(6.25)

21

(19.09)

23

(67.65)

48

(19.4)

지불

의사

유도

방법

단일양분형
21

(53.85)

30

(46.68)

52

(47.27)

31

(91.18)

134

(54.3)

이중양분형
18

(46.15)

28

(43.75)

42

(38.18)

3

(8.82)

91

(36.8)

1.5 양분형
0

(0.00)

6

(9.38)

16

(14.55)

0

(0.00)

22

(8.9)

계량경

제학적

분석

추정

방식

모수적
34

(87.18)

53

(82.81)

82

(74.55)

32

(94.12)

201

(81.4)

비모수적
5

(12.82)

11

(17.19)

28

(25.45)

2

(5.88)

46

(18.6)

생태계

기능

기타
14

(35.90)

36

(56.25)

54

(49.09)

2

(5.88)

106

(42.9)

보전가치
25

(64.10)

28

(43.75)

56

(50.91)

32

(94.12)

141

(57.1)

[표 14] 연구방법론적 특성 : 범주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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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메타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77건의 연구에서 247개 가치추정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

도 문제로 인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에 선형회귀모형과 일반화 최소제곱법을 활용한 임의효과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선형회귀모형과 임의효과모형 중 적절한 모형의 선택을 위하여

우선 Breusch-Pagan 검정을 통하여 개별 관측치 간 이분산성

(heteroscedasticity)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후 개별 연구의 임의효

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종 제곱합 효과(Type III analysis of

effect)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Breusch-Pagan 검정을 통하여 개별 관측치 간의 이분산성이 존재함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3종 제곱합 효과를 통하여 개별 연구의 임의효과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임의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화 최소제

곱법을 활용한 임의효과 모형을 최종 분석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로그값의 형태이므로 더미 변수의 계수추정치

해석을 위하여 Halvorsen & Palmquist(1980)이 제시한 상대효과(relative

effect)를 활용하였다. 특정 더미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효과를

Chi-Square Pr>ChiSq

연구의 특성 20.86 0.022

연구의 특성 + 대상지 특성 24.72 0.001

[표 15] Breusch-Pagan 검정 결과

F-value Pr>F

연구의 특성 31.88 <.0001

연구의 특성 + 대상지 특성 38.78 <.0001

[표 16] 임의효과의 3종 제곱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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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p
   

( :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효과,  : 더미 변수 회귀계수, : 더미 변수가 존재할 때 종속변수의 값,

 : 더미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종속변수의 값)

임의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우선 생태계

특성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가 목표 모집단이 전국이 아닌 경우보다 43.2% 낮게 추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수단 및 지불의사 유도방법 관련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변수의 경우 극단치

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대 제시

금액의 로그값 및 최소 제시금액의 로그값은 지불의사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 제시금액이

1% 증가하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는 0.706% 증가하고 최소 제시금액이

1% 증가하면 0.157%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계 특성 변수를 포함한 모형 2를 살펴보면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의 변수는 모형1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지불수단 및 양분선택

형 관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대 제시금액 로그값과 최소제시금액 로그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기능 중 보전가치를 나타

내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전가치를

추정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3.9% 높은 가치를 추정하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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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47,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우측의 값은 Halvorsen & Palmquist(1980)의 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상대효과임

모형 1 모형 2

연

구

특

성

시장

영역

확정

목표 모집단 :

전국
-0.567***(0.14) -0.432 -0.617***(0.14) -0.461

목표 모집단 :

방문객
0.115(0.25) 0.121 0.041(0.31) 0.042

설문지

디자인

및 보완

지불수단 :

소득세
-0.371(0.27) -0.310 -0.456(0.29) -0.366

지불수단 :

기금
0.000(0.27) 0.000 -0.059(0.28) -0.058

이중양분형 0.052(0.13) 0.053 0.055(0.13) 0.057

1.5 양분형 -0.176(0.22) -0.161 -0.161(0.22) -0.149

최대 제시금액

로그값
0.706***(0.09) - 0.673***(0.09) -

최소제시금액

로그값
0.157*(0.09) - 0.172*(0.09) -

계량

경제학

적 분석

비모수적 추정 -0.100(0.18) -0.095 -0.095(0.18) -0.090

연구 발표연도 0.005(0.02) - 0.005(0.01) -

생

태

계

특

성

유형

습지/담수

(육수)
0.0340.26) 0.035

도시생태계 -0.062(0.36) -0.060

경작지 0.035(0.48) 0.035

해양/해안

/연안
0.112(0.15) 0.118

기타(생태계) -0.036(0.62) -0.035

기능 보전가치 0.215*(0.12) 0.239

상수 -8.011(35.55) -9.197(36.76)

-2 Res Log Likelihood 429.2 429.1

AIC 433.2 433.1

BIC 437.9 437.8

[표 17] 메타회귀분석 결과 : 임의효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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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전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변수는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를

나타내는 변수와 최대 제시금액의 로그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변수

는 극단값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일관된 부호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목표 모집단을 전국으로 설정하

여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응

답자보다 비사용가치만을 고려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불의사금액이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선행연

구에서 거주지와 대상지 간의 거리가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

소멸 효과가 실증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에서의 논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모형을 종합하여 최

대 제시금액 변수를 살펴보면 최대 제시금액이 1% 증가할 때 지불의사

금액이 약 0.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과 무관하지

만, 생태계 기능을 나타내는 보전가치 변수도 극단값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일관되게 다른 기능보다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최소 제시금액의 로그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변수의 경우

극단값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불의사금액

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극단값을 제외하여 분석

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변수가 완전

히 양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최대 제시금액이 지불의사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시금액이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전조사를 통한 제시금액 설계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

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극단값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모형에서 전혀 유의미한 결과가 나

오지 않은 변수는 지불수단 및 지불의사 유도방법 관련 변수와 비모수적

추정 변수이며 해당 변수의 경우 관련된 가설을 논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인용

및 기각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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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여부

가설

1-1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가 목표 모집단을 전국으로 하지

않는 경우보다 표본 지불의사금액이 낮게 추정된다.
인용

1-2
목표 모집단이 방문객인 경우가 목표 모집단을 전국으로 하

지 않는 경우보다 표본 지불의사금액이 낮게 추정된다.
기각

가설

2-1

지불수단이 소득세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표본 지

불의사금액을 낮게 추정한다.
기각

가설

2-2

1. 단일경계모형이 이중경계모형보다 표본 지불의사금액을

높게 추정한다.
기각

2. 단일경계모형이 1.5 경계모형보다 표본 지불의사금액을 높

게 추정한다.
기각

가설

2-3

1. 최대 제시금액은 표본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인용

2. 최소 제시금액은 표본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인용

가설

3

비모수적 방법이 모수적 방법보다 표본 지불의사금액을 낮게

추정할 것이다.
기각

[표 18] 가설 인용 및 기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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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연구특성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연구특성이 지불

의사금액 추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생태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생태계 관련 연구에서 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의 시기별 특성 및 생태계 유형과 기능별 편차를 살펴본 결

과 2004-2007년 시기 이후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중윗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계수의 값은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태

계 유형별 추정치 분포를 살펴보면 습지 및 담수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경작지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 습지 및 담수, 도시생태

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중윗값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생태계 기능별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보전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보전가치

이외의 다른 생태계 기능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메타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불의사금액의 극단값이 검

출되었기 때문에 극단값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우선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와 최대 제시

금액의 로그값은 극단값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

며 부호의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태계 기능에 따라 지불

의사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제시금액의 로그값 변수

는 극단값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나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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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불수단 및 지불의사 유도방법, 분포 가정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모집단의 설

정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이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목표 모집단을

전국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목표 모집단이 전국이 아닌 경우보다 약 40%

낮은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비사용가치를

포함하겠다는 이유로 전국을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경우 가상 편의에 노출되어 저항 응답 또는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률이 높아져 지불의사금액이 낮게 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용가치에 초점을 두는 집단과 비사용가치에 초점을 두는 집단 간 특성

의 차이에 기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논의를 총 편익의

측면으로 확장하여 살펴보면 표본 집중 경향치에 목표 모집단의 수를 곱

하여 일률적으로 총편익을 산출하기 때문에 목표 모집단을 전국으로 하

는 경우 총편익이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국 또는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영향권과 비영향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

라 사업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간접적인 외부효

과의 규모 및 범위를 판단하여 시장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전조사를 통하여 제시금액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이론적으로 사전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지불의사금액의 분포

가 정확하다면 제시금액은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

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시금액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대제시금액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최대제시금액이 응답자가 표현할 수 있는 지불의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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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와 응답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의 분산

및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생태계 기능이 보전가치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

불의사금액이 높게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답자에게 가상시장에

대하여 설명할 때 생태계 기능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

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의 방법론적 쟁점을 고찰하고 방법론적 특

성이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가 존재한다. 첫째, 일부 변수의 경우 자료수집이 어려워 보다 정밀한 분

석을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로지스틱 분포, 로그

로지스틱 분포 등 오차항 분포 가정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민감성을 살

펴볼 필요성이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분포 가정에 대한 설명 없이 지불

의사금액을 추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해당 쟁점을 세밀하게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할 수 없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자 한다면 실제 편익 추정을 위하여 수집된 복수의 설문자료를 활용하거

나 모의실험방법 등을 통하여 분포 가정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변동성

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둘째, 메타회귀분석 시 사업 간 차이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제한적

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이 사업의 규모 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사업의 예산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분석에 적

용하기 어려웠다. 향후 사업 예산 등의 변수를 확보하여 분석한다면 정

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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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47,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우측의 값은 Halvorsen and Palmquist(1980)의 방식을 사용하여 추정

하 상대효과임

모형 1 모형 2

연

구

특

성

시장

영역

확정

목표 모집단 :

전국
-0.512***(0.14 -0.401 -0.584***(0.14) -0.442

목표 모집단 :

방문객
0.206(0.25) 0.228 0.051(0.31) 0.053

설문지

디자인

및 보완

지불수단 :

소득세
-0.304(0.26) -0.262 -0.395(0.27) -0.326

지불수단 :

기금
-0.006(0.25) -0.006 -0.038(0.27) -0.037

이중양분형 0.136(0.13) 0.145 0.150(0.13) 0.162

1.5 양분형 -0.111(0.23) -0.105 -0.095(0.23) -0.090

최대 제시금액

로그값
0.738***(0.09) - 0.699***(0.09) -

최소제시금액

로그값
0.143(0.09) - 0.144(0.09) -

계량

경제학

적 분석

비모수적 추정 -0.109(0.19) -0.103 -0.099(0.19) -0.095

연구 발표연도 0.016(0.02) - 0.015(0.01) -

생

태

계

특

성

유형

습지/담수

(육수)
-0.053(0.25) -0.051

도시생태계 -0.044(0.34) -0.043

경작지 0.087(0.50) 0.091

해양/해안

/연안
0.120(0.15) 0.127

기타(생태계) -0.488(0.80) -0.386

기능 보전가치 0.237**(0.11) 0.267

상수 =32.126(34.04) -29.988(35.34)

-2 Res Log Likelihood 396.6 394.7

AIC 400.6 398.8

BIC 405.2 403.3

[표 19] 메타회귀분석 결과 : 임의효과모형 (극단값 제외)



- 61 -

Abstract

Analysis of Impact of Empirical

Issues on Willingness to Pay i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Focusing on Dichotomous Choice and

Ecosystem

Minjun Hong

Master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has been widely used to

estimate the value of public goods in various fields, with the

advantage of measuring the value of a non-market good. However,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VM have been continuously contested.

As it relies on the stated preferences revealed in the survey,

researchers’ discretion is likely to involve throughout the analysis.

Furthermore, the willingness to pay(WTP) estimates tend to change

sensitively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judgmen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CVM and exa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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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the empirical issues on the WTP estimates.

This study focused on studies registered in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EVIS), and meta-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impacts of methodological issues in estimating WTP.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model are classified as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ecosystem variables. Considering prior

research and research trend, the target population, payment vehicle,

method of inducement of payment, bid design, and distribution

assumption for the error term were included as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s. The type and function of the ecosystem

were considered as ecosystem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showed that the maximum bid and

dummy variable, which indicates that the target population is

nationwid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gardless of whether

the extreme value was included, and the direction of the sign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was consistent. The conservation value was

estimated to be higher than others, confirming a difference in the

WTP depending on the ecosystem function. The minimum bid was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when it includes

extreme values. However, the minimum bid can also be considered to

affect the WTP estimates considering that the maximum bid has

been shown to have a consistent effect.

Through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below. First, because WTP estimates depend on the target

population’s definition, it is essential to set the target population

considering the externality of public goods. Seco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bid design as the maximum bid increased by 1

percent increases WTP estimates of about 0.70 percent.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WTP estimates depending on th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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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suggesting that it is crucial to clearly present the ecosystem

function when explaining the virtual market to respon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empirical issues

of CVM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research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n WTP estimates. However, it was

challenging to collect data for some variables, such as distribution

assumptions for the error term and project budget, so it was

impossible to conduct a more precise analysis. Furthermore, it was

not easy to collect data for controlling differences between projects.

Subsequent studies need to collect and analyze the data mentioned

above.

keywords : benefit estimati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meta-analysis, ecosystem, dichotomous choice

Student Number : 2019-2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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