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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미세먼지(


) 노출로 인한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재인 마스크 착용

과 내구재인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른 회피비용지출이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인지 혹은 객관적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받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미세먼지 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를 

측정하였다. 회피비용함수 추정에 있어서 위험인지의 내생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접

근법을 이용하여 2단계 추정방법과 결합추정방법을 시도하였다. 2017년 10월 후반에 실시된 

웹설문조사에 참여한 1,224명의 분석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마스크 착용 비용함수의 

경우 위험인지변수의 외생성 가정을 기각할 수 없는 반면에,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의 경우 

내생성 편의를 고려할 경우 위험인지변수의 계수추정치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

적 위험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주관적 위험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회피비용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인지 평균에서 1단위 감소에 대한 한계지불의사는 마스크 착용의 경우 

월평균 1,000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용의 경우 월평균 6,0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주제어 : 미세먼지 건강위험, 회피행동접근법,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 사용, 도구변수접근법, 

지불의사

JEL 분류 : Q51, Q53, I12

                                  

접수일(2019년 4월 10일), 수정일(2019년 7월 5일), 게재확정일(2019년 7월 10일)

†본 연구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의 일반연구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평가 종합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 제1저자 및 교신저자(e-mail: yeom@jbnu.ac.kr)

*** 통계청 통계개발연구원 주무관, 공동저자(e-mail: jokim124@korea.kr)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공동저자(e-mail: seahn@kei.re.kr)

자원 ․ 환경경제연구  제 28권 제 3호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ume 28, Number 3, September 2019 : pp. 355~383
DOI: https://doi.org/10.15266/KEREA.2019.28.3.355



• 356 •

Measuring Willingness to Pay for PM10 Risk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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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averting costs for wearing anti-PM10 masks and using 

air purifiers at home to reduce exposure from PM10 are influenced by subjective risk perceptions and/or 

objective PM10 concentration levels, whose estimates will be used to measure the willingness to pay for 

PM10 risk reductio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1,224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web-based survey in the late October of 2017. As we reflect the potential endogeniety 

bias in the estimation of averting cost functions of using air purifiers, the coefficients of risk perception 

were differed by 6~7 times. Respondents. subjective risk perceptions were influenced by individuals’ 

knowledge, attitudes and demographic variables, as well as the levels of PM10 concentrations in their 

residential region.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risk reductions at the mean levels of their risk 

perceptions were measured at 1,000 won per month from wearing anti-PM10 masks and 6,000 won for 

using air purifiers respectively.

Keywords : Risk perceptions from exposure to PM10, averting behavior method(ABM), W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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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증가

하고 있다. 2018년에 실시된 국민환경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로 단연 미세먼지를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소은, 2018).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는 급·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더 작은 입자의 초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이나 부정맥 또는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

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민감 그룹은 이러한 환경성 질환으로 조기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신동천, 2017). 더욱이 미세먼지 발생원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

고,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환경부, 2018).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성 질환이나 조기사망 가능성은 의료비 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낮추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미세먼지 건강위

험에 대한 피해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미세먼지에 대한 비자발적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1)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외활

동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작동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회피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Ito and Zhang, 2016; 

Lui, 2018; He and Lau, 2018; 매일경제, 2019.01, 2019.03). 이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변

화에 따른 회피행동이나 지출과 같은 개인들의 현시선호를 관찰하여 건강위험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방법은 회피행동접근법(averting behavior method, ABM)에 속한

다. 미세먼지 이외에도 개인들은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회피

행동이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Gerking and Stanley, 1986; Berger et al., 

1987; Bresnahan, 1997; Dickie and Gerking, 1996; 엄영숙, 1998; 신영철, 2002; Neidell, 

2009). 만약 개인들이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피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농도반응(concentration-response)함수를 통하여 건강영향을 측

정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비용을 산정하게 되면 미세먼지 건강영향 측정에 있어서 편의

1) 정책적 견지에서 건강위험(health risks)은 잠재적인 유해시설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확률로 정의되며, 건강위해 발생 가능성(likelihood)과 위해의 심각성(severity)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

러나 환경정책적 견지에서 건강위험은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위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Slovic et al., 1985, 2004). 건강위해는 조기사망(mortality)와 환경성 질환(morbidity)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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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수 있다.2) 

다른 한편으로 미세먼지 건강위험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개인들의 주관적인 건강위

험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위험과 같이 작은 확률

의 건강위해 가능성에 대해 일반인들이 정확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문

가들이 평가하는 객관적 건강위험 수준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Slovic et 

al., 1985, 2004; Eom, 1997). 나아가서 주관적 건강위험인지 수준은 개인들의 지식, 태

도, 경험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Slovic et al. 

2004; 엄영숙 ․ 최원철, 2004). 기존 회피행동접근법 적용사례들은 대기오염 농도와 회

피행동의 연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인지 형성과 영향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위험 

저감을 위한 회피행동들 중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지출되는 회피비용이 

주관적 위험인지수준에 영향을 받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

를 측정하고자 한다. 소비재인 마스크 착용은 미세먼지 차단효과와 함께 불편함 등의 부

(-)의 동반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반면에 내구재인 공기청정기는 미세

먼지 제거 이외에도 실내 공기질 향상으로 쾌적함을 더해주는 정(+)의 동반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의 회피행동은 결합생산

(joint production)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화의 특성과 결합생산물의 성

격도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른 회피비용함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3)

다른 한편으로 미세먼지 건강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이 객관적 위험추정치와 

상이할 수 있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관적 위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이나 환경성 질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질병비용접근법(Cost of 

Illness, COI)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가상시장에서 특정한 건강위험 감소에 대해 개인들의 지불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진술선호에 근거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 적용

되어 왔다(요약을 위해 안소은, 2017 참조). 최근 들어 앞서 언급한 현시선호에 근거하는 회피행동접근법

(ABM)이 적용사례가 늘고 있다.

3)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사용과 아울러 많이 논의되고 있는 회피행동이 야외활동 자제이다. 환경부에서 발

행하는 미세먼지 예보제는 구간별로 민감그룹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야외활동 제한 정도를 표시하고 있다(환

경부, 2019a). 그러나 야외여가활동 감소는 회피행동(활동) 수요함수 접근이 필요하여,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사

용과 같은 재화에 대한 지출함수와는 다른 분석모형으로 독립적인 연구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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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인지수준을 측정한 그대로 회피비용함수에 직접 포함하는 것은 생략된 변수편의

(omitted variable bias) 등에 의한 내생성 편의(endogenous bias)에 노출될 수 있다

(Dickie and Gerking, 1996; Whitehead, 2006; Lloyd-Smith et al., 2018). 미세먼지 건강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에 근거하여 회피행동접근법을 적용하고, 이럴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내생성 편의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구변수접근법(Instrument Variable 

Approach, IV)을 적용한 것이 본 연구의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10월에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된 패널을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별로 층화추출된 웹기

반 설문조사에 응답한 1,224명을 분석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제II절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개인들의 회피행동 그

리고 주관적 위험인지 형성에 대한 검토한다. 제III절에서는 도구변수접근법을 적용하

여 회피비용함수를 위험인지함수와 결합추정하기 위한 실증모형을 검토한다. 제IV절

에서는 분석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와 표본의 특성 특히 회피비용 산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제V절에서는 위험인지함수와 회피비용함수 추정결과를 설명하고 미세먼지 

위험인지 감소에 따른 편익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제V절은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II. 미세먼지 대책과 회피행동 그리고 위험인지 

1. 미세먼지 대책과 회피행동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수준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이 

2007년 24%에서 2016년 72%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여전

히 10% 수준에 불과하다.4) 201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6

년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11% 정도로 미세먼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평균 환경

기준 달성률은 47%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횟수도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 횟수가 2015년 

4)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은 각각 50µg/m3과 15µg/m3로 WHO가 권고하는 기준(각

각 20µg/m3, 10µg/m3)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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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 2016년 66회인데 반하여 2017년 92회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상황이 더 안 좋아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2015년 173회, 2016년에 90회, 2017

년 128회 그리고 2018년에는 300회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환경부, 2018). 

이러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특별대책

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국내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선제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환경부, 2017). 이어서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정책관련 전담조직

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조정, 자동차 운행제한, 학

교 수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환경부, 2019b). 

정부에서 이처럼 다양한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정체 현상이나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유입 등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환경부는 2015년 말부터 전국을 총 19개 권역으로 구분하

여 24시간 주기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정보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예보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예보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치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

록 통합대기환경지수(CAI)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좋음, 보통, 나쁨 그리고 매우 나쁨의 4

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건강위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지침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환

경부, 2019a). 환경부(2019a)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처요령으로 야외활동 자제 및 금

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및 야채 섭

취하기, 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건강수칙

을 제시하고 있다.

2. 회피행동으로써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효능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응요령까지 발표하는 상황이니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우려에 혜택을 보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바

로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이며, 더불어 호흡기계 질환자 증가로 인해 병원과 관련 의약

제품 판매업체 역시 혜택을 누리고 있다(브랜드타임즈, 2019.01). 특히 내구재인 공기청

정기는 2014년 50만 대 정도가 팔리는 틈새 가전이었지만 2016년 100만 대를 넘어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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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서는 250만 대가 판매되어 2017년(160만 대) 대비 80%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

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매일경제, 2019.01).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소비재인 마스크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두 달 동안에 2018년 연간 매출액을 달성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매일경제, 2019.03). 내구재인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소비재인 마스크 구매

는 개당 지출액은 적지만, 보통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

간 동안 가구당 지출액은 상당할 수 있다. 

미세먼지 회피행동으로 많이 언급되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에너지부에 의하면 고성능 먼지 집

진장치(High Efficiency Particulate Arrestance, HEPA) 기능이 있는 필터를 장착한 공기

청정기는 0.3µm 이상의 미세먼지를 99.97% 제거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HPEA 공기청정기는 와 같이 입자가 큰 미세먼지 제거에 더 효과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DOE, 2005). 최근 임상연구결과에 의하면 HEPA 공기청정기는 다양

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천식증상 완화로 외래진료 방문감소, 염증질환이나 심장질환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Lanphear et al., 2011).5)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에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는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

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 미세먼지 등에 대한 방지

책으로 보건 마스크를 인증하고 있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

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6) ‘KF(Korea Filter)’ 문자 뒤

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5) 우리나라 공기청정기협회에서도 성능실험을 통해 규격에 맞춘 제품에 한해 ‘CA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HEPA 필터의 등급을 달리하는 공기청정기를 여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19년 2월 말에 경

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일 간 도내 79.2m2(24평형) 아파트 공간 내에서 공기청정기 효율실험을 진행한 결

과, 실내면적에 맞는 적정용량의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미세먼지 제거율은 81.7%로 환기(46.2%)나 자연

강하(23.8%)보다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면적보다 용량이 클 경우 미세먼지 제거율이 

90% 이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CBS 노컷 뉴스 2019.04).

6) ‘KF80’은 평균 0.6µ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KF94’, ‘KF99’는 평균 0.4µm 크기의 입

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엄영숙 ․김진옥 ․안소은

• 362 •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나 미 식품의약국(FDA)도 호흡기 질환자

나 노약자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으로 폐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

부하고 있다.7)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의 효용성은 개인의 심리

상태나 밀착률이나 착용기간 등 사용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3.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의 결합생산 가능성

공기청정기 사용과 마스크는 착용은 내구재와 소비재라는 재화의 특성도 다르지만 

미세먼지 저감의 효능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미세먼지 차단의 효과도 있지만 호흡기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불쾌감이나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등을 정화해 주어서 실내의 쾌적함을 더해

주고 집안청소 빈도도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회피행동들이 의도된 건강위

험 이외에 복수의 건강영향을 가져오거나 효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합생산(joint 

production)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ABM 적용의 초기부터 인지되었다. 당면한 환경오염

물질 변화와 행태적 관계를 쉽게 연계할 수 있는 회피행동을 찾아서 현시선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합생산의 가능성 역시 회피행동접근법 실증분석의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Dickie et al., 1987; Freeman, 2003). 

소비자들의 선택이나 행동으로 도출되는 다양한 결합생산물(혹은 서비스) 중 관련된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ABM 적용에 있어서 결합생산의 가능성을 인지는 하지만 실증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는 편이다. 대신에 회피행동 수요 혹은 비용함수 추정으로 도출되

는 편익측정치는 관련 회피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생산물로 인한 후생효과의 하

한치(혹은 상한치)로 인정하고 있다(Bartik, 1988; Freeman, 2003). 내구재와 소비재로 

7)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는 1996년 배포한 보호용 마스크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용 마스

크 착용이 숨쉬기를 힘들게 만들어 폐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8년 제작 배포한 환

자용 교육자료를 통해, “폐 및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

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도 “만성적인 호흡기, 심장 질환 또는 다른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N95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N95 마스크가 착용자의 호흡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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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성격도 다르고 결합생산의 특성도 다르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의 회피비용함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추정하였다.8) 

4. 주관적 위험인지와 회피행동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회피행동을 위한 의사결정

은 보통 주관적으로 인지한 위험수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ckie and 

Gerking, 1996; Eom, 1997). 그러나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위험과 같이 작은 확률의 

건강위해 가능성에 대해 일반 개인들은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객관적 건강위험 수준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Slovic et al., 

1985, 2004). 소비자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수준과 그에 따른 건강위해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계속 접하게 되면 공포수준에 가까운 우려를 하게 되어 주관적 

위험인지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이미 상당한 재원을 들여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수행하여 객관적 미세먼지 농도가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개인들은 높은 주관적 위험인지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회피행동을 

취한다면 사회전체가 치루는 사회적 비용은 효율적인 수준을 넘어 훨씬 커질 수 있을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 예상치 않은 기후상황으로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미세먼지가 유입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예보제를 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개인들

의 위험인지 수준이 낮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농도-반응 관계를 

통해 개인들이 입는 건강위해는 상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관적 위험인지 수준은 위험상황에 대해 형성된 신념이나 정보수준 정도에 따

라 이질적일 수 있어서 개인들의 지식, 태도, 경험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Slovic et al., 2004; 엄영숙 ․ 최원철, 2004; Whitehead, 

2006).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들의 회피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할 

때 객관적 위험측정치보다는 개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위험수준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

할 수 있다.

8) 최근에 중국에서 수행된 초미세먼지 건강위험에 대한 회피행동 실증분석 사례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행

위를 각각 살펴보았다(Lui et al., 2018; Ito and Zha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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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회피비용함수 실증모형: 주관적 위험인지와 도구변수접근법

미세먼지 건강위험을 인지하는 개인들이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외출 

시 사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실내에서 사용하는 회피행동을 취한다고 하자. 

개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위험수준 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회피행동에 따른 지출함수

를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Bartik, 1988; Whitehead, 2006; 엄영숙, 1998).9) 

 

  ′ ,    (1)

여기서 는 개인들의 회피행동 지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변수들을, 는 

주관적인 건강위험 인지수준을 나타낸다. 회피행동 유형(마스크 착용 vs. 공기청정기 사

용)에 따라서 포함되는   변수들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객관적인 미세먼지 농도수준을 

나타내는 가 직접 회피비용함수에 영향을 미칠지(즉 ) 아니면 주관적 위험인

지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실증분석의 몫이

다. 는 정규분포를 취하는 오차항으로 가정한다. 

개인들 중 일부는 회피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아서 회피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

피비용함수 는 식 (2)와 같이 0에서 절단된(censored) 토빗모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if

 

 if
≤ 

 (2)

여기서 
는 분석자들의 입장에서 관찰되지 않은 참 회피비용을 나타낸다. 회피비용함

수가 토빗모형으로 추정되면 위험인지변수 1단위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는 토빗모형의 

계수추정치에   
일 확률을 곱하여 식 (3)과 같이 도출된다.

9) 식 (1)의 회피행동 지출함수는 Bartik(1988)이 도출한 특정 환경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들이 

지출하는 방어적 지출함수(defensive expenditure)의 개념을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 상황으로 확대 적

용하였다. 즉 일정한 건강위험 인지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회피비용(C())을 항목으로 포함하는 소득제약조

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은 위험인지에 대한 한계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회피

행동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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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표준정규누적분포로서 정의 회피비용을 관찰하게 될 확률을 의미한다. 

식 (2)에서 위험인지변수 의 계수추정치 가 바로 식 (3)으로 표기된 위험인지 감소

에 따른 한계지불의사를 측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추정

이 중요하다.

그런데 식 (2)의 오차항 에 포함된 회피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은 요소들 역시 건강위험 인지수준 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생략된 변수(omitted 

variable)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변수와 오차항   사이에 상관관

계가 존재할 수 있다(즉  ≠ )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인지 수준()

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토빗모형을 추정하는 것은 변수의 계수추정치 에 내생성 

편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편의 가능성을 반영하여 위험인지변수에 대한 도구변수

(instrument variables)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인지수준이 개인들의 지식, 태도 및 경험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리하여 

내생변수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지변수를 식 (4)와 같이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   (4)

여기서 는 주관적 건강위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변수들을 나타내며, 식 (4)의 

위험인지수준 와는 연관성이 강할수록 좋지만(즉 ≠ ), 식 (2)의 회피비용

함수 오차항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도구변수들을(   ) 찾는 것이 관건이라

고 볼 수 있다(Cameron and Trivedi, 2005; Wooldridge, 2008). 다시 말하면 식 (4)의 위험

인지함수에서 설명변수 들은 회피비용함수에는 포함되지 않는식별변수들(identifying 

variables)로서, 위험인지함수 에서는 설명력이 높지만 회피비용함수 와의 상관성

이 없는 변수들이 선정되는 것이 적절하다(Whitehead, 2006; Wooldridge, 2008).10)

위험인지변수의 내생성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고 일관성 있는 추정을 위해 두 가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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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우선 식 (4)의 위험인지함수 를 식 (2)의 회피비용함수에 

대체하면 식 (5)와 같이 축약함수(reduced function)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5)

만약에 주관적 위험인지수준과 회피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

들이 있다면 오차항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위험인지함수 계수 

의 추정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식 (4)의 위험인지함수를 추정한 

뒤 예측치  를 식 (5)에 설명변수로 대입하여 식 (6)과 같이 추정하는 일종의 2단계 추

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Whitehead, 2006). 

  ′
   (6)

식 (2)와 (4)에서 설명변수들 과 는 식 (2)의 오차항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가

정하였기 떄문에, 식 (6)의 오차항 가 식 (4)의 오차항 과 상관이 없을 때만이, 위험인

지변수 의 외생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하여 2단계 추정방법을 적용

하였을 경우 변수의 외생성 검정은 식 (4)에서 위험인지함수를 추정하여 잔차 를 구

하고, 식 (2)에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토빗모형을 추정한 뒤, 잔차예측치  계수추정치

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봄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Wooldridge, 2008).

다른 한편으로 식 (2)의 회피비용 토빗모형과 식 (4)의 위험인지함수를 식 (7)과 같이 

연립방정식모형으로 간주하고, 두 오차항(과 )의 상관계수의 추정까지 가능한 완전

정보최대우도(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기법으로 결합추정(joint estimate)

할 수 있다(Whitehead, 2006; Lloyd-Smith et al., 2018). 

10) 회피비용함수(식 (2))에서 외생변수들인 가 식 (4)에도 포함된 것은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변수들도 

회피비용함수와 위험인지함수의 오차항 과 와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 


   . 식 (4)에서 도구변수로서 식별조건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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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if
≤ 

  ′′  (7)

  

결합추정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회피비용함수 에서 위험인지함수 의 외생성 

검정은 식 (7)에서 결합추정된 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통해 가능하다(Green, 2008; 

Wooldridge, 2008).

IV.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1. 설문조사 자료수집과 주요문항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쓰인 표본은 미세먼지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및 태도 그리고 회

피 및 완화행동과 비용지출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

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224명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 동안 웹기반 조사로 이루어졌다. 표본의 설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

역별,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비례할당 추출로 이루어졌다. 총 2,108명에게 설문 참여의

향을 물었고 그중 1,224명이 응답하여 설문응답율은 58.1%를 기록하였다. 

설문지는 우선 응답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

과 지식 그리고 정보수집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뒤를 이어서 환경부나 언론 등에서 

자주 논의되는 미세먼지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들이나 가구에서 취할 수 있는 활동

이나 대응요령들을 제시하고 2017년 봄철(3월에서 6월)동안의 참여 및 수행 정도에 대

하여 질문하였다. 이어서 같은 봄철 동안 응답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경험한 미세먼지 노

출관련 증상들과 이로 인한 외래진료나 입원치료 경험과 구체적인 시간과 비용관련 정

보를 질문하였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관한 질문과 자세한 인구통

계학적 질문으로 설문을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한 회피행동들 중 언론이나 문헌에서 가장 많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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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있는 2가지 유형의 활동에 대해 지출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질문

하였다. 즉 지난 봄철 동안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사

용하였는지 질문하고,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가정에 대해서 구매하여 사용하는지 아니

면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공기청정기 구매 가정에는 구입가격과 필터

교환 및 유지비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구매가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에게는 

제품모델과 집의 평수를 질문하였다. 공기청정기를 대여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에게는 

월평균 렌탈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지난 봄철 동안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이 대략 몇 개의 마스크를 

구입하였는지, 낱개로 구입하였는지 혹은 묶음으로 구입하였는지 질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위해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은 ‘지

난 봄철과 같은 수준의 미세먼지에 매년 노출된다고 가정할 때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 해

를 입어 결국 조기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0에서 10

까지의 11단계 선형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11) 여기서 0은 ‘전혀 위험이 없다’

를 10은 ‘위험이 매우 높다’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주관적 위험인지 수준을 초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하지 않고 질문한 이유는 설문지 수정 단계에서 수행한 표

적집단토론회(FGI)에서 여러 경로로 파악한 결과 일반인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볼 수 없었고, 둘의 차이에 대한 지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12) 그리하여 주관적 위험인지 질문은 미세먼지 노출관련 위험으로 한정하였다.

2. 표본의 특성

1)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른 회피비용 산정

총 표본 중 535가구(44%)가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사

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439가구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66가구는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명은 구매와 대여 모두 하고 있다고 응답

11)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위험은 보통 상당히 작은 확률 수치이므로 직접 확률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설

문조사에서 1에서 10 혹은 1에서 5(Whitehead, 2006) 또는 1에서 20(Dickie and Gerking, 1996)과 같이 선형

척도상에서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인지를 측정하는 대리변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12) 후술하겠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식수준은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표적집단토론

회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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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외출 시 미세먼지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565명으로 표본의 46% 정도를 점하였다. 표본에서 두 가지 유형의 회피행동을 모두 참

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6명으로 공기청정기 사용가구의 53% 그리고 마스크 착

용자의 51%를 점하였다. 

내구재인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른 회피비용은 구입가격을 월 상환액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비에 자본회귀계수를 곱하여서 산정하였다.13) 보통 공기청정

기의 내구연한은 브랜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고장이 나서 교체하기 보다는 더 좋은 기

능의 모델이 나와서 바꾸기도 하여 내구연한은 평균 5년으로 산정하였다.14)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2008)에서 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고 있는 5.5%를 

적용하였다. 소비재인 미세먼지 마스크는 한 개 단위로 구매하기도 하고 10개 이상 묶음

으로 구매하기도 하여 단위당 가격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평균 단가를 1,500원으로 적

용하였다.15) 각각의 회피행동에 참여한 표본가구의 월 평균 공기청정기 사용관련 비용

은 월 평균 42,692원, 마스크 구입비용은 19,895원으로 요약되었다. 

2) 응답자들의 주관적 위험인지 등 표본의 특성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1에서 5점 척도

상에 묻는 질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평균 2.9를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8를 점하

여 응답자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미

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역시 5점 척도상 평균이 2.7로 차이를 잘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응답자들의 위험인지 평균이 6.7을 나타내어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위험을 상당

13) 월상환액초기구입비
 


, 여기서 
 


는 자본회귀계수이고 는 연 할인율이며 은 

내구연한이다. 내구연한을 5년과 10년으로 구분하여 월 상환액을 산정한 결과 평균 4,000원 정도 차이가 났고 

실증분석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4) 10명으로 구성된 표적집단토론회(FGI)에 참석한 소비자 모니터링요원들에 따르면 모델에 따라 10년 정도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능이 개선된 제품의 출시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5년 정도가 적절

하다고 보았다.

15)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약국에서 낱개로 구입하면 3,000원~4,000원 정도하고, 묶음으로 인터넷에서 구입

하면 개당 1,000원 이하로 계산되었다. 마스크 구매방식에 대한 질문이 없었으므로 개당 1,500원 정도로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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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인지 분포를 살펴보면 건강위험이 4

이하는 12% 정도를 점한 반면 8 이상이 37% 정도 그리고 매우 위험한 수준인 10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0%가 넘었다. 객관적 위험추청치를 반영하는 2017년 봄철(3월에서 6

월) 동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응답자들 거주지가 속한 16개 시도의 시·군단

위의 평균값으로 매칭하였다.16) 동기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의 전국 평균은 55.7µg/m3

이었고 초미세먼지 농도의 전국평균은 27.8µg/m3이었으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

도의 상관계수는 0.57 정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미세먼지 나쁨(80µg/m3) 이상이 

14일 정도인 반면에 초미세먼지 나쁨(35µg/m3) 이상은 27일 정도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대기오염원으로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응답자

들의 7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라고 대답

하였다. 응답자들의 70% 정도가 여러 형태의 호흡기 증상이나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대

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위험인지수준과 회피비용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로는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소득 변수가 포함되

었다. <표 1>은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의 정의와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 

V. 실증분석 결과

마스크 착용에 따른 회피비용함수 추정결과는 <표 2>에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른 회피비용함수 추정결과는 <표 3>에 제시하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실증모형의 

전개과정을 반영하여, <표 2>와 <표 3>에서 모형 (1)과 (2)는 각각 위험인지함수의 내생

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추정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내생성 편의 가능성을 고

려했을 경우 모형 (3)은 2단계 추정결과를17) 그리고 모형 (4)와 모형 (5)는 연립방정식 

형태의 결합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험인지함수는 최소자승법(OLS)을 적용하여 

추정한 반면에,18) 회피비용함수는 토빗모형으로 추정하였다. 

16) 봄철기간 미세먼지 농도는 응답지 거주지의 GPS 좌표를 이용하여 환경부 예보 사이트인 Air Korea에서 전국 

지역별 257개 측정망 중 응답자들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동이나 구 단위가 속한 측정소와 세세하게 매칭을 

시도하였지만, 시·군구 단위로 집계한 농도보다 실증분석 시 통계적인 유의성이 더 적었다.

17) 2단계 추정에서 1단계 위험인지함수 추정결과는 <표 1>과 <표 2> 모두 독립추정 결과인 <모형 1>과 같아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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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표본의 특성

변수명 변수의 정의 Mean (S.D)

대기질 

관련

변수

SRisk_PM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주관적인 건강위해 

가능성: 0-10 선형척도
6.7 (2.1)

SMean_PM10

2017년 봄철(3월~6월) 동안 거주지 인근 

미세먼지(PM10) 농도(µg/m3)
55.7 (8.1)

ChinaSource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이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1;
0.72 (0.45)

지식/

경험/

행동

변수

Know_PM10

PM10에 대한 지식의 정도: 

1: 전혀 알지 못한다, ... 5: 매우 잘 알고 있다. 
2.8 (0.81)

RSymptom 2017년 봄철(3-6월) 동안 호흡기 질환 경험 =1; 0.7 (0.46)

Vitamin Take 비타민 C등 건강증진식품을 먹는다면 =1; 0.67 (0.47)

인구 ·

통계학적 

변수

Income 응답자 가구소득(백만원/월) 4.74 (2.5)

Gender 응답자의 성별(남자=1) 0.49 (0.5)

Age 응답자들의 나이(세) 44.9 (13.6)

Over 50 응답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1; 0.39 (0.49)

College 응답자가 대학재학 이상이면 =1; 0.77 (0.42)

Married 응답자가 기혼자이면 =1; 0.70 (0.46)

# Child 5세미만 아동 수(명) 0.2 (0.55)

종속

변수

회피비용 C 구매 가구의 월간 마스크 구매비용(천원)
19.895 

(21.571)

회피비용 C 사용 가구의 월간 공기청정기 사용비용(천원)
42.692

(19.627)

1. 위험인지함수의 도구변수 선정과 추정결과

회피비용함수(식 (2)) 추정에 있어서 설명변수로 포함된 위험인지변수()의 내생성 

우려를 반영한 위험인지함수(식 (4)) 추정에 포함 된 도구변수()로는 우선적으로 

2017년 봄철동안 응답자 거주지가 속한 구나 시·군 단위의 미세먼지 평균농도 변수

(SMean_PM10)이다. 나머지 도구변수들은 Wooldridge(2008)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인식 

및 태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 위험인지 문헌에서 제시하는 예상 가능한 외생변

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추정한 뒤, 위험인지 수준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큰 변수들 

18) 물론 주관적 건강위험인지수준은 0에서 10의 선형척도로 숫자가 커질수록 우려의 수준도 증가하는 일종의 순

위서열척도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순위프로빗모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토빗모형 회피비용

함수와 결합추정 시 로그우도함수의 단순화를 위하여 최소자승법(OLS)을 적용하였다(Whitehead, 2006). 또

한 <표 1>과 <표 2>의 모형 (1)에 제시된 OLS 추정결과는 순위프로빗모형으로 추정 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설

명변수들의 부호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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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마스크 착용 회피비용함수 추정결과

변수 구분

독립적 추정 2단계 추정 결합추정

위험인지

모형 1

회피비용

모형 2

회피비용

모형 3

위험인지

모형 4

회피비용

모형 5

Intercept
4.732

(9.37)

-36.039

(-3.27)

-49.98

(-1.86)

4.682

(9.24)

-52.08

(-1.88

주관적 ·

객관적 

미세먼지 

위험

SRisk_PM
2.683***

(3.24)

4.418

(1.10)

4.721

(1.14)

SMean_PM10

0.0185***

(2.53)

0.018***

(2.59)

지식/

경험/

행동

변수

RSymptom
0.722***

(5.70)

9.776

(2.99)***
8.372*

(1.83)

0.718***

(5.66)

8.171*

(1.76)

Know_PM10

0.281***

(3.87)

4.094*

(1.69)

3.598*

(1.71)

0.207*

(1.63)

3.531*

(1.66)

ChinaSource
0.366***

(2.90)

0.373***

(2.97)

Vitamin Take
10.198***

(3.00)

10.101***

(3.20)

10.131***

(3.20)

인구 ·

통계학적 

변수

HIncome
0.018

(0.34)

0.0014

(0.25)

0.0014

(0.24)

Gender
-0.196*

(-1.72)

-6.324**

(-2.16)

-6.042**

(-2.05)

-0.194*

(-1.70)

-6.009**

(-2.03)

Age
-0.022***

(-5.11)

-3.025***

(-2.54)

-0.026*

(-1.81)

-0.022***

(-5.08)

-0.253*

(-1.74)

College
0.443***

(3.29)

0.413***

(2.92)

# Child
0.359***

(3.59)

0.359***

(3.48)

Sigma 
43.24***

(7.53)

43.26***

(31.42)

N 1,224

R2 0.11

F or LOGL 18.1 4.47 58.8 58.8

Wald  통계량a
0.24

(0.63)

0.22

(0.62)

주: 괄호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a : Wald   통계량은 내생변수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지 변수의 외생성 검정을 위한 통계량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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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 추정결과 

변수 구분

독립적 추정 2단계 추정 결합추정

위험인지

모형 1

회피비용

모형 2

회피비용

모형 3

위험인지

모형 4

회피비용

모형 5

Intercept
4.732

(9.37)

-66.765

(-7.81)

132.7

(-6.19)

4.546

(8.92)

-133.2

(-6.25)

주관적 · 

객관적 

미세먼지 

위험

SRisk_PM
1.880***

(2.54)

12.714***

(3.92)

12.983***

(3.95)

SMean_PM10

0.0185***

(2.53)

0.020***

(3.06)

지식/

경험/

행동

변수

RSymptom
0.722***

(5.70)

0.665***

(5.41)

Know_PM10

0.281***

(3.87)

7.800***

(3.97)

4.664**

(2.06)

0.17

(1.46)

4.734**

(2.09)

ChinaSource
0.366***

(2.90)

0.341***

(2.89)

Vitamin Take
8.769***

(2.64)

7.662**

(2.13)

7.279*

(2.02)

인구 ·

통계학적 

변수

HIncome
0.0245***

(4.08)

0.0231***

(3.47)

0.0234***

(3.51)

Gender
-0.196*

(-1.72)

-0.146

(-1.39)

Age/Over 50a -0.022***

(-5.11)

-16.137***

(-4.64)

-6.865

(-1.51)

-0.022***

(-2.69)

-6.643

(-1.45)

College
0.443***

(3.29)

0.452***

(3.52)

#Child
0.359***

(3.59)

0.358***

(3.58)

Married
23.886***

(6.14)

22.073***

(5.43)

21.914***

(5.36)

Sigma 
46.26***

(29.11)

1.381***

(43.71)

46.0***

(28.54)

상관계수 
-0.46***

(-3.69)

N 1,224

R2 0.12

F or LOGL 18.1 17.22 100.6 -100.9

Wald 통계량b
13.4***

(0.0003)

12.4***

(0.0004)

주: 괄호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a: 위험인지함수(모형 1, 4)에서는 Age변수가 회피비용함수(모형 2와 5)에서는 50세 이상을 나타내는 

Over 50 더미변수가 설명변수로 포함됨. Over 50 더미변수의 선정은 Age변수를 20대를 기준으로 

나이 대 별로 더미변수를 형성하고 추정한 결과 50세 이후부터가 상대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 임.

 b: Wald   통계량은 내생변수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지 변수의 외생성 검정을 위한 통계량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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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선택하였다. 두 유형의 회피비용함수(<표 2>와 <표 3>) 모두 위험인지함수에 대

해 똑같은 도구변수들을 선정하였다. 호흡기 증상경험여부(RSymptom)과 미세먼지 주

오염원이 중국발이라는 인식(ChinaSource) 변수들과 아울러 대학재학 이상 더미변수

(College), 나이(Age), 성별(Gender) 그리고 5세 미만 유아 수(# Child) 변수들이 도구변

수로 포함되었다. 

<표 2>와 <표 3>에서 독립적으로 추정하거나(모형 1) 결합적으로 추정하거나(모형 

4) 상관없이 위험인지함수(SRisk_PM)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대부분이 예상된 부호를 

가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

일수록 주관적 위험인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객관적 위험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객관적 위험수준이 높을

수록 주관적 위험수준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발생의 주원인이 중

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위험인지수준이 높

았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나이가 많거나 남성일수록 위험인지수준이 낮은 것이 

눈에 띈다.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거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응답자들의 위험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마스크 착용 및 공기청정기 사용 회피비용함수 추정결과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회피비용함수 추정결과는 위험인지변수의 내생성 반영방식에 

따라서 구분하여 <표 2>와 <표 3>에 제시하고 있다. 위험인지함수 추정에 포함된 도구

변수들은 같은 변수들을 선정한 반면에, 두 유형의 회피비용함수 추정에 포함된 설명변

수들은 통계적 유의성과 위험인지변수 계수추정치의 보수적 추정이라는 기준에 의거하

여 선정하였다.19) 또한 응답자 거주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변수를 

회피비용함수(식 (5)) 추정에서도 설명변수로 직접 포함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19) 후술하겠지만 마스크 회피비용함수에서 위험인지변수의 내생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공기청정

기 회피비용함수에서는 위험인지변수의 내생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 도구

변수들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같은 도구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두 유형의 회피비용함수 추

정에 동일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할 경우 공기청정기 회피비용함수에서 내생변수인 위험인지변수의 계수추정

치가 훨씬 크게 추정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표 3>에서 결합추정 시(모형 (5)의 12.983) 독립추정 시(모형 (2)

의 1.880)보다 위험인지변수의 계수추정치가 6-7배 크게 추정되기 때문에 내생변수의 보수적 추정을 염두에 

두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공기청정기 비용함수 추정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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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우선 <표 2>에 요약된 마스크 착용 비용함수에서 위험인지변수(SRisk_PM)는 내생성

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포함시켰을 때는(모형 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내생

성을 반영한 2단계 추정(모형 3)이나 결합추정(모형 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반면에 <표 3>에 요약된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 추정결과는 위험인지변수는 3

가지 추정방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아가서 내생성을 고려한 결합추정

(모형 5)이나 2단계 추정모형(모형 3)의 위험인지변수 계수추정치(각각 12.983와 

12.714)가 독립추정모형의 계수추정치(1.880)보다 6~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다시 말하면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일수록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회피비용 지출이 많지만, 위험인지변수가 마스

크 착용 비용함수에서는 내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공기청정기 비용

함수에서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마스크 착용 비용함수는 독립적 추정결과(모형 2)를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

용 비용함수는 2단계 추정(모형 3)이나 결합추정 결과(모형 5)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평소에 건강보조식품 섭취 등 면역력 

증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일수록 두 종류의 회피비용 지출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른 한편으로 마스크 착용의 경우 호흡기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피비용 지출이 

높은 반면에, 나이가 많거나 남성들일수록 회피비용지출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기청정기 사용에 있어서는 기혼자들일수록 회피비용 지출이 높고, 50세 이상

의 응답자들일수록 비용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가구의 소득수준은 마

스크 착용을 위한 비용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공기청정

기 사용 비용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 내구재인 공기청정기가 

정상재임을 반영하였다. 

20) 위험인지변수의 내생성 편의를 고려하였을 때 계수추정치 6~7배 정도 차이는 기존문헌 연구결과의 범위에 속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Whitehead(2006)는 수질인지와 CVM 지불의사함수에서 먹는 물 수질인지의 

내생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계수추정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최근의 Lloyd-Smith et 

al.(2018) 역시 먹는 물 회피비용함수에서 위험인지의 내생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계수추정치가 4배 이상 차이

가 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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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인지변수의 내생성 검정 및 식별력 검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스크 착용 비용함수 추정에서는 위험인지변수가 내생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 추정에서는 내생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욱이 <표 3>의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에서는 위험인지변수를 외생변

수로 취급했는지(모형 2) 아니면 내생변수로 취급했는지(모형 3과 모형 5)에 따라 계수

추정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므로 위험인지변수의 외생성 여부에 

대한 통계적 검정의 추가적 수행이 필요하였다. 

우선 2단계 추정(모형 3)방법을 적용하였을 때는 앞 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Durbin-Wu-Hausman가 제안한 일종의 모형표기검정(specification test)를 실시하였다

(Green, 2008). 먼저 식 (4)의 위험인지함수(SRisk_PM)를 OLS로 추정하고 그 잔차항을 

식 (2)로 표기된 토빗모형의 회피비용함수에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 t-통계

량이 –3.88로 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위험인지변수와 회피비용함수

의 오차항의 상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결합추정(모형 5)

하였을 때 상관계수가 0.46으로 추정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내생변수의 외생

성 가설에 대한 Wald 통계량이   
  로 측정되어 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하여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회피비용함수에서 위험인지변수

의 외생생 검정은 기각되고 내생변수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내생변수인 위험인지함수 추정에 7개의 도구변수들이(식 (4)에서 )이 포

함되어 과다식별제한(overidentifying restrictions) 가능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Bassman 

유형의 통계량을 계산하였다(Wooldridge, 2008; Whitehead, 2006).21) 검정 통계량이 

  
    이고 유의확률( )이 0.69로 산정되어서, 위험인지함수에 

포함된 도구변수들이 토빗모형의 회피비용함수 오차항과 상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즉 위험인지함수의 도구변수로 선정된 7개의 변수들은 적절하게 선

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 Bassman 유형의 통계량은 회피비용함수와 위험인지함수를 결합추정한 뒤 도출한 잔차항을 종속변수로 하고 

내생변수인 위험인지함수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도구변수들 포함)을 설명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검정

통계량은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에 표본의 크기 을 곱하여 산정하며 (df=6 )분포를 취한다. 만약 검정통

계량이   분포의 임계치보다 적다면 도구변수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Wooldridg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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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비용함수 추정에 있어서도 위험인지변수의 외생성 가설에 대해 똑같은 

검정절차를 거친 결과 통계량   
  이고 유의확률이 0.37 측정되어 외생성 가

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4. 미세먼지 위험인지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 측정

<표 2>와 <표 3>에 제시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사용 회피비용함수 추정결과를 활용

하여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주관적 위험인지 변화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으며 <표 4>

에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험인지변수의 외생성 검정결과에 의거하여, 마스크 착용 

비용함수는 독립적 추정 결과를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는 결합추정 결과를 

적용하였다. 

먼저 <표 2>의 마스크 착용에 따른 회피비용함수 독립추정(모형 2) 결과를 적용했을 

때, 위험인지수준이 1단위 감소함에 따른 한계편익은 월 단위로 1,054원으로 측정되었

다. 응답자들의 주관적 위험인지수준이 평균에서 30% 정도 감소(6.7에서 4.7로) 했을 때 

봄철 기간 동안 월간 편익은 2,003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표 3>의 

공기청정기 회피비용함수의 결합추정(모형 5) 결과를 적용하여 위험인지수준이 1단위 

감소함에 따른 한계편익은 가구당 월 6,0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마찬가지로 응답자들

의 위험인지수준이 평균에서 30% 감소했을 때 가구당 월간 편익은 10,725원 정도 측정

되었다. 물론 가정 내에서 공기청정기 사용이 전적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회피하고자 노

력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형태의 서비스와 결합적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있

<표 4> 미세먼지 위험인지 감소에 따른 편익측정

구분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 사용

미세먼지 

위험인지

감소 편익

월간 한계편익
1,054원

(3.67)

6,036원

(3.97)

 위험인지 30% 감소에 

 대한 월간 편익 

2,003원

(2.02)

10,725원

(4.41)

주: 괄호 안의 수치들은 t-ratio를 나타냄. 

이때 편익 추정치들의 표준편차는 델타접근법(delta method)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a: 비한계적 30% 위험인지수준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는 각 위험인지수준(6,7과 4.7)에서 계산된 

조건부 회피비용 예측치(즉 식 (2)의 )들의 차이를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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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 이외에도 야외활동 제한 정도, 

공기정화 식물 가꾸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외출 후 손이나 얼굴 씻기 등 다양한 회

피행동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상당수 응답자들이 각 회피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건강위험 감소에 대한 편익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다양한 

회피행동 수요함수나 지출함수를 추정하고, 이들 회피행동들의 결합생산 가능성이나 

회피행동들 간의 상관계수도 고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향후에 요구된다. 특히 미세먼

지 예보제에도 명시된 행동지침인 야외활동 자제는 미세먼지 건강위험 회피행동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분석자료를 사용하여 2017년 봄철 

동안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한 야외활동 감소 수요함수 추정결과를 활용한 위험인지

수준 1단위 개선에 대한 한계편익이 월 16,0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엄영숙 · 오형나, 

2019). 그런 측면에서 <표 4>에 제시된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측정된 두 

유형의 회피행동 지출함수에 반영된 한계편익 월 7,100원은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위험 감소에 개인들이 부여하는 사적가치(private value)의 하한선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Kim et al.(2018)은 2017년 비슷한 시기에 CVM을 적용하여 초미세먼지 주의

보를 2016년 대비 50% 감소를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연평균 

6,000원 정도의 공적가치(public value)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두 가지 유형의 회피비용지출에 반영된 사적가치 하한선인 월평균 7,100원(연평균 약 

85,000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미세먼지 위험감소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사적가치가 

공적가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7년 10월 후반에 실시된 전국기반 웹 설문조사에 참여한 1,224명의 분

석 표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비용지출이 객관

적 미세먼지 농도와 주관적 위험인지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회피행동은 재화의 특성과 결합생산의 성격이 다른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실내에

서 공기청정기 사용이었다.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 두 회피행동 모두에서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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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의 선형척도상에서 측정된 위험인지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일수록 회피비용 지출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스크 비용지출함수의 경우 위험인지변수가 내생성

으로 인한 편의발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의 경우 위

험인지수준이 내생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 비용함수와 위험인지함수를 결

합추정한 결과, 계수추정치가 6-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관찰되어 내생성 편의의 

적절한 처리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응답자들의 위험인지수준은 객관적 위험측정치의 대리변수로서 미세먼지 농도뿐 아

니라 개인들의 지식, 경험, 태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개인들이 직면하는 객관적 위험수준이 같더라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위험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객관적 위험측정치와 주관적 위험인지 사이에 차이가 있

을 수 있다는 기존문헌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Slovic et al., 1985, 

2004). 또한 위험인지수준은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 회피비용 지출에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미세먼지 농도수준은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의 

결합추정 시에만 위험인지함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회피비용지출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생원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미세먼지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상

황에서, 미세먼지 농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정보를 반응하여 주관적 위험인지수

준을 업데이트하고 적절한 회피행동을 취하는 것은 미세먼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

이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대

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집행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위

험인지과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려는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 노력 또

한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선형척도상에서 상대적으로 측정한 주

관적 위험인지수준을 확률로 정의되는 건강위험 개념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을 개선시키고, 정부정책 시행 전과 후 혹은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른 주관적 위험

인지의 변화와 그에 따른 회피행동이나 지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회피행동 유형에 따라 위험인지변수의 내생성 검증

결과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다양한 회피행동 유형과 위험인지 간의 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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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제고가 필요하다.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 고려 된 두 가지 유형의 회피행동 이외에

도 야외활동 자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회피행동이나 회피비용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건강위험 저감을 위해 개인들이 부여하는 사적가치를 좀 더 정확하

게 반영한 사회적 비용 측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에

서 응답자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못하고 둘

의 차이에 대해 잘 구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건강위

해의 가능성과 심각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 국

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정보제공이나 교육 등 효과적인 위험소통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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