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1 •

                                  

접수일(2012년 10월29일), 수정일(2013년 1월17일), 게재확정일(2013년 6월 5일)

† 본 연구는 호서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었음.(과제번호 2013-0099)

**** 호서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제1저자)(e-mail: leejoosuk@hoseo.edu)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e-mail: aidster@korea.ac.kr)

자원 ․ 환경경제연구  제 22권 제 2호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ume 22, Number 2, June 2013 : pp. 281~307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영(0)의 응답처리를 위한 

모수적 추정법과 비모수적 추정법의 비교연구
†

이주석* ·최은철**

요 약 : 조건부 가치측정법 연구에서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다는 영(0)의 지불의사 비

중이 높을 경우 영의 지불의사를 밝히는 응답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

으로 영의 지불의사를 밝히는 응답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형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술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크모형을 포함한 혼합모형 등 

모수적 추정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모수적 추정법의 추정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

석결과, 모형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모형들의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향후 CVM 연구에서는 특정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보다 보수적

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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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has been some debates about zero willingness to pay i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earch.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estimate and compare the results of various models to handle zero 

willingness to pay responses. For this purpose, we have employed parametric estimation such as the 

mixed model and the spike model, as well as non-parametric estimations. As a result, these models 

derived WTP estimat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model, but they also show some weakness. Therefore, 

in future research, more conservative estimate of the model should be to use rather than specif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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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에서 지불의사액(will-

ingness to pay, WTP) 도출에 주로 사용되는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

법은 특정 금액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후 해당 금액의 수용여부를 묻는 방식이다. 

한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 없음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경우, 양분선

택형 질문을 통해 유도된 WTP 추정치가 영(0)보다 작은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실

제로 Lockwood et al.(1994), Berrens et al.(1998) 등의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WTP

가 영이 되거나 음(-)이 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Kriström(1990)은 공공사업이나 정

책의 내용에 따라 그로 인한 수혜·피해계층이 있음을 지적하고, WTP가 음(-)의 값

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Bohara et al.(2001)은 사업자체가 논란이 많

을 경우나 응답자들이 이러한 가상적인 질문이나 정부의 개입 자체를 싫어하는 경

우에는 영(0)의 지불의사를 가지거나 음(-)의 WTP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시행된 많은 CVM 연구에서 제시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없다

는 비중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지불의사

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일반적인 CVM 모형을 적용하면 음(-)의 WTP

가 도출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WTP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CVM 연구에서는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불거부의 이유를 묻는 캐어묻기(debriefing 

or probing) 질문을 통해 진정한 지불거부(protest bids) 응답과 영의(true zero) WTP 

응답을 식별한 후, 진정한 지불거부 응답은 비합리적 지불의사로 간주하여 분석대

상 자료집합에서 제외하고 분석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식별된 지불거부 응답을 비합리적인 지불의사로 간주하여 분석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일면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표본에서 진정한 

지불거부 응답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CVM 조사대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커

1)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되는 CVM 설문 시행시 지불거부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를 묻고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가 이미 이 분야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판
단할 만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 ‘추가적인 세금이 해당사업을 위해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등의 
이유로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진정한 지불거부자로 보고 CVM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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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불거부 응답의 제거

로 인해 WTP가 크게 추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불거부 

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지불의사가 영(0)인지 여부에 대

한 캐어묻기(debriefing or probing) 질문을 활용할 경우 진정한 영(0)의 WTP를 가

진 응답자를 분별할 수 있음에도 일반적인 CVM 모형에서는 지불의사가 제시금액

보다는 작지만 영(0)보다 큰 경우와 영(0)의 WTP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 없음의 응답비율이 높은 경우 보다 엄밀한 

WTP의 추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논의되어 왔다. 우선 캐어묻

기 질문을 활용하여 지불의사가 제시금액보다는 작지만 영(0)보다 큰 경우와 영(0)

의 WTP로 나누어 분석하는 모형들이 활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활용된 

대표적인 활용방법으로는 WTP 분포를 영에서의 점 질량(point mass)과 관련된 분

포와 양의 실수 영역에서 정의되는 두 가지 분포의 혼합으로 정형화한 혼합모형

(mixture model)과 혼합모형의 일종으로 WTP 분포가 음(-)의 부분이 영에서 절단된 

것으로 보고 영(0)에서의 스파이크(spike)를 허용하는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이 

있다. 한편 일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에서 WTP 추정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은 

WTP의 분포가 음(-)의 영역에서도 분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Boman et al.(1999)과 Habb and McConnell(1997), Watanabe and 

Asano(2009) 등이 제안한 비모수적 접근법(non-parametric approach)을 활용할 경우 

WTP가 분포에 대한 가정을 완화할 수 있다(엄영숙 외, 2011).2)

기존의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영(0)의 응답처리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스파이크

모형이나 혼합모형 또는 비모수적 접근법들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지만 동일한 자료

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이러한 방법론들의 추정치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에 대한 CVM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2) 익명의 심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모수적 접근법의 적용결과는 기본적으로 truncated mean이며 
스파이크 모형 및 혼합모형 등 모수적 접근법의 적용결과는 0의 응답을 포함하는 모형이다. 두 접근법
은 철학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영(0)의 응답처리를 위해서 두 접근법 중 하나의 
적용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0)의 응답처리를 위한 방법론들을 병렬적으
로 비교 ·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두 접근법들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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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모형과 혼합모형의 일종인 스파이크 분석법 등 모수적 접근법과 Boman et 

al.(1999)과 Habb and McConnell(1997) 등이 제안한 비모수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접근법 중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Watanabe and Asano(2009)의 비모수적 접근법을 적용하였

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널리 적용되어온 단일경계모형(single bounded dicho-

tomous choice)뿐만 아니라 단일경계모형보다 효율성을 개선하면서 이중경계모형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s)의 반응효과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1.5 경계모형(one-and-one half dichotomous choice)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

는 모형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III장에서는 추정결과들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연구방법론

1. 모수적 접근법

(1) 일반적인 모형

본 연구는 효용격차모형에 근거하여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 자료로부터 각 

개인의 힉스적 보상잉여를 도출하였다.3) 응답자가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알

고, 주어진 화폐소득과 개인의 특성들에 근거하여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인해 느끼

는 효용은 간접효용함수(    ,   : 소득,   : 개인의 관찰 가능한 특성들)로 표

현된다. 한편 연구자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확률적 성분도 갖게 

되어 응답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양분선택형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Cameron and James(1987)는 효용격차모형의 대안으로 지출함수
에 근거한 WTP 추정 모형을 제안했다. McConnell (1990)은 효용격차모형과WTP모형이 서로 쌍대관
계(duality)에 놓여 있음을 증명하면서 두 모형간의 선택은 연구자 스타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
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효용격차모형은 확률효용모형의 틀에서 전개되고 
있어 보다 많은 실증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용격차모형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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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약, 응답자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

답하는 경우, 효용함수는     ≥     이다. 즉, 이산화탄소 저감정책

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효용보다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      로 나타낼 수 있고, 변형하면 식 (2)와 같은 효용격차함수로 

나타난다.

            ≧     (2)

여기서, 1과 0은 각각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의 시행여부를 나타내며, 는   이

며 효용격차의 분포를 정형화하기 위한 확률변수이다. 각 응답자는 이산화탄소 저

감정책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간접효용의 증가분()이 양(+)이면 ‘예’라고 답

하고 제시금액의 지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

라서 응답자가 ‘예’ 응답을 할 확률은 다음의 식 (3)과 같다. 

Pr  Pr ≧    (3)

 ․는 확률변수 의 누적분포함수이다. 그런데 응답자가 실제로 지불의사질문

에 대해 ‘예’라는 응답을 하였다면 확률변수인 WTP 에 대하여 PrY es

Pr ≤  
  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 누적분포함수는 다음의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확률변수 의 누적분포함수이며, 

는 제시된 금액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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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emann(1984)의 지적에 따르면 식 (4)는 확률효용이론의 맥락에서 효용극대화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고, 
․는 개인의 참 최대 WTP의 누적분포함수가 된다. 

결국, WTP모형을 추정한다는 것은 누적분포함수 
․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단일경계모형과 1.5경계모형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5경계모형 

방식으로 설문방식을 채택하였다. 1.5경계모형의 설문은 첫 번째 질문에 하한 제시

금액  가 제시된 경우와 첫 번째 질문에 상한 제시금액  가 제시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에 하한 제시금액  가 제시된 경우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

한 경우에만 후속질문으로 상한 제시금액  가 제시된다. 반면에 첫 번째 질문에 

상한 제시금액  가 제시된 경우 응답자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후속질

문으로 하한 제시금액  가 제시된다. 

따라서 1.5경계모형의 경우 하한 제시금액( )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할 확률

을 
 , 상한 제시금액(  )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할 확률을 

 라 가

정하면,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ln 

 
 

ln 
 

 


 
ln

 
 

ln 
 



 
ln 

 
 

  
ln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 아니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아니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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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인디케이터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즉, ⋅의 괄호 안이 조

건이 만족되면 1을 취하고, 아니면 0을 취한다.

반면에, 단일경계모형의 경우에는 번째 응답자가 처음 제시받은 금액에 대한 정

보만을 이용하여, 자료를 단일경계모형으로 구성한 후 평균 WTP를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 제시받은 금액( )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할 확률을 
 라 가

정4)하면, 평균 WTP를 구하기 위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ln    

 ln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아니오′

(6)

(2) 혼합모형과 스파이크 모형

한편 응답자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의 응답결과 응답자의 47.8%가 제시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설문지에는 첫 번째 질문에 하한 제시금액   제시된 경우에 대하여 “아니오”

라고 응답한 응답자와 첫 번째 질문에 상한 제시금액  가 제시된 경우에 대하여 

두 번의 질문에서 “아니오-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에 대해 단 1원의 지불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다면 양(+)의 WTP를 가지며,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다면 

영의 WTP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스파이크 모형에서는 제시금액( )에 대하여 ‘아

니오’의 응답을 영의 응답과 제시금액( )보다 작은 양의 WTP로 구분되므로, 식(5)

의 
과 

은 
  와 

 , 
와 

로 세분화된다. 

4) 앞서 밝힌바와 같이, 설문조사 단계에서 응답자들은 단 한번 답변을 하는 응답자와 두번의 질문에 대
해 답을 하는 응답자로 구분된다. 이 경우, 2회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응답자들은 1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종속적인 반면, 1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2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독립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만을 고려할 경우, 단일경계모형
으로 WTP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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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아니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아니오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7)

한편 단일경계모형의 경우 식(6)의 
은   , 

과  로 세분화된다.5)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아니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아니오 예” 

(8)

이제 혼합 모형과 스파이크 모형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 살펴본다. 혼합 모형의 경

우 영의 WTP 응답과 관련된 분포와 양(+)의 WTP 응답과 관련된 분포의 두 가지 

분포의 혼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WTP의 수준을 라 하면 는 
    로 

정의되는 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가진다. 여기서 는 

모수의 벡터이다. 이제 WTP의 누적분포함수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

하자.


   









 i f  
 i f  
      i f  

(9)

여기서,    는 양의 실수에서 정의되는 누적분포함수로 연속함수이며      

을 만족하고, 는 확률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5) 


는 상한제시금액(하한제시금액)에서 “아니오”, 하한제시금액(영의 제시금액)에서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의미하며, 


의 경우 하한제시금액에서 “아니오”, 영의 제시금액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의미하며, 


의 경우 상한제시금액, 하한제시금액, 영의 제시금액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

한 응답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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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스파이크 모형은 영의 WTP 응답에 대해서 특정 분포를 가지는 혼합

모형과 달리, 특정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즉, 식(9)는 다음 식(10)과 같이 정의

된다. 


   









     i f  
    i f  
 i f   

(10)

여기서,    는 양의 실수에서 정의되는 누적분포함수로 연속함수이며, 통상적

으로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가정한다. 이에 따라, 식(10)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p   
i f  

 exp 
i f  

 i f   

(11)

식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는 연속함수가 아니다. 이 함수는 영

에서 점 질량을 가지는데, 란 모수로 표현된다. WTP는 의 확률로   의 단위

질량(unit mass)을 갖는 첫 번째 분포로부터 추출되며,  의 확률로 두 번째 분포 

   로부터 추출된다. 는 확률이므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도록 이 혼합모형

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를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logistic) 분포에 적합되도록 정

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p
exp

(12)

여기서 극한값의 몇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 →  ∞일 때 →이 되며, → ∞일 

때 → 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어떤 값을 갖더라고 는 항상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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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5 경계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13)

또한 단일 경계모형으로 구성한 응답 자료를 이용한 혼합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n  
  





ln   

   

  
  

 ln  
   

  

 
 

 ln 

(14)

한편, 식(11)을 이용한 1.5 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ln  

 
  


ln 

  
 



 
 



 

   


ln 
  

(15)

또한 단일 경계모형으로 구성한 응답 자료를 이용한 스파이크 모형의 로그-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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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n  
  





ln  

     
 

 ln 
    

  

 
 

 ln 
    

(16)

식 (14)와 (15) 모두, 스파이크는 ln  exp로 정의되며 표본에서 영의 

WTP를 갖는 응답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혼합모형에서 WTP의 양의 값은 와이불(Weibull), 감마(Gamma), 로그-정규

(log-normal), 베타(Beta) 등의 분포 중에 하나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분포들은 전부 양의 값에 대해서만 정의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WTP의 양의 

부분이 와이불 확률변수라 가정한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분석의 

편의상 와이불 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와이불 확률변수를 가정한 WTP의 

양의 값에 대한 누적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p   , for  ≧  (17)

식 (11)을 이용하면 혼합모형의 WTP 평균값에 대한 공식을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






  
 





 

(18)

여기서 ⋅는 양의 영역에서만 정의되는 성질을 가진 감마함수(gamma function)

를 나타내는데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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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한편, 스파이크 모형의 평균값 WTP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ln  exp (20)

2. 비모수적 접근법

앞서 살펴본 모수적 접근법과 달리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비모수접

근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비모수적 접근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각의 제시금액을     라고 표현하고,    라고 한다면 각

각의 제시금액에 대해서 다음 식 (19)와 같은 ‘예’ 응답의 확률 수열을 얻을 수 있다.

  
     



  

(21)

여기에서, 는 각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자의 총수이며, 는 제시금액 에서 지불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수이다.

Ayer et al.(1955)에 따르면, 만약 이 단조 비증가(monotone non-increasing)하는 

즉, 제시금액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확률의 수열이라면, 이 수열을 이용하여 분포

무관 최우추정치(distribution free maximum likelihood estimates)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이 수열이 단조 비증가하는 확률의 수열이 아닐 때에는, Kriström(1990)이 제

안한 선형내삽법(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다음 식 (26)과 같은 방법으로 응

답확률의 수열이 단조 비증가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정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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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확률들을 바탕으로 Habb and McConnell 

(1997)이 제안한 Turnbull 추정법과 Boman et al.(1999)이 제안한 Laspeyres and 

Paasche 추정법을 통해 각각의 WTP를 구하고자 한다. 

1) Habb and McConnell(1997)의 Turnbull 추정법

Habb and McConnell(1997)이 제안한 Turnbull 추정법의 WTP 도출방식은 다음

과 같다. 

① 각각의 제시금액에서 지불하지 않겠다는 비율(  )을 구한다. 

② 만약  ≤ 라면,   와   의 지불 거부 비율을 선형내삽하고, 그 범위

를       로 정한다.

③ 모든 제시금액에서   가 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Turnbull 누적분포함수(Turnbull cumulative 

density function)을 구한 후 다음 식(23)을 통해 WTP를 구한다. 이렇게 도출된 

WTP는 WTP의 하한(lower bound)가 된다.

   
  



    (23)

여기서  는 번째 제시금액을 의미하며, 는   을 의미한다.

한편 WTP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식 (24)와 같다.

 
 

  

 

  
      

  



     (24)

여기에서,  는 번째 제시금액에서 지불하지 않겠다는 응답수의 비율 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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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며, 이는  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2) Boman et al.(1999)의 Laspeyres and Paasche 추정법

Boman et al.(1999)이 제안한 Laspeyres and Paasche 추정법은 각각 WTP의 하한

과 상한을 구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다음 식(25)와 식(26)과 같다.


 

  

 
        (25)


 

  

 
          (26)

여기에서, 는 WTP의 상한을 의미하며, 은 WTP의 하한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선형내삽을 통해 보정된 최종적인 응답비율이다. 또한 각각의 추정치에 대한 분

산은 다음 식 (27)과 (28)로 추정할 수 있다.






  
  

 

  


 
   (27)






  
  

 

  


 
   (28)

앞서 보았던 Habb and McConnell(1997)의 Turnbull 추정법과 마찬가지로, 마지

막 제시금액인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0인 제시금액)을 정의하는 것이 중

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Kriström(1990)은 주어진  
 와  

 의 정보를 

이용하여 선형외삽법(linear extrapolation)을 통해 를 정의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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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tanabe and Asano(2009)의 추정법

Watanabe and Asano(2009)는 비모수적 접근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Habb and 

McConnell(1997)과 Boman et al.(1999)의 접근법과는 추정방식이 다르다. 

제시금액 에 대하여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라고 정의한다면, 는 1 또는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제시금액 에 대해서 지불하겠다고 응답할 확률, 즉 

응답자에 대한 제시금액 보다 응답자의 WTP 가 클 확률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

음 식 (29)과 같다. 

Pr    Pr≤   (29)

한편 는 1 또는 0을 가지므로 응답자 WTP 가 제시금액보다 클 확률은 결국 

제시금액 가 주어졌을 때의, 의 기댓값과 동일한데, 이는 다음 식 (30)을 통해 알 

수 있다.

× Pr     ×Pr        (30)

Watanabe and Asano(2009)는  를 확률변수 의 확률밀도함수라고 정의한 

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① 제시금액 는 응답자들의 WTP 분포의 구간인    에서 연속분포함수를 

따르며,  ≠ 이다. 여기에서  는 응답자들이 이론적으로 해당 재화에 

대해서 가지는 최대 WTP이다.

② 응답자들의 WTP 분포의 구간    는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제시금액 분포

의 구간    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는 연구자가 응답자들에

게 제시하는 최대 금액이다.

6) 선형외삽법(linear extrapolation)이란 자료에서 구한 




와 





를 이용하여, 하나의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이 0이 되는 제시금액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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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시금액의 분포   는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을 따른다.

④   
는 독립적이며 동일한 분포를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도입하면, 단일 경계모형으로 구성된 응답 자료를 이용한 평균 

WTP는 다음 식 (31)과 같이 계산 가능하다.

   




Pr     




   

 




 
 


 

  
 


    

(31)

식 (31)의 추정치와 분산의 추정치는 식 (32)와 (33)과 같다.

    










  










  

(32)



 

   (33)

Watanabe(2010)는 이중경계모형의 경우, 하한 제시금액들의 구간을       으

로 처음에 제시되는 금액들의 구간을        , 상한 제시금액들의 구간을 

       로 설정될 경우 Watanabe and Asano 추정법이 이중경계모형에서도 적

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같은 방법으로 1.5경계모형에 적용할 경우, 하한 제시금액

들의 구간은       가 되어야 하며, 상한 제시금액들의 구간은      가 되어

야 이 추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 자료의 경우, 제시

금액 구간들이 중복되어 있어 이 추정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 자료를 단일경계모형으로 변형한 후 평균 WTP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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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추정결과 

1. 응답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WTP 추정 자료

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응답자 900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WTP 분석을 위한 제시금액과 각 금액별 표본 및 응답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지불의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전체 900명의 응답자 중 47.8%인 430명으로 나타났다. 

<표 1> 지불의사금액의 응답자 분포

제시금액

첫 번째 질문에서 하한 제시금액 제시 첫 번째 질문에서 상한 제시금액 제시

예-예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1,000원/

4,000원
10명 37명 5명 11명 8명 21명 5명 21명

3,000원/

6,000원
7명 13명 16명 31명 9명 9명 12명 24명

5,000원/

8,000원
1명 5명 24명 28명 10명 3명 15명 29명

7,000원/

10,000원
3명 4명 13명 34명 4명 2명 17명 29명

9,000원/

12,000원
2명 2명 23명 27명 3명 6명 21명 22명

11,000원/

14,000원
3명 1명 24명 24명 6명 2명 22명 29명

13,000원/

16,000원
1명 5명 15명 34명 7명 1명 19명 29명

15,000원/

20,000원
1명 6명 24명 26명 4명 2명 17명 32명

2. 모수적 접근법에 의한 WTP 추정 결과

모수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된 추정결과는 <표 2>와 같다. 최우추정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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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시금액은 1,000원 단위로 사용하였다. 의 추정계수가 양

수인 것은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이

것은 설문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스파이크모형의 경우 스파이크값이 단일경계모형에서는 0.4888, 1.5경계모

형에서는 0.4912로 응답자가 실제로 영의 WTP를 밝힌 비중과 유사하였으며, 혼합

모형의 경우 는 단일경계모형과 1.5경계모형 모두 0.4778로 응답자가 실제로 영의 

WTP를 밝힌 비중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표 2> 각 모형별 추정결과

모수

일반적인 모형 스파이크모형 혼합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0.2585

( -1.49)

0.2045

(1.66)*

0.0449

(0.69)

0.0351

(0.54)
- -

 - - - -
0.0019 

(1.58)

0.0004

(1.83)*


0.1642

(7.79)**

0.2470

(14.86)**

0.2100

(18.33)**

0.2343

(20.80)**
- -

 - - - -
0.7195 

(10.31)**

0.8996 

(15.02)**

 - - - -
0.4778

(28.70)**

0.4778

(28.70)**

스파이크 - -
0.4888

(29.84)**

0.4912

(30.20)**
- -

Wald statistic

(-value)

192.951

(0.000)**

3.229

(0.072)*

258.586

(0.000)**

912.155

(0.000)**

89.536

(0.000)**

211.870

(0.000)**

주: 1)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들은 각 계수에 대한 값을 의미한다.

2) *와 **는 각각 유의수준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표 3>은 <표 2>의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각 모형별 평균 WTP와 95%신

뢰구간이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일반적인 모형에서 단일경계모형의 WTP는 음(-)

의 값이 도출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1.5경계모형의 경우 82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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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스파이크 모형과 혼합모형의 경우 단일경계모형과 1.5경계

모형 모두에서 추정된 값들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으며 단일경계모형이 1.5

경계모형보다, 혼합모형이 스파이크모형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표 3> 평균 WTP 추정결과

구분

일반적인 모형 스파이크모형 혼합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평균 WTP(원)
-1,574.8

(-1.38)

827.9

(1.80)*

 3,414.9

(16.08)**

3,034.5

(17.54)**

3,814.3

(9.46)**

3,072.0

(14.56)**

95% 신뢰구간
[-3807.6 

– 658.1]

[-75.20

–1,731.03]

[2,998.6

–3,801.1

[2,695.5

–3,373.4]

[3,024.2

–4,604.4]

[2,658.4

–3,485.7]

주: 1)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들은 각 계수에 대한 값을 의미한다.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2. 비모수접근법에 의한 WTP 추정 결과

앞서 <표 1>에 언급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시금액별로 도출된 단일경계모

형과 1.5경계모형의 지불의사확률 및 지불거부확률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단일경계모형과 1.5경계모형의 지불의사 및 지불거부 확률(계속)

제시

금액

(

원)

표본크기

(

, 명)

지불 

의사자수

(

, 명)

지불의사확률

(=/
)

보정된 지불

의사확률(



)
1)

보정된 지불

거부확률 

(

, 1-



)
2)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1,000 63 118 47 76 0.746 0.644 0.746 0.644 0.254 0.356

3,000 67 121 20 38 0.299 0.314 0.299 0.314 0.702 0.686

4,000 55 118 8 18 0.146 0.153 0.146 0.159* 0.855 0.841**

5,000 58 115 6 19 0.103 0.165 0.144* 0.159* 0.857** 0.841**

6,000 54 121 9 16 0.167 0.132 0.144* 0.132 0.857** 0.868

7,000 54 106 7 13 0.130 0.123 0.144* 0.123 0.857** 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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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일경계모형과 1.5경계모형의 지불의사 및 지불거부 확률(계속)

제시

금액

(

원)

표본크기

(

, 명)

지불 

의사자수

(

, 명)

지불의사확률

(=/)

보정된 지불

의사확률(



)
1)

보정된 지불

거부확률 

(

, 1-


)
2)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8,000 57 115 10 11 0.175 0.096 0.144* 0.109* 0.857** 0.891**

9,000 54 106 4 13 0.074 0.123 0.094* 0.109* 0.906** 0.891**

10,000 52 106 4 7 0.077 0.066 0.094* 0.091* 0.906** 0.909**

11,000 52 111 4 12 0.077 0.108 0.094* 0.091* 0.906** 0.909**

12,000 52 106 3 5 0.058 0.047 0.094* 0.091* 0.906** 0.909**

13,000 55 111 6 14 0.109 0.126 0.094* 0.091* 0.906** 0.909**

14,000 59 111 6 9 0.102 0.081 0.094* 0.091* 0.906** 0.909**

15,000 57 112 7 13 0.123 0.116 0.094* 0.091* 0.906** 0.909**

16,000 56 111 7 8 0.125 0.072 0.094* 0.072 0.906** 0.928

20,000 55 112 4 5 0.073 0.045 0.073 0.045 0.927 0.955

주: 1) 지불의사확률()이 단조 비증가하지 않는 구간(단일 경계모형의 경우 5,000/8,000, 9,000/ 

16,000,1.5 경계모형의 경우 4,000/5,000, 8,000/9,000, 10,000/15,000))에서 선형내삽을 

통해 구한 보정된 확률을 의미한다. 

2) 각각의 제시금액 

원에서 지불의사확률( )가 단조 비증가하지 않는 구간에서 선형내

삽을 통해 보정한 확률을 1에서 빼줌으로써 구한 확률이다.

일반적인 비모수추정법에서는 지불의사 확률 를 구할 때, 제시금액  에 대해

서 지불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한 뒤, 그것의 비율 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1.5 경계모형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 응할 

때 두 번째로 제시되는 제시금액에 대한 답변이 최초의 제시금액에 대한 답변에 종

속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atanabe(2010)가 

이중경계모형의 비모수추정법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상한 제시금액인 


에 대해서도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하한 제시금액  에 대해서도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하한 제시금액  에 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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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상한 제시금액인  에 대해서도 지불의사가 없

다고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여 응답 비율을 구하였다.

한편 Habb and McConnell(1997)이 제안한 Turnbull 추정법과 Boman et al. 

(1999)이 제안한 Laspeyres and Paasche 추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확률이 낮아져야 한다. 그러나 <표 4>에서와 같이 제시금액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가하는 경우와 9,000원에서 16,000원으로 증가하는 경

우에는 제시금액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불의사확률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

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확률이 낮아지도록 선형내삽법을 통해 보정된 확률

을 적용하였다.

또 Habb and McConnell(1997, 1998)이 지적했듯이 이산화탄소 저감은 그 특성상 

음(-)의 지불의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제시금액 는 0이라고 가정하고 그 제

시금액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지불의사가 있는, 즉  임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 즉 모든 응답자가 지불하지 않는(즉,  ) 금액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와 유

사하게 선형외삽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다음 <표 5>에는 <표 4>에 제시된 제시금액별 지불의사확률, 보정된 지불의사확

률과 지불거부확률을 활용하여 도출된 WTP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따르면 모수적 추정법과 마찬가지로 단일경계모형의 추정치가 1.5경계모형의 추정

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정방법의 특성상 WTP의 상한을 도출한 Boman 

et al.(1999)의 Paasche 추정치가 가장 높고, Habb and McConnell(1997)의 Turnbull 

추정치와 Boman et al.(1999)의 Laspeyres 추정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Habb and McConnell(1997)의 Turnbull 추정치와 Boman et al.(1999)의 Laspeyres 

추정치는 예상대로 동일한 값으로 계산되었으나 Habb and McConnell(1997)의 

Turnbull 추정치 분산이 다소 커서 신뢰구간의 크기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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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비모수적 추정법을 통해 얻은 평균 WTP

Habb and 

McConnell(1997)

Boman et al. (1999)

Watanabe 

and Asano

(2009)

Laspeyres Paasche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단일

경계

모형

1.5

경계

모형

평균 

WTP

3,104.0

(8.28)**

2,860.4

(5.43)**

3,104.0

(15.71)**

2,860.4

(22.21)**

4,779.7

(25.11)**

4,291.3

(34.52)**

3,377.78

(26.74)**

95% 

신뢰구간

[2,368.9 

– 3,839.1]

[1,827.8 

– 3,893.1]

[2,716.8 

– 3,491.2]

[2,607.9 

– 3,112.9]

[4,406.6 

– 5,152.7]

[4,047.6 

– 4,534.9]

[3,130.17 

– 3,625.38]

주: 1)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들은 각 계수에 대한 t값을 의미한다. 

2)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IV. 결론

양분선택형 설문에서 제시금액에 대하여 지불거부의 응답이 높은 경우 양분선택

형 질문을 통해 유도된 WTP 추정치가 영(0)보다 작은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이에 

이러한 응답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모형들이 제안되었다. 특히 CVM을 활

용하여 편익을 산정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영(0)의 응답처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영(0)의 응답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들의 실측치를 도출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캐어묻기 질문을 활용하여 지

불의사가 제시금액보다는 작지만 영(0)보다 큰 경우와 영(0)의 WTP로 나누어 분석

하는 혼합모형과 이의 일종인 스파이크모형 등 모수적 접근법과 WTP에 대한 분포

의 가정을 완화한 비모수접근법을 활용하였다. 한편 비모수적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truncated mean이며 스파이크 모형 및 혼합모형 등 모수적 접근법은 0의 응답을 포

함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두 접근법은 철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경계모형의 WTP가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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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형의 WT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합모형의 WTP가 상대적으로 스파이크

모형보다 크게 나타났다. 혼합모형의 WTP 실측치가 스파이크모형의 WTP 실측치

와 유사하거나 약간 크게 추정되는 것은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

인 현상으로 판단된다7). 둘째, 비모수접근법의 경우 Boman et al.(1999)과 Habb 

and McConnell(1997)의 모형은 WTP의 상한과 하한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모수적 

접근법과의 비교가 힘들다. 다만 Watanabe and Asano(2009)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비모수적 접근법의 WTP보다 모수적 접근법의 WTP가 조금 더 크게 추정되

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분

석결과 제시금액 제시방법과 추정방법에 따라 WTP의 추정치에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중요 정책과정에 CVM이 적용된다

면 다양한 분석방법 중 무엇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Boman 

et al.(1999)은 NOAA패널이 CVM 연구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을 강조한 것을 근

거로 평균 WTP의 하한값, 즉, Habb and McConnell(1997) 혹은 Boman et al.(1999) 

추정법으로 추정된 평균 WTP의 하한값이 공공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적절한 추

정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영(0)의 응답처리와 관련하여 특정 방법론

이 다른 방법론에 비해 적절하다는 판단보다는 보다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시금액이 증가

함에 따라 지불의사확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시금액의 설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외 연구에서도 특정 제시금액 구간에서 제시금

액이 높아지더라도 지불의사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Habb and McConnell 

(1997) 혹은 Boman et al.(1999) 추정법 등 비모수적 추정법의 경우에는 선향내삽법

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Boman 

et al.(1999)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경우에서도 실제 제시금액

7) 스파이크 모형의 경우 일부 응답자들은 영의 제시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익명의 심사
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이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엄밀한 영(0)의 응답처리를 위해서는 양분선택형 질문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지불의사금액이 0인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등 향후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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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정보는 6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모수

적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선형내삽에 따른 정보손실이 불가피하다. 한편 하며, 또한 

특정 제시금액 구간에서 제시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지불의사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모수적 접근법의 경우에도 WTP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

시금액 디자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분석한 

Watanabe and Asano(2009)의 추정법의 경우, Habb and McConnell (1997) 혹은 

Boman et al.(1999) 등 기존의 비모수적 추정법과 달리 선형외삽 또는 내삽 없이 간

단하게 WTP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방법론들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추정법의 경우 하한 제시금액들의 구간

과 상한 제시금액들의 구간의 중복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통상적으

로 적용되는 이중경계모형과 1.5경계모형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영(0)의 응답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방법론들을 동일 자료에 적용하

여 분석과정과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실증적 측면에서 

영(0)의 응답처리와 관련된 방법론들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분

석을 위해서는 영(0)의 응답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폭넓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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