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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요 약

1. 연구 배경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 보 된 풍력발 소의 총용량은 174MW에 이

른다. 풍력발 소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화석에 지를 기반으로 한 발 소에 한 안으로 정

부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보 을 확 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풍력발 은 청정에 지이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기술개발로 인한 산업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풍

력발  단지의 건설은 단지 조성을 한 인 라 구축, 신규 도로 건설 

등의 수요증가로 인한 고용효과, 풍력단지를 하기 한 방문객 증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간  효과와 함께 부정 인 측면에 한 논의도 

지속 으로 확 되어 왔다. 특히 거주지역이 아닌 산간지역에 규모 풍

력단지가 건설될 경우 인근 생태계에 한 이 되거나 경 을 변형

함으로써 부정 인 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산간지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풍력단지 주 에 농사를 짓거

나 축산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항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6년 2월 

제주도 난산지역에 풍력발 회사인 유니슨이 총 투자비 300억원을 들여 

풍력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지부지 일 에서 축산  유기농업

을 하고 있던 청 밭 농조합의 반 로 공사가 면 단되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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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의 66%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조합측이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

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외부효과가 유기농업이나 축산에 부정 인 향

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정투쟁  실력 지를 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 당사자인 조합 표, 발 회사,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한국녹색회, 에 지 나눔과 평화, 에 지 리공단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

하 다. 그러나 조합측은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생태계나 환경에 부정

인 향을 미쳐 결국 유기농업에 피해를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

았고, 풍력에 옹호 인 입장의 시민단체와 반 하는 단체로 나 어져 상

호간의 이견이 좁 지지 않았다. 결국 여 히 제주도 난산지역은 풍력단

지 개발이 단된 채로 있다. 

이상의 사례는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에 한 평가는 

사람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풍력단지

가 주변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동식물에 부정 인 향을  가능성, 소

음이나 경 을 훼손할 가능성 등은 설치지역사회의 항에 직면할 경우 

향후 풍력단지 보 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정 인 

향에 한 다면 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수용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풍력단지 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풍력단지의 용량은 1400MW가 

추가 으로 늘어날 망이며, 이 가운데 산간지역에 건설될 용량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풍력단지가 부수 으로 발생시키는 

사회  편익과 사회  비용을 비교하여 만약 사회  편익이 더 크다면 

지속 으로 산간지역에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회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면 건설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수용력 평가와 더불어 타당성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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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2. 연구 목

본 연구에서는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컨조인트 분석

기법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정량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컨조인트 분석

기법은 특정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경우 그 상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에 착안하여 선택에 한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하여 해당 상품의 속성

별 가치를 정량화하는 기법이다. 통상 마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지만 

환경재화의 비시장가치를 도출하는 데에도 많이 이용되기 시작하 다.

환경재화의 비시장가치를 도출하기 한 방법론으로 조건부가치추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일반 으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조

건부가치추정법은 시작  편의, 략  행동 가능성, 지불방식 편의, 가

상시장 편의 등의 문제가 있어 진정한 지불용의액을 도출하는 데에 한

계가 있다는 비 을 받아왔다. 컨조인트 분석법은 조건부가치추정법이 

갖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 환경재화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의 부분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에서 선호되고 있다.

풍력발 단지는 다양한 속성들을 갖고 있다는 에서 컨조인트 분석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풍력발 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 해당지역

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고, 수입에 으로 의존하고 있는 에 지를 

일부 자 하는 효과가 있으며, 화력 발 이나 원자력 발 과 달리 기

오염 문제나 사용 후 폐기물 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에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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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 풍력발 단지가 산 정상에 건

설되면서 생태계가 일부 괴될 수 있고, 인공 조형물로 인해 경 이 훼

손될 수 있으며, 백두 간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밖에 소음이나 

주 , 그림자, 빛반사 등 다양한 물리  향을 다는 보고도 있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풍력발  단지가 력을 생

산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비시장가치를 속성별로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반 인 풍력보  황  정책, 기술

황 등에 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풍력발  단지 개발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 경제 , 환경  측면들에 한 향 분석 사례를 

간추려 보았다. 제4장에서는 주요 분석 방법론인 컨조인트 분석기법의 

정의와 분석방법에 해 소개하고, 컨조인트 분석을 한 비설문, 포

커스 그룹 운 , 본 조사 등을 실시한 과정과 설문결과를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속성별 지불용의액에 한 정책  시

사 과 의미를 제시하 다. 

3. 주요 연구결과  결론

가. 연구 결과

풍력단지는 청정에 지로서 지구 온난화에 한 응수단의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부분의 에 지를 수입하고 있

는 우리나라로서는 에 지 안보에도 일조를 한다. 그러나 풍력단지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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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가까이에 설치될 경우 소음이나 빛 반사, 그늘, 주  등의 부정

 외부효과를 수반하여 님비 시설화 될 수 있다. 가까운 사례로 술했

듯이 제주도 난산지역은 풍력단지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와 건설회사간

의 갈등으로 풍력단지 건설이 단된 바 있다. 

한편 풍황을 고려할 때 풍력단지는 산간지역에 지속 으로 건설되어

왔고 향후에도 건설될 망이다. 산간지역에 건설될 경우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나 객 증가 등 정 인 측면도 있으나 개발

에 따른 생태계 교란, 주변 경  훼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사례 분석을 살펴보면 우선 스페인의 경우 요 생태보존지역인 

La Plana지역에 풍력발 소가 건설될 경우 동식물에 미치는 향이나 

경 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한 인당 지불용의액을 컨조인

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식물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해서는 연간 43,652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경 에 한 향

을 최소하기 한 지불용의액은 42,757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코틀랜드 사례에서는 수력, 육상  해상풍력, 바이오매스를 

상으로 경 이나 동식물에 미치는 향과 같은 부정  속성뿐만 아니

라 고용증가와 같은 정  속성에 한 지불용의액도 질문하 다. 동식

물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은 단순모형이 연

간 19,209원, 확장모형이 22,762원으로 나타났고, 경 에 한 향을 최

소화하는 것에 해서는 단순모형에서 14,972원, 확장모형에서 15,390원

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의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풍력발 단지 건설로 인한 동식물

에 한 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이 경 에 한 향

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보다 체로 높게 추정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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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스코틀랜드 사례는 풍력과 함께 다른 신재생에 지원도 포함

되었기 때문에 추정결과가 풍력만에 한 가치평가가 아니라는 을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규모 풍력발 단지가 산간지역에 설치될 경우 기 되는 

외부 편익과 외부 비용을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부분

가치 혹은 속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에 지 국산화, 기오염 감, 생

태계 교란, 그리고 경 에 한 향을 설정하고, 이들 각각의 속성별 

지불용의액을 도출하 다. 한 속성  사회-경제  변수들에 한 선

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어떤 변수에 의해 선택이 가장 향을 많이 받는

지 악해 보았다. 

500부의 유효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강원  경북지역 거주

자 상과 풍력단지 방문 유경험자 상 회귀 분석이 가장 모형의 설명

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순  선택법에 비해서 다항선택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순

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음을 

반 하는 것이다. 

속성들의 선택에 한 향력은 에 지 국산화 > 지역경제활성화 > 

기오염개선 > 경 변형 > 생태계 교란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에 지 

국산화 효과가 클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수록, 기오염개선효

과가 클수록 선택 확률이 증가했고, 경 에 미치는 향이 을수록, 생

태계에 미치는 향이 을수록 선택 확률이 높아졌다. 즉, 풍력단지가 

건설될 경우 가  경 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여야 한다는 

것이며, 정  효과가 부정  효과보다 우선 순 에 있기 때문에 부정

 효과로 인한 비용이 정  효과로 인한 편익보다 다면 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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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사회 으로 순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설문 상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해 평가해보면, 도시 거주자

보다는 강원, 경북 거주자들이 보다 신 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풍력발 단지의 효과가 풍력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직 인 

향권에 속하는 지역의 응답자들이 간 인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도시 거주자들보다 주어진 정보를 합리 으로 이용하여 선택에 활용

용하 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회귀분석결과 풍력발 단지가 경 과 생태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경 에 한 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이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

액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 다. 이는 술한 해외사례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는 동식물에 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이 경 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

의액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도 풍력단지가 설

치된 지역 주민들의 경우 경 에 미치는 향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주변에서는 보기 어려운 색다른 경  때문에 풍력단지

가 오히려 자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나 어

도 풍력단지와 련된 지역 주민들의 경우 경 을 해하는 인공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 경제  변수 가운데 소득이 풍력단지 속성별 가치추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고소득층에 한 회귀분석이 

소득층보다 우수한 분석결과를 보 다. 즉 각 속성별 추정계수의 부호가 

기 부호와 일치하며, 유의수 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 학력의 경

우 고학력일수록 지불용의액이 높고, 보다 합리 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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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셋째 풍력단지 방문 유경험자의 경우 생태계와 경 에 미치

는 향에 한 지불용의액이 다른 경우들보다 높게 형성되어, 직 인 

경험이 부정 인 속성에 해 보다 요하게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풍력단지 속성별 부분가치를 강원  경북지역 응답자와 풍력단지 유

경험자에 한 회귀분석 결과에 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에

지 국산화에 한 인당 연간 지불용의액은 각각 27,212원, 29,232원이

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인당 연간 지불용의액은 각각 21,440원, 

23,410원으로 추정되었다. 기오염 감에 한 인당 연간 지불용의액

은 각각 10,445원, 12,589원으로 추정되었고, 경 훼손을 개선하는 것에 

한 인당 연간 지불용의액은 각각 9,252원, 9,390원으로 나타났고, 생태

계 교란을 개선하는 것에 한 인당 연간 지불용의액은 각각 6,663원, 

7,886원으로 추정되었다.

나. 정책  함의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속성에 한 가치추정 결과가 어떠한 정책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도 풍력단지에 의해 직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민들은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편익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 인 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도시 등 간 인 향권에 속하는 일반인들은 사회  

비용에 한 인식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반 으로 풍력단

지가 사회  편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상의 평가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풍력단지를 지속 으

로 확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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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 체가 아닌 일부 지역을 표본 생으로 사용하

으므로 향후 보다 범 한 규모의 조사가 필요할 것임을 지 해 둔

다.

네 번째는 비록 우리나라 체에 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풍력발 이 

갖는 여러 가지 정 인 효과를 감안한다면 풍력발 에 한 자발 인 

리미엄 수용 로그램인 녹색구매제도(green pricing)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

가들의 경우 기존 력생산에 해 신재생에 지로 생산된 력을 녹색

력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로 하여  리미엄이 붙는 녹색 력에 해 

부담의사가 있는지 악하여 부담의사가 있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력

요 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장기 으로 재생가능 력 의

무구매제도로 가기 한 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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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is Research

Total installation capacity of wind power plants in South Korea 

reaches 174MW in 2007.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plan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and Core research center of wind power, 

the total capacity is expected to rise into 1,404MW. Although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in the wind power such as clean energy, 

substitution of imported fossil energy, and spill-over effects, there are 

various kinds of disadvantages including noise, disturbance of 

ecosystem, transformation of landscape, and etc. Especially, many of 

large wind power plans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mountainous 

areas, which may cause big impacts on the ecosystem as well as 

natural landscape. In the future, the number of wind power plants 

which will be built in the mountainous sites will increase 

considerably. Therefore, we nee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impacts 

of wind power constructions on the economic as well as 

environmental aspec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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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at identifying and quantifying possible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of wind power generation 

installed in the mountainous areas applying a conjoint analysis which 

subjects to one of methodologies to evaluate non-market value of 

environmental goods or willingness to pay for a new product. 

In general,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have been employed in 

order to estimate non-market value of environmental goods or other 

public goods. However, many critiques including starting point bias, 

strategic behavior, payment method bias, and hypothetic market bias 

are under debates, since these biases can lead to wrong estimation of  

willingness pay for the value of public goods. In contrast, conjoint 

analysis has less bias problems as well as it can estimate individual 

attribute of a public goods. Therefore, conjoint analysis seems a good 

approach to evaluate each attribute of wind power generation plants. 

In this research, we take account of economic spill-over, 

substitution of imported fossil energy, improvement of air quality, 

disturbance of ecosystem, and transformation of landscape for the 

attributes of wind power sites. Through the face-to-face survey for 

500 persons, we asked respondents choices of alternatives. 

Multinomial logit models are applied to analyze the survey results. 

Finally we deriv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for each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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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jor Findings

Sample groups include 500 of residents of major metropolitan cities, 

Kang-won do, and Kyeong Sang-Buk do. We took various kinds of 

econometric analysis for different groups depending on income, age, 

region, sex, knowledge on the wind power generation and educ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models for residents of Kang-won and 

Kyeong Sang-Buk do, and respondents who have been in the wind 

power sites were the most fitted with our expectation. Between two 

econometric approaches, estimation from multinomial choice model 

was found better than rank-ordered choice model. Hence this implies 

that respondents found difficulty in using given information in order 

to determine ranking of given alternatives.

The impact of individual attribute on the choice was the biggest in 

the substitution of imported energy, followed by economic spill-over 

effect, improvement of air quality, transformation of landscape, and 

disturbance of ecosystem.

For the heterogeneity of different groups, residents from rural areas 

evaluated more accurately than those from metropolitan areas. This 

result shows that respondents who live in the rural area use given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than those from metropolitan area.

Second finding is that the construction of wind power plants affects 

landscape as well as ecosystem in negative ways. Willingness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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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ducing the impact on the landscape is higher than that for 

reducing the impact on the ecosystem. The impact on the landscape 

was highly controversial since tourists who visit the wind farm areas 

regard the existence of wind power plants as exotic scenic view, 

while residents nearby the plants suffer from the unusual view. This 

study showed that at least respondents who live in the rural areas or 

have been in the plants consider the existence of the wind power 

affects landscape negatively.

Th analysis on the demographic variables shows that highly 

educated group and high-income groups reported more logical 

choices. Besides, the direct experience on the wind power plants 

affects valuation on the negative attributes significantly.

The willingness to pay for each attribute in the groups of rural 

sites and respondents who experienced wind power pla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 household's willingness to pay 

for the substitution of imported fossil energy is estimated as 27,212 

won and 29,232 won per annum. Seco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economic spill-over is estimated as 21,440won and 23,410won per 

annum. Thirdly,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s estimated as 10,445 won and 12,589won per annum. 

Fourthly,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reduction of transformation of 

landscape is estimated as 9,252won and 9,390won per annum. Finally,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reduction of disturbance of ecosystem 

is estimated as 6,663won and 7,886won per annum.



Abstract 5

3. Conclusio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promotion of wind power plants can 

improve social welfare of areas where those plants are constructed, 

since social benefits from the construction of wind power is estimated 

as larger than social costs. Also, social compensation policy is 

necessary to heal the damages such as disturbance of ecosystem and 

transformation of landscape. Policy makers who determine the 

promotion plan of wind power should decide location of wind farm 

within the extend of 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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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 보 된 풍력발 소의 총용량은 174MW에 이

른다. 풍력발 소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화석에 지를 기반으로 한 발 소에 한 안으로 정

부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보 을 확 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풍력발 은 청정에 지이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기술개발로 인한 산업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풍력

발  단지의 건설은 단지 조성을 한 인 라 구축, 신규 도로 건설 등

의 수요증가로 인한 고용효과, 풍력단지를 하기 한 방문객 증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간  효과와 함께 부정 인 측면에 한 논의도 

지속 으로 확 되어 왔다. 특히 거주지역이 아닌 산간지역에 규모 풍

력단지가 건설될 경우, 인근 생태계에 한 이 되거나 경 을 변형

함으로써 부정 인 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산간지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풍력단지 주 에 농사를 짓거

나 축산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항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6년 2월 

제주도 난산지역에 풍력발 회사인 유니슨이 총 투자비 300억원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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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지부지 일 에서 축산  육기농업

을 하고 있던 청 밭 농조합의 반 로 공사가 면 단되었다. 이미 

총 공사비의 66%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조합측이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

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외부효과가 유기농업이나 축산에 부정 인 향

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정투쟁  실력 지를 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 당사자인 조합 표, 발 회사,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한국녹색회, 에 지 나눔과 평화, 에 지 리공단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

하 다. 그러나 조합측은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생태계나 환경에 부정

인 향을 미쳐 결국 유기농업에 피해를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

았고, 풍력에 옹호 인 입장의 시민단체와 반 하는 단체로 나 어져 상

호간의 이견이 좁 지지 않았다. 결국 여 히 제주도 난산지역은 풍력단

지 개발이 단된 채로 있다. 

이상의 사례는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에 한 평가가 

사람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풍력단지

가 생태계 교란 등 주변 동식물에 부정  향을  가능성과 소음이나 

경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 등은 설치지역사회의 항에 직면할 경우 향

후 풍력단지 보 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정 인 향

에 한 다면 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수용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풍력단지 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풍력단지의 용량은 1,400MW가 

추가 으로 늘어날 망이며, 이 가운데 산간지역에 건설될 용량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풍력단지가 부수 으로 발생시키는 

사회  편익과 사회  비용을 비교하여 만약 사회  편익이 더 크다면 

지속 으로 산간지역에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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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면 건설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수용력 평가와 더불어 타당성 평가를 

한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컨조인트 분석기법

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정량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컨조인트 분석기법

은 특정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경우 그 상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

성들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에 착안하여 선택에 한 가상상황을 설

정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하여 해당 상품의 속성별 

가치를 정량화하는 기법이다. 통상 마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지만 환

경재화의 비시장가치를 도출하는 데에도 많이 이용되기 시작하 다.

환경재화의 비시장가치를 도출하기 한 방법론으로 조건부가치추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일반 으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조

건부가치추정법은 시작  편의, 략  행동 가능성, 지불방식 편의, 가

상시장 편의 등의 문제가 있어 진정한 지불용의액을 도출하는 데에 한

계가 있다는 비 을 받아왔다. 컨조인트 분석법은 조건부가치추정법이 

갖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 환경재화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의 부분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에서 선호되고 있다.

풍력발 단지는 다양한 속성들을 갖고 있다는 에서 컨조인트 분석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풍력발 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 해당지역

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고, 수입에 으로 의존하고 있는 에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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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 하는 효과가 있으며, 화력 발 이나 원자력 발 과 달리 기

오염 문제나 사용 후 폐기물 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에서 청

정에 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 풍력발 단지가 산 정상에 건

설되면서 생태계가 일부 괴될 수 있고, 인공 조형물로 인해 경 이 훼

손될 수 있으며, 백두 간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밖에 소음이나 

주 , 그림자, 빛 반사 등 다양한 물리  향을 다는 보고도 있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풍력발  단지가 력을 생

산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비시장가치를 속성별로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반 인 풍력보 황과 정책, 기술

황 등에 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풍력발  단지 개발이 미칠 수 있

는 다양한 사회 , 경제 , 환경  측면들에 한 향 분석 사례를 간

추려 보았다. 제4장에서는 주요 분석 방법론인 컨조인트 분석기법의 정

의와 분석방법에 해 소개하고, 컨조인트 분석을 한 비설문, 포커

스 그룹 운 , 본조사 등을 실시한 과정과 설문결과를 기술하 다. 마지

막으로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속성별 지불용의액에 한 정책  시사

과 의미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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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풍력발 단지 개

1. 풍력발  기술 황  보  계획  

가. 국내 풍력 기술 황

풍력발 은 풍력발 기 분야, 풍력발 단지 분야, 풍력발 실용화 분

야로 나 어지며, 분야별 세부 기술항목은 <표 2-1>과 같다.

풍력발 기 분야 풍력발 단지 분야 풍력발 실용화 분야

․육상풍력발 시스템

․해상 역발 시스템

․소형풍력발 시스템

․복합발 시스템

․설계기

․풍력자원평가

․단지최 설계

․풍력발 보

․환경 향평가

․성능평가  인증

․국가 실증단지 조성

․수용성 확
 자료:기획연구보고서,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

<표 2-1> 풍력발  분야별 기술 역

1) 풍력발 기 분야

풍력발  시스템 개발 국가 기술지도에 따르면, 재의 상황은 기술자

립  산업화 구축의 단계로 풍력발 기를 구성하는 주요 설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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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확보를 통해 기반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이다. 국내의 풍

력산업계는 기술력이나 기술인력, 경험과 축 된 자료 등에서 선진업체

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보 정책  기술개

발지원정책을 진행 이며, 기업 심으로도 풍력설비에 한 국산화 

연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육상풍력발 시스템의 경우 750kW (직  구동형 1기, 간  구동형 1

기) 풍력발 기의 개발이 완료되어 실증  성능평가가 진행 이며, 

1,500kW  풍력발 기는 개발과 실증이 완료된 후에 독일의 인증기 인 

DEWI-OCC에서 형식인증을 취득한 상태이다. 재는 2MW용량의 풍력

발 기( 구자석형 1기, 기어형 1기)가 개발 에 있다. 하지만 블 이드 

 기어박스 등 핵심 요소기술에 있어서 설계  제작기술의 상당 부분

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체 인 시스템을 종합 설계하기 한 통

합 설계기술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해상풍력발 시스템은 재 3MW  풍력발 기가 개발․착수 에 

있다. 국내의 해상 구조물 기술은 세계에서 선도 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 해상풍력의 경험이 없고 육상풍력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핵심 

요소에 한 기술과 통합 설계기술이 미흡한 실정이다.

소형풍력발 시스템은 재 1~3kW  풍력발 기가 이미 상용화되었

으며, 10kW 이 개발 에 있다. 소형 풍력발 시스템의 경우 형 풍

력발 기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도시지역 설치를 감안할 때 안   소

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발의 한계 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합발 시스템의 경우 재 국내에서 10kW  소형풍력-디젤 복합발

 연구가 진행 이다.

설계기 은 설계기법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풍력발 기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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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험해 본 경험이 일천하여 지식축 이 부족하고 설계기  확립이 

미진한 상태이다.

2) 풍력발 단지 분야

재 한국은 유럽의 소 트웨어에 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풍력자원의 정량  확보와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한 기반기술로서 풍력자원평가기술 개발과 단지설계, 풍력발 보 등

의 기술 개발 방향을 국내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풍력자원평가의 경우 2006년에 제주도에서 해상자원측정을 시작했으

며, 10km의 해상도를 갖는 해상도의 바람지도 개발이 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복잡한 지형의 한계로 바람지도의 개발이 지

연되고 있으며 측정조사에만 치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지형조건은 풍력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평지보다는 산과 

계곡이 많은 복잡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단지최 설계에서 유럽

의 모델을 국내에 그 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재는 단

지개발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단지최 설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기상청의 기상연구소는 독자 인 기술개발로 기상 보 수 을 

폭 향상시키고, 기상 보를 한 컴퓨터 인 라  소 트웨어를 개

발․수출하는 등 풍력발 보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다. 풍력발  보모델은 국내 기술력만으로도 국제 인 요구사항을 만

족시킬 수 있는 상품의 제작 기반이 갖춰졌다고 평가된다. 2006년에는 

국내에서 제주도의 단기풍력 보모형이 시범개발 된 상태이다.

환경 향평가는 해외평가도구를 차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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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제주도에서 해양환경 조사를 시작하 다. 재 환경 향평가에 

한 개발자/지역사회의 부정 인 인식은 국내의 환경 향평가 발 에 

큰 한계요인이 되고 있다.

3) 풍력발 실용화 분야

수출 심의 산업구조로서 산업  응용기술과 생산 기술이 뛰어난 국

내 산업은 풍력실용화 부분에 있어, 련 산업인력의 숙련도가 높아 산

업기반의 단기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국 화 사업

을 통한 력계통의 계획  장기간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있어 력수

용성 부분에 한 기반 역시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성능시험과 인증

시스템 구축에 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복잡한 지리  환경과 최근

의 님비 상으로 인해 실증단지  풍력발 단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발 기 개발에 있어 기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산화 기술을 

발 시키기 해서는 자체 인 성능평가 기반  인증체계의 구축이 필

수 이다. 국내에서는 재 형 풍력발 기의 성능평가 기술 확보를 

한 연구가 수행 이나, 아직 신뢰성이 부족하고 자체 인증이 불가능

하다. 성능평가  인증과 련하여서는 아직 인정을 받은 국내 기 이 

없기 때문에 으로 해외 기 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이며 성능평

가 기법의 기술이 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풍력발 시스템의 국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시험  국가 인증시스템의 

구축도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실증단지의 구축  기술

․인  인 라구축 등이 늦어지고 있다. 풍력발 단지의 사 , 사후 

향 평가는 련 경험의 부족으로 실증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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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계통의 해석  안정화나 계통 계획  운 기술, 력 장기술 

등도 실증설비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국가 실증단지에 있어서, 국내 령 실증단지의 경우 소한 공간과 

풍황 조건이 자주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추가 인 육상 풍력실증

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실증단지를 효과 으로 운 할 수 있

는 모델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지자체의 극 인 참여가 제한 이라는 

한계가 있다.

수용성 확 라는 측면에서, 재 법령과 인허가 주체간의 상충, 환경

단체의 반   민원은 풍력발 단지의 조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더

구나 기술 으로는 안정된 력을 공 하려는 기술개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가 으로도 국제 환경규제  온실가스 감량 할당 등에 

한 인식 재고와 정책반 이 지연되고 있다. 풍력발 기술의 안정  확

보와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보 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련 정책  

규제가 정비되고 사회수용성 재고를 한 풍력발 의 인식 환이 필요

한 시 이다.

나. 선도국의 기술수

1) 풍력발 기 분야

육상풍력발 시스템의 경우 1~2MW 이 주종을 이루며 설비공 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 풍황 1 지에 풍력발 기는 포화상태에 이르 으

며, 풍황 2 지 이하에 사용되는 풍력발 기가 개발 이다.

해상풍력발 시스템은 최  3MW 이 상용화되었으며, 3~6MW 은 

시험 에 있다. 한 부유식 수 풍력발 기를 재 연구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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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풍력발 시스템은 선도국들의 다양한 시스템  미국 모델이 주

종을 이루며, 이미 도시형 소형풍력발 시스템이 연구 에 있다. 유럽

과 미국, 호주에서는 주거지역에 용 가능한 소음 소형 풍력발 기가 

상용화 보 단계로, 50여개의 업체에 의해 상용화  기술 안정화 상태

에 이르고 있다. 국 역시 140,000기의 소형 풍력발 기가 보 된 상태

로, 소형 풍력발 기를 이용하여 40MW 규모의 력을 생산하고 있다.

복합발 시스템을 통해 선도국에서는 디젤 발 기와 복합발  시의 

풍력으로 70%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설계 기 에 있어서도 선도국은 이미 표 화가 되어 있으며, 풍력발

기 생산 업체마다 각자의 축 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2) 풍력발 단지 분야

유럽은 재 개발 소 트웨어의 사업 용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소유

하고 있으며, 미국도 70년  이후의 지속 인 연구개발을 통해 풍부한 

해외 용사례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90년  이후 연구기   사업체

의 경쟁개발로 인해 기술수 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국 역시 최근에 

국가연구기  주도로 해외기술을 도입함으로서 발 단지 분야의 개발을 

착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자원평가를 해 선도국은 원격탐사, 기상분석 등을 통해 해상 풍

력자원의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바람지도를 구축 행하

고 있는 상황이다. 재는 100m 수 의 바람지도를 개발하여 지속 으

로 해상도를 높여가고 있는 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 국에서는 수치

바람모의에 의한 고해상도 바람지도를 개발,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지

리정보와 바람지도를 기반으로 계통수용설계  경제성 평가모델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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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산유동해석(CFD)에 의한 복잡해안지

역의 바람지도를 구축․완료한 상태이다.

단지최 설계의 경우 선도국은 국가별 단지설계  차를 확립하고 

평지지형 설계모델을 보편화하고 있다.

풍력발 보에 있어 EU는 규모단지에 용 가능한 진보된 풍력 

보기술을 제공하기 해 02년~06년 동안 7개국 21개사가 모여 공동

로젝트 ANEMOS를 수행하 으며, 단기통계모델과 장기기상모델을 결합

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 다. 앞으로 나올 차세  풍력발 보 소 트

웨어는 풍력자원 측  불확실한 측정지역 등에 한 다양한 범주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해 여러 모듈을 통합할 정이다. 

재 환경 향평가를 해 선진국에서는 단지환경 향평가 기법  

도구를 개발하 으며, 생태계의 환경 향에 하여 다각도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3) 풍력발 실용화 분야

EU는 성능평가  인증을 해 MEASNET을 형성하여 Round Robin 

test로 성능평가 기술을 정립하고, 기술향상을 해 연구 이다.

실증단지 조성을 해서 선도국은 장기간의 실증시험  성능시험을 

통해 형 풍력발 기의 설계, 제작  시험보완 등의 종합 인 기술을 

축 하고, 실증시험 단지를 확보하고 있다. EU는 90년  반부터 해상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재는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운 하

고 있다. 그 가운데 덴마크는 80년 부터 육상 실증단지 운 으로 기술 

개발품의 시험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육상 실증

단지를 자체 인 수입만으로 운 할 정도로 기술  선진화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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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역시 NREL 산하에 규모의 실증시험단지를 확보하여, 자체기

술의 축   용량화가 진행 이다.

선도국은 제도개선, 법령 정비, 사회 환경  효과분석  홍보수단 강

화를 통한 사회  수용성 재고와 력계통에 한 기술 인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 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 국내 풍력단지 보 황  기술개발계획

1) 풍력단지 보 황

국내 풍력발 단지의 설치용량은 2007년 상반기 재 총 174MW

이며, 이 가운데 80% 정도가 강원도 평창과 경북 덕 지역에 집 으

로 건설되었다. 보다 자세한 황은 <표 2-2>와 같다.

사업주체 사업지
총용량
(MW)

기당용량
(MW)

발 기수 사업년도 개발형태

제주도청 제주 행원 9.84
0.6 ~ 

0.75
14 1997~2002 지역에 지

덕풍력㈜ 경북 덕 39.6 1.65 24 2005 P.F

남부발 ㈜ 제주 한경 6.0 1.5 4 2005 자체투자

강 원 도 강원 령 2.64 0.66 4 2005 지역에 지

라북도청 새만 7.9
0.75 ~ 

0.85
8 2002~2006 지역에 지

부발 ㈜ 강원 양양 3.0 1.5 2 2006 자체투자

태백시청 강원 태백 6.8 0.85 8 2003~2006 지역에 지

강원풍력㈜ 강원 평창 98.0 2.0 49 2005~2006 P.F

계 173.78 114

자료 : 풍력발  보  확 와 사회수용성 제고를 한 WORKSHOP, 한국풍력기술개

발사업단

<표 2-2> 국내 주요 풍력발 단지 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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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력단지 보 계획

풍력발 기술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함하는 동시에 규모 풍력발 단

지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풍력발 기의 규모에 있어 2008년까지 

1.5MW, 2012년까지 3MW로 형화해, 2012년 시스템 단가를 $600/kW

로, 발  단가를 $0.03/kWh로 감시킬 정이다. 한 풍력 발 시스

템의 국산화와 풍력발 의 규모를 늘려, 2012년까지 육상용 발 시스템

을 1,587MW, 해상용 발 시스템은 680MW로 약 2,267MW의 발 시설

을 보 할 계획이다. 2007~2009년에 걸쳐 남 신안에 300MW 용량의 

풍력발 단지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2010년에는 북 새만  지역에 

45MW 의 풍력발 단지를 세우기로 결정하 다.

제주도 강원도 경상도 라도 경기도

지역
용량

(MW)
지역 

용량
(MW)

지역
용량

(MW)
지역

용량
(MW)

지역
용량

(MW)

한경면
해상

30
횡성군
둔내면

36
양군

석보면
맹동산

60
호

(새만  지구)
7.5 화옹방조제 19.5

한경면
(신청리/
용수리)

15
양구

( 운산)
20

김천
추풍령
일

200
(1차 52)

새만 22.5
부도

(시화방조제)
3

고덕
풍력
발

12
강릉시
왕산면

25
양

(사자평원)
112 신안군

300
(1차 3)

부도
(쪽박섬,

애섬)
7.5

성산읍
(수산리)

20
태백

(매 산)
3

양산
(산불산공원

)
8 진도군 100 충청도

성산읍
(낙산리)

14.7
태백

(함백산)
45

부산기장
(고려원 )

0.85 지역
용량

(MW)

구좌읍
(행원일 )

49
태백

(귀네미골)
20

태안
(이원방조제)

267.5

동해화력 6

자료 : 풍력발  보  확 와 사회수용성 제고를 한 WORKSHOP, 한국풍력기술
개발사업단

<표 2-3> 국내 풍력발 단지 건설 계획 황(1,404MW)

국내에서 건설 정인 풍력발 단지의 총 력생산 용량은 1,404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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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에서 신안군이 300MW로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으며, 태

안(이원방조제)이 267.5MW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한, 김천 추풍령 

일 와 양(사자평원)과 진도군 등이 각각 100MW 이상으로 상당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풍력발 단지의 설치 정지역은 주로 산간지역이나 

해안가 근처에 치해 있다. 특히 의 <표 2-3 >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산간지역의 풍력단지의 부분이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 치하고 

있다.

라. 풍력단지 기술 개발 로드맵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의 기본 략은 풍력발 의 형화, 설비비 

가화, 발 단가의 감  산업화 인 라 구축을 통해 수출 산업화의 기

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풍력기술개발사업단 역시 정부의 정책과 마찬가

지로 풍력발 기술의 산업화 구축을 해 집 ․연도별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풍력발 의 국산화에 따른 가화를 추진

하여 2012년까지 2,237MW(총 발 량의 1.8%)의 발 규모를 보 할 계

획을 가지고 있다. 2012년까지 설비비는 $500~600/kW, 발 단가는 

$0.03/kWh로 감시킬 정이다.

1단계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750kW~2MW 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

술자립  산업화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 2008년부터 2012년간 2~3MW 의 시스템을 개발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2단계에서는 기술의 자립  산업화를 추진하여 주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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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계획이다.

3단계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MW  이상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술

의 고도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할 정이다. 주요 구성기

기뿐만 아니라 발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기 규격장비 750kW~2MW  시스템  

보 /수출

형시스템의

수출기반 확보

성능평가/실증 련

인 라 구축

소형시스템 수출기반 

확보

해양용 형 시스템

실증  상품화

시설, 장비, 인력 공동

활용

형 시스템용 구성

기기

규모 해양풍력단지

조성 기술 개발

소형시스템 국내기반

구축  보

수출기반확보 응용성 확  기술

실증  상품화

형 시스템용 구성 해양용 

형(3~6MW)  

시스템 개발

기기 국내 기반 구축 IT기반 분산 원

네트워크  계통

개발된 750kW

시스템 실증/상품화

개발된 750kW  시스템 

실증/상품화 연계 기술 

등 응용성 확  기술 

개발

1~2MW  시스템

국산화 개발/실증
 자료 : 기획연구보고서,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

<표 2-4> 단계별 추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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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풍력발 단지의 외부효과

풍력발 단지의 보 이 확 됨에 따라 주변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미

치는 부정  향에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부정

 향의 가능성들에 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부정  외부효

과들은 장소와 인식 정도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외부효과에 한 반응들

을 임의 표본조사에 의한 설문 결과를 토 로 정량화하고자 하는 것이

다. 비록 체 국민들을 변할 수는 없지만 풍력발 단지의 외부 효과

에 한 평가가 어느 정도 객 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경 의 변형

기둥 높이가 100미터 가까이 되는 풍력발 기의 도입으로 기존의 자

연 경 이 변함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백두

간 보호를 해 령풍력단지 건설을 반 하던 환경단체에서도 제

기되었다. 하지만 경 의 변형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른 반응

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 의 변형에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 으로 보고, 혹은 부정 으로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 이러한 경 의 변형이 응답자의 지불

용의액에 어떻게 반 될 것인지를 분석하 다.

2) 소음, 주

풍력발 기를 가동하게 되면, 셀 속의 발 기와 기어 등의 기계 작

동  날개와 바람 사이의 마찰로 인해 소리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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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정도의 큰 소음을 유발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최근 세워지고 있는 형 풍력발 기의 최  풍속에서의 소

음은 략 105dB정도이지만 소음은 거리에 따라 어들기 때문에, 형 

풍력발 기의 경우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크기가 45dB정도로 감소

하게 된다. 이는 보통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소음으로 훼방을 느끼지 않

을 정도의 크기로, 다른 여타의 소음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리 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야간에 생태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덕에 설치된 

풍력발 단지의 경우 인근에 서식하던 동물들이 야간 소음으로 수면장

애가 발생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는 보고가 있다. 

풍력발 기에서는 소음 외에도 날개의 회 에 의해 주 가 발생한

다. 주 는 보통 200Hz 이하의 음 로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동을 말한다. 이러한 주 는 우리 주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아주 낮은 주 의 경우 우리의 내장기 에 향을 끼쳐서 일시  

마비나 구 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풍력발

기에서 발생하는 주 의 경우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범주에 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이 밝 졌다. 이는 풍력발 기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

진 이상, 날개가 강하게 돌아가는 경우라도 발 기에서 발생하는 주

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다는 것을 뜻한다.

3) 조류에 의한 피해

조류의 서식지나 이동로에 세워진 풍력발 기와 같은 거  인공물은 

이들 조류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다. 덴마크나 독일의 조사에 따르

면 풍력발 은 조류나 박쥐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풍력발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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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의 이동로와 같은 특정 지역에 집 으로 세워질 경우에 새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 으로 풍력발 기는 습지나 물

가에 세워질 경우에 피해가 크며,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피해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잠시 머무르다 날아가는 백조, 거  등의 조류

에게 풍력발 기는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풍력발 기의 입

지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상지역인 산간지역

에 세워진 풍력발 기의 경우 상기의 소음 문제와 조류에 의한 피해, 

주  문제가 주로 해당 지역의 동식물  생태계에 향을  수 있다

고 보고, 생태계에 미치는 향으로 통일하 다.

4) 그림자

풍력발 기의 그림자가 주기 이고 반복 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나타

나는 피해가 있다. 풍력발 기는 날개가 주기 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림자도 반복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반복은 사람들에게 스트 스를 유

발하게 된다. 하지만 풍력발 기의 소음규정 로 풍력발 을 주택으로부

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게 되면, 그림자가 드리우는 시간이 

연간 10시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5) 빛 반사

풍력발 기의 날개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빛의 반사는 가축이나 사

람들에게 스트 스를 주게 된다. 독일에서는 이를 디스코효과라고 부르

기도 하는데, 풍력발 기가 보 되던 기에는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풍력발 기의 날개 제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빛을 반사하지 않는 도료

로 날개를 움으로서 재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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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멸등

모든 풍력발 기는 비행체들에게 주의를 주기 해서 깜빡이는 등을 

설치한다. 이는 보통 붉은 색의 빛을 주기 으로 내보내는데, 보통 밤

에 두드러지게 드러나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7) 얼음

추운 지역에 세워진 풍력발 기의 경우 날개에 얼음이 형성되어 떨어

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얼음은 보통 발 기 높이의 1.5배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으므로, 풍력발 기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

져 있어야 한다. 그 지 않다면 날개에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가열 장치

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력계통의 불안정화

풍력발 이 력공 을 간헐 으로 하기 때문에 계통의 불안정을 

래할 수 있다는 문제이다. 실제 풍력발 으로 력을 생산할 경우 바람

의 세기에 따라 발 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안

정성을 해소하기 해서는 백업(back up) 발 소를 건설하여 력계통

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풍력발 의 경제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

인이 된다. 하지만 국의 연구보고는 이 문제가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

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풍력발 의 확 로 약간의 비 발 용량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백업 발  용량은 설치된 풍량발  용량의 5~10%로

서 크지 않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풍력발 의 계통 연계율에 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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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상황이라 풍력발 의 계통연계가 얼마나 안정 인지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6년에 발생한 울릉도 정 사고의 주원인이 연계된 풍

력발 의 불안정성 때문이었다는 보고가 있듯이, 향후 제주도 지역에 

규모 풍력발 단지가 건설될 경우 계통연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

주지역 원구성에 한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최 력수요

의 32%까지 풍력발 으로 공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풍력발 이 담당하

는 력공  비 이 높은 만큼 계통 연계가 불안정할 경우 규모 정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통연계에 한 데이터를 구축

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정 인 계통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술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2. 풍력단지 보 정책

가. 발 차액 지원제도

신․재생에 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해 신․재생에 지발

에 의하여 공 한 기의 력거래가격이 산업자원부 장 이 정하여 고

시한 기 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 가격과 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

가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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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 구분
변경

(원/kWh)

변경후(원/kWh)
비고

고정요 변동요

풍력 10kW이상 - 107.66 107.29 -
감소율 2%

(3년 이후)

<표 2-5> 설비용량  용가격

산업자원부는 2002년 5월 29일 풍력발 의 발 차액 기 가액을 력

거래가액의 2.2배인 107.66원/kWh로 결정하 다. 하지만 2006년에 이르

러 산업자원부는 그동안의 지원 실 , 설비이용율  환경변화 등을 반

하여 기 가격을 실화하기 해 신․재생에 지 발 차액 기 가격 

지침을 개정하 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상용화 속도에 따라 가격 인하

추세에 있던 풍력의 기 가격은 연차별 일정비율로 인하하여 설정되었

다. 그간 5년으로 잠정 용해왔던 수력 등 4개의 원 용기간은 15년

으로 일원화했고, 가격분류체계 역시 발 용량 등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한 풍력 250MW의 설비 용량제한은 신․재생에 지의 시장 확  

추이를 고려하여 1,000MW로 확 되었다.

02년 03년 04년 05년 계 시설용량

거래량(MWh) 1,326 18,561 29,147 103,361 152,395 4개소

(83,385kW)
액(백만원) 186 254 790 3,863 5,093

<표 2-6> 지원 실

2002년 제도도입 후 신․재생에 지의 총 발 량은 1,094GWh, 차액

지원 은 약 218억원에 달한다. 이  풍력은 발 시설의 차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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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1억원을 차지해 23%의 원별 비 을 갖고 있다.

2005년 12월 말 기 으로 신․재생에 지의 기 가격 지원 상 발

시설은 총 65개이며, 총 발 시설 용량은 164MW이다.

나. 보 보조사업

보 보조사업은 신․재생에 지 설비에 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하여 국산 제품의 상용화를 진시키고 기시장창출  

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한 것이다. 신청자격은 해당시설 설치 정지

의 소유자( 표자)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단, 시․도 교

육처는 가능하다.) 

1) 시범보 사업

시범보 사업은 해당분야의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센터에 참여기업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용된다. 개발된 신․재생에 지기술의 상용화를 한 시

범보 설비(정부지원 R&D 활용조건)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  

80% 이내를 지원하게 된다. 

2) 일반보 사업

일반보 사업은 산자부고시 제2006-9호 “신․재생에 지설비의 지원․

설치․ 리에 한 기 ”에 의해 기소화 시스템을 제외한 문기업의 

참여기 을 용하고 있다. 일반보 사업에서 개발된 신․재생에 지기

술은 상용화된 일반 보 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  70%를  

지원 받는다. 재 풍력의 경우 일반보 사업의 일환으로 약 소요시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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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70%이내를 지원받고 있다.

문기업의 참여기 은 공통 으로 지원사업 공고일 기  제2조 제11

호에 해당하는 “ 문기업”으로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센터”에 

“참여기업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면  30평방미터 이상을 

소유해야만 한다. 

발 설비의 경우에는 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으로, 지원사업 공고일

을 기 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재생에 지발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 kW  1기 이상 는 용량 5kW 이상을 직  설

치해야 하며, 소수력의 경우 100kW  1기 이상을 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열 이용설비는 기계설비공사업 는 난방시공을 등록한 기

업이어야 한다.

다. 융자지원제도

융자 지원은 시설자 과 운 자 으로 나 어지며, 융자한도는 150억

원 이내이다. 운 자 으로 10억원을 지원하며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시

설 당 3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율은 소요자 의 90% 이내이며 단, 

기업은 80% 이내이다.

1) 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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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당해년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이자율

(분기별 변동 리)
출기간

형 신․재생

에 지 보 사업
150억원 이내

3.75%

(국고채변동 리,

2006년 1/4분기 

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소형 신․재생

에 지 보 사업

5억원 이내

신․재생에 지

설비 등 공용화

품목지원

신․재생에 지

기술사업화지원

<표 2-7> 신․재생에 지 보 사업 시설자  융자

시설자  융자 상은 신․재생에 지 이용․생산 공 시설을 설치하

고자 하는 자이거나, 이용시설을 생산하는 자  A/S를 해 공동망을 

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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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

당해년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이자율

(분기별 

변동 리)

출기간

신․재생에 지 이용시설 

생산자

5억원 이내

3.75%

(국고채변동 리,

2006년 1/4분기

재)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A/S를 한 공동망 리자

신․재생에 지 생산공 자

신․재생에 지설비 등 

공용화품목

<표 2-8> 신․재생에 지 보 사업 운 자  융자

운 자 은 신․재생에 지시설 생산자  A/S를 한 공동망 리자, 

신․재생에 지 생산 공 자, 신․재생에 지설비 등의 공용화품목에 해

당한다.

3) 사업안내

지원사업으로는 융자신청 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시설에 한 

형 신․재생에 지 보 사업과 5억원 이하인 시설에 해당하는 소형 

신․재생에 지 보 사업이 있다. 그 밖에도 신․재생에 지 공용화품목

의 개발, 제조  수  조 자에 해 지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 지

기술의 사업화에 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  신․재생에 지 보 사

업 지원 산은 2006년을 기 으로 약 1,213억 원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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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에․특자 력기

지원 상

기 에서 제외된 시설의

설치 는 

생산설비․운 자

태양 , 풍력, 

소수력

발 사업자의 시설 

설치

자

운

용

형 

신․재생에 지

보 사업

566억원 577억원

소형 

신․재생에 지

보 사업

50억원 10억원

태양열 

온수기 사업
10억원 

합계 626억원 587억원

<표 2-9> 2006년 신․재생에 지 보 사업 지원 산

라. 지방보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 인 신․재생에 지 공 체계를 구축하

고, 에 지 이용합리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발 을 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뜻한다. 지방보 사업은 에 지이용합리화법 

제5조 (‘04. 7.12)  신․재생에 지개발  이용보 진법 제 27조, 그

리고 “신․재생에 지설비의 지원․설치․ 리에 한 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호)에 근거한다.

신․재생에 지시설 등을 설치할 시에 지방단체가 70~100% 이내에서 

자 을 보조하게 된다. 지원 상은 16개 역지자체  기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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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신․재생에 지의 시설, 홍보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1) 기반구축사업

기반구축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내의 에 지를 효율 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한 사업으로,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이 해당된

다.

2) 시설보조사업

시설보조사업은 지역 내의 에 지수습안정 는 에 지이용합리화를 

목 으로 설치하는 에 지 련 시설  설비 지원사업으로, 태양 발

시설 설치사업과 수력발 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다.

3) Green Village 조성사업

Green Village 조성 사업은, 신․재생에 지로 필요한 에 지를 자

자족하는 약 50호 규모의 환경친화 인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 주, 구, 울산, 강원, 제주 등 8개 시․도에 Green Village를 지정

( 주조선 , 구 무지구, 제주 한경, 강원 속 , 북 완주, 울산 울

주, 충남 부여, 남 순천)하고 조성 에 있다. 2006년도에는 추가로 

3~5개소의 Green Village 신규조성을 추진하 으며, 규모 신․재생에

지 복합단지를 조성할 정이다.

마. 소규모 신․재생에 지 발 력 거래제도

2005년 2월 7일에 시행되어, 소규모 신․재생에 지 력생산자에게 

보다 쉽게 잉여 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 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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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를 진하기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발 설비용량 200kW 이하의 발 사업자  자가용발 설

비 설치자는 생산한 력을 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기 매사업자(한

국 력공사)와 거래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자가용발 설비 설치자는 자

기가 생산한 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 미만의 범  안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

신․재생에 지 발 력  풍력발 의 기 가격은 2006년 10월 11

일 이 에 설치되었을 경우 107.66원/kWh, 이후의 것은 107.29원/kWh

로 변경되었다. 이 때 기 매사업자가 기공 자에게 지 할 액은 

계량된 력거래량에 kWh당 단가를 곱한 것이다. 단가는 체에 지이

용발 력의 기 가격 지침에서 규정한 원별 기 가격을 용하지만, 

당해 발 설비가 기 가격의 용 상이 아닌 경우에는 력시장의 월 

가 평균계통한계가격을 용한다. 

‘상계에 의한 발 력의 거래’로써 발 설비용량 3kW 이하인 기공

자의 경우에는 기 매사업자로부터 공 받는 력량을 측정하기 

해 설치된 기계기 등을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3~10kW 사이에서는 상계에 의한 력거래도 불가능하고 기 가

격도 용 받지 못하여 력시장의 월가 평균계통한계가격을 용받게 

되는 불리한 이 있다(10kW 이상에서는 기 가격을 용받는다.).

바. 발 소 주변의 지원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 한 과 력수 계약을 맺은 발 소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에 지 발 소 주변지역도 지원 사업 상에 포함시킴

으로서, 그동안 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발 소 주변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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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리게 되었다.

지원 상의 주변지역은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이다. 지원

제도는 주변지역의 개발  주민의 복리증진을 한 기본지원사업과 주

변지역, 당해 시․군  자치구를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나 어진

다. 지원재원은 『 기사업법』제48조의 력산업기반기 을 토 로 마

련되며, 신․재생에 지 설비가 2,000kW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상에

서 제외된다.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은 발 소 건설비의 15/1000이다.

사업구분 사업세부내용

소득증 사업

(지자체장)

농림수산업시설․상공업시설  산업시설의 설

치․운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 를 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시설사업

(지자체장)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

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기․통

신시설 등을 건립·운 하는 사업

육  사업

(발 사업자)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 ․장학  지   교육·문화 

련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

(지자체장)

복지회 건립 등 지역주민을 한 사회복지 련시설 

확충  지원 로그램 운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자체장)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자체장)

기업의 유치  설립․운 에 필요한 자  지원 등 지

역의 수익  고용창출을 진하기 하여 시행하는 사

업

기요 보조사업

(발 사업자)

『 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 약 에서 정

한 주택용 력  산업용 력에 한 기요 의 일정

액을 보조하는 사업

<표 2-10> 기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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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비는 년도 발 량(kWh) × 발 원별 지

원  단가(원/kWh) + 설비용량(MW) × 발 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

/MW)으로, 여기서 신․재생에 지의 기본지원  산정 단가는 0.1원

/kWh이다.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 의 발 원별 하한 액은 시설용량이 1kW

를 과하는 신․재생에 지설비의 경우 3천만원, 그 이하인 경우에는 2

천만원이 된다. 

사. 기타 풍력발  지원 제도

1) 공공기  신․재생에 지 이용 의무화 제도

공공기  신․재생에 지 이용 의무화 제도를 통해, 공공기 이 발주

하는 건축면  3천㎡ 이상의 신축건물에 해서 총 건축공사비 5% 이상

을 신․재생에 지 설비의 설치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용 상은 

국가기 , 지자체, 투자․출자․출연기 , 특별법인 등으로 건축법상 문

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11개의 용도별 시설물이 해당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경감  감면

신․재생에 지 설비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하여 조세특례제

한법 제118조에 의거해 세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풍력에 지 생산용

기자재  이용기자재 일부 품목이 세경감의 상이 된다. 더불어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5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재산

세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이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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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 지 기 생산 사업에만 해당한다.

3) 규제완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풍력발 단지는 원칙 으로 백두 간보호의 법률에 의한 보호지역 안

에서의 행 제한을 받지 않으며, 산지 리법에 따른 산지 용제한지역 

안에서의 행 제한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한,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

흥구역’ 안에서의 토지이용행  제한의 외 상으로, 독 규제  공

정거래에 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의 외  용제

외’의 상에도 속한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라 풍력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 

사업은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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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해외에서 연구된 풍력발 단지의 외부효과와 련된 

향평가  인식과 태도에 해서 비교  자세하게 기술하 다. 국내에는 

풍력발 단지의 사회  수용성에 한 정량 인 연구가 시도된 이 없

기 때문에 국내 선행연구는 제외하 다.

1. 풍력발 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정량  분석1)

스페인은 1988년부터 풍력발 을 시작하여 1998년에 설비용량을  

1,358MW로 증가시켜 독일과 덴마크에 이어 유럽 제3 의 풍력발  보

국가가 되었다. 풍력발 에 한 여론의 인식을 살펴보면, 거주지 가

까이에 발 소가 건설되는 것에 반 하는 입장이 증가하고 있고, ‘재생

가능’ 에 지라는 측면에서는 정 인 여론이 많다. 풍력발 의 향에 

한 정량화의 문제는 환경 , 기술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 풍력발 의 환경개선 효과는 비교  잘 알려져 있으나, 

풍력발 의 환경비용에 해서는 그 지 못하다. 특히, 시각  향에 

해서는 환경비용을 정량화하기 매우 어렵다. Alvarez-Farizo․Henley 

1) Begona Alvarez-Farizo, and Nick Henley, 2002, 'Using conjoint analysis to 

quantify public preferences over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wind farms. An 

example from Spain', Energy Policy 30: 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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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의 연구는 스페인 Zaragoza 지역의 풍력발 소 건설계획과 련하

여 에 지 부문 투자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환경 향을 포함하여 풍력

발 개발에 한 여론의 인식을 조사하기 해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용하여 분석하 다.

컨조인트 분석기법은 마 이나 심리학, 교통,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리 용되고 있는데, 기법의 핵심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주는 효

용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속성과 련된 부분가치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풍력단지의 경우, 그것이 갖는 환경  요소의 상 인 

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컨조인트 분석기법의 일반 인 차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의 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로젝트, 혹은 정책

에 포함된 속성이나 특징들의 집합을 구성하는 단계

(2) 실험설계기법을 이용하여 가설을 설정

(3) 다양한 규칙을 용한 안들에 한 시 선호(stated 

preference) 설문

(4) 통계 기법을 이용한 응답지의 분석

컨조인트 분석기법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며, Alvarez-Farizo․

Henley (2002)의 연구에서는 조건부 수법(contingent rating)과 다항선

택법(choice experiment)을 비교･분석하 다.

가. 조건부 수법(contingent rating)

조건부 수법은 수척도를 이용하여 안들에 한 수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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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 그러나 효용을 수로 환산함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

다. 즉, 어떤 지 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같은 값을 갖는다는 , 기

을 설정하더라도 개인별로 기 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 응답

자가 안 A를 안 B보다 선호하더라도 산제약상 B를 선택하게 되

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조건부 수법을 이용할 경우 효용함수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3-1)

여기서 는 수를 뜻하고, x는 상품의 속성, z는 상품수요량, s는 사

회-경제  속성, p는 상품의 가격이다. 식(3-1)은 간 효용함수(U)가 환

함수를 통해 상품 i에 한 수로 환됨을 말한다. 회귀식(3-2)에서 종

속변수는 수(R)로 표시되고, 설명변수( )로 구성된다. 

                          (3-2)

회귀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도 단된(censored) 형태이므로 양분 단

토빗모형(doubled censored Tobit Model)이 용되었다. 수(Rating)는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 



   ≺  ≺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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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항선택법(Choice Experiments : CE)

이 방법은 응답자가 여러 안들 가운데 선택을 연속 으로 하도록 

요구한다. 즉, 각 선택집합에서 응답자는 기 안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안을 선택해야 한다. 다항선택법에서 가정하는 효용함수는 임의효용함

수(random utility function)로서 개인이 선택에 의해 향을 받는 모든 

변수를 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률을 고려하여 효용을 극 화한

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구성된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3-4)

첫 번째 항목은 찰가능한 효용이고, 두 번째 항목은 찰이 불가능

한 확률  교란항이다. 안 j에 해 안 i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

이 표 된다.

  ≻ ∀≠            (3-5)

교란항의 분포는 일반 으로 와이불(Weibull)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3-6)과 같이 응답자가 안i를 선택할 확률이 조건부 로짓모

형에 의해 결정된다.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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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척도모수로서 교란항의 표 편차와 련되어 있다. 한 

비용과 련된 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으로 볼 수 있다. 안상수

(alternative specific constants:ASCs)는 선택과 련된 찰 불가능한 요

소들을 설명하며, 응답자의 경제-사회  특성도 반 할 수 있다. 후생변

화는 보상잉여의 형태로 다항로짓모형(multinormial logit model)에서 

도출된다. 즉,

  


∑ 



∑ 

 


         (3-7)

여기서 는 속성모수, 는 비용모수를 뜻한다.

다. 설문지 설계

풍력발 소 건설 정지인 La Plana는 스페인의 역사  경 을 잘 보

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희귀 동식물과 특이한 경 으로 보

존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설문 설계에서 가장 요한 것은 한 

속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 기 으로는 수요 련성, 정책 연 성, 그

리고 측정 가능성이다. 한 속성을 선택하려면 련 문가, 이해당

사자, 그리고 정책담당자의 조가 필요하다. 

구체 인 설계내용을 설명하면, 우선 응답자가 부담할 연간비용은 원

화로 약 3,470원, 6,940원, 10,410원(100PTA2)=940원 기 )으로 선정하

2) PTA : 스페인의 과거화폐단 (페세타(peseta/Pta)), 재는 유로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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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속성으로는 벽, 동식물, 경 에 미치는 향이 포함되었다. 최종

으로 풍력발 사업은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 밖의 설문항목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환경에 한 인식, 재생가

능 력에 한 정보, 그리고 조건부 수법과 다항선택법에 의한 질문을 

포함하 다. 

안들을 선택하기 에 자연경 의 괴, 신규도로건설로 인한 개발

의 증가, 철새이동경로의 차단 등의 향들을 질문에 포함시켰다. 

부담 은 응답자에게 세 의 형태로 부과된다. 응답자는 3가지 종류의 

안을 두고 1~10까지의 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응답자는 이러한 답

을 4회 반복한다. 설문은 1998년 12월에 진행되었고, 유효 설문지는 488

개 다. 참고로 La Plana 지구에 한 인지도와 심도를 더미변수로 채

택하 다.

라. 회귀분석결과

다항선택모형에 기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풍력발 으로 인한 

환경  향에 한 응답자의 태도가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임을 알 수 있고, 동식물 보호가 경 이나 벽 보존보다 높게 평가되었

다. 각 향들에 한 한계 지불용의액은 벽보존이 24,845원(100페세타

=694원 기 ), 동식물 43,652원, 경 보존이 42,757원으로 평가되었다. 한

편, 선호순 모형에 기 한 결과는 다항선택모형과 부분 같았는데, 다

항선택모형에 비해 비용을 더 신 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계 지불용의액은 벽보존이 21,251원, 동식물 27,608원, 경 보존이 

23,444원으로 평가되었다. 체로 다항선택모형에 의한 한계지불용의액

이 선호순 모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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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추정(t-statistic) 잠재가격(원/yr)

해안 벽 1.11(11.8) 24,845원

동식물 1.95(22.9) 43,652원

경 1.91(13.9) 42,757원

돈 -0.00031(-1.5)

안상수 a -3.15(-9.5)

안상수 b -1.8(-4.9)

안상수 a의 수입 0.06(2.0)

안상수 b의 수입 0.03(1.0)

안상수 a의 속성 0.103(1.5)

안상수 b의 속성 -0.122(-1.7)

Log-L 함수 -1540.026

   의 계수가 없을 경우 0.282

   상수 0.25

 
 = 488 individuals (1952 choice sets).

자료:Begona Alvarez-Farizo, and Nick Henley, 2002, 'Using conjoint analysis to 

quantify public preferences over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wind farms. 

An example from Spain', Energy Policy 30: 107-116

<표 3-1> 다항선택모형에 의한 회귀결과(조건부 로짓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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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추정(t-statistic)

상수 -0.72(-4.7)

해안 벽 2.96(16.7)

동식물 3.94(18.9)

경 3.34(18.9)

돈 -0.99(-5.6)

해안 벽에 해 알고 있을 때 0.67(2.8)

동식물에 해 알고 있을 때 0.26(1.1)

경 에 해 알고 있을 때 0.12(0.5)

돈에 해 알고 있을 때 -0.25(-1.1)

해안 벽에 한 속성 -0.03(-0.2)

동식물에 한 속성 0.004(0.2)

경 에 한 속성 -0.07(-0.3)

돈에 한 속성 0.35(1.9)

Sigma 2.9(70.3)
 = 463 individuals (3704 obs.).

자료:Begona Alvarez-Farizo, and Nick Henley, 2002, 'Using conjoint analysis to 

quantify public preferences over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wind farms. 

An example from Spain', Energy Policy 30: 107-116

<표 3-2> 선호순 모형에 의한 회귀결과

2. 풍력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 지에 한 사회  

향 평가3)

Bergmann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를 상으로 신․재

생에 지에 한 투자가 경 , 야생동물, 그리고 기질에 어떤 향을 

3) Ariel Bergmann, Nick Hanley, and Robert Wright, 2006, 'Valuing the attributes of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Energy Policy 34,p1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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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한, 다양한 신재생에 지 투자 략으로 인한 

고용  력가격에 한 후생측면의 분석도 포함하 다. 다항선택법을 

이용한 컨조인트 분석이 속성별 지불용의액 추정을 해 용되었다. 

한, 수력, 육상  해상풍력, 그리고 바이오매스가 분석 상으로 고려되

었다. 다양한 력에 한 투자의 후생변화를 측정하 으며, 도시계층과 

농 계층, 고소득층과 소득층에 따른 선호의 차이도 분석하 다. 

가. 분석방법론

분석방법론으로 사용된 다항선택법은 술한 사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나. 연구 설계

향후 수년간 보 될 신재생에 지 사업들의 정  향  부정  

향에 한 가치를 추정하기 해 다항선택법에 의한 컨조인트 기법이 

용되었다. 

1) 다항선택법 설계

선택 상인 속성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분

석 상과 연 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실 이어야 하고, 넷째, 피실험자의 이해가 가능해야 하며, 정책분석에 

용 가능해야 한다.

선택실험법의 설계에서 핵심은 이러한 속성들의 집합을 규명하는 작

업이다. 이를 해 일반인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양화’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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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악화’로 간주되는 ‘녹색’ 력의 특성들을 규명하고자 하 고, 토론 

진행자는 구성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신재생에 지 기술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 고, 각각의 에 지 사업의 정  요소와 부정  

요소들을 토론하게 하 다. 풍력, 소수력, 조력, 력, 태양 , 태양열, 지

열, 바이오매스, 폐기물에 지가 신․재생에 지 기술로 고려되었다. 각 

기술들에 한 속성들을 규명하고 나서, 체 그룹을 2~3인 단 의 소그

룹으로 구분하고, 요성의 정도에 따라 속성에 등 을 매기도록 하

다. 이러한 연습 후에 개개인들은 어떤 속성이 가장 요한지 답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3가지 요한 속성들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신․재생에 지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 ) 향이 작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업들이 

심미 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인식한다(이 부분에 해서는 일부 구성원

은 풍력이나 소수력이 좋은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타 구성원은 인공구

조물은 자연환경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쟁 이었다). 셋째

는 야생동물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신․재

생에 지 사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의 속성들로는 신규 

고용  력가격에 한 향, 자원의 지속가능성, 사업에 한 지역  

통제와 책임 등이 거론되었다.

포커스 그룹 토론  정부의견과 문헌을 참조하여 이 가운데 5가지 

속성들이 선택되었다. 첫째로 경 에 미치는 향, 둘째로 야생동물에 

미치는 향, 셋째로 기오염에 미치는 향, 넷째로 장기 인 고용기

회 창출, 다섯째로 재생가능 력가격의 증가 등이다.

일단 5가지 속성들이 결정된 후, 스코틀랜드의 재생가능에 지 개발에 

한 설문이 실시되었다. 설문내용에는 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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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이 포함되었고, 특정 재생에 지 기술에 해 을 맞추기보다

는 특정 재생에 지기술개발로 인한 향에 을 맞추어 질문하 다. 

5가지 속성들이 기술되었고, 각각의 향에 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표 3-3>은 최종설계에서 이용된 속성과 수 에 해 설명한다. 문제

는 5가지 속성과 결합된 17가지의 수 들을 조합으로 계산해보면 총 

1,800가지의 조합이 가능하여 이를 설문에 반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효과들만 반 하도록 총 24가지 조합으로 축소하 고, 이를 

다시 직교성(orthogonality)을 갖도록 20개의 조합으로 재구성하 다. 20

개의 선택 집합은 다시 4개의 집합묶음으로 재구성되었다. 순차  선택

으로 인한 편의를 방지하기 해 집합들을 뒤섞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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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내용설명 속성수

경   경 의 요성은 장소와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없다, 낮다, 당하다, 높다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변화는 근처의 동식물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약간의 개선, 무 해, 약간의 
해

공기오염 많은 신재생에 지들은 추가 인 공기오염을 
일으키진 않는다. 그러나 재생에 지 에 
비화석연료를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인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은 양이다.

없거나, 약간 증가

고용 모든 신재생에 지 로젝트는 장기 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1-3, 8-12, 20-25

가격 신재생에 지 확장으로 인해 매년 가정용 
기세가 증가하고 있다. (평균 연 513,000원 

분기별로 129,200원 지불)

0원, 17,100원, 55,100원, 
85,500원

안특정상수(Alternative specific constants)

ASC-A Plan A는 1을 가지며, 나머지는 0이다. 이는 
속성이나 사회경제  변수들이 설명할 수 
없는 변동들을 나타낸다.

ASC-B Plan B는 1을 가지며, 나머지는 0이다. 이는 
속성이나 사회경제  변수들이 설명할 수 
없는 변동들을 나타낸다.

 ※ 1￡ = 1,900원 기

<표 3-3> 속성과 속성수

각각의 집합은 3가지 안들을 갖고 있다(계획 A, B, 그리고 어느 것

도 계획되지 않는 경우로서 'status quo' 안임). 3가지 안은  

신․재생에 지 투자 사업이 개되지 않으며, 북해의 천연가스가 추가 

공 되는 상황이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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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표본 선택

설문지의 후반부에는 가구의 치, 자녀의 수, 에 지부문에 고용여부, 

환경보 단체 등록여부, 나이, 가계소득, 교육수 , 최근 기세 납입액 

등 표  사회경제  상태에 한 질문들이 수록되었다. 피드백을 통해 

설문지의 재수정을 거듭하 다.

2) 표본의 선택

스코틀랜드 8개 지방의회에 등록된 유권자 에서 무작 로 표본을 

추출하 다. 설문방식은 우편설문방식을 취하 고, 2003년 9월 첫째 주

에 547명에게 발송하 다. 한 약 38,000원(20 운드) 상품권을 인센티

로 제공하 다. 3주 후에 추가 인 엽서를 발송하여 설문지 작성  

회송율을 높이고자 하 다. 2003년 10월까지 219 가구가 회신하 으며, 



제3장 풍력발 단지의 사회  향 사례 분석 45

응답율은 43%이었다. 이 가운데 8개의 설문지는 무 늦게 도착하여 제

외되고, 211개의 설문지가 최종 표본이 되었다.

다. 분석 결과

ergmann et al. (2006)의 분석결과에서는 설문지로부터 얻은 정보를 

처리하기 해 각 선택집합은 속성의 수 , ASC, 그리고 사회-경제  변

수들을 포함하는 3 의 코드를 갖고 있다.

계획 A :  

계획 B :  

Status Quo:  

V는 조건부 간 효용함수, ASC는 계획 A나 B에 한 특정 안상수

이다. 는 속성  속성의 수 과 련된 계수, 는 사

회경제  변수와 련된 계수를 나타낸다. 모형 추정을 해서 NLOGIT 

3.0/LIMDEP 8.0이 이용되었다. 한, 모형의 편과 무 한 추정치를 

제공하기 해 속성들은 더미변수보다는 ‘effect coding'기법이 용되었

다. 이것은 3가지 수 의 속성이 2개의 변수를 갖도록 하되, 배제된 변

수의 수 을 -1으로 코딩하는 것이다. 배제되는 속성의 수 은 환경질에 

가장 부정 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남은 두 변수들의 

계수는 가장 낮은 수 으로부터 보다 높은 효용으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에서 배제된 수 들이 경 에 미치는 향이 큰 경우, 혹은 야생동물

에 다소 부정 인 향을 주거나 기오염수 이 경미하게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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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앞에서 배제된 수 들의 효과는 배제된 모든 수 들의 음의 합으로 

주어진다.

1) 기술 통계 

표본에서 사회경제  변수 구성이 국가 평균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도출된 지불용의액이 통계 으로 유효하지 않

을 수 있다.

2) 모형의 추정  결과

단순모형에는 속성변수들만 회귀식에 포함되었다. 추정계수들은 간

효용함수의 계수에 해당한다. 추정계수의 부호는 선택 확률의 속성에 

한 향을 나타낸다. 속성 계수의 기  부호는 가격속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부호이다(속성변수들은 환경질 개선과 련된 변수들임).

확장모형에는 사회-경제  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t-test 는 t-우도

비검정(log likelihood test)를 통해 자녀의 수, 에 지 분야 종사여부, 환

경단체 가입여부, 최근의 기세, 나이  교육은 기각되었다. 교육과 나

이는 통계  유의성 때문에, 소득은 이론  측면에서 모형에 포함시켰

다. 우도비율에 따르면 단순모형과 확장모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McFadden의 의사(pseudo) 가 0.2~0.3으로 나타나 확

장모형이 단순모형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므로 암묵  가격은 확장모형의 

것으로 사용되었다. 암묵  가격은 속성의 변화에 한 연간 가구당 지

불용의액의 증가분으로 정의된다.  수 의 경 에 한 향은 높

은 수 의 향과 비교할 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경 에 미치는 향이 클 경우에만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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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불용의액을 수락하 다<표 3-5>. 고용효과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며, 이것은 응답자들이 고용 증가 여부에는 심

이 없음을 보여 다. 답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가장 요

한 속성이 무엇인지 질문해보았다. 응답자에 의한 투표결과 기오염, 

야생동물, 력가격, 경 , 그리고 고용 순이었다. 이러한 순 는 <표 

3-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 향 경 에 한 향이 큰 상태로부터 없는 상태로 변화하는 데에 한 지불 
용의액은 15,390원

야생동식물의
향

재생에 지로 인해 생태계가 약간의 교란을 받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
로 변화하는 데에 한 지불 용의액은 8,056원
그러나 생태계가 약간의 교란을 받는 상태로부터 개선된 상태로 변화하는 
것에 한 지불 용의액은 22,762원

공기오염의 
향

약간의 기오염이 발생하는 상태로부터 기오염이 없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에 한 지불 용의액은 26,847원

<표 3-4> 공변량 모형에서의 잠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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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확장형 모형(w/covariance) 심 모형(attributes only)

구 분 계수
잠재가격

(원)
(표 오차) (95% 신뢰구 ) 계수

잠재가격

(원)
(표 오차) (95% 신뢰구 )

보통 0.29 10,602 (2.99) (0.28-11.44) 0.20 7,733 (2.99) (-1.79-9.93)

경 의 심

(낮다)

0.15 5,358 (3.56) (-4.16-9.79) 016 6,099 (3.56) (-3.77-10.19)

경 의 심

(없다)

0.42* 15,390 (1.94) (4.30-11.90) 0.39* 14,972* (1.94) (4.08--11.68)

야생동식물

(개선됨)

0.22** 8,056** (2.18) (-0.03-8.51) 0.27* 10,469* 2.18 (1.24-9.78)

야생동식물

(상 없음)

0.63* 22,762* (1.88) (8.30-15.66) 0.50* 19,209* (1.88) (6.43-13.79)

공기오염 0.74 26,847 (1.88) (10.45-17.81) 0.71* 27,360* (0.22) (10.72-18.08)

고용 0.02 608 (0.22) (-0.11-0.66) 0.01 437 (-0.20-0.66)

가격 -0.05* (0.0065) -0.05* (0.0058)

ASC A 2.80* 2.96*

ASC B 2.73* 2.80*

수입 A -0.01

수입 B -0.01

높은 교육수  A 0.99*

높은 교육수  B 0.85*

40세 이상 A 1.06**

40세 이상 B 0.88***

Log-likelihood -434 -509

측수 739 836

Pseudo- 0.31 0.29

 *Significant at 1%, **significant at 5% level and ***significant at 10% level.

 Bolde indicates monetary implicit values, 1￡를 1900원으로 변환

자료:Ariel Bergmann, Nick Hanley, and Robert Wright, 2006, 'Valuing the 

attributes of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Energy Policy 34,p1004-1014

<표 3-5> 다속성 회귀 결과

3) 이질  선호

신․재생에 지 사업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 가운데 하나는 응

답자가 농  출신인지 도시 출신인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도시 거주자와 

농  거주자의 추정 계수  암묵  가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

증하 다. 도시 거주자 표본과 농  거주자 표본을 각각 분리하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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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려본 결과 5% 유의수 에서 두 모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한, 농  거주자 모형에서 경 이 간정도의 향을 미치는 것에 

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용도 농  거주자 모형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 지 사업에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소

득이 있다. 환경재는 사치재에 속하고, 력가격 상승은 소득층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한, 표본을 연간 소득 3,040만원을 기 으로 상

  하  그룹으로 구분하 다. 그러나 두 소득계층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라. 안 투자 계획에 한 후생 분석

MNL 모형에서 안 로젝트들의 경제  잉여의 변화를 계산하기 

해 다음의 공식이 이용된다.




      (3-8)

여기서 는 안 I와 련된 조건부 간 효용이다. 상첨자 1은 기

안으로 기존 화력발 이 확장될 경우이고, 상첨자 2는 신․재생 력의 

경우인데 4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 다. 즉 규모 해상풍력 발 소 

(200MW), 규모 육상풍력(160MW), 간규모 풍력발 (50MW), 그리고 

바이오매스발 소(25MW)가 포함되었다. 

<표 3-6>은 화력발  시스템에서 시나리오별 신․재생에 지 시스템

으로 변할 때의 후생변화를 보여 다. 스코틀랜드 가계는 규모 해상풍

력에 가장 높은 지불용의액을 나타냈다. 바이오매스가 2 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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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높은 고용효과 때문이다. 반면 규모 육상풍력은 높은 수 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화석연료
발 소의
확장

A
형해상

풍력발 소

B
형육상

풍력발 소

C
소형육상
풍력발 소

D
바이오매스
발 소

경 에 한
속성수  

작다 없다 높다 보통 보통

야생동식물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개선

공기오염 증가 없다 없다 없다 증가

고용 +2 +5 +4 +1 +70

부의변화
(원/hsld/yr)

- +12,540원 -36,860원 +4,560원 +8,740원

자료:Ariel Bergmann, Nick Hanley, and Robert Wright, 2006, 'Valuing the 

attributes of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Energy Policy 34,p1004-1014

<표 3-6> 안 에 지 로젝트에 한 후생의 변화 

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 에 큰 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야생동물에 미치

는 향도 경 만큼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계층간에 이질

인 선호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도시거주자와 농 거주자간의 이질  선

호가 찰되었다.

3. 제도  환경 차이가 풍력발  보 에 미치는 향에 한 

국제 비교 연구4)

4) Sylvia Breukers, Maarten Wolsink, (2007), Wind power implementation in 

changing institutional landscap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nergy Policy 35:  

273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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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ukers와 Wolsink (2007)는 네덜란드, 국, 독일의 노드라인 웨스트

팔리아주(NRW)를 상으로 풍력단지 보 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기 해 제도  역량 개념을 

용하여 상호의존 이고 변화에 민감한 정치, 경제, 환경, 계획과 련

된 조건들을 검토하 다. 검토 결과, 풍력발  보 에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지역 사회의 수용력에 있었다. 정책 당국과 사업 개발주체가 지

역 사회가 받아들이는 풍력사업에 한 여론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에 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집단을 

포섭하기 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이 주체가 되고 제도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가. 사례 연구

사례 연구를 해 풍력에 지의 성과가 서로 다른 사례들을 선택하

다. 풍력발 이 NRW에서는 착실하게 발 하고 있는 반면에, 네덜란드

에서는 지연되고 있으며 국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세 지역에서의 풍력발  보 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기 

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응답자는 기존의 에 지 부문, 풍력 로젝트 개발자들, 풍력 분야

계자, 자연보호와 경  보  조직들, 풍력반  집단들, 정부기 들을 포

함한다. 인터뷰는 풍력발 의 실행이 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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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네덜란드
(2002-2003)

NRW
(2003-2005)

잉 랜드
(2004)

재래 에 지 부문 2 1 2

민간 풍력 로젝트 개발업자 1 2 1

동조합/시민 로젝트 1 1 1

풍력/재생에 지 지부 4 4 2

환경보호/경 보  조직 2 3 5

풍력발  반 그룹 1 1 2

연구 회 1 1 -

지방/지역/국가정부기 5 7 6

 N=56 17 20 19
자료:Sylvia Breukers, Maarten Wolsink, (2007), Wind power implementation in 

changing institutional landscap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nergy 

Policy 35:  2737-2750

<표 3-7> 이해당사자와 련된 체 인 인터뷰

나. 제도 인 수용력 형성에 한 논의

1) 재정  인센티

재정 인 인센티 를 제공하는 정책들은 로젝트와 개발업자들의 유

형에 따라 다르게 용되었다. NRW의 FIT(Feed-In Tariff) 시스템은 다

른 지원 로그램과 효과 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계자들의 참여를 가

능하게 하 다. NRW의 인센티  제도는 군소 기업과 재정  지원을 받

지 못하는 개발업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NRW에서는 풍력에 해 시

민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한 반면, 국의 풍력발 은 에 지기업과 일

부 기업으로 제한하 다. NRW의 기 풍력 로젝트는 지역자치단체

가 소유하 고, 주민들도 력 이었다. 한, NRW는 지방 원회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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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풍력 로젝트에 참여하 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국 지역의 주민

들은 기업들만 이익을 얻는다고 느 다. 최근 네덜란드도 로젝트 개

발업자들을 차별 없이 정책에 참여시킴으로서 풍력발 의 보 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

2) 제도 인 수용력 형성

사례별로 제도  수용력을 살펴보면, 첫째 NRW에서 제도 인 수용력 

형성과 성공 인 풍력 실행 간의 상 계를 확인하 다. 지원은 상향식

으로 이루어졌고, 풍력발 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에 기 한 로

젝트와 지역의 소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로젝트에 해서 

호의 이었다. 한 환경 으로 선호되는 에 지자원, 새로운 투자 상, 

그리고 기존 에 지 시스템에 해 사회 으로 수용할 만한 안으로 

풍력이 두되었다. 특히 환경 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을 기에 제도화

는 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풍력발  보 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 다.

국과 네덜란드에서는 풍력에 해 에 지 산업과 시설의 규모화

에만 역 을 둠으로써 그다지 성공 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국의 

정책은 기 상업화에 을 맞추어 투자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반면, 

네덜란드의 정책들은 불안정한 환경과 잘못된 인센티 를 용하 다. 

두 사례에서 인센티  정책들은 로젝트 계획에 부정 인 향을 끼치

게 되었고, 보 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한계를 지닌 제도  

수용력 형성은 풍력발 의 보 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990년 에 지역 혹은 국가  수 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를 

들어 네덜란드의 풍력정책 원회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 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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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후반, 지역이 주체가 된 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보 을 증

가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기의 미약한 제도 인 수용력 형성과 보 의 

지연은 이후 단계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국에서는 풍력에 지 발 에 한 시민운동의 기 가 없었다. 그 결

과, 기 계획에는 정부와 력분야 사람들만 참여하 다. 경 보호를 

한 시민운동으로 인해 풍력 로젝트는 항에 부딪혔다. 풍력에 지에 

한 지원은 지역 수 이 아닌 앙정부 차원에서 로비를 통해 형성되

었다. 국에서의 하향식 풍력발  보 은 풍력에 지 정책 원회에 의

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지역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문제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 인 것은 계획단계에서의 력이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NRW의 경우 포 인 근방법은 지역의 계획주체보

다는 로젝트와 당사자들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재 모든 사례에서 

풍력에 한 반 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정책과 풍력 로젝트 개발업

자들은 지역이 반 하는 진정한 이유를 조사하지 않았다. 

각각의 사례에서, 계획에 참여한 응답자들과 자연․경  보호단체는 

경제 ․환경 ․정치  목 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풍력발 에 

해 성토하 다. 풍력보 계획의 경제  향은 지역에 따라 바 며, 

가 로젝트를 소유하고 발 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풍력단지에 한 지역의 소유권은 지역의 경제  이익과 

지역의 참여를 보증한다. 게다가 풍력계획에 있어서, 력은 사회 으로 

정 인 향을 가져올 수 있다. 

세계 인 에서는 풍력 로젝트가 화석연료를 체함으로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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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에서의 환경 인 향은 

반드시 정 이지만은 않다. 풍력계획이 비록 자연과 환경보호 기 에 

합하다고 할지라도, 경 과 쾌 함에 부정 인 향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지구 온난화 감소의 이득을 경 과 지역 커뮤니

티의 가치와 비교･평가할 것인가이다. 후자는 본래 주 인 가치 단을 

포함하지만, 풍력단지에 있어 가장 큰 논쟁 이다. 반면, 자는 지역

으로 의미 있게 사용되는 수치( 로   감소량)를 정량화하기 힘들다

는 측면이 있다.

4. 형 해상풍력에 한 여론 분석5)

가. 연구 배경

세계 으로 많은 육상 풍력 로젝트가 의 반 로 인해 실패하

다. 북아메리카 Nantucket Sound에서 최근 최 의 근해 풍력 제안에 

해 강한 반 운동이 일어났으며, 지지자들도 좀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이  코드(Cape 

Cod) 지역에 제안된 해상풍력 계획에 해 거주자 500명을 상으로 해

상풍력건설 계획에 한 찬성과 반  여부를 질문하 다.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해상 풍력구조물에 하여 찬성과 반 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

5) Jeremy Firestone, Willett Kempton, (2007), Public opinion about large offshore 

wind power : Underlying factors, Energy Policy 35: 1584-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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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를 들어, 해상풍력에 한 고정 

념을 없애고 로젝트의 이득을 보다 잘 달하기 하여 홍보에 투

자하는 것이 반 에 한 응책으로 올바른 것일까? 혹은 논란을 없애

고자 보다 먼 해상에 건설하여 보다 깊은 수심에서 터빈 랫폼을 개발

하고 이블을 작동시키기 한 추가비용을 감수하는 편이 나은가? 

로젝트에 한 찬성과 반  여론을 분석하여 정책입안자들에게 해상 풍

력발 에 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것이다.

나. 설문조사  실증 분석결과

1) 지지 혹은 반

우선 설문을 통해 응답자들에게 해상 풍력에 해 들어봤는지를 질문 

하 다. 99.8%가 들었다고 응답했다(504명  503명). 다음으로는 “Cape 

Cod 해상 풍력 로젝트에 한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에 42.4%

가 반 하 고, 24.6%가 찬성, 33%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답 하 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응답자들에게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

울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들 , 4명만이 여

히 립 이었고, 나머지는 지지와 반 로 나 어졌다. 그 결과 체

으로 55%는 로젝트에 반 하고, 43.8%는 지지, 그리고 0.7%는 립

이었다.  

이 후 조사에서 개별 으로 10가지의 사실과 무 한 내용을 질문했으

며, 각각의 질문이 지지 혹은 반 에 향을 미치는지 물어보았다.  10

가지의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

다.”에 해 해당 부분에 체크하도록 요청했다. 약 1/3은 여기에 체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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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머지 2/3의 응답자들은 그러한 정보가 결정을 바꿀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로젝트에 한 찬성자의 26.6%와 반 자의 38.0%가 결정

을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반 자가 좀 더 확고한 의견을 지

녔으며, 반 자는 새로운 정보를 직면해도 그들의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  변수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같

은 수치(54.7%-54.6%)로 로젝트에 반 하 고, 반면에 직장을 다니는 

이들은 그 지 않은 이들에 비해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가 소유자

와 임 인은 Cape Cod 와 Islands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 지 않은 이

들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로 로젝트에 반 하 다. 주거지와 일상생활

에서 해상풍력단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비해 반 가 4:1 가까이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학 으로 유의미하 다. 마지막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

만, John Kerry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George Bush를 지지한 이들보다 

로젝트를 많이 반 하 다(Kerrry 지지자의 56.2%가, Bush 지지자의 

50.7%가 반 ).

2) 지지와 반 를 결정하는 요인

지지와 반 를 이루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젝트의 정

․부정  향에 한 확신, 둘째로 지지와 반 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셋째로 확신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과 반

에 향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넷째로 다른 성격을 지닌 체 로

젝트에 한 지원이다( 를 들어, 육상 터빈 혹은 근해를 훨씬 벗어난 

곳에서의 터빈).

3) 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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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해상 풍력의 부정  요소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 을 차

지하는 것은 해양 경 이었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어업, 해양

, 자산가치, 조류, 해양생물, 업 등의 순이었다.

항목
부정  

향(%)
개선(%) 향없음(%) 불확실(%)

해양경 72 3 17 8

환경과의 조화 62 2 17 19

지역 어업 54 4 26 17

해양   낚시 54 2 31 13

자산 가치 48 3 33 16

조류 48 2 22 28

해양 생물 44 6 20 29

련 산업 42 8 42 8

고용 8 37 28 27

기세 7 37 37 19

기질 6 24 52 18
자료:Jeremy Firestone, Willett Kempton, (2007), Public opinion about large offshore 

wind power : Underlying factors, Energy Policy 35: 1584-1598

<표 3-8> 로젝트의 정 , 부정  향에 한 인식

찬성 혹은 반 에 한 의견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요한 세 가

지를 묻는 질문에 해 해상 풍력이 세워지면 환경에 미치는 향

이 심미  가치에 미치는 향보다 더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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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Top 1(%) Top 2(%) Top 3(%)

해양생물/환경 향 24 43 56

미학 12 20 37

어업에 한 향/배의 안 9 22 32

기세 16 24 31

해외 석유 의존도 7 14 20

안/재생에 지 9 13 14

기질 3 11 12

3 8 11

자산가치 2 8 11

공공지의 사 이용 4 7 10

고용/경제 련 .3 3 9

국제 경고/기후 안정 1 3 4

나머지 10 25 52

종합 100 201 299
자료:Jeremy Firestone, Willett Kempton, (2007), Public opinion about large 

offshore wind power : Underlying factors, Energy Policy 35: 1584-1598

<표 3-9> 지지 혹은 반  의견 결정  가장 향을 미치는 요소

(높은 순으로 3개를 우선순 를 정하여 분류)

찬성자와 지지자 각각에 해 가장 요한 인자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 결과, 찬성자들에게는 환경  향이 가장 요하고, 다음으로 력 

가격, 해외 에 지 의존, 재생가능에 지 순이었다. 반 자들에게도 환경

 향이 가장 요했고, 다음으로 심미  가치, 낚시, 보트타기 순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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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반 자 Top 3(%) 지지자 Top3(%)

해양생물/환경 향 65 48

미학 51 14

어업에 한 향/배의 안 50 15

기세 20 47

15 4

공공지의 사  이용 15 5

자산 가치 14 7

해외 석유 의존도 5 37

국제 경고/기후 안정 4 4

기질 3 23

고용/경제 련 2 18

안/재생 에 지 1 36

나머지 55 41

종합 300 299
자료:Jeremy Firestone, Willett Kempton, (2007), Public opinion about large offshore 

wind power : Underlying factors, Energy Policy 35: 1584-1598

<표 3-10> 지지자 혹은 반 자에 의해 나눠진 지지 혹은 반  결정에 향을 

미친 요소

해양 풍력에 한 새로운 정보가 등장했을 때 지지자의 결정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기세 상승에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 고,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기가 공 되지 못하거나, 해양생

태계에 심각한 향을 미칠 경우,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등의 순으로 결

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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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로젝트가 ~한다고 
알고 있다면....

당신은 로젝트의 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임
(%)

약간 임
(%)

조  임
(%)

무반응(%)

조류에 심각한 악 향 37 35 18 11

해양생물에 심각한 악 향 57 20 14 9

해안에서 잘 보임 6 15 30 48

기세 상승 58 18 9 15

해당 지역에 해상풍력에 
의해 생산된 기가 공  
안됨

57 18 10 15

일자리 감소 48 22 15 16

기질이 개선 안됨 31 19 18 31

지역어업에 손해 34 28 18 19

 련사업에 손해 24 24 22 30

해안의 자산가치 감소 24 18 15 43
자료:Jeremy Firestone, Willett Kempton, (2007), Public opinion about large offshore 

wind power : Underlying factors, Energy Policy 35: 1584-1598

<표 3-11> 지지자의 포지션에 향 미치는 새로운 정보

해양 풍력에 반 하는 응답자의 경우 찬성자에 비해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지 않았다. ‘해상풍력에 의해 생산된 기가 해당 지역에 공 됨’

이 가장 요한 향을 미쳤고, 기세 감소나 해안에서 잘 안 보이게 

될 경우 등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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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로젝트가 ~한다고 
알고 있다면....

당신은 로젝트의 반 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임
(%)

약간 임
(%)

조  임
(%)

무반응(%)

조류에 무해함 14 23 21 42

해양생물에 무해함 16 24 21 39

해안에서 잘 보이지 않음 25 21 20 34

기세 감소 26 26 21 27

해당 지역에 해상풍력에 
의해 생산된 기가 공
됨

33 20 17 30

일자리 생성 17 22 17 44

기질 개선 27 21 16 36

어업에 도움 32 18 18 32

과 련사업 증가 20 19 16 45

해안 자산 증가 16 14 21 48
자료:Jeremy Firestone, Willett Kempton, (2007), Public opinion about large 

offshore wind power : Underlying factors, Energy Policy 35: 1584-1598

<표 3-12> 반 자의 포지션에 향 미치는 새로운 요소

다. 설문 분석 결과

표본으로 사용했던 Cope Cod나 Island의 설문 결과가 보여주듯이, 해

상풍력에 해 반  입장이 다수이고, 지지자들보다 반 자들의 의견이 

상 으로 강했다. 지지와 반 를 결정하는 요인을 선별하기 해 4가

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첫 번째는 “ 로젝트가 미치는 향에 한 의견”으로, 반 이상의 사

람들이 해상풍력이 경 (aesthetics), 공동체 조화(community harmony), 

지역어업, 보트타기(recreational boating) 등에 부정 인 향을 다고 

생각하 다. 게다가 40%가 넘는 사람들이 로젝트가 자산 가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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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그리고 에 부정 인 향을 다고 믿었다. 한, 의 

40%의 사람들은 풍력발 의 정 인 향들에 해서는 아무런 언 을 

하지 않았다. 반 자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 인 향들로서 기

세, 일자리창출, 공기정화를 언 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분의 사

람들은 로젝트가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다. 

두 번째는 “그러한 요인들이 찬성 혹은 반  의견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이다. 가장 큰 것은 해양생물과 환경 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라고 언 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 되는 것은 경 , 어업, 운송

업, 기세 순이다. 로젝트에 한 사람들의 지지를 측하기 해서, 

일단 사람들이 향인자들에 해서 무엇을 믿는지와 얼마나 요하다

고 믿는지를 알아야 한다. 를 들어, 지지자와 반 자 모두 환경  

향을 매우 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양생물에 부정 인 향을 

다는 의견에서 반 자는 72%, 지지자는 9%로 의견이 나눠진다. 그러므

로 해양생물은 지지자들의 결정에 요하지만, 해양생물이 큰 향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그보다는 기세와 기질이 결정에 큰 향력을 가

진다.

세 번째는 “ 로젝트의 지지자와 반 자에게 새로운 정보가 주어진다

면 그들의 의견을 바꿀 것인가?”를 물었다. 반 자들은 새로운 사실들이 

기세 감소, 해양생물과 어업에 무해, 기질 개선, 일자리창출, Cape 

Cod에 생산된 기가 공 된다면 지지를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조류에 피해를 주고 풍력발 이 해안에서 잘 보인다면 지지

를 일 것이라고 했다. 

풍력발 은 청정에 지로 인식되어왔고, 규모 풍력개발이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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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CO2) 배출 감소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처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 에 오직 4%만이 로젝트의 지지

와 반 의 이유로 기후변화가 가장 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해상 풍

력을 규모로 실행할 경우 단지 29%만이 기후변화 문제에 도움이 된다

고 하 고, 49%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 다.

네 번째는 반 자로부터 지지자를 나 기 해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이용했다. 분석결과 지지자들은 고, 교육수 이 높았으며, 

자신 소유의 집을 가지길 원했고, 반 자들은 연 $200,000 이상 고소득

층이었고, 거주지가 해상풍력이 잘 보이는 곳에 치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로젝트의 향은 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이같은, 이해의 차이(gap) 때문에 풍

력산업이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이나 허가, 승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상풍력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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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컨조인트 분석법

1. 컨조인트 분석의 정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 상자  련 주체들의 선호를 악하

는 것은 효율 인 정책 수립  성과 확보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에는 자료의 확보, 추정  결과의 활용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를 극복하기 해 다양한 근

이 시도되어 왔으며, 그  몇 가지 방법론은 유용한 분석 도구로서 자

리 잡고 있다. 특히 체계 인 구조를 가진 설문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진술선호 자료라 하는데, 진술선호 자료는 여러 가지 유용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 시선호와 진술선호 

련 주체들의 선호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시선호(RP:　 Revealed Preference) 자료와 진술선호(SP: Stated 

Preference) 자료로 나  수 있다. 시선호 자료는 실제 시장 거래 자료

와 같이 실에서의 선택에 한 자료를 의미하며, 진술선호 자료는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상의 상황에 응답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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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시선호 자료는 실제 시장 거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자체의 실성이 높다는 장 이 있으며, 재 시장에서 단기간에 획득 

가능할 정도로 시선호 자료가 풍부하게 있다면 시장 분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선호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이 존재한다(이종수 외, 2007). 

첫째, 시선호 자료는 선택된 안에 한 정보만을 제공해  수 있

다. 시선호 자료는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매

된 제품의 정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선택한 안 

외의 다른 경쟁 안들에 한 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다. 둘째, 사용한 

설명변수들 사이에 상 계가 큰 경우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명변수들 이외에 선택에 향을 주는 주변요

인이 많다. 다 공선성 문제는 추정에 있어 지나치게 계수들의 유의도가 

낮게 나온다든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부호가 나온다든지 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한,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에 한 변수를 배제하면 

추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다고 이러한 향을 이

기 해서 변수들을 무작정 많이 사용하면 앞서 설명한 상 계 발생

의 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셋째, 시선호 자료의 경우 량의 자료

를 확보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시선호 자료의 경우 량의 

자료를 확보하기 해서는 그 만큼의 정보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

려야 한다. 

이와 같은 시선호 분석의 단 들로 인하여 실제 분석에서는 진술선

호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진술선호 자료는 실제 선택 자료가 아니

라는 측면에서는 단 이 존재하지만,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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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종수 외, 2007). 

첫 번째 장 은 진술 선호 자료는 선택되지 않은 제품에 한 선호 

정보도 제공해  수 있다는 이다. 진술선호 분석에서는 경쟁 안집합

이 설문을 작성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제공되므로 선택되지 않은 경쟁

안에 한 정보도 함께 포함하게 된다. 특히 응답자로 하여  순 를 매

기게 하면 선택되지 않은 안들 사이의 선호 계도 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  서비스에 해서도 직

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다. 이는 공공정책 등에 한 선호 분석에서 

진술선호 분석이 이용되는 결정 인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설명변수들 

간의 상 계, 주변 환경요인을 사 에 통제할 수 있다. 진술선호 자료

는 설문을 구성할 때 사 으로 상 계가 은 속성들을 선정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설명변수로 사용한 속성 이외의 속성 요

인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진술선호 분

석에서는 시선호 분석에 비해 추정 계수의 유의도가 높고 체로 계

수의 부호가 상식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진술선호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나. 컨조인트 분석의 정의  용 분야 

이와 같은 진술선호 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는 조건부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컨조인트(conjoint) 방법론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에서도 최근에는 상품  서비스의 선택 과정을 유사하게 재

해 으로써 선호를 보다 정확하게 악하게 할 수 있는 컨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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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oint) 방법이 다양한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Green and 

Srinivasan, 1978). 이 방법은 설문 상자들에게 가상의 특성 조합으로 

이루어진 안들을 제시하고 이에 해 선택을 하거나 순 를 매기게 

함으로써 편의(bias)를 최소화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컨조인트란 consider와 jointly가 합쳐진 말로 “어떤 제품이 갖고 있는 

속성 하나하나에 고객이 부여하는 효용을 추정함으로써, 그 고객이 선택

할 제품을 측하기 한 기법”이다(임종원 외, 2001). 이는 특정 안에 

한 선택주체의 가치평가가 다음과 같이 속성(attribute) 차원에서 이루

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의 가치= 안의 첫 번째 속성에 한 부분가치 + 안의 두 번

째 속성에 한 부분가치 + 안의 세 번째 속성에 한 부분가치 + …

여기서 부분가치(part-worth)란 특정 속성의 수 (level)이 가지는 가치

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컨조인트 기법은 1960년 에 심리학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

기 시작하여, 재는 가장 리 쓰이는 마 조사 기법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진술선호에 기 하고 있는 컨조인트 방법은 시선호에 기

반한 통 인 수요자 측면의 연구에 비해서 풍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환경가치를 

계량화하거나, 아직 시장에 등장하지 않은 상품이나 기술에 한 소비자

의 선호를 분석하는 데 특히 유용하게 쓰인다. 이에 따라 컨조인트 분석

방법론은 통신(Batt and Katz, 1997), 교통(Hensher, 1994; Calfee et al, 

2001; Byun et al, 2004 Lee et al, 2003c), 환경(Roe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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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arez-Farizo and Hanley, 2002), 의료(Slothuus et al, 2002) 등의 다양

한 분야에서 신상품  신기술(Lee et al, 2003a; Lee et al, 2003b)의 각 

속성에 한 소비자의 지불용의액 계산, 가격 설정, 시장 유율 측 

등에 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이외에도 시장 조사  마  측면에서도 컨조

인트 분석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마  조사 회사들은 물론이고 

Proctor & Gamble, Xerox 등의 유수한 기업들과 McKinsey, Boston 

Consulting Group 등의 주요 컨설  회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컨조인트 

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마  련 부분은 신제품 컨셉트(concept) 평

가  포지셔닝 (positioning), 경쟁력 분석, 가격설정, 시장세분화 분석 

등이다. 

2. 컨조인트 분석의 과정

컨조인트 분석은 체계 인 차를 거쳐 진행되며,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각 단계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컨조인트 분

석은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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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컨조인트 분석 단계

가. 목표설정

컨조인트 분석은 마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목 으로 실시될 

수 있다. 우선 마  측면에서는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매량이

나 획득 가능한 잠재 인 시장 유율을 측하는데 목 이 있을 수 있

다. 한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신제품의 성능  제원을 결정하고 

가격 수 을 설정하는 것도 요한 목  의 하나이다. 그리고 타사에

서 동일 종류의 제품이 나왔을 때 자사 모델과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시

장세분화 분석을 통해 자사 제품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할 수 있

는 소비자 그룹을 찾아내고 그들에 한 마 에 집 하는 목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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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market) 설정 역시 요하다. 

정책 인 측면에서는 특정 공공투자계획에 한 상자들의 지불용의

액 악을 통한 지원 액 규모 설정, 는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한 연구 등에 컨조인트 분석이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안 

정책 에 어떤 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을 증 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한 단을 목 으로 할 수도 있다. 

컨조인트 분석 목 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설문지의 구조, 분

석 모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항상 목

을 염두에 두고 체 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나. 설문 상  방법 결정 

컨조인트 분석에서 조사 표본을 구성할 때는 일반 으로는 체 소비

자를 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성한다. 이를 해서 체 인구에서의 지

역이나 연령, 나이 등의 분포를 고려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표본의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300명 정

도 되면 추정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약품

처럼 사용 소비자가 실제 환자들로 한정된다든가 하는 특수한 분야나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주 소비계층  일부 지역민들로 표본을 제한하여 구성할 수 있

다. 

설문에 있어 응답자와 하는 방법은 우편, 화 등을 이용하는 방

법과 인면 이 있으며, 근래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에서 우편이나 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온라인 설

문은 설문비용이 게 든다는 장 이 있지만, 응답률이 낮고 설문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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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 이 있다. 게다가 컨조인트 설문은 일반 인 

황조사나 의식조사 설문보다 설문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문제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높더라도 인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제품의 속성  수  선정

분석 목표 설정  설문조사 방법 결정 이후에는 실제 설문지를 작성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컨조인트 설문을 작성할 때 가장 요한 부분이 

안카드 작성 작업이고, 이를 해서는 우선 안카드에 사용할 속성 

 수 을 결정해야 한다. 

안카드 작성에 사용할 속성은 응답자들의 선택과 한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되는 것들로 선별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사 에 충

분히 제품 는 기술의 특성에 해 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사

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요시하는 제

품속성들을 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요한 고려 사항 의 

하나는 속성간 상 계의 최소화이다. 를 들어, 자동차의 최 출력과 

최 토크의 경우 모두 엔진의 성능에 련된 성능 요인인데 이 둘을 모

두 속성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계량모형의 추정에서 

설명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추정의 효율성  신뢰도가 높아

지기 때문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상 계가 있는 변수들을 모두 사용해

야 할 경우 변수를 복합 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

다. 한 서로 다른 제품간에 그 속성의 수 이 부 동일한 경우에 그 

속성은 제외된다. 를 들어, 안에 속하는 모든 승용차들이 연료로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연료타입속성은 속성변수로 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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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선택된 속성 이외에 항목들은 안마다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게 

된다.

사용속성을 선택한 후에는 각 속성별로 수 을 설정하는데, 각 속성들

의 수 은 실제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의 수  는 가능한 정책

 범 와 비슷한 수 이어야 한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기존 제품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신 인 재화인 경우 기술 , 상업  는 정

책 으로 실 인 범  내로 수 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속성의 수

을 무 좁은 범 에서 잡으면 소비자가 수 간 차이를 잘 인식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 속성의 수 은 소비자가 그 효과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속성들의 수 의 개수는 일반 으로 2~4개 정도가 당하며 속성들 간

에 수 의 개수가 비슷한 것이 좋다. 이는 소비자들은 무 많은 수 이 

존재하면 선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응답자들은 수 의 개수가 많

은 속성에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 컨조인트 설문 설계  실시 

속성과 수 이 결정되면 이를 이용해 안카드를 작성하고 안집합

을 구성한다. 안카드  안집합을 구성하는 가장 일반 인 방법으로 

 로 일 제시법(full profile method)이 있는데, 이는 모든 속성들을 

부 이용하여 안카드를 만들어서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임

종원 외, 2001). 실제 구매상황과 마찬가지로 모든 속성들을 고려하여 선

택하기 때문에 선택의 형태가 실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안카드의 숫자가 무 많은 경우 응답자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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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용하는 방법으로 트 이드오  제시법(trade-off method)

이 있다. 이 방법은 응답자로 하여  한 번에 두 개의 속성들만 고려하

도록 하는 형태를 띠며,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부담이 다는 장 이 

있지만 선호도를 함수로 모형화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 많이 사용되

지는 않는다.

안카드의 숫자가 많다는 문제는 안카드들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함수 추정에 

있어서는  로 일 제시법이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 

응답자가 여러 번 선택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선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안카드  안집합 구성이 완료되면 실제 컨조인트 설문 조사 작

업에 들어가게 된다. 컨조인트 설문 조사단계에서는 응답자에게 제품의 

특성, 제품의 속성, 속성의 수 들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일반 인 소비자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요

하며, 설문조사자들은 응답자들이 설명 내용을 제 로 숙지했는지 확인

한 후 안카드를 제시하고 선택을 실시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컨조인트 

설문을 실시할 때는 시장세분화 분석 등에서 사용할 개별응답자 특성 

 의식이나 황도 함께 조사한다.

마. 컨조인트 모형의 추정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에 한 응답자료를 확보한 후에 이를 이용해 

모형을 추정한다. 이 때 분석목   자료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추정방

법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최소자승법과 같은 일반

인 회귀분석이다. 이 외에도 소비자 선택 자료가 어떤 형태인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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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토빗, 로빗, 다항로짓, 순 로짓 등의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바. 추정결과 이용

추정을 통해 각 속성에 한 계수들의 추정치를 구하면 이를 이용해 

선택주체들의 효용함수를 악하고 속성들의 부분가치  상  요

도를 구할 수 있다. 이외에 선호도를 나타내는 요한 지표로서 상

요도, 지불용의액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속성의 상  요도(relative importance)란 각 속성이 소비자의 선

택에 얼마만큼의 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상  요도는 

속성별로 최  부분가치와 최  부분가치사이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모

두 더한 값을 분모로, 그 속성에 한 값을 분자로 놓고 비율을 구한 것

이다(임종원 외, 2001). 상  요도는 소비자들이 어떤 속성을 요하

게 생각하는가를 악함으로써 마  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상

 요도는 설정된 속성 수 의 범 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속성의 수 을 넓은 범 에서 설정하면 상  요도는 

크게 나오며 반 로 좁은 범 에서 설정하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상

 요도 결과가 타당성을 얻기 해서는 무 비 실 인 범 를 잡

아서는 안 된다. 

지불용의액(Willingness-To-Pay, WTP)이란 어떤 속성의 수 이 변화할 

때 그에 해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액으로, 를 들어 라운

 TV에서 LCD TV로의 변화에 한 지불용의액이 50만원이라면 그 소

비자는 라운  방식에서 LCD 방식으로의 디스 이 방식 환에 

해 50만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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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속성의 수  범 에 많이 좌우되어 이론  바탕이 약한 반면 지불

용의액은 이론 으로 더욱 확립된 개념이다. 단, 지불용의액은 안카드

를 구성하는 속성  가격이나 비용 속성이 포함된 경우에만 계산 가능

하다. 특히 속성의 변화량이 한 단 일 때의 지불용의액을 한계지불용의

액(Marginal Willingness-To-Pay, MWTP)이라고 한다. 

선택주체들의 선호를 분석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 특정 소비자 계층 

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해 집 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때 

소비자들을 그룹으로 나 고 별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응답자의 

개인특성별로 분석한 후 목표시장 는 그룹을 설정하는 것을 시장세분

화(market segmentation)분석이라고 하며, 그룹별로 그 특성을 잘 고려

해서 각 그룹마다 다른 마  략을 구사하거나 서로 다른 이해 계

를 가진 그룹들을 비교분석하는 데 이러한 시장세분화는 필수 이다(임

종원 외, 2001).

마지막으로 추정계수를 이용한 가장 핵심 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 시뮬 이션(choice simulation)이 있다. 선택 시뮬 이션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을 때 는 어떤 정책이 실제로 제시되었을 때의 가상

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추정된 계수들을 이용하여 각 안들에 

한 선택주체들의 선택확률을 측해보는 것이다. 선택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BTL(Bradley-Terry-Luce) 방법과 로짓 모형을 통한 방법이 

있다. 로짓모형을 사용한 경우, 개의 안이 존재하고 안 에 한 

선호도를 라 할 때, 선택확률(P)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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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이를 통해 실제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유율을 차지할 수 있

는지 측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악할 수 있다. 

3. 기본모형

가. 이산선택

선택주체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이산 인(discrete) 값을 갖

는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인 경우가 부분이다. 이는 조사의 

 자체가 특정 안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 는 어떤 안을 선택

할 것인가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답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산 인 형태 에 구매 여부와 같은 두 개 반응범주가 

존재할 때 선택의 형태를 이항선택(binary choice)이라고 한다. 를 들

어 특정 제품 모델을 구매할 것인가의 여부처럼 ‘ ’ 는 ‘아니오’로 응

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안  하나를 선택하는 경

우를 다항선택(multinomial choice)이라고 한다. 를 들어 세 가지 자동

차 모델에 해 1~3 까지의 순 를 매기는 경우이다6). 이항선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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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선택은 시선호 자료에서도 가능한 형태의 자료지만 순  자료는 

진술선호 분석에서만 사용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항선택이나 다항선

택에 있어 선택은 실제의 구입형태와 같으므로 소비자의 실제 구입의사

를 반 하고 있는 실 인 형태이지만 선택되지 않은 안들 간의 선

호도 차이는 고려할 수가 없다. 반면, 순 자료는 실제 선택 형태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항선택이나 다항선택자료보다 소비자의 선호구조에 

해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순 자료는 서수  효용이라는 

경제학  과 부합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설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선택에 한 자료 에는 수의 

형태도 존재한다. 이는 안들에 해 수를 매기는 것으로 상․하한 

사이의 구간에서 연속성(continuity)을 가지고 있으므로 엄 한 의미에서 

이산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수한 형태의 종속변수(limited 

dependent variable)로서 한 계량경제학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은 다른 이산선택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종속변수가 이산선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자승법과 같

은 선형 회귀분석으로 컨조인트 분석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선형

최소자승법을 이용하면 계량경제학 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인 최소자승법의 선형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         (4-2)

여기서 은 개별 측치를 의미한다. 오차항 에 해서는 정규분

6) 순 를 매기는 경우도 특정 안이 다른 안보다 선호되는지 선호되지 않는지를 살

펴보는 형태로 이항선택이나 다항선택과 근본 으로는 같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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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가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    (4-3)

오차항의 기 값은 0, 분산은 모든 측치에 해 동일하며, 측치간 

상 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오차항이 취할 수 있는 값에 특

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종속변수도 -∞ ~ +∞ 사이에서 모든 값을 자유

롭게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값만을 가질 수 있는 이산선택이 종속변

수가 될 때는 이러한 성질에 한 가정과 마찰이 발생한다. 

를 들어 종속변수 이 '0'과 ‘1’만을 가질 수 있는 이항선택의 경

우라면 종속변수의 기 값과 분산은 <식 4-4>  <식 4-5>와 같다. 

  ×  ×  
    ′

     (4-4)

 
 

  ′   ′
 ′′ ′′
 ′′

  (4-5)

이 때 종속변수 은 0, 1의 값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의 기 값

은 0과 1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나 ′은 취할 수 있는 값에 제한이 없

으므로 이에 논리 인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식 4-5>의 분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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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이 개별 측치에 의존하므로 선형최소자승법의 기본 가정인 동분

산 가정에 배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을 0~1 사이의 값

을 가지도록 하는 특수한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내

용을 개 으로 보여주고 있다. S자 곡선으로 표되는 이항선택모형은 

오차항에 어떠한 분포를 가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형들로 구분되어 

사용될 수 있다(이종수 외, 2007).

[그림 4-2] 선형회귀분석의 문제  

[그림 4-2]는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할 때   이 ‘0’이하가 되거

나 ‘1’을 과할 때 문제가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체할 S자 

곡선으로 표되는 이항선택모형은 오차항에 어떠한 분포를 가정하느냐

에 따라 다양한 모형들로 구분되어 사용될 수 있다.

나. 모형의 선택

추정에 사용할 계량경제학 모형을 선택할 때 가장 먼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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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종속변수의 형태이다. 이는 종속변수가 선택인지․순 인지․

수인지에 따라 사용가능한 방법이 제한되기 때문이며, 자료의 형태를 고

려하여 여러 가지 사용가능한 모형들을 선별하고 그 에서 가장 알맞

은 구체 인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자료의 형태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추정의 용이성과 유연성이다. 

가정이 많은 단순한 모형을 사용하면 추정이 용이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실 인 선택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추정의 신뢰도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가정이 많이 

완화된 유연한 모형을 사용하면 추정의 신뢰도나 모형의 설명력은 향상

되겠지만 추정자체가 복잡해져 실증연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연구자는 

상충 계가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료의 특성  

연구의 성격에 맞는 한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1) 로짓모형 

  가 0~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

를 가정할 수 있다. 

   ′
′

                  (4-6)

이러한 형태를 가정하는 경우의 분석모형을 이항로짓(binary logit)모

형이라고 하며 이는 이항선택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그리

고 <식 4-6>의 형태가 아닌 표 정규분포의 도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항 로빗 모형이라고 한다. 실증연구에서 이항로짓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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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 로빗모형은 추정에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이 때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이상이 되면 다항로짓

(multinomial logit)이 된다(Train, 2003). 이를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측면에서도 근해 볼 수 있다. 확률효용모형을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도록 하자.

  ′                      (4-7)

여기서 n은 소비자, j는 안이다. 이 때 소비자 n이 안 i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
   ∀≠

    (4-8)

오차항 에 해 <식 4-9>와 같은 도함수를 가지는 독립 이고 

동분산성을 가진 타입 I 극한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가정한다.

  



  

,   

  

         (4-9)

이를 통해 선택확률식을 도출하면 <식 4-10>과 같다(Tra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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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그리고 선택 안이 2개만 존재하고 첫 번째 안에 해   이

라고 하면 <식 4-6>과 같은 형태가 된다. 즉 이항로짓은 다항로짓의 특

수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짓모형은 이와 같은 선택확률식을 이용한 최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추정된다. 최우도추정을 한 우도함수와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4-11) 

여기서 N은 체응답자의 수를, 는 소비자 n이 안 I를 선택한 

경우에 ‘1',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는 변수이다.  

로짓모형에서는 응답자가 i 안을 선택할 확률과 j 안을 선택할 확률

의 비율은 i 안과 j 안의 속성에만 의지할 뿐 그 외 다른 안들의 

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를 IIA(Independence from Irrelevant 

Alternatives) 제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실 상황과 부합하

지 않을 수 있어 일반 인 로짓 모형의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를 들어 재 시민들이 출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 빨간색 버스 두 가지 안이 존재하고 각각의 선택확률이 1/2, 

1/2 이라고 가정한다. 즉 택시와 빨간버스의 선택비율은 1:1이다.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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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버스가 새로운 안으로서 도입되었을 때 IIA 제약 하에서는 란

버스가 등장해도 택시와 빨간버스의 선택비율은 향을 받지 않는다. 따

라서 택시, 빨간버스, 란버스의 선택확률이 각각 1/3, 1/3, 1/3이 된

다. 그러나 이는 란버스는 빨간버스와 사실상 다름없는 안이므로 선

택확률이 1/2, 1/4, 1/4가 되는 것이 보다 실 이다. 하지만 일반 인 

로짓모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선택확률 변화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IIA 제약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

선 서로 동일범주, 비슷한 성격의 안들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를 들

어 같은 과일 주스 사이에서의 선택에서는 IIA 제약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 인 컨조인트 설문의 경우 동일 재화를 상

으로 속성들을 변화시켜가면서 질문하므로 IIA 제약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산선택모형의 계량경제학  개선은 이 IIA 

제약의 완화에 상당히 을 두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한 모형으

로서 집합로짓, 혼합로짓 모형 등이 있다.

집합로짓(nested logit)모형은 비슷한 성격의 안들을 그룹별로 묶어

서 분석하는 모형으로 그룹 내 IIA 제약은 그 로 유지하면서 그룹 간 

IIA 제약을 완화된 형태이다. 따라서 집합로짓 선택은 상ㆍ하  계층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성격의 안이 섞여 있는 시선호 자료 분석

에서 주로 사용된다. 진술선호 자료의 경우는 일반 으로 동일 범주의 

제품에 해 속성을 달리하며 안을 작성하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룹화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혼합로짓(mixed logit)모형은 다항로짓모형에서 개인간의 이질성

(heterogeneity)을 허용하는 형태로 발 된 모형이다. 이러한 개선은 속

성의 계수 추정 시 각각의 계수마다 확률분포를 가정함으로써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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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들어 계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정

규분포에서 개인별로 계수를 추출하므로 개인마다 다른 추정계수를 가

질 수 있으며, 공분산행렬()에서 계수간 상 계를 허용함으로써 IIA 

제약도 완화될 수 있다(Train, 2003). 한 각 계수의 확률분포를 정규분

포, 로그정규분포 등 다양한 형태로 가정할 수 있다. 혼합로짓모형은 개

별 계수에 해 여러 가지 분포 설정이 가능하고, 개인간 이질성  계

수간 상 계를 허용할 수 있어 분석모형 에서 가장 유연한 형태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혼합로짓모형은 기본 로짓 모형보다 추정이 

복잡하여 주로 시뮬 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추정한다. 

일반 으로 다항로짓모형의 경우 상호배타 인(mutual exclusive) 

안카드들로 안집합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상호배타 인 

안카드 집합이란 특정 안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안은 선택할 수 

없는 형태, 즉 안집합 내의 안카드  가장 선호하는 것 하나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품을 여러 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의 분석7)에는 합하지 않다. 이러한 다 선택(multiple choice)의 

경우에는 이를 다루기 한 특수한 모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2) 로빗모형

이항 로빗(binary probit)모형은 앞서 설명했듯이 [그림 4-2]에서의 S

자 곡선에 해 표 정규분포의 도함수를 사용한 경우이며, 이항

로짓모형과 기본 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항 로빗(multinomial probit)모형의 경우 이를 확률효용모형에서 

오차항에 해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7) 를 들어 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할 때, 주스와 우유를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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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이때 J는 안의 개수를 의미하며, 은 평균이 0이고 × 차원

의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갖는 정규분포이다. 공분산행렬의 

원소들도 속성의 계수들과 마찬가지로 추정해야 할 모수이며, 이의 추정

을 통해 공분산행렬에서 안간 상 계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를 통해 IIA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소비자 n이 i 안을 선택할 확률 

는 <식 4-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Train, 2003).

         (4-13)

여기서 I(․)는 호 안의 조건을 만족하면 ‘1', 아니면 ’0‘인 함수이다. 

이 식 모형의 선택확률식과는 달리 수학 으로 계산 가능한 엄 한 형

태(closed form)8)의 식이 아니다. 특히 안의 개수가 많은 경우 여러 

차례의 다 분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차원(dimension) 이상의 분이 

되면 직  수학 인 계산을 통해 이를 실시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

라 수학 인 계산보다는 시뮬 이션 기법을 통한 계산방법이 발 해 가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 인 계산을 통하지 않고도 다 분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표 인 시뮬 이션 기법으로는 AR(Accept-Reject) 

시뮬 이터, SAR(Smoothed Accept-Reject) 시뮬 이터, GHK 시뮬 이

8) closed form : 일반 인 집합으로부터 구해진 함수  수학  계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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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등이 있으며 주로 GHK 시뮬 이터를 이용하고 있다(Train, 2003). 

다항 로빗모형은 안간 상 계를 허용하고 그로 인해 두 안의 

선택확률간의 비율은 두 안 이외의 다른 안의 변화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IIA 제약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추정의 유연성이 

향상되었지만, 시뮬 이션 기법을 사용한다 해도 계산과정이 복잡하므로 

추정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로빗모형에서는 공분산행렬의 요

소(Elements)들까지 추정해야 하므로 추정해야 할 계수의 수가 로짓모형

에 비해 많고 다 분 형태를 다루어야 하므로 추정이 어렵다. 한 공

분산행렬을 추정하긴 하지만 그 해석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컨조인트 

분석처럼 IIA제약에 의한 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사용

하지 않는다.

3) 순 로짓모형

순 로짓(rank ordered logit)모형은 순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한다. 

순 로짓모형의 이론  기반은 다항로짓모형과 근본 으로 동일하며, 다

항로짓을 여러 번 한 것과 동일한 형태이다. 를 들어 3개의 안에 

해 순 를 매기는 것은 우선 3개 안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 2개의 안  더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안 3개  하나를 선택하는 다항로짓 1번과 안 2개  하나를 

선택하는 로짓 1번, 다항로짓을 총 2번 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소비자

가 1~J 순 를 매겼을 때 순 로짓모형의 선택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Hausman and Ruud, 1987; Tra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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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순 로짓모형은 서수  효용이라는 경제학  에 부합하는 모형으

로 사용되는 순 자료는 동순 , 순 생략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순

로짓모형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J개의 안에 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1’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을 ‘J’으로 매긴 형태이다. 순 로짓모형은 

일반다항로짓에 비해 선택주체의 잠재 인 선호구조에 해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 번에 순 를 매겨야 하는 안카드가 

무 많을 경우 낮은 순 의 안들에 해서 비합리 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순

로짓모형의 경우도 혼합로짓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추정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토빗모형 

토빗(tobit)모형은 종속변수가 수의 형태일 때 사용되는 모형이다

(Greene, 2003). 수 자료는 일반 으로 상한 는 하한을 가지는 연속

인 수치의 형태를 가진다. 를 들어 응답자로 하여  선호도에 따라 

각 안에 해 0~10  사이의 수를 매기도록 했을 때 수의 분포는 

다음의 [그림 4-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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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0~10 의 수자료 사용 시의 확률분포

0~10  사이의 구간은 일반 인 정규분포와 다름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0  이하로 답변하고자 하는 안들은 모두 0 으로 매겨지고 

10  이상을 주고자 하는 안들은 모두 10 으로 매겨지고 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차별 인 선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하게 취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그림과 같이 0 과 10 에서 확률(point 

probability mass)을 가지는 형태가 된다(Greene, 2003).

토빗모형은 확률효용모형에서 오차항에 해 상한 는 하한을 가지

는 정규분포를 가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수형태의 자료는 컨조인트 설

문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컨조인트 분석에서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빗모형은 효용을 기수 으로 수치화하

고 있어 서수  효용이라는 경제학  이론과는 거리가 있다는 단 이 

있다.

다. 모형의 용 사례 

컨조인트 분석의 연구 사례 소개를 통해 소비자 선호 분석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며 어떤 방식으로 용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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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김연배(2002)는 컨조인트 방법을 이용하여 DVD 이어에 한 간

 네트워크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DVD의 경우 PC와 유사하게 

DVD 이어를 하드웨어, DVD 타이틀을 소 트웨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연구는 DVD 콘텐츠의 다양성(편수)이 DVD 이어의 선택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컨조인트 설문에서 속

성변수  하나를 네트워크 효과와 련 있는 여  구입 가능 콘텐

츠의 편수(기존 비디오 테이  콘텐츠 유통량 비)로 설정하여 질문에 

포함시켜 네트워크 효과가 소비자 효용에 미치는 향을 도출할 수 있

도록 하 다. 그 외에 가격, 녹화가능 여부 등을 속성으로 사용하 으며, 

이들 속성을 이용해서 9개의 안카드를 구성하 다. 그리고 선별된 9개

의 카드  3개의 카드를 임의로 선택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내용

의 카드를 추가하여 4개의 카드에 해 1 부터 4 까지 순 를 매기도

록 하고, 이 과정을 각 개인별로 3회 실시하 다. 추정 모형은 순  로

짓(Rank ordered logit) 모형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효과를 

표하는 콘텐츠 유통량 련 변수의 경우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가

지며, DVD 콘텐츠 유통량이 재 비디오테이  유통량 수 으로 증가

하는데 한 지불용의액이 108,000~208,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종수 외(2004)는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홈 유비쿼터스 네트

워크 서비스의 수요 분석을 실시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홈네트워크 서

비스의 발 방향 측  시장에서의 사업 략  정책방향 제시를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해 컨조인트 방법론을 사용하 다. 속성으로

는 네트워크 속도, 홈서버 기기, 기기간 통신방식, 서비스 콘텐츠, 비용 

등을 사용하여 15개의 안카드를 구성하 으며, 15개의 안은 각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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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3개의 세트로 나 어져 응답자들에게 제시되었다. 선택자료는 다항선

택, 순  등의 자료를 다항로짓모형, 순 로짓모형을 이용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콘텐츠의 요도가 기술 인 요소(속도나 네트워크 연결방식)

보다 더 크게 나타나 콘텐츠에 한 소비자 수요로 인한 콘텐츠 시장의 

확 가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타 분석방법론

1) 조건부가치평가법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1990년  

반 미국 학계에서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화의 가치 측정에 가장 합

당하다고 인정된 방법론으로서 환경, 안  등 체 는 보완 계에 있

는 재화를 찾기가 실 으로 불가능하거나, 요구되는 정보량이 많을 경

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방법론은 한 방법에 의하여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재화에 한 가상의 시장을 만들고 응답자에게 재화

의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재화의 가치를 측정한다. 변상규(2004)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상  DMB 서비스에 한 지불용의액 분석을 실시

한 바 있다.

조건부가치평가법에 기반한 설문에서는 소비자의 지불용의액을 악

하기 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질문을 실시한다. 

다음의 재화( 는 상황의 개선)에 해서 당신은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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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재화( 는 상황의 개선)에 해서 X 원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는 복잡한 추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불용의액 

추정치를 구할 수 있으며, 유효성  신뢰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문을 설계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상품  서비스에 용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문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우선 응답자의 략 인 행동을 통해 반응을 속이기가 쉽다. 

를 들어, 설문 상이 공공재와 이해 계가 있는 응답자일 경우에 공

공재에 한 지불용의액을 실제보다 과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의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암시된 가치에 의한 단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를 들어, 이 재화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언 이 설문의 다

른 부분에서 직․간 으로 표 되고 있을 때 응답자들이 이에 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나 설문 설계자가 의도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시나리오의 잘못된 묘사 는 응답자의 오해로 인해 편의

가 발생할 수 있다.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는 이러한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문의 설계에 을 두고 있으며, 그에 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개발해 오고 있다.

2) 계층분석  의사결정방법

계층분석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의사결

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직 을 포착

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조근태 외, 2003). 특히 평가기 이 다수이며 복

합 인 경우 안들의 체계 인 평가를 한 의사결정지원기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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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정성 인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  의사결정에 주로 활용될 수 있

다. 이 방법은 이론 으로 단순하고 명확하며 용이 간편하여 여러 분

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계층분석  의사결정방법은 역수성

(recprocal), 동질성(homogeneity), 종속성(dependency), 기 성

(expectation)의 네 가지 공리에 이론  기반을 두고 있다.

계층분석  의사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

다(조근태 외, 2003). 첫째,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련된 의사결정 사항

들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을 설정한다. 둘째, 의사결정 요소

들 간의 비교를 통해 단자료를 수집한다. 그러고 나서 고유치

(eigen value)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  가 치벡터를 

추정하며, 마지막으로 평가 상이 되는 여러 안들에 한 종합순 를 

얻기 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 인 가 치를 종합화한다.

이와 같은 계층분석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면 정성 , 정량 인 요

소를 상  요도 는 선호도에 따라 체계 으로 비율척도(ratio 

scale)화 하여 정량화할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의 자연스런 사고과정인 계

층  사고 구조를 반 하고 있으며, 다수 평가자의 체 의견을 종합함

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장 들로 인해 계

층분석  의사결정방법은 에 지 수   수송 정책, 분쟁해결, 자원배

분, 주력제품군 선정 등의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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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풍력발 의 속성별 가치 추정

본 장에서는 국내 풍력발 단지의 보 이 확 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

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수용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정량화하기 

해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항

로짓모형  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모형 분석을 해 사

용한 로그램은 NLOGIT LIMDEP 9.0이었다. 설문조사의 타당성을 높

이기 해 풍력단지의 속성을 문가 자문회의와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

하고, 속성에 한 인지도를 포커스 그룹을 통해 평가하 다. 비설문

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 고, 최종설문조사  결과 분석

을 통해 속성별 지불용의액을 도출하고, 사회-경제  변수가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1. 비 설문과 포커스 그룹

가. 기본 가설

지 까지 풍력단지는 부분 강원도 평창과 태백, 령, 그리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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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덕 등 산간지역에 설치되어 왔고, 앞으로도 산간지역에 약 417MW

가 더 설치될 망이다(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 2007). 풍력발 단지는 

객 유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에 지 국산화를 통한 에 지 안

보 강화, 화석에 지를 체하여 기오염을 감소시키는 기환경개선효

과 등의 정  효과를 갖는 동시에 산간지역에 설치됨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경 훼손, 생태계 괴, 소음 공해 등의 부정 인 효과를 수

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풍력단지를 다양한 속성들을 갖는 집합 인 상품

으로 보아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용할 수 있다.

풍력단지 건설에 따른 개개인의 인식은 나이, 성별, 교육, 소득, 풍력

단지에 한 인지도 등 사회경제  조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하게 

추출된 표본 집단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 인 추론이 가능하

다. 풍력단지의 속성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에 지 국산화, 기오염 

개선, 생태계에 미치는 향, 풍경에 미치는 향으로 5가지를 감안하

고, 각 속성에 한 수 은 ‘크다’ 혹은 ‘작다’로 설정하 다. 직교성검사

(Orthogonality test)를 통해 이들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15개의 카드

를 선별하고 이를 각 5개의 세트로 구성하 다. 즉 각 안카드세트는 3

개의 안카드를 포함하게 되고 응답자들은 이에 해 선호하는 순서

로 1,2,3 로 순 를 매기도록 하 다. 즉 15장의 독립된 안 카드를 작

성하고, 각 카드별로 안들을 3가지 설정하여 각 안에 한 순 를 

매기도록 하 다. 1~3 의 순  자료는 순 로짓모형(rank ordered 

logit)을 사용하 다.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은 3개의 안 가운

데 하나만을 선택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순 로짓 자료에서 1 를 선택

한 경우만 데이터에 포함시켜 다항로짓모형을 용하 다.

한 속성  수 별 선택집합에 한 응답자의 지불용의액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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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사  포커스 그룹을 조직하 다.

나. 제1차 비설문

2007년 5월 25일 경상북도 덕군 덕읍 창포리에 치한 덕풍력

발 단지를 직  방문하여 방문객  지역주민, 그리고 발 단지 운 자

에게 제1차 비설문을 실시하 다. 덕풍력발 단지에 해 간략히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0월~2005년 4월 동안 유니슨에 의해 총 설

치용량 39.6MW(1.65MW  24기)가 산꼭 기에 설치되었다[그림 5-1].

총공사비는 675억원이었고, 2005년 3월부터 인근 2만 가구에게 연간 

96,680MWh가 공 되기 시작했다. 풍력발 단지에 의해 직  향을 받

는 마을은 창포리, 삼계리, 탄리로 창포리는 총 201세  438명, 삼계리

는 39세  67명, 탄리는 60세  117명이 거주하고 있다. 설문에 앞서 

마을 이장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풍력단지 건설이 마을에 미치는 향

에 해 다음과 같이 답하 다. 첫째 2005년 건설된 이후로 차 인근

에 서식하던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밤에 풍력단지에

서 들리는 소음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둘째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불빛으로 인해 정치망을 이용하여 잡는 숭어나 방어가 흩어진다고 하

다. 한 도로 확장으로 인해 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여 미역건조에 나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반면에 풍력단지의 정 인 측면으로는 우선 

산업자원부에서 보상 액으로 매년 3천만원이 마을별로 분배되며, 개발

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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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경상북도 덕에 설치된 풍력발 단지 이미지 

1차 비설문조사는 풍력단지 운 자, 풍력단지 람객, 마을 주민 등 

총 6명에게 실시하 다. 되도록이면 다양한 연령과 남녀 성비를 감안하

다. 설문에 이용된 속성들로는 첫째,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FAUNA), 둘째, 주변 풍경에 미치는 향(SCENE), 셋째, 소음, 빛반사, 

그림자 등 개별  향(DAMAGE), 넷째, 비용속성(PRICE)으로 사업에 

따른 추가비용 조달을 한 투자액을 선택하 다. 투자액은 1,2,3,4만원

을 선정하 고, 각 속성별 수 은 ‘효과가 있다’ 혹은 ‘없다’로 하 다.

선호순  자료를 이용한 순 로짓모형(rank-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풍력단지가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클수록 선호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경 에 미치는 향이 클수록 , 개별  향들이 증가할수록, 구매해

야하는 투자액이 커질수록 선호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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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용의액은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 

53,186원으로 추정되었고, 다음이 개별  피해로 30,964원, 경 에 미치

는 향이 상 으로 가장 은 21,609원으로 추정되었다.

변수 추정계수 표 편차 b/St.Er. P[|Z|>z] 지불용의액

FAUNA -1.4453 0.3299 -4.3820 0.0000 53,186 

SCENE -0.5872 0.3140 -1.8700 0.0614 21,609 

DAMAGE -0.8414 0.3242 -2.5960 0.0094 30,964 

PRICE -0.2717 0.1030 -2.6400 0.0083 -

<표 5-1> 순 선택법에 의한 1차 비설문분석 결과

다음으로 다항선택법에 의한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속성이 선호에 미치는 향은 순 선택법과 같은 부호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기 해 개별 응

답자는 최  41,849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순 선택법

에 비해 낮은 지불용의액을 보 다. 그리고 순 선택법에서의 결과와 달

리, 개별 인 향보다는 경 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기 한 지불용

의액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경 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기 한 지

불용의액은 17,874원이며, 개별 인 향을 감소시키기 한 지불용의액

은 11,611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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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계수 표 편차 b/St.Er. P[|Z|>z] 지불용의액

FAUNA -2.1077 1.0964 -1.9220 0.0545 41,849 

SCENE -0.9002 0.5628 -1.5990 0.1097 17,874 

DAMAGE -0.5848 0.4614 -1.2680 0.2050 11,611 

PRICE -0.5037 0.2694 -1.8690 0.0616 

<표 5-2> 다항선택법에 의한 1차 비설문분석 결과

1차 비설문 결과 지불용의액을 개별 투자액 규모로 질문할 경우 주

식가격 상승에 따른 기 편익과 혼돈을 일으켜 지불수단으로 부 합하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한 풍력단지가 건설된 지역에서의 가상 

상황에 한 설문조사는 실제 풍력단지와 혼란을 야기하므로 풍력단지

가 건설된 지역의 주민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제외하기로 하 다.

다. 포커스 그룹

제2차 비설문에 앞서 설문문항의 성, 응답자의 이해도, 보기카

드에 기입될 비용의 범 를 설정하기 해 포커스 그룹을 조직하 다. 

다양한 소득과 나이, 직업, 성별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에 한 설문조사

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하기 해 설문

이 끝난 후 답례품이 지 됨을 미리 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응답

자들은 비교  성실히 질문에 답하 다. 포커스 그룹에서 나타난 가장 

요한 정보는 구성원들이 풍력발 단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불가분성(non-separability)을 갖는다는 사실을 주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풍력발 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은 분리할 수 

없지만 응답자들은 편익과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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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편익과 비용 시나리오하에서 풍력

발 단지를 건설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부담 의 형태로 지

불할 경우 최  지불용의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답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체로 월 지불액이 1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비설문 

 본 설문에서 사용될 지불용의액의 범 는 2, 4, 6, 8천원으로 결정되

었다.

라. 제2차 비설문

제2차 비설문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상으로 50부를 2007년 8월 9일~10일의 2일간 실시하 다. 이때 문 설

문조사기 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고 면 방식을 선택하

다. 속성별 보기카드를 제시하기 에 응답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해 

풍력단지  경험, 신재생에 지에 한 인지, 에 지 기 문제에 

한 응책, 풍력단지와 연 된 속성별 요도 등을 질문하 다. 이어서 

다섯 개의 안카드세트를 제시하면서 3개의 안카드에 해 각 카드

별로 1,2,3순 를 선택하도록 유도하 다. 카드 선택 후 응답자의 직업, 

나이, 성별, 소득, 가족 수, 교육수  등 사회-경제  변수들과 련된 질

문들을 추가 으로 하 다. 설문지의 핵심이 되는 속성은 1차 비설문

조사와 포커스 그룹의 의견을 반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응답자에게는 각각의 효과가 편익인지 비용인지에 해 선입 을 갖

지 않도록 최 한 립 인 설명을 하기 해 노력하 다. 아래 표와 더

불어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해 시각보조자료를 함께 제시하 다. 

지역경제 활성화, 에 지 국산화, 기오염 개선효과 등은 굳이 시각자

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응답자가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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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에 미치는 향이나 주변풍경에 미치는 향들은 시각자료 없이 

응답자가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상되어 다음과 같은 

사진자료를 제시하 다.

향성 수 내      용

지역경제 활성화

(ECONOMY)

크다(1) 풍력발 으로 도로건설, 활성화 등을 기

할 수 있음.작다(0)

에 지 국산화

(ENERGY)

크다(1) 기존의 화석에 지는 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왔으나, 풍력발 으로 에 지 자 이 가능해짐.작다(0)

기오염 개선

(AMENITY)

크다(1) 풍력발 은 청정에 지로서 기오염문제를 일

으키는 화석에 지에 의한 발 을 체하여 

기환경을 개선함작다(0)

생태계에 미치는 

향

(ECOSYS)

크다(1)
풍력발 기 건설로 동식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

성.
작다(0)

주변 풍경에 

미치는 향

(VIEW)

크다(1) 풍력 발 기가 건설되면 지역의 풍경이 달라질 

가능성
작다(0)

부담

(COST)

2천원, 4천원, 

6천원, 8천원

풍력발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괴문제, 지역

주민 보상요구 등 추가 인 비용에 한 매월 

부담

<표 5-3> 풍력단지의 속성과 수 (2차 비설문조사)

풍력단지가 동식물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향은 시각화하기가 쉽지 

않아 풍력단지 로 철새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실제로도 지나가는 새들이 풍력발 기에 의해 피해를 입는지에 해서

는 과학 으로 뚜렷이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생태계에 미

치는 향에 해서는 보다 과학 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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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풍력단지가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그림 5-3] 풍력단지가 건설되기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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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풍력단지가 건설된 후의 경

총 50명에 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 하여 1차 비설문분석과 마찬

가지로 순 선택법과 다항선택법에 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순  선택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

역경제 활성화, 에 지 국산화, 기질 개선효과가 클수록 풍력단지 건

설에 한 선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통계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

다. 반면에 생태계에 미치는 향이나 경 에 미치는 효과가 클수록 선

택가능성이 낮게 나타났고, 통계  유의성도 낮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

들은 풍력단지 건설과 생태계, 경 에 미치는 향은 별로 상 성이 없

다고 여기거나 향을 미친다 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속성별 가치(implicit prices of attributes)들을 평가해 보면, 우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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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에 지 국산화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질 개

선효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순이었다. 반면에 생태계에 미치는 

향(연간 5,231원)에 비해 경 에 미치는 향을 이는 데에 한 지불

용의액(연간 7,268원)이 더 높게 나타나 2차 비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들이 경 에 미치는 부정  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끝으로 부담 에 한 추정계수의 부호가 (-)로 나타나 부담 이 클

수록 선호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속성들의 가치를 합한 풍력단지의 총합  외부가치는 연간 

86,396원으로 나타났다. 즉, 풍력단지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태

계와 경 에 미치는 부정 인 향에 비해 다양한 외부  편익이 더 크

며 풍력단지 건설을 해 추가 으로 연간 8.6만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추정계수 표 편차 t-value p-value
월 WTP 

(원)
wtp(연간)

ECONOMY 0.3038 0.1288 2.3590 0.0183 1,107 13,289 

ENERGY 1.3107 0.1305 10.0410 0.0000 4,778 57,331 

AMENITY 0.6464 0.1331 4.8580 0.0000 2,356 28,275 

ECOSYS -0.1196 0.1292 -0.9260 0.3545 -436 -5,231 

VIEW -0.1662 0.1301 -1.2770 0.2016 -606 -7,268 

COST -0.0003 0.0000 -11.7430 0.0000 86,396 

<표 5-4> 순 선택법에 의한 회귀결과(2차 비설문)

다음으로 다항선택법에 의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속성별 부호는 순 선택법과 동일하 고, 순 선택법에서는 생태계와 경

에 미치는 향의 통계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다항선택법에서

는 기질 개선효과와 생태계에 미치는 향의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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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응답자들은 풍력단지건설과 기질 개선사이에 상 성이 별로 없다

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속성별 지불용의액을 계산하면 에

지 국산화가 가장 큰 가치를 가지며, 순 선택법에서 기질 개선효과

가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갖는 반면, 다항선택법에서는 지역경제 활성

화가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비용과 편익을 

포함한 풍력단지 건설의 순사회  가치는 연간 64,701원으로 나타나 순

선택법에 비해 낮은 지불용의액을 보 다.  

변수 추정계수 표 편차 t-value p-value
월 WTP 

(원)
wtp(연간)

ECONOMY 0.781 0.261 2.989 0.003 1,919 23,026

ENERGY 1.709 0.272 6.291 0.000 4,200 50,396

AMENITY 0.388 0.374 1.038 0.299 953 11,438

ECOSYS -0.233 0.265 -0.876 0.381 -572 -6,863

VIEW -0.451 0.239 -1.887 0.059 -1,108 -13,295

COST -0.000 0.000 -4.766 0.000 64,701

<표 5-5> 다항선택법에 의한 회귀결과(2차 비설문)

1,2차 비설문 결과를 비교해보면, 1차 비설문결과에서는 생태계에 

한 향 속성의 지불용의액이 경 에 한 향 속성의 지불용의액보

다 높게 나왔으나, 2차 비설문 결과에서는 경 에 한 지불용의액이 

생태계에 한 지불용의액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설문조사는 

추출된 표본수가 어 이를 통계 으로 유의한지를 알기 해서는 충분

한 표본수가 확보되는 최종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

2. 최종 설문 설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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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설문 설계  상

1차와 2차 비설문, 그리고 포커스 그룹 운 을 통해 설문 시 보완사

항을 고려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 다. 총 500부의 유효 설문지를 획

득하 으며, 면 에 의해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 다. 설문조사원들

은 문설문기 에서 유의사항에 한 교육 후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 등 국 7개 도시와 강원, 경북 지역에 분산되어 설

문을 실시하 다. 도시와 농어  지역을 구분한 이유는 거주지의 환경

에 의해 지불용의액이 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함이다. 즉, 농어  

지역의 경우 규모 풍력단지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 직 인 편익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간 인 편익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에서 두 그룹간의 지불용의액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강원과 경북지역은 규모 풍력단지가 많이 건설되

어 있고, 향후 풍력단지가 규모로 건설될 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들

의 주민들은 풍력단지 건설로 인해 직 인 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

다. 이들 그룹 사이에 풍력단지 건설의 직 인 향과 간 인 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악함으로써 향후 풍력단지 건설계획

에 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최종 설문지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풍력발 에 한 

인지도, 신재생에 지에 한 인지도, 고유가 상황에 처하기 한 정

책들의 상  요도에 한 인식, 풍력단지와 련된 속성별 요도에 

한 인식 등에 해 질문하도록 하 다. 비설문 떄와 마찬가지로 직

교성검사를 통해 이들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15개의 카드를 선별하고 

이를 5개의 세트로 구성하고 각 세트에 포함된 3개의 카드에 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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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 를 매기도록 하 다. 최종 설문에 한 분석에서도 1~3 의 순

 자료는 순 로짓모형(rank ordered logit)을 사용하 으며, 순  자료

 1 로 선택된 안만을 상으로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을 

용하 다. 구체 인 속성들에 한 설명과 수 은 2차 비설문과 같

다. 끝으로, 응답자의 나이, 소득, 직업, 가구 내 가족 수, 교육 정도 등 

사회-경제  변수들에 한 질문을 포함하 다.

나. 분석결과

1) 기  통계 분석 결과

연령은 20 가 24%, 30  27%, 40  26%, 50  이상이 24% 고, 가

구주가 43%, 비가구주가 57%를 차지하 다. 가구 체 소득이 300만원 

이하가 49%, 300만원 이상이 51%를 차지하 고, 동거 가족수가 3명 이

하가 72%, 4명 이상이 28%를 차지하 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6%, 학교 재학 이상이 44%를 차지하 다. 풍력 발 소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해서는 92%가 풍력발 에 해 알고 있었고, 풍력 발

소 방문 경험에 해서는 42%가 방문 경험이 있었다. 신․재생에 지에 

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해서는 75%가 인식하고 있었다.

고유가 상황을 해결하기 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요도

를 묻는 질문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에 지 효

율향상 정책이 매우 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7% 고, 둘째, 신․재

생에 지와 같은 체에 지 개발정책이 매우 요하다고 답한 경우

는 64% 으며, 셋째, 에 지 소비를 감시키는 정책이 매우 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56% 고, 해외 에 지 자원개발 정책이 매우 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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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경우는 48% 다. 따라서, 여러 정책 가운데 신․재생에 지 등 

체에 지 개발정책이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설문조사기 에 잘 보이기 

해, 혹은 다른 이유로 략  행 를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컨조인트 분석기법의 장 은 이러한 략  행 를 하기 어렵도록 순차

 단을 할 수 없게 보기카드를 구성함으로써 략  행 에 의한 편

의를 사 에 제거한다는 데에 있다.

풍력발  단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의 요도에 한 평가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력단지가 건설됨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요

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2% 고, 둘째, 풍력발 에 따른 에 지 국산화

가 매우 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54% 으며, 셋째, 풍력발 이 기오

염을 개선하는 것에 한 요도를 묻는 질문에 해서는 61%가 매우 

요하다고 답하 다. 넷째, 풍력단지가 동식물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46%가 매우 요하다고 답하 고, 다섯째, 풍력단지 

건설이 주변 경 에 미치는 향의 요성에 해서는 32%만이 매우 

요하다고 답하 다. 따라서, 풍력단지 건설이 갖는 상 인 외부편익

에 해서는 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상 인 

외부비용에 해서는 덜 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각 보기카드별로 부여한 순 에 해 분석을 해보면, 5개의 

보기카드에 해 3가지 유형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해 부담 을 제

시하 더니, 가장 부담 이 은 유형을 1순 로 선택한 경우가 모든 보

기카드에서 우월 략으로 나타났다. 즉 를 들어 보기카드 A에서 3가

지 상황들에 한 부담 은 4천원, 2천원, 8천원이었다면 2천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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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을 1순 로 꼽은 경우가 55%로 나타났으며, 다른 보기카드에

서도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 다. 이것은 상황에 계없이 항상 최  부

담액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다. 즉,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

별 응답자가 여러 가지 속성들을 종합 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하기보다

는 최소 부담액이라는 한 가지 기 에 의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편의의 존재 가능성은 향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카드별 안 A-2 B-1 C-2 D-1 E-2

1순 59.2 68.6 57.4 71.4 73.8

2순 33.6 22.0 26.0 18.0 21.2

3순 7.2 9.4 16.6 10.6 5.0

<표 5-6> 보기카드별 최소 부담액을 갖는 안들의 순 별 통계(%)

2) 회귀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가) 속성만을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응답자로 하여  각 보기카드별로 1,2,3순 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결

과를 이용하여 모형추정을 한 결과,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수

록 높은 순 를 부여했으며, 지역경제활성화가 작은 경우에서 큰 경우로

의 개선에 한 지불용의액은 연간 9,283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에

지 국산화 효과가 클수록 높은 순 를 부여했고, 이때의 연간 지불용

의액은 24,775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풍력발 의 효과 가운데 가장 

요한 편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풍력발 이 기오염 개

선에 기여하는 효과는 응답자들이 개선효과가 높을수록 높은 순 를 부

여하지 않고, 기오염을 게 유발할수록 높은 순 를 부여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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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답하여 (-) 부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기 통계 분석

에서 응답자의 61%가 풍력발 으로 인한 기오염개선효과가 매우 요

하다고 답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기오염개선 효과에 한 지불용의

액은 연간 3,684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 에 미치는 효과는 작을

수록 높은 순 를 선택하 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간 지불용의액은 -1,068원으로 나타나 비용으로 인식되었다.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한 속성의 추정계수의 부호는 기 했던 것과 

반 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변수 계수 표 편차 t-value P-value WTP(월) WTP(연)

ECONOMY 0.327266 0.043 7.545 0.000 774 9,283

ENERGY 0.873420 0.042 20.946 0.000 2,065 24,775

AMENITY -0.129894 0.042 -3.073 0.002 307 3,684

ECOSYS* 0.207407 0.042 4.944 0.000 490 5,883

VIEW -0.037638 0.041 -0.908 0.364 -89 -1,068

COST -0.000423 0.000 -54.352 0.000 42,558

<표 5-7> 순 선택법에 의한 속성에 한 회귀분석결과(최종 설문)

순  선택법의 결과를 다항선택법과 비교하기 해, 응답자들의 순

별 선택에 해 오직 1순 만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귀분석을 실

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수록 선택확률이 높아지며, 지불용의

액은 연간 14,374원으로 나타났다. 에 지 국산화 효과에 한 지불용의

액은 29,955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오염효과는 풍력단지가 기오염을 덜 유발할수록 선택확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지불용의액은 2,972원으로 나타나 가장 낮

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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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 효과는 을수록 선택확률이 높아

지며, 지불용의액은 -6,155원으로 나타났다. 순 선택법과 마찬가지로 생

태계에 미치는 향에 한 추정계수의 부호는 기 와 반 로 나타났다. 

따라서, 속성들만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에서는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한 변수를 설명에서 제외하고, 추가 인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변수 계수 표 편차 t-value P-value WTP(월) WTP(연)

ECONOMY 0.576727 0.088 6.551 0.000 1,198 14,374

ENERGY 1.201886 0.081 14.916 0.000 2,496 29,955

AMENITY -0.119247 0.122 -0.979 0.328 248 2,972

ECOSYS 0.143339 0.086 1.662 0.096 298 3,572

VIEW -0.246948 0.080 -3.103 0.002 -513 -6,155

COST -0.000481 0.000 -17.122 0.000 44,719

<표 5-8> 다항선택법에 의한 속성에 한 회귀분석결과(최종 설문)

(나) 사회-경제  변수별 차이에 한 분석결과

a) 지역별 차이를 감안한 회귀 결과

순  선택모형을 용하여 응답자의 설문 데이터를 회귀분석한 결과 

도시 거주자나 강원  경북 지역 거주자 모두 생태계에 한 향 

변수나 경 에 한 향변수의 계수부호가 상과 반 로 나타나 고려

상에서 제외하 다.9) 다항선택법에 의한 회귀결과, 도시 거주자의 

설문 데이터는 여 히 생태계에 한 향 변수의 계수부호가 반 로 

9) 어느 모형이 설명력이 더 우수한가라는 에 해서는 일반 으로 로그우도값을 통

해 검정을 한다. 그러나 이는 같은 자료를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 사용가능한 방법으

로 사용된 변수나 표본이 달라지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는 각 그룹별로 나

어 분석하고 있으므로 사용되는 표본이 달라 로그우도값을 통한 비교를 사용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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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나, 강원  경북지역 거주자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생태계와 

경  변수 모두 올바른 부호를 나타냈다. 따라서 응답자의 속성별 지불

용의액을 강원  경북지역 거주자만에 해 계산한 결과는 <표 5-11>

과 같다. 에 지 국산화에 한 지불용의액이 연간 27,21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오염 감효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경 에 한 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

이 생태계 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보다 높은 9,331원으

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이 경 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총편익은 

45,151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비용보다는 편익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 선택법

샘 구분 서울 기타 도시 지역 강원  경북지역

변수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200 0.059 3.402*** 0.532 0.065 8.144***

ENERGY 0.956 0.056 16.99*** 0.779 0.063 12.335***

AMENITY -0.087 0.057 -1.525 -0.216 0.064 -3.398***

ECOSYS 0.378 0.057 6.624*** 0.005 0.063 0.076

VIEW 0.005 0.056 0.087 -0.108 0.063 -1.733**

COST 0.000 0.000 -44.897*** 0.000 0.000 -31.029***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9> 순 선택법에 의한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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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선택법

샘 구분 서울 기타 도시 지역 강원  경북지역

변수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276 0.115 2.396** 0.963 0.149 6.457

ENERGY 1.317 0.112 11.808 1.119 0.124 9.009

AMENITY 0.159 0.167 0.951 -0.430 0.188 -2.283**

ECOSYS 0.431 0.106 4.062 -0.274 0.157 -1.742*

VIEW -0.149 0.109 -1.365 -0.381 0.121 -3.137***

COST 0.000 0.000 -14.400 0.000 0.000 -9.331***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10> 다항선택법에 의한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

변수 월WTP(원) 연WTP(원)

ECONOMY 1,951 23,410

ENERGY 2,268 27,212

AMENITY -870 10,445

ECOSYS -555 -6,663

VIEW -771 -9,252

COST 2,022 45,151

<표 5-11> 다항선택법에 의한 강원  경북지역 지불용의액

b) 소득별 차이를 감안한 회귀 결과

소득별 차이에 한 모형에서도 순 선택법 모형은 소득계층에 계

없이 생태계에 한 향 변수의 계수부호가 기 와 반 로 나타나 분

석결과에서 제외하 다. 다항선택법에서는 가구소득 월 3백만원 이하 응

답자의 경우 생태계에 한 향변수의 계수부호가 역시 기 와 반 로 

나타나 제외되었고, 가구소득 월 3백만원 이상인 응답자에 한 회귀결

과는 모두 올바른 부호를 나타내어 결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생태계에 

한 향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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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는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의 응답자에 한 지불용의액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  경북지역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에 지 국산화 

효과에 한 지불용의액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오염

감효과에 한 지불용의액이 그 뒤를 이었다. 한, 경 에 한 향

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이 생태계에 한 향을 감소시키

는 것보다 높은 지불용의액을 나타내었다. 강원  경북지역 응답자에 

비해 체로 낮은 지불용의액을 나타내어 연간 총 편익이 40,864원으로 

나타났다.

순 선택법

샘 구분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변수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451 0.061 7.444*** 0.207 0.063 3.315***

ENERGY 0.792 0.058 13.583*** 0.967 0.060 16.097***

AMENITY -0.077 0.059 -1.296 -0.192 0.061 -3.151***

ECOSYS 0.256 0.058 4.379*** 0.154 0.061 2.537

VIEW -0.077 0.058 -1.330 -0.001 0.060 -0.011

COST 0.000 0.000 -35.098*** 0.000 0.000 -42.044***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12> 순 선택법에 의한 소득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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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선택법

샘 구분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변수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564 0.115 4.886*** 0.662 0.145 4.554***

ENERGY 1.030 0.107 9.596*** 1.426 0.128 11.165***

AMENITY 0.037 0.167 0.221 -0.315 0.183 -1.726*

ECOSYS 0.256 0.107 2.395** -0.059 0.155 -0.377

VIEW -0.188 0.110 -1.711 -0.340 0.118 -2.876***

COST 0.000 0.000 -11.807*** -0.001 0.000 -11.460***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13> 다항선택법에 의한 소득별 회귀분석 결과

변수 월WTP(원) 연WTP(원)

ECONOMY 1,124 13,492 

ENERGY 2,423 29,072 

AMENITY 536 6,431 

ECOSYS -100 -1,195 

VIEW -578 -6,937 

COST 3,405 40,864 

<표 5-14> 다항선택법에 의한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응답자의 지불용의액

c) 연령별 차이를 감안한 회귀 결과

순  선택법  다항선택법 모두에서 생태계에 한 향변수의 부호

가 기 와 반 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는 속성별 

지불용의액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하 다<표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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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선택법

변수
40세 미만 40세 이상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371 0.060 6.236*** 0.279 0.064 4.391***

ENERGY 0.925 0.058 16.022*** 0.814 0.061 13.451***

AMENITY -0.168 0.058 -2.877*** -0.072 0.062 -1.170

ECOSYS 0.152 0.058 2.635*** 0.271 0.061 4.431***

VIEW -0.105 0.057 -1.838* 0.040 0.060 0.665

COST 0.000 0.000 -37.082*** 0.000 0.000 -39.769***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15> 순 선택법에 의한 나이별 회귀분석 결과

다항선택법

변수
40세 미만 40세 이상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473 0.117 4.053*** 0.711 0.137 5.189***

ENERGY 1.239 0.111 11.168*** 1.176 0.119 9.876*** 

AMENITY 0.061 0.166 0.369 -0.327 0.181 -1.805* 

ECOSYS 0.128 0.111 1.157 0.132 0.139 0.947 

VIEW -0.227 0.108 -2.095** -0.278 0.118 -2.350** 

COST 0.000 0.000 -12.006*** -0.001 0.000 -11.896***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16> 다항선택법에 의한 나이별 회귀분석 결과

d) 교육별 차이를 감안한 회귀 결과

순 선택법에 의한 회귀분석결과 생태계에 미치는 향 변수의 계수

부호가 기 와 반 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다항선택법에서 

학졸업 이상 응답자의 경우 모든 변수가 상과 일치하는 부호를 가졌

으나, 생태계에 미치는 향 변수와 기오염 감 변수가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불용의액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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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선택법

변수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교 재학 이상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296 0.060 4.892*** 0.378 0.063 6.003***

ENERGY 0.869 0.057 15.113*** 0.880 0.061 14.392***

AMENITY -0.178 0.059 -3.043*** -0.067 0.062 -1.086 

ECOSYS 0.307 0.058 5.251*** 0.097 0.061 1.600 

VIEW -0.036 0.057 -0.635 -0.054 0.061 -0.889 

COST 0.000 0.000 -45.327*** 0.000 0.000 -31.082***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17> 순 선택법에 의한 학력별 회귀분석 결과

다항선택법

변수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교 재학 이상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572 0.125 4.570*** 0.579 0.124 4.649***

ENERGY 1.124 0.111 10.140*** 1.292 0.119 10.855***

AMENITY -0.284 0.172 -1.652* 0.084 0.176 0.479

ECOSYS 0.267 0.123 2.168** -0.001 0.121 -0.010

VIEW -0.247 0.112 -2.198** -0.250 0.114 -2.184**

COST -0.001 0.000 -13.403*** 0.000 0.000 -10.509***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18> 다항선택법에 의한 학력별 회귀분석 결과

e) 풍력에 한 인식 차이를 감안한 회귀 결과

순 선택법에 의한 회귀분석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향 변수나 경

에 한 향 변수의 부호가 상과 반 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되었

다. 다항선택법의 경우 풍력단지 무경험자의 경우에도 기오염 감 효

과 변수와 생태계에 한 향 변수의 부호가 반 로 나타나 제외되었

다. 풍력단지 유경험자의 경우 모든 변수가 올바른 부호를 나타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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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유의도도 모두 높게 나타나 지불용의액을 계산에 포함시켰다.

풍력단지 유경험자에 있어 각 속성의 지불용의액의 분포는 강원  

경북지역 응답자와 유사한 패턴과 크기를 보 다. 즉, 가장 높은 편익은 

에 지 국산화 효과로서 29,232원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

화 효과와 기오염 감효과가 그 뒤를 이었다. 경 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기 한 지불용의액은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기 

한 지불용의액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지불용의액은 연간 45,985원으로 

추정되었다.

순 선택법

변수
풍력단지 무경험자 풍력단지 유경험자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256 0.059 4.355*** 0.436 0.065 6.703***

ENERGY 0.805 0.056 14.315*** 0.928 0.063 14.808***

AMENITY 0.050 0.058 0.866 -0.329 0.063 -5.206***

ECOSYS 0.388 0.057 6.810*** 0.004 0.063 0.068 

VIEW 0.005 0.056 0.090 -0.082 0.062 -1.313 

COST 0.000 0.000 -42.346*** 0.000 0.000 -34.186***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19> 순 선택법에 의한 풍력단지 경험여부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제5장 풍력발 의 속성별 가치 추정 119

다항선택법

변수
풍력단지 무경험자 풍력단지 유경험자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297 0.114 2.606*** 0.990 0.160 6.183***

ENERGY 1.129 0.109 10.370*** 1.350 0.133 10.160***

AMENITY 0.240 0.166 1.445 -0.582 0.192 -3.030***

ECOSYS 0.457 0.103 4.423*** -0.364 0.177 -2.064 

VIEW -0.111 0.109 -1.018 -0.434 0.123 -3.524 

COST 0.000 0.000 -14.014*** -0.001 0.000 -9.341***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20> 다항선택법에 의한 풍력단지 경험여부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변수 월WTP(원) 연WTP(원)

ECONOMY 1,787 21,440 

ENERGY 2,436 29,232 

AMENITY 1,049 12,589 

ECOSYS -657 -7,886 

VIEW -782 -9,390 

COST 3,832 45,985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21> 다항선택법에 의한 풍력단지 유경험자 응답자의 지불용의액

f) 체에 지 개발에 한 인식 차이를 감안한 회귀 결과

체에 지 개발이 고유가 기에 응하기 해 요한 정책이라고 

답한 응답자와 그 지 않은 응답자를 더미변수로 구분하고 이에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순 선택법에서 생태계에 한 향 

변수 혹은 경 에 미치는 향 변수의 부호가 상과 반 로 나타나 분

석결과에서 제외되었다. 다항선택법에서는 체에 지 개발이 덜 요하

다고 응답한 경우의 부호는 올바르게 나타났으나, 기오염 감효과와 

생태계에 한 향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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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발이 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생태계에 한 향 변수가 반 부

호를 나타내 지불용의액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순 선택법

변수
체에 지 개발이 덜 요함 체에 지 개발이 요함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Y 0.374 0.073 5.109*** 0.303 0.054 5.622***

ENERGY 0.955 0.070 13.685*** 0.832 0.052 15.987*** 

AMENITY -0.222 0.071 -3.135*** -0.078 0.053 -1.484 

ECOSYS 0.238 0.070 3.381*** 0.191 0.052 3.662***

VIEW 0.019 0.070 0.269 -0.067 0.052 -1.299 

COST 0.000 0.000 -34.051*** 0.000 0.000 -42.404***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22> 순 선택법에 의한 체에 지 개발의 요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다항선택법

변수
체에 지 개발이 덜 요함 체에 지 개발이 요함

계수 st. dev. t-value 계수 st. dev. t-value

ECONOM

Y
0.721 0.171 4.208*** 0.531 0.105 5.065***

ENERGY 1.356 0.149 9.106*** 1.139 0.097 11.700***

AMENITY -0.216 0.214 -1.012 -0.087 0.150 -0.583 

ECOSYS -0.023 0.183 -0.125 0.193 0.099 1.945*

VIEW -0.239 0.138 -1.727* -0.265 0.098 -2.697***

COST -0.001 0.000 -9.454*** 0.000 0.000 -13.873***
 ***1% 유의수 , **5% 유의수 , *10% 유의수

<표 5-23> 다항선택법에 의한 체에 지 개발의 요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다) 변수별 교차항을 감안한 회귀분석 결과

속성에 한 회귀모형에서 지역변수, 교육, 연령, 나이, 풍력단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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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체에 지 개발 요성 변수 등을 교차항으로 포함시켜 각각 회

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10) 그러나 모든 경우 일부 변수의 부호가 반

로 나타나거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불용의액 계

산에서 제외되었다.11) 

10) 계량경제학으로는 개인특성으로 인한 차이를 고려함에 있어 앞서 실시한 그룹세분

화 분석보다는 이와 같이 교차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세분화 분석이 정량 인 지불용의액, 그룹간의 차이를 보다 명백히 보여  수 

있으므로 본 연수에서는 그룹세분화 방식의 결과를 우선 으로 제시하고 있다. 

11) 보다 자세한 각 경우별 회귀결과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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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정책  함의

1. 결 론

풍력단지는 청정에 지로서 지구 온난화에 한 응수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부분의 에 지를 수

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에 지 안보에도 일조를 한다. 그러나, 풍

력단지가 거주지 가까이에 설치될 경우 소음이나 빛반사, 그늘, 주  

등의 부정 인 외부효과를 수반하여 님비시설화 될 수 있다. 가까운 사

례로 술했듯이 제주도 난산지역은 풍력단지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와 

건설회사간의 갈등으로 풍력단지 건설이 단된 바 있다. 

한편, 풍황때문에 풍력단지는 산간지역에 지속 으로 건설되어왔고 향

후에도 이런 사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간지역에 건설될 

경우,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나 객 증가 등 정 인 측

면도 있으나, 개발에 따른 생태계 교란, 주변 경  훼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사례 분석을 살펴보면 우선 스페인의 경우 요 생태보존지역인 

La Plana지역에 풍력발 소가 건설될 경우 동식물에 미치는 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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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하는 데에 한 지불용의액을 컨조인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식물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하는 것

에 한 지불용의액은 연간 43,652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경 에 

한 향을 최소하기 한 지불용의액은 42,757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코틀랜드 사례에서는 수력, 육상  해상풍력, 바이오매스를 

상으로 경 이나 동식물에 미치는 향과 같은 부정  속성뿐만 아니

라 고용증가와 같은 정  속성에 한 지불용의액도 질문하 다. 동식

물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하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은 단순모형이 

연간 19,209원, 확장모형이 22,762원으로 나타났고, 경 에 한 향을 

최소하하는 것에 해서는 단순모형에서 14,972원, 확장모형에서 15,390

원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의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풍력발 단지 건설로 인한 동식물

에 한 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이 경 에 한 향

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보다 체로 높게 추정되었다는 것

이다. 물론, 스코틀랜드 사례는 풍력과 함께 다른 신․재생에 지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정결과가 풍력만에 한 가치평가가 아니라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 풍력발 단지가 산간지역에 설치될 경우 기

되는 외부 편익과 외부 비용을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부분가치 혹은 속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에 지 국산화, 기오염 감, 

생태계 교란, 그리고 경 에 한 향을 설정하고, 이들 각각의 속성별 

지불용의액을 도출하 다. 한, 속성  사회-경제  변수들에 한 선

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어떤 변수에 의해 선택이 가장 향을 많이 받는

지 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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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부의 유효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강원  경북지역 거주

자 상과 풍력단지 방문 유경험자 상 회귀분석이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순  선택법에 비해서 다항선택법

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순 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음

을 반 하는 것이다.

속성들의 선택에 한 향력은 에 지 국산화 > 지역경제활성화 > 

기오염개선 > 경 변형 > 생태계 교란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에 지 

국산화 효과가 클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수록, 기오염개선효

과가 클수록 선택 확률이 증가했고, 경 에 미치는 향이 을수록, 생

태계에 미치는 향이 을수록 선택 확률이 높아졌다. 풍력단지가 건설

될 경우 경 이나 생태계에 부정 인 향을 주지만, 부정  효과로 인

한 비용이 정  효과로 인한 편익보다 다면 풍력단지 건설은 사회

으로 순편익을 발생시킨다.

설문 상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해 평가해보면, 도시 거주자 

보다는 강원, 경북 거주자들이 보다 신 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풍력발 단지의 효과가 보다 직 인 지역의 응답자들이 간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도시 거주자들보다 주어진 정보를 합리

으로 이용하여 선택에 이용하 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회귀분석결과 풍력발 단지가 경 과 생태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경 에 한 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이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

액보다 더 높았다. 이는 술한 해외사례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

다. 해외 사례에서는 동식물에 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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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액이 경 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한 지불용의액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도 풍력단지가 설치된 지

역 주민들의 경우 경 에 미치는 향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풍력단지가 주변 환경에서 보기 어려운 경 을 갖고 있어 

오히려 자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나, 어도 

풍력단지와 련된 지역 주민들의 경우 경 을 해하는 인공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경제  변수 가운데 소득이 풍력단지 속성별 가치추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았다. 첫째, 고소득층에 한 회귀분석이 소

득층보다 우수한 분석결과를 보 다. 각 속성별 추정계수의 부호가 기

부호와 일치하며, 유의수 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 학력의 경우 고

학력일수록 지불용의액이 높고, 보다 합리 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셋째, 풍력단지 방문 유경험자의 경우 생태계와 경 에 미치는 

향에 한 지불용의액이 다른 경우들보다 높게 형성되어, 직 인 경

험이 부정 인 속성에 해 보다 요하게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풍력단지 속성별 부분가치를 강원  경북지역 응답자와 풍력단지 유

경험자에 한 회귀분석 결과에 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에

지 국산화에 한 연간 지불용의액은 각각 27,212원, 29,232원이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연간 지불용의액은 각각 21,440원, 23,410원으로 

추정되었다. 기오염 감에 한 연간 지불용의액은 각각 10,445원, 

12,589원으로 추정되었고, 경 훼손을 개선하는 것에 한 연간 지불용

의액은 각각 9,252원, 9,390원으로 나타났고, 생태계 교란을 개선하는 것

에 한 연간 지불용의액은 각각 6,663원, 7,886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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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함의  연구의 한계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속성에 한 가치추정 결과가 어떠한 정책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 지 기 문제를 극복하

기 해 가장 요한 정책은 신재생에 지 보  확 라고 답한 응답

자가 체의 64%로 에 지효율제고 정책(57%), 에 지 소비 약(56%), 

해외자원개발(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이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 지에 한 정부의 보 정책을 매우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음을 뜻하며,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 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둘쨰 어도 풍력단지에 의해 직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

역 주민들은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편익이 있음을 인

식하고 있으며, 부정 인 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도시 등 간 인 향권에 속하는 일반인들은 사회  

비용에 한 인식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반 으로 풍력단

지가 사회  편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이상의 평가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풍력단지를 지속 으

로 확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 체가 아닌 일부 지역을 표본 상으로 사용하

으므로 향후 보다 범 한 규모의 조사가 필요할 것임을 지 해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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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본 연구결과는 풍력발 에 의해 생산된 녹색 력(green 

electricity)에 해 일반 력보다 높은 가격을 자발 으로 지불할 것을 

유도하는 로그램인 녹색구매제도(green pricing)를 실시하는 근거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기존 

력생산에 해 신․재생에 지로 생산된 력을 녹색 력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로 하여  리미엄이 붙는 녹색 력에 해 부담의사가 있는지 

악하여 부담의사가 있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력요 을 지불하도록 

하는 녹색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기 으로 재생가능 력 

의무구매제도로 가기 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컨조인트 분석기법은 원래 시장에서 신상품이 출시되기 에 잠재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속성조합을 제시하고 이에 한 지불용의액을 묻

기 해 이용되는 것이며, 최근 들어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이를 용하

기 시작하여 다양한 환경재화들의 속성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재화를 평가하기 한 기법을 풍력단지의 

향과 같은 비시장 재화를 평가하는 데에 용 가능한지는 분명하지 않

다. 부분의 소비자들은 풍력이나 기타 신․재생에 지가 갖고 있는 외

부효과에 해서 잘 모를뿐더러, 기존에 해보지 못한 속성들 즉 풍력

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에 지 국산화 효과, 기오염 감효

과, 생태계 교란 효과, 경 효과 등의 정보를 면 원들의 설명이나 사진

을 통해서만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소비자들

의 경우에는 속성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어진 정보 가운데 이해가능한 

정보만 이용할 것이다. 를 들어, 풍력이 갖고 있는 외부효과를 감안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담 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최소 부담 만

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가 될 것이다. 이 게 되면 체 혹은 일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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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은 논리 인 부호값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래하여, 속성들의 

가치가 합리 인 값이 될 수 없다.

컨조인트 분석기법은 임의가치 추정법에 비해 속성별 가치를 도출할 

수 있고, 략  행동이나 가상  편의 등 다양한 편의를 제거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지만, 상기에 기술했듯이 무 많은 안이나 속성, 수

이 정보로 주어지면 응답자들이 선택하기 해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주요 설명변수들이 기  부호와는 반  부호를 나타내 모형 자체

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12) 이런 에

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  설문에 이용되는 안 카드를 단순화시켜 

응답자들이 최 한 주어진 정보를 잘 이해하고 선택에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 컨조인트 분석기법에서도 비용에 한 속성을 포함시킬 때 어떤 

범 의 비용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추정된 지불용의액이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에서 출발  편의(starting point bias)를 일으킬 수 있으므

로,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12) 이는 설문자체가 복잡하거나 난해할 경우 이러한 험성이 있다는 것이며, 그 다 

하더라도 시선호 분석에 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상 으로 은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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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비  최종 설문지

가. 풍력발 기 설치에 한설문 조사(1차 비설문)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에 풍력발 기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

니다. 발 기를 설치하려는 업체는 개인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풍력발 기가 설치되면 생산된 력을 팔아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고, 화

력발 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을 인증받아 매함으로써 추가 인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들

은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나 풍력발 기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건설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향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가)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해 동식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지나가는 새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림 설명 추

가)

나)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서 지역의 풍경

이 달라짐 (그림 설명 추가)

다) 풍력발전기가 귀하 거주지 아주 가까이에 설치될 경우 소음,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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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빛반사, 그림자 생성 등의 환경이 변함 (그림 설명 추가)

※ 다음 표는 풍력발 기가 건설될 경우 가능한 향들과 상되는 

펀드가격을 보여 니다. 아래 설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성 수 내용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있다 풍력발 기 건설로 동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없다

주변 풍경에 

미치는 향

있다 풍력 발 기가 건설되면 지역의 풍경이 달

라지는지의 여부없다

소음, 빛반사, 

그림자 등 개별  

향

있다 풍력 발 기가 거주지에 가깝게 설치되어 

발생하는 환경변화의 여부없다

펀드가격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풍력발 사업을 해 공모한 펀드의 가격으

로 생태계 향으로 인한 환경단체의 반발, 

개별  향으로 인한 지역주민 보상요구 

등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

하여 펀드 가격 구성

※ 이러한 향들을 고려할 때 귀하가 만약 풍력발 에 해 주식을 

구매하신다면 주당 가격에 따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해 다음

의 카드들에 해 귀하가 선호하시는 순서 로 순 를 매겨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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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A 질문A-1 질문A-2 질문A-3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없다 없다 있다

주변 풍경에 미치는 향 있다 없다 없다

소음, 빛반사, 그림자 등 개별  향 없다 있다 있다

풍력단지 사업 주식가격 2만원 3만원 2만원

순

SET B 질문B-1 질문B-2 질문B-3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있다 있다 있다

주변 풍경에 미치는 향 있다 있다 없다

소음, 빛반사, 그림자 등 개별  향 있다 없다 없다

풍력단지 사업 주식가격 1만원 3만원 4만원

순

SET C 질문C-1 질문C-2 질문C-3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없다 없다 없다

주변 풍경에 미치는 향 있다 있다 없다

소음, 빛반사, 그림자 등 개별  향 있다 없다 있다

풍력단지 사업 주식가격 4만원 2만원 3만원

순

SET D 질문D-1 질문D-2 질문D-3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있다 있다 있다

주변 풍경에 미치는 향 없다 있다 있다

소음, 빛반사, 그림자 등 개별  향 있다 있다 없다

풍력단지 사업 주식가격 2만원 1만원 3만원

순

SET E 질문E-1 질문E-2 질문E-3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있다 없다 없다

주변 풍경에 미치는 향 없다 있다 있다

소음, 빛반사, 그림자 등 개별  향 없다 있다 없다

풍력단지 사업 주식가격 4만원 4만원 2만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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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발 소 건설에 한 일반인 설문 조사(포커스 그룹용)

 안녕하십니까?

에 지경제연구원에서는 규모 풍력발 소가 산악지역에 설치되는 것에 

해 일반인들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부가 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향들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게 되었습니다.

에 지경제연구원은 정부 출연기 으로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

지 등의 에 지 자원과 력, 열 등의 에 지 이용 부문에 한 정책을 개

발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기 입니다.

귀하의 답변 내용은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든 답변 내용은 

비 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시된 문항에 해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후 귀하의 의견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내용

은 여러분들의 의견과 종합하여 향후 풍력발 소 건설계획에 요한 자

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조사에 응해 주

신 답례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릴 정입니다.

2007년 7월

에 지경제연구원 배정환 책임연구원, 안지운 책임연구원

화: 031-420-2263 팩스: 031-4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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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은 귀하가 제공받으신 설문지를 보시면서 조사

원의 설명과 질문을 들으시고 귀하의 의견을 말 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설문 조사원의 설명이 

매우 요하오니,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설문에 응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설문에서 보기가 없으면 질문에 한 답을 직  

어주시고, 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의견과 가

장 가까운 보기에 ✔표 해 주십시오.

1. 풍력발 소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귀하는 신문이나 텔 비  등 언론매

체를 통해 풍력발 소에 해서 들어보신 이 있는지

요?

①   ② 아니오 

2. 귀하는 풍력발 소를 직  보시거나 하신 경험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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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아니오

3. ‘신재생에 지’란 태양에 지, 바람에 지(풍력), 바이오

에 지 등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에 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처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 지를 말합니다. 귀하는 ‘신재생에 지’에 해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지요?

①   ② 아니오

4. 우리나라는 석유를 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석유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유가 상

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고유

가 상황을 해결하기 해 귀하는 아래 보기 가운데 어

떤 정책이 가장 효과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효율 기기 개발 등 에 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

② 신재생에 지와 같은 체에 지 개발 정책

③ 에 지 약 운동을 통해 에 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정책

④ 해외에서 유 이나 에 지 자원을 극 으로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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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 풍력발 소가 산악지역에 규모로 설치될 경우 다음

과 같은 다양한 향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풍력발 소 개발로 토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마

을의 토지가격이 상승함

2) 풍력발 소 건설로 인해 동식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

고, 발 기가 돌아가면서 지나가는 새들이 피해를 입

을 수 있음 (하단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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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발 소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경

제가 활성화됨

4)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풍력발 기가 설치되면서 지

역의 풍경(경 )이 달라짐 

(하단 그림 참조)

[그림 1] 개발되지 않을 경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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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풍력단지가 건설될 경우의 경

5) 풍력발 소에서 생산되는 에 지에 의해서 수입되는 

에 지 자원을 약할 수 있음

6) 풍력발 에 의해 생산되는 기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

리 이산화탄소나 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므로 

기오염개선효과가 있음

5. 다음 표는 풍력발 기가 건설될 경우 가능한 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향들에 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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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①  

요하지 

않음

② 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요함

⑤ 매우 

요함

① 풍력단지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② 풍력 발 을 통한 

에 지 국산화

③ 풍력 발 을 통한 

기오염 개선

④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⑤주변 풍경에 미치는 

향

※ 앞으로 규모 풍력발 소가 산악지역에 더 많이 건설될 정입니

다. 그러나 풍력발 소를 건설하고 나면 여러 정 인 향에도 불구하

고, 부정 인 향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해 정부는 향

후 5년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비용에 한 

재원을 마련하기 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6. 귀하는 풍력발 소 보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마련하기 해 부담 을 지불하는 것에 해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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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문 7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질문 9번으로 이

동) 

7. 규모 풍력발 소가 산악지역에 설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이기 

해 귀하는 매달 얼마의 부담 을 앞으로 5년간 지불

할 의사가 있습니까?

(월                  원)

8. 규모 풍력발 소가 산악지역에 설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 에 미치는 향을 이기 해 귀하는 

매달 얼마의 부담 을 앞으로 5년간 지불할 의사가 있

습니까? 

(월                  원)

9. 귀하께서는 부담 을 지불하는 것에 반 하셨습니다. 

구체 으로 어떤 이유에서 반 하시는지 해당란에 ✔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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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담 을 낼 생각은 있으나 얼마나 낼 지 단하기에

는 정보가 부족해서

② 부담 을 내고 싶지만 경제  여유가 없어서

③ 풍력발 소가 더 건설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거나, 에 지 자립도가 높아지거나, 환경이 개선된다

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④ 풍력발 소 건설의 효과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⑤ 기타 

(                                                    )

※ 귀하에 해 몇 가지 기본 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 드리지만 본 설문지에 한 귀하의 답변내용은  비 이 

보장되며 통계분석 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귀하의 나이는? (만    세)

11. 귀하의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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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성   ② 여성

1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회사원  ② 사무, 기술직  ③ 리직  ④ 일용직  ⑤ 

자 업  

⑥ 기능직, 매직  ⑦ 연구직  ⑧ 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⑨ 학생 

⑩ 가정주부  ⑪ 무직  ⑫ 기타 (                  )

1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등학교 졸업  ② 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학교 졸업 

⑤ 석사 졸업  ⑥ 박사 졸업 

14. 귀하는 귀하 가구의 가구주가 되십니까?

①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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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의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16. 귀하의 총소득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만원)

17. 귀하 가구 체의 총소득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만원)

※ 지 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

공하신 귀 한 자료는 앞으로 풍력발 소 건설을 한 정부 정책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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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설문지

S-2070340 풍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에 지경제연구원에서는 규모 풍력발 소가 산악지역에 
설치되는 것에 해 일반시민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설치 
후 부가 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향들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악 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에 지경제연구원은 정부 출연기 으로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 지 등의 에 지 자원과 력, 열 등의 
에 지 이용 부문에 한 정책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기 입니다.

선생님의 답변 내용은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답변 
내용은 통계법 13조와 14조에 의거, 비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시된 문항에 해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후 귀하의 의견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답변내용은 
여러 문가들의 의견과 종합하여 향후 풍력발 소 건설계획에 

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응해 주신 답례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릴 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응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8월

에 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배정환

 실사 행기  

동서리서치

실사연구원 김 희 경   

(02) 2188-9701

담당연구원 신  식   

(02) 2188-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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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앞서 표본 상을 선정하기 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SQ 1) 성별 (면 원이 기록)   1. 남성 2. 여성

SQ 2)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세 ☞  19세 미만 면 단 

SQ 3) 거주지역

1. 서울      2. 부산      3. 구      4. 인천      5. 주      

6.       7. 울산      8. 강원      9. 경북

면  후 기 록

응 답 자  

성 명

화번호

(유선)

응 답 자  

주 소

화번호

(핸드폰)

면  일시
   2007년   월    일 (오 /오후) ______시 _____분부터        

   ______시 _____분까지

면  원  

성 명
면 원 ID

슈퍼바이   

 ID

에  디  터 검  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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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은 선생님께서 제공받으신 설문지와 보기카드를 보

시면서 조사원의 설명과 질문을 들으시고 

선생님의 의견을 말 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설문 

조사원의 설명이 매우 요하오니,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설문에 응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

겠습니다.

 ◎ 아래 질문에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  

✔표 해 주십시오.

1. 풍력발 소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풍력발 소에 해서 

들어보신 이 있는지요?

   ① ② 아니오

2. 선생님께서는 풍력발 소를 직  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① ② 아니오

3. 신재생에 지란 태양에 지, 바람에 지(풍력), 바이오에 지 등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에 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처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 지를 말합

니다. 선생님께서는 신재생에 지에 해 들어보셨는지요?



150

(신재생에 지라는 용어를 몰라도 내용을 알고계시면 ‘ ’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① ② 아니오

4. 우리나라는 원유를 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원유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유가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을 해결하기 해 선생님께서는 아래 정책들

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각 정책의 요도를 골라 ✔해 주십시오.

정 책
요

하지
않음

별로
요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요
함

매우
요

함

4-1
고효율기기 개발 등 에 지 효율을 높

이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4-2
신재생에 지와 같은 체에 지 개발 

정책
① ② ③ ④ ⑤

4-3
에 지 약을 통해 에 지 소비를 감

소시키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4-4
해외에서 유 이나 에 지 자원을 

극 으로 개발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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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 원: 보기카드 ①제시) 다음 설문은 면 원이 보여드리는 보

기카드를 읽어 보시고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표는 풍력발 기가 건설될 경우 있을 수 있는 향들을 보

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각 향들이 얼마나 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풍력발 기 건설로 있을 수 있는 향들
요

하지
않음

별로
요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요
함

매우
요

함

5-1

풍력단지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5-2

풍력 발 을 통한 에 지 국산화

① ② ③ ④ ⑤

5-3

기오염에 미치는 향

① ② ③ ④ ⑤

5-4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① ② ③ ④ ⑤

5-5

주변 풍경에 미치는 향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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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 원: 보기카드 ②제시)

면 원이 보여드린 보기카드는 풍력발 기가 건설될 경우 

가능한 향들과 상되는 1개월당 부담 을 보여 니다. 

아래 설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면 원: 보기카드 ③제시)

  보기카드에서 설명된 이러한 향들을 고려하면서 

선생님께서 풍력발 에 해 매월 부담 을 부담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 이 당하시다고 보시는지 다음 세트의 

조합들에 해 선생님께서 선호하시는 순서 로 순 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요령: 세트 A, B, C, D, E 마다 질문 유형이 세 개씩 

있습니다. 이 세트별 세 개의 질문유형 가운데 선호하시는 

순서 로 1, 2, 3순 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단, 모든 세트의 

순 문항에 모두 응답하셔야 합니다(SET A에서 3순 까지 

순 를 매기셔야 하고, 이어 SET B에서 3순 까지 순 를 

매겨주십시오. 

동일한 방식으로 SET-E까지 각각 선호하시는 순서 로 각 

질문유형에 3개의 순 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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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A 질문A-1 질문A-2 질문A-3

지역경제 활성화 크다 작다 작다

에 지국산화 크다 크다 크다

기오염에 미치는 향 크다 크다 크다

생태계에 미치는 향 작다 작다 크다

주변풍경에 미치는 향 크다 크다 작다

월 부담  4천원 2천원 8천원

순

SET B 질문B-1 질문B-2 질문B-3

지역경제 활성화 작다 크다 작다

에 지국산화 작다 작다 작다

기오염에 미치는 향 크다 크다 크다

생태계에 미치는 향 크다 작다 작다

주변풍경에 미치는 향 작다 크다 크다

월 부담  4천원 8천원 6천원

순



154

SET C 질문C-1 질문C-2 질문C-3

지역경제 활성화 크다 작다 크다

에 지국산화 크다 크다 작다

기오염에 미치는 향 크다 작다 작다

생태계에 미치는 향 크다 크다 크다

주변풍경에 미치는 향 작다 크다 크다

월 부담  6천원 4천원 6천원

순

SET D 질문D-1 질문D-2 질문D-3

지역경제 활성화 크다 크다 작다

에 지국산화 작다 크다 크다

기오염에 미치는 향 크다 작다 작다

생태계에 미치는 향 크다 작다 작다

주변풍경에 미치는 향 작다 작다 작다

월 부담  2천원 8천원 6천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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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 질문E-1 질문E-2 질문E-3

지역경제 활성화 크다 크다 작다

에 지국산화 작다 크다 작다

기오염에 미치는 향 작다 작다 작다

생태계에 미치는 향 작다 크다 작다

주변풍경에 미치는 향 작다 크다 작다

월 부담  4천원 2천원 2천원

순

※ 인구통계학  정보를 알아보기 해 선생님께 몇 가지 

기본 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 드리지만 본 

설문지에 한 귀하의 답변내용은 통계법(13조와 14조)에 

의거  비 이 보장되며, 통계분석 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DQ1.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임/어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 업자(소규모 장사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 사 등) 

③ 고 임직원  리자(정부/기업 고  임원, 일반 리자등)

④ 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술가 등)

⑤ 기술공  문가(컴퓨터 련 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  
         기 사 등)

⑥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⑦ 서비스종사자(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  
          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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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매종사자(상 원, 보험설계사, 나 이터 모델  홍보종사  
          자 등)

⑨ 기능원  련기능 종사자( 부, 기․ 자장비 설비  정비  
         종사자, 수공  종사자 등)

⑩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건설  기타 이동장치 운 종사  
         자, 자동차 운  종사자 등)

⑪ 단순노무종사자(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⑫ 학생    ⑬ 업주부   ⑭ 무직     

         ⑮ 기타 (                                 )

DQ2.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졸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학교 재학 이상

DQ3.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가구의 가구주이십니까? 

      ① ② 아니오 

DQ4. 선생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본인 제외              명)

DQ5. 선생님 개인의 총소득은 월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 ~ 200만원

     ③ 201만원 ~ 300만원          ④ 301만원 ~ 400만원

     ⑤ 401만원 ~ 500만원          ⑥ 501만원 이상

     ⑦ 본인소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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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6. 선생님  가구 체의 총소득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 ~ 200만원

     ③ 201만원 ~ 300만원          ④ 301만원 ~ 400만원

     ⑤ 401만원 ~ 500만원 ⑥ 501만원 이상

※ 지 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서 제공하신 귀 한 의견은  앞으로 풍력발 소 건설을 한 정부 정책

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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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차항을 감안한 회귀분석 결과

가. 지역교차항 (강원경북 지역 1, 그외 0)

변수
순 선택법 다항선택법

계수 t-value 계수 t-value

RE_ECO 0.200 3.402*** 0.276 2.396 **

LOCAL 0.956 16.998*** 1.317 11.808***

AIR_CL -0.087 -1.525 0.159 0.951 

ECOSYS 0.378 6.624*** 0.431 4.062***

LANDSCA 0.005 0.087 -0.149 -1.365 

COST 0.000 -44.897*** 0.000 -14.400***

RE_RE 0.332 3.783*** 0.687 3.644***

LO_RE -0.178 -2.102** -0.198 -1.187 

AI_RE -0.129 -1.502 -0.588 -2.339 **

EC_RE -0.373 -4.392*** -0.705 -3.716***

LA_RE -0.113 -1.350 -0.232 -1.421 

CO_RE 0.000 6.732*** 0.000 -0.086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나. 소득교차항 (월 300만원 이하 0, 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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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순 선택법 다항선택법

계수 t-value 계수 t-value

RE_ECO 0.451 7.444*** 0.564 4.886***

LOCAL 0.792 13.583*** 1.030 9.596***

AIR_CL -0.077 -1.296 0.037 0.221 

ECOSYS 0.256 4.379*** 0.256 2.395** 

LANDSCA -0.077 -1.330 -0.188 -1.711 

COST 0.000 -35.098*** 0.000 -11.807***

RE_RE -0.244 -2.800*** 0.098 0.527 

LO_RE 0.176 2.099** 0.396 2.375** 

AI_RE -0.115 -1.359 -0.352 -1.424 

EC_RE -0.102 -1.209 -0.315 -1.669* 

LA_RE 0.076 0.916 -0.152 -0.944 

CO_RE 0.000 -5.436*** 0.000 -2.955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다. 교육교차항 (고졸 이하 0, 학재학이상 1)

변수
순 선택법 다항선택법

계수 t-value 계수 t-value

RE_ECO 0.296 4.892*** 0.572 4.570***

LOCAL 0.869 15.113*** 1.124 10.140***

AIR_CL -0.178 -3.043*** -0.284 -1.652 

ECOSYS 0.307 5.251*** 0.267 2.168** 

LANDSCA -0.036 -0.635 -0.247 -2.198** 

COST 0.000 -45.327*** -0.001 -13.403***

RE_RE 0.082 0.935 0.007 0.038 

LO_RE 0.011 0.131 0.167 1.030 

AI_RE 0.112 1.311 0.368 1.497 

EC_RE -0.210 -2.483** -0.268 -1.552 

LA_RE -0.018 -0.212 -0.003 -0.017 

CO_RE 0.000 8.780*** 0.000 2.280**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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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이교차항 (~40이면 0, 40이상은 1)

변수
순 선택법 다항선택법

계수 t-value 계수 t-value

RE_ECO 0.371 6.236*** 0.473 4.053***

LOCAL 0.925 16.022*** 1.239 11.168***

AIR_CL -0.168 -2.877*** 0.061 0.369 

ECOSYS 0.152 2.635*** 0.128 1.157 

LANDSCA -0.105 -1.838* -0.227 -2.095** 

COST 0.000 -37.082*** 0.000 -12.006***

RE_RE -0.092 -1.056 0.238 1.323 

LO_RE -0.111 -1.323 -0.064 -0.392 

AI_RE 0.095 1.125 -0.388 -1.579 

EC_RE 0.119 1.417 0.004 0.020 

LA_RE 0.145 1.749* -0.051 -0.316 

CO_RE 0.000 -3.595*** 0.000 -1.983**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마. 풍력발 소 방문경험교차항 (~40이면 0, 40이상은 1)

변수
순 선택법 다항선택법

계수 t-value 계수 t-value

RE_ECO 0.256 4.355*** 0.297 2.606*** 

LOCAL 0.805 14.315*** 1.129 10.370***

AIR_CL 0.050 0.866 0.240 1.445 

ECOSYS 0.388 6.810*** 0.457 4.423***

LANDSCA 0.005 0.090 -0.111 -1.018 

COST 0.000 -42.346*** 0.000 -14.014***

RE_RE 0.180 2.050** 0.694 3.528***

LO_RE 0.123 1.465 0.222 1.291 

AI_RE -0.378 -4.431*** -0.822 -3.237*** 

EC_RE -0.384 -4.526*** -0.821 -4.015***

LA_RE -0.087 -1.039 -0.323 -1.967** 

CO_RE 0.000 3.218*** 0.000 -1.370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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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재생에 지 태도별 (매우 요함 1, 그외 0)

변수
순 선택법 다항선택법

계수 t-value 계수 t-value

RE_ECO 0.374 5.109*** 0.721 4.208***

LOCAL 0.955 13.685*** 1.356 9.106***

AIR_CL -0.222 -3.135*** -0.216 -1.012 

ECOSYS 0.238 3.381*** -0.023 -0.125 

LANDSCA 0.019 0.269 -0.239 -1.727* 

COST 0.000 -34.051*** -0.001 -9.454***

RE_RE -0.071 -0.784 -0.190 -0.944 

LO_RE -0.123 -1.416 -0.217 -1.219 

AI_RE 0.144 1.630 0.129 0.494 

EC_RE -0.047 -0.535 0.215 1.035 

LA_RE -0.086 -0.988 -0.026 -0.153 

CO_RE 0.000 2.149** 0.000 1.826* 
 *** 1% 유의수 , ** 5% 유의수 , * 10%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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