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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적인 님비(NIMBY)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에 목

적이 있다.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 주변에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가정

하고, 전력 소비자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기 위한 님비의 강도를 지불의사액(WTP)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였

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45.3원/KWh으로 국내 전기요금의 43%를 추가적으로 인

상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 응답자

의 지불의사액이 원전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가 수도권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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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tries to quantify the regional NIMBY costs to nuclear power plants. NIMBY 

costs are estimated as willingness to pays for avoiding nuclear power plants near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the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 nuclear power plants were 

newly constructed around the residences. The result of 600 respondents living within a radius of 30 km of 

nuclear power plants compared to the result of 600 responde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NIMBY costs to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all 

residences. By region, the willingness to pay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greater than that in the nuclear 

power areas. This study focuses on NIMBY to nuclear power plants from a regional point of view, which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in establishing prudent and sound nuclear powe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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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54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구소련에 건설된 이후, 원자력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해왔다.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연료 단가와 오일쇼크 등을 겪으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증가하였다(NDSL, 2008). 

그러나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와 미국의 Three Mile Island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

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한동안 침체기를 겪게 된다. 원자력발전

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붉어지면서이다. 타 발전

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2000년

대 들어서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추가로 건설하려는 국가들이 증가하

였다(World Nuclear Association, 2019).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의 국가

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석탄/석유/가스 등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이 우리 사회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임을 다시 확인시키는 사건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이다. 이 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사용하고 있는 모

든 국가들에 대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홍사균 외, 2011). 원

자력발전에 대한 지지는 급격히 떨어졌고, 각 국가마다 원자력발전 정책을 즉시 재검토

하여 그 비중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모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였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계획을 중지하고 재검토에 들어갔

다. EU국가들과 중국, 멕시코 등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원자력발전

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신규원전에 대한 계획을 보류하였다(이석호, 2011). 후

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건설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커짐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전 세계 전력생산시설 용량 중에서 2011년 16.8%에서 2012년 10.8%로 

낮아졌다(IEA, 2014).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대규모 에너지 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에 관한 정책 수립은 국민

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

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확대와 증설로 이어지지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가 커질 경우 운영 중단과 건설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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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수용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오영미 외, 2008; 원두환, 2010).

원자력발전 수용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주제라면,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다. 님비는 환경적으로 유해

하거나 쾌적하지 못한 시설이 지역사회에 건설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를 나타

낸다. 인류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하나, 그 시설이 

자신의 거주지 내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님비가 나타나게 된다. 국가

적인 수용성 지역적 님비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편익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주변지역의 거주자들은 더 많은 위

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님비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자력발

전소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하더

라도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의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역 인근에 위치

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는 국가 에너지공급 차원의 문제라

기 보다는, 지역의 혐오시설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과학기술부(2003)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추가 건설

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거주지역 인근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형적인 님비로 수용성과 님비가 

다른 성격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님비는 원자력발전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신

재생에너지발전소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혐오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반대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arson and Krannich, 2016; van der 

Hosrst, 2007).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원자력발전소와 님비의 정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왔으

며, 님비의 강도와 시설로부터 거리가 반비례함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Greenberg, 

2009; van der Hosrst, 2007). 그러나 님비를 정량적인 수치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Sun et al.(2014)가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의 강도를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으로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한 사례가 있지만, 국내 사례를 분석한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를 가상가치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주

변지역에 입지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반대하게 될 것이고, 이를 회피하고자 비용을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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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 소득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는 소득이 클수록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겠다는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입지 반대를 위한 사

람들의 지불의사액을 측정하여 님비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비교도 가

능하다(Sun et al., 2014). 국가 에너지 문제로 접근하는 수용성과는 달리 지역적인 관점

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님비를 측정하는 것은 향후 신중하고 건전한 원자력발전 정책

의 수립과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갈등해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II. 선행연구

2000년대 후반에 들어 경제개발로 인한 글로벌 환경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 에

너지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목받았다(Srinivasan and Rethinarag, 

2013; Pearce, 2012).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추진 동력이 줄어들었다

(Lozano et al., 2011). 이후 원자력 위험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원자력발전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로, Kim et al.(2014)는 19개 국가에 걸쳐 

원자력발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원자력 관리기구에 대한 신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자력 관리기구에 대

한 믿음이 높을수록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속한 

정보전달, 비상사태에 대한 관리체계 등이 원자력 관리기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Soutenborough et al.(2013)은 실증조사를 통해 미국인들의 원자

력발전에 대한 수용성이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정책적 지원에 의해 결정됨을 보였다. 원

자력에 대한 교육과 소통,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관리가 원자력발전의 수용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두환(2010)은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

한 선호의 이질성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들의 85% 정도가 원자력 대해서 긍정적인 인

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15%의 응답자들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국내 여건

상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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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미래와 전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도 있다. Aoki and Rothwell 

(2013)는 후쿠시마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 Three Mile Island 사고의 원인과 과정, 최종 

결과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였고,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와 사고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

해서는 독립적인 안전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Homma and Akimoto(2013)

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공급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원자력발전소의 급격한 정지와 폐쇄는 일본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경제에 부정적

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Siegrist and Visschers(2013)도 정량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후쿠시마 사고 이

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것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 원자력발전의 신규건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에 관한 연구로, Zhang and Tong(2014)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님비현상이 더욱 강화되었고, 님비의 원인이 건강에 대한 불

안과 경제적인 손실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서용 ‧김근식(2007)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경험적 감정이 위험, 편익, 수용성에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원자력발전에 대한 님비는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경험적인 감정을 

통해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님비도 경험적 감정 관리를 통해 줄어들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도

출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지만, 님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수치로 나타낸 연구는 

Sun et al.(2014)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Sun et al.(2014)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의 

정량적인 평가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 또는 위

험을 받아들이는 조건의 수취의사액(Willingness to accept: WTA)으로 측정가능하며,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인들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0.0567USD/kWh으로 추정되었고, 이것은 중국 전

기요금 평균의 69.1% 수준이다. 또한 현재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사람들의 지불의사

액이 미래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거주할 사람들의 지불의사액보다 크게 나타나, 원자력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의 정량적 측정과 비교

• 563 •

발전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님비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현상의 정량적인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적이다. 원

두환 외(2009)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 원전 온배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구당 수취의사액이 월 

11,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자체에 대한 님비를 정량

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현상을 지

불의사액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비교한다.

III. 연구방법

1. 가상가치법과 설문지 설계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전기공급의 혜택은 전국으로 돌아가지만,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주변지역 거주자의 몫으로 남게 되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원자

력발전소를 회피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무형의 비

용이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형의 비용, 즉 님비를 일반적

인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편익 또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

로 가상가치법(CVM)이 사용될 수 있다(권오상, 2005). 가상가치법은 환경재와 같은 비

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가상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비시장재를 

구매할 수 있다는 가정을 통해 편익 또는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가상가치법

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같은 유 ‧무형의 경제적 비용을 측정하

는 데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님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액과 위험을 수

용하기 위한 수취의사액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수취의사액 추정은 소비

자들의 예산제약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무제한 또는 매우 높은 금액을 보상받아야 한

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Brown and Gregory, 1999). 

반면 지불의사액을 이용하면 예산제약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데, 지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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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처분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어 현실적

인 값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님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얼마의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수취의사액)를 측정하기보다는, 주

변지역에 원자력발전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것

인지(지불의사액)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가상가치법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비시장재의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NOAA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엄격하게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Arrow et al., 1993). 본 

연구에서 NOAA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

는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상가치평가법(CVM) 설계 절차

대상 재화

선정
원자력발전소의 새로운 입지에 대한 님비를 정량적으로 추정

↓

지불수단 

선정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비용과 관계를 가지면서 일상적 지출에 지나

치게 제약을 받지 않는 지불수단으로 전기요금을 사용 

↓

지불의사

유 도

현실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행하는 선택메커니즘과 유사하면서, 국민

투표에서 흔히 사용되어 비교적 친숙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통해 

지불의사를 유도

↓

제시금액

설 계

관련 전문가의 판단과 무작위 추출된 표본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

탕으로 제시금액 설정 

↓

설문방법

선 택

설문 대상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특정한 사건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

↓

필요정보

포 함

설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설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정과 지불의사액 추정에 필요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질문에 포함

출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 2008 인용 및 

보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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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측정을 위해서 거래대상 재화나 서비스의 정의, 지불수단, 서비스의 공급방식, 지

불의사 유도 방법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상품은 원자력발전소의 새로운 입지

에 대한 님비이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이미 4개 지

역에 분포하고 가동 중에 있고,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현실적으로 이전할 수가 없

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님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설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새롭게 입지할 수 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였고, 응답자 주변지

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을 얼마만큼 포기할

지를 질문하였다.

가상가치법 설문지는 가상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명시하고 응답

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지불수단들은 재산세, 소득세, 목적세, 기부금, 사용료 등이 있다. 다양한 수단들 중에

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전기요금일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금류의 지불수단은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존재

함으로 추정결과의 왜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중립적인 지불수단으로 전기 사용료

인 전기요금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사용자 또는 가구의 성격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각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기 

단위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위당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화하

여 2016년 월평균 가구당 전기소비량 370kWh와 월평균 전기요금 38,800원을 이용하여 

가정용 전기요금이 일률적으로 105원/kWh인 것으로 가정하였다.1)

응답자로부터 지불의사액을 추출하기 위해서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

을 사용하였다. 양분선택형 방식은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 주변에 입지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제시한 후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예/아니오’ 답변으

로 유도한다. 이중양분선택형 방식은 양분선택형에 제시된 금액에 대해 응답자가 ‘예’

라고 하면  2배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아니오’라고 하면 1/2배 금액을 제시하여 응답자

의 지불의사액 구간을 좁히는 방법이다(Hanemann et al., 1991). 이중양분선택형 방식

1) 전력빅데이터센터(https://bigdata.kepco.co.kr/) 접속일시 2018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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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일양분선택형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설문조사 표본이 많지 않아도 정확한 지불의

사액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중양분선택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적

집단 토론회를 거쳐 가상가치법 설문지를 수정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검증

하는 과정을 반복한 후 최종 설문지는 <그림 2>와 같이 설계되었다.

<그림 2> 가상가치평가법 보기 카드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 모두를 이전하여 배치할 수 있고, 귀하께서 살고 있는 

거주지 반경 30km 이내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전하여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

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전의 이전을 반대하는 전기 이용자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데, 만일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귀하가 살

고 있는 지역에 건설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가구가 추가 비용 지불에 동의하신다면 그 금액은 귀하의 가구가 추가적

으로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통해 충당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금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가구의 대표로서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신 후 

다음 질문에 신중하게 대답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자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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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새로운 장소에 입지가 가능하고 응답자 거주지로부터 30km 이내에 

들어올 경우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를 질

문하였다.2) 30km를 기준으로 제시한 이유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사성비상계획구역

이 30km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 2015). 최초 제시된 추

가적인 전기요금 인상분은 1kWh당 10원, 20원, 30원, 40원이고, ‘예’라고 응답하면 인

상요금을 2배로 하고, ‘아니오’라고 하면 인상요금을 1/2배로 변경하여 다시 질문하였

다. 응답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추가 인상금액과 함께 인

상률(%)도 함께 제시하였다.

설문의 목적이 지불의사액 추정에 있기 때문에 가계의 생활비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가 현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

주하고 있는 사람이 더욱 강한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강

한지 비교하기 위해 설문조사 지역을 국내 원자력발전소지역 30km 이내의 거주자 600

명, 수도권 거주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지불의사액 추정 모형 

양분선택형 질문에 대한 ‘예/아니오’의 응답은 지불의사액의 범주만을 제공할 뿐 응

답자들의 진정한 지불의사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RUM)을 기반으로 평가대상 재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해야 한다. 

확률효용모형에 따르면 효용함수()는 결정된 선호(deterministic preferences)

부분()과 확률적 선호(stochastic preference)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선호의 

확률적 부분을 확률오차로 표시하면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2) 설문에서는 응답자 주변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입지거부를 위해서 입지 예정지 주민들의 추가적인 전기료 인상 

수용여부를 조사하였다. 만약 설문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 중지를 위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면 님비보다는 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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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용모형을 원자력발전소의 님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식 (1)은 원자력발

전이 응답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 상황()과, 인근 지역에 입지한 상

황()에 대한 간접효용함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개인의 소득, 는 시장재 가격과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의 벡터, 는 원자력발전소의 입지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다. 그리고 는 개별 응답자는 알고 있지만, 연구자들이 관찰할 수 없는 

응답자들의 선호부분을 나타내는 확률오차이다. 

원자력발전이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제시된 금액 A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이때 원전이 다른 지역에 입지되었을 때

()의 효용이 주변지역에 입지한 상태()의 효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식 (2)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라는 응답자들의 답을 관찰할 수 있고, 이

때 응답자들이 ‘예’ 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식 (3)과 같은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Pr예   Pr∆     ∆ (3)

여기서 ∆≡    는 효용차이함수이고, 오차항은     

이며 는 오차항()의 누적확률밀도함수이다. 

원전이 주변에 입지한 상태와 원전이 타 지역에 입지한 상태의 효용수준을 일치시켜

주는 소득의 차이를 지불의사액(WTP)이라고 식 (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4)

WTP는 효용수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에서 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대 지불의

사금액이며 식 (5)와 같이 두 상황에 대한 지출차이함수(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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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는 주어진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지출액 함수, 는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설명변수들의 벡터, 는 설명변수의 계수 벡터이며 오차항 는 특정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한다. 

이때 에서 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금액 A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우의 확률

은 식 (6)과 같다.

Pr예   Pr     Pr      Pr   (6)

여기서 오차항 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로지스틱분포 등이 가정할 수 있고, 정규분포

를 가정하면 Probit모형을 이용하여 식 (5)를 추정할 수 있다.

IV. 설문조사 결과 및 추정 결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설문조사는 웹설문(Web-survey)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전문 

설문조사업체의 웹 패널을 이용하여 표본을 비례할당하여 추출하였다. 국내 원자력발

전소에서 반경 30km 이내에 위치하는 시군구를 분리하여 해당지역의 인구수, 성별, 연

령대에 비례하여 6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부산 290개, 울산 189개, 전남 

영광 29개, 경주 65개, 울진 27개의 샘플을 수집하였다. 수도권의 경우도 서울, 인천, 경

기도의 인구구성에 맞추어 6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실제설문 조사는 2017년 7월10

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다. <표 1>과 같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5.1세이고,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45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과 지역으로 비례할당하

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성별과 원전 주변거주 여부는 각 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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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 응답자 기초통계량 

변수 정의 평균 표준편차

age 응답자 나이 45.10 12.72

male 응답자 성별 남성 = 1 여성 = 0 0.51 0.50

income 응답자 가구 월 소득 수준(만 원) 445.25 218.27

sudo 응답자 거주지 수도권 = 1 원전인근 = 0 0.50 0.50

설문지에는 지불의사액을 조사하는 문항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에 대한 평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험수

준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위험수준이 매우 높아짐’, ‘위험수준

이 어느 정도 높아짐’, ‘위험수준이 변화없음’, 3단계로 응답할 수 있었는데, 전체 1200

명 응답자 중에서 변화없다는 응답자가 52%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위험수준이 높아

졌다는 응답자가 35%였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의 응답

은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48%가 응답하였고, 위험수준이 변함이 없다고 응

답한 비중도 28%나 되었다. 반면 수도권지역의 응답자들은 위험수준이 변함없다고 응

답한 비중이 76%로 가장 높았고, 위험수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2%로 낮

았다.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거주지의 위험성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원자력발전소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과, 둘째 원자력발전소와 거주지와의 거

리로 인한 안전성이다. 만약 원자력발전소에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의 분포가 두 지역에서 동일하다면,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수준의 변화는 거리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 수준 변화 

지역
위험수준이 

매우 높아짐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짐

위험수준이 

변함없음

전체 13% 35% 52%

원전지역 24% 48% 28%

수도권지역 2% 2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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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 안전거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원

자력 발전소로부터 안전하려면 최소한 몇 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안전한지를 조사한 결

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거리는 136km로 나타났고, 원전지역 응답자는 116km, 수도권

지역 응답자는 156km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원자력발전소로 안전거리는 유의

하게 차이가 있고, 수도권 응답자들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야 안전하다

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님비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를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 및 폐쇄에 관한 찬반을 조사하였다. 전기요금이 인상되

더라도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자의 38.5%는 폐쇄를 찬성하였고, 33.8%는 폐쇄를 반대하였고, 나머지 27.7% 모르겠

다고 응답하여 폐쇄 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의 지역적 차이를 보기 

위해 수도권지역과 원전지역으로 구분한 응답 비율은 <그림 3>과 같다. 원전지역의 응

답자들 41%와 수도권지역 응답자들 36%가에 폐쇄 찬성을 하여, 원전지역 응답자들의 

폐쇄 찬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의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원자력발

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지 못한 수도권 응답자들이 조금 더 높다. 원전지역 응답자

들은 이미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경험하고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원전

에 대한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전기요금 인상에도 원전 폐쇄 찬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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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를 측정하기 위한 지불의사액 추정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지불의사액을 조사하는 문항에서 각각의 제시금액은 비슷

한 수의 응답자들에게 배분되었고, 제시금액이 커질수록 ‘예’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200명의 응답자중에서, 356명은 첫 번째 제시액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시액에도 ‘아니오’를 응답하였다.

<표 3> 지불의사액 응답(전체 표본) 

첫 번째

제시액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첫 번째 yes)

두 번째 응답

(첫 번째 no)
합계

　 yes no yes no yes no 　

10 215 90 151 64 20 70 305

20 191 107 119 72 17 90 298

30 178 116 92 86 29 87 294

40 165 138 89 76 29 109 303

합계 749 451 451 298 95 356 1200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 응답분포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지역 응답자들도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예’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작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00명의 응답자 중에서 198명은 ‘아니오-아니오’라고 응답하

였다.

<표 4> 지불의사액 응답(원전지역 표본)

첫 번째

제시액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첫 번째 yes)

두 번째 응답

(첫 번째 no)
합계

　 yes no yes no yes no 　

10 103 54 73 30 9 45 157

20 94 54 60 34 7 47 148

30 88 54 49 39 13 41 142

40 69 84 35 34 19 65 153

합계 354 246 217 137 48 198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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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수도권 응답자들은 비슷한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고, 두 질문 모두 ‘아니

오’라고 응답한 수가 158명이다. 

<표 5> 지불의사액 응답(수도권지역 표본)

첫 번째

제시액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첫 번째 yes)

두 번째 응답

(첫 번째 no)
합계

　 yes no yes no yes no 　

10 112 36 78 34 11 25 148

20 97 53 59 38 10 43 150

30 90 62 43 47 16 46 152

40 96 54 54 42 10 44 150

합계 395 205 234 161 47 158 600

모든 제시금액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일부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님비가 전혀 없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지불의사액이 0원인 경우도 있겠

지만,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님비에 상관없이 지불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응답

을 포함시켜서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면 과소추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Jorgensen 

and Syme, 2000). 따라서 후속질문을 통하여 지불거부 응답자들을 구별하였다. 모든 제

시금액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356명에 대해서 지불의사액이 0원인지 아니면 최

소한 1원 이상 지불의사가 있는지 추가 질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100명은 지불의사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6명에 대해서는 지불의사액이 0원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한 결과 지불거부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는 160명으로 원전지역 응답자 82명 수

도권지역 응답자 78명이었다. 

설문의 응답을 이용하여 식 (5)의 WTP함수를 두 가지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응답자의 특징(공변량)을 반영하지 않고 ‘예/아니오’ 응답만을 이용하여 WTP함

수를 추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형은 응답자의 특성(공변량)을 고려하여 WTP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 특성으로 나이, 성별, 소득

수준과 수도권 거주 여부를 포함하였다. 또한 지불거부자를 포함하여 함수를 추정하고 

지불거부자를 제외하여 함수를 추정하여 두 추정값의 비교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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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불거부자 추가 조사 문항

지불거부 이유 전체 원전지역 수도권

지불의사액은 1원 이상이다. 100 51 49

지불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37 23 14

원자력 발전소가 내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여도 나는 

상관없다.
59 42 17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지불거부). 37 17 20

한전(전기공급사)에서 해결해야한다(지불거부). 37 16 21

현재 전기요금이 충분히 비싸다(지불거부). 60 36 24

내가 지불한 금액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지역의 보상에 

사용되리라는 믿음이 없다(지불거부).
26 13 13

합계 356 198 158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고 WTP함수를 추정한 경우 원전지역과 수도권지역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지역의 WTP가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을 분리하여 

각각 WTP를 추정하였다. <표 7>은 지불거부자를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 각각의 추

정결과를 보여준다.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된 상수의 계수가 평균 WTP이다. 모든 계수

는 1% 수준에서 유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액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거부자를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 원자력발전소 입지를 회피하기 위한 가

구당 평균 지불의사액(WTP)은 45.56원/kWh으로 나타났고, 원전지역 응답자만으로 추

정했을 경우 42.43원/kWh, 수도권지역 응답자만을 이용할 경우 48.52원/kWh로 나타났

다. 수도권지역 응답자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님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전인근지역 거주자들은 원전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고, 이에 원

자력발전소에 대한 위험을 수도권 응답자에 비해서 적게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

능성이 크다.3) 박천희 ‧김서용(2015)은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뢰와 편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낙인이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한다

고 하였다. 수도권 거주자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성은 높으나, 실제 원자

3) <그림 3>에서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 폐쇄 여부에 있어서 원전지역 응답자의 찬성비중이 높

은 이유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현재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폐쇄의 혜택이 클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지불의사액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입지에 관한 것으로 원자력발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원전지역 응답자가 수도권 응답자에 비해서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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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님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불거부자를 포함한 경우 WTP 추정값

이 36.44원/kWh로 추정되어 지불거부자를 제외했을 때 보다 WTP가 낮게 나타났다. 지

불거부자를 포함하여 WTP를 추정하면 과소추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공변량 없는 지불의사액 함수 추정

전 지역

(지불거부 제외)

샘플수 1040 log likelihood -1354.9834

변수 계수 표준오차 [95% Conf. Interval]

상수 45.5651*** 1.5099 42.6057 48.5245

원전지역

(지불거부 제외)

샘플수 518 log likelihood -669.5718

변수 계수 표준오차 [95% Conf. Interval]

상수 42.4333*** 2.1694 38.1813 46.6853

수도권

(지불거부 제외)

샘플수 522 log likelihood -682.5480

변수 계수 표준오차 [95% Conf. Interval]

상수 48.5248*** 2.0959 44.4167 52.6329

전 지역

(지불거부 포함)

샘플수 1200 log likelihood -1568.6417

변수 계수 표준오차 [95% Conf. Interval]

상수 36.4473*** 1.5615 33.3868 39.5078

원전지역

(지불거부 포함)

샘플수 600 log likelihood -771.62133

변수 계수 표준오차 [95% Conf. Interval]

상수 33.2173*** 2.2028 28.8998 37.5349

수도권

(지불거부 포함)

샘플수 600 log likelihood -794.26353

변수 계수 표준오차 [95% Conf. Interval]

상수 39.6773*** 2.2091 35.3475 44.0070

공변량을 포함하여 WTP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지불거부자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이(age)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들

이 유의하였다. 성별(male)의 추정계수는 음수로 1% 수준에서 유의하여, 남성의 원자력

발전소 회피에 대한 지불의사가 여성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의 소득수준

(income)의 계수는 양수로 5% 수준에서 유의한데,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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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나타낸다. 수도권 응답자(sudo)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수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원전지역 응답자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다. 성별과 소득수준이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김근식 ‧김서용(2017)의 연구결과에 부합

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낮아지는 결과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에도 적용이 된다.

<표 8> 공변량 포함 지불의사액 함수 추정

전 지역

(지불거부자 제외)

샘플수 1040 Log likelihood -1340.6778

변수 계수. 표준오차 [95% Conf. Interval]

age -0.0770 0.1137 -0.3000 0.1459

male -12.3220*** 2.8677 -17.9427 -6.7014

income 0.0148** 0.0066 0.0017 0.0279

sudo 5.8440** 2.8570 0.2343 11.4338

상수 45.5308*** 5.9243 33.9192 57.1423

전 지역

(지불거부자 포함)

샘플수 1200 Log likelihood -1555.8815

변수 계수. 표준오차 [95% Conf. Interval]

age -0.1555 0.1245 -0.3996 0.0885

male -12.5691*** 3.1266 -18.6973 -6.4409

income 0.0129* 0.0072 -0.0012 0.0271

sudo 6.4599** 3.1164 0.3517 12.5681

상수 40.8833*** 6.4874 28.1682 53.5984

<표 9>는 추정된 계수와 응답자 특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전 지역, 원전지역, 수도권지

역의 평균 WTP와 95% 신뢰구간을 보여준다. 그 결과 공변량 없이 추정한 평균 지불의

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370kWh인 점을 고려

할 때, 원전을 회피하기 위한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은 16,778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전지역거주자는 월 15,695원,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월 17,853원의 지불의사액이 있

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꺼이 지신의 

소득 감소를 감내하려 한다.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이 105원/KWh 정도임을 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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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역별 지불의사액

(지불거부자 제외) 평균 WTP [95% Conf. Interval] WTP/가구/월

전 지역 45.3480 42.4482 48.2479 16,778원

원전지역 42..4198 38.4125 46.4270 15,695원

수도권 48.2539 44.1996 52.3082 17,853원

(지불거부자 포함) 평균 WTP [95% Conf. Interval] WTP/가구/월

전 지역 36.4473 33.3868 39.5078 13,485원

원전지역 33.2173 28.8998 37.5349 12,290원

수도권 39.6773 35.3475 44.0070 14,680원

45.3원을 추가적으로 더욱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

구하고 자신의 주변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는 것을 매우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수도권지역 응답자들이 원전지역 응답자들에 비해서 높은 지불의사액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에 대해서 더 

강력한 님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전지역과 수도권지역 응답자들의 님비 강도

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식정도에 있을 것이다. 박천희 ‧김

근식(2015)은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원자력 편익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원자력의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서 원전인근의 거

주자들은 원전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고 관심을 더욱 많이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심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님비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4)

V. 결 론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적 님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거주지 

주변에 새로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여 전력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원자

력발전소가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지역 거주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주변지역에 건설

4) 본 연구의 설문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식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인접성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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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한 님비를 나타내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도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났다. 님비

의 강도를 지불의사액(WTP)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45.3원/KWh으로 국내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의 43% 수준을 추가적으로 

인상해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의 지불의

사액이 원전지역의 지불의사액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소 인근 거주자들

이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보가 더욱 많아 위험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접근

이 가능하거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익숙해져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위

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와 Sun et al.(2016)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두 연구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거

주지에서 30km 이내에 입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유의하게 인상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님비가 두 연구 모두 유의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기요금 대비 평균 43%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나타났고, Sun et 

al.(2016)의 연구는 중국 전기요금의 69.1%의 인상으로 나타나, 양 국가의 원자력발전

에 대한 님비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5) 두 연구 모두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멀리 떨어

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더 많은 지불의사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의 내륙지역 거주자들의 지불의사액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해안지역 거주자의 지불의

사액보다 크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수도권지역의 지불의사액이 원전지역의 지불

의사액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익숙함 또는 보다 많은 정보제

공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님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의 정량적 측정은 향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입지에 

따른 보상의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불의사

액 이상의 보상은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님비 완화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수용성 제고가 우선

5) Sun et al.(2016)의 연구에서 2015년 중국 평균 전기요금은 0.0820USD/kWh이며 추가 지불의사액

은 0.0567USD/kWh로 2016년 평균환율 1160.50원/USD(외환은행 기준)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95.16원/kWh이고 추가 지불의사액은 65.80원/kWh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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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하며, 원자력발전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지에 관한 

님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전체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면 님비 

또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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