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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실험법을 활용한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

전호철*

요 약 : 통계적 생명가치는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의 최종적인 화폐가치화 단위로 활용되며 이는 비용편

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명의 응답자를 질문

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총 1,528명의 

표본 집단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비용에 대한 지불보다는 개인 차원의 예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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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oice Experiment Approach to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

Hocheol Jeon*

ABSTRACT :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estimating the benefits 

of environmental policy. It is used, for example, as a unit of monetization of health benefits resulting from 

the reduction of air pollutants, which is the basis of cost-benefit analysis of policies. The VSL can be 

defined as the value that people of each society are willing to pay to reduce the risk of death, so the value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ts members. In this study, we apply a choice experiment with 3,081 

respondents collected through a web survey were divided into two samples according to the type of 

questions. Among the various estimates, the most appropriate estimate of the VSL is about 1.3 billion won 

from 1,528 sample, which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meta-analysis using estimates from prior studies 

conducted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a private prevention program is preferred to reduce 

the risk of death from cancer rather than a publi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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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토양, 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질의 저하는 인간 활동의 많은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

을 주게 된다. 환경오염이 인간사회에 가져오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인간의 건강이며 

더 나아가서 생명과 직결된다. 환경정책으로 인한 편익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인간의 건강의 증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분석 혹은 수립에 있

어 인간의 건강 및 생명에 대한 부분을 화폐 가치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종종 인간의 건강 및 생명 자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는 오해와 함께 비인간

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1)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VSL)는 환경정책으로 인한 인간의 사망위

험 감소를 화폐적 가치화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다만 통계적 생명가치라

는 용어가 주는 오해로 인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화폐적 평가로 잘못 해석되기

도 한다. 하지만 통계적 생명가치는 조기사망 1단위의 위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Freeman III et al., 2014).2) 용어

에서 오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을 감소시키는 환경정책의 

평가에 있어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단일 측정 단위로 변환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 매

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는 영향경로분석의 화폐가치화 단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다(Muller et al, 2011; Parry et al., 2014; Heo et al., 2016; Tessum et al., 201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각 사회 구성

원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제적 가치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통계

1) OECD(2012)는 인간의 삶 혹은 생명을 화폐가치와 연결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challenging)임과 동시에 인간

의 생명에 대해 무감각하며 냉혹(insensitive or harsh)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라는 용어의 잘못된 의미전달로 인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학계에서 

있었으며 용어 변경에 대한 논의 역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Freeman III et al.(2014)는 그간 진행된 논의를 

일부 소개하고 있다. Cameron(2010)은 “willingness to swap(WTS)”, 즉 갑작스런 사망 가능성에 대한 아주 작

은 위험 감소에 대한 대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EPA는 보다 

직관적인 “value of mortality risk, VMR”, 사망위험에 대한 가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김현노 외(2019)에서

는 영문용어는 VSL로 그대로 사용하되 EPA의 VMR의 의미와 유사하게 ‘사망위험 감소가치’라는 용어를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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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명가치는 개별 사회구성원이 바라는 환경정책의 수준(혹은 궁극적으로 환경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통계적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과 함께 

일부 연구에서 도출된 수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해외연구 결과를 편익이전

(benefit-transfer)하여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편익 이전 시 국가별 경제수준을 고려

하여 보정 작업을 하지만 소득 이외 각 사회 혹은 국가 고유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문

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위험에 대한 인식

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통계적 생명가치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개별 연구의 방법론 및 대상 등에 따라 추정치

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정책의 편익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향경로분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적 생

명가치의 추정치는 독립적인 연구의 결과보다 개별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메타분석의 결과가 포괄적이며 객관적으로 받아들

여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개별 연구의 결과가 존재하여야 한다. 해외에서는 EPA나 

OECD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메타연구에서 통계적 생명가치를 도출하여 정책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통계적 생명가치와 관련한 메타분석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신영철 외(2017) 및 안소은 외(2018)이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개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메타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선행연

구 중 이상치를 제외하면 메타분석을 위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대표적으로 미세먼지)으로 인한 피해의 

가치화, 다른 측면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분석에 있어 필수적인 편익 산정

을 위한 영향경로분석에 있어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생명가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다만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연구가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한 값을 도출

하였다면 본 연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미세먼

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암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암으로 인한 사망확률 감소에 대

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과 관련

된 최근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술선호방법(stated preferenc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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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실험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설문 설계는 D-Efficient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Prior 선택에 있어서는 관련 국내 연구가 부족하여 해외 연구에서 추정된 계수 값을 활용

하였다. 웹 설문조사를 통해 총 3,081명의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을 설문 유

형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추정결과 신영철 외(2017) 및 안소은 외

(2018)의 메타 연구의 추정치와 유사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치가 도출되

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차

원의 정책과 개인 차원의 예방으로 구분하였으며 응답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선택실험법의 속성을 구성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들은 개인 차원의 예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선행연구의 특징 및 결과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제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선택실험법의 설계와 수집된 데이터를 소

개하였으며, 제 IV장에서는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결과를 제시였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통계적 생명가치의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통계적 생명가치는 인간의 생명 자체에 대한 화폐적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어에서 오는 오해는 정책 입안자 및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통계적 생명가치를 정책으

로 인한 편익 산정에 활용하는 데 있어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는 개별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이론적인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3)

경제학의 효용이론에 따라 개인은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를 통계적 생명가치에 적용하면 개인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망위험

을 감소시키는 선택(반대급부로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선택)을 한다. 다만 이

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본인의 사망확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며 효용 극대화 과정에

서 본인의 선택이 사망확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논의의 단순

3) Andersson and Treich(2012), Freeman III et al.(2014), Alberini, A., and Ščasný, M. (2018) 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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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1기 정태모형(one-period static model)에서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극대화 

문제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식 (1)에서 는 생존확률, 는 생존한 경우 자산(혹은 자산을 통한 소비)  을 통

해 얻게 되는 효용, 는 생존하지 못한 경우 얻게 되는 효용을 의미한다.4) 와   

는 초기값(initial endowment)을 의미한다. 

식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기대효용은 생존확률과 자산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개인은 생존확률을 높임으로써 얻게 되는 한계효용과 이에 따른 부의 감소로 인해 

잃게 되는 효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게 된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부와 생존확률 간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로 정의되며 이는 식 

(1)을 전미분하여 도출가능하다.

≡







      

   
 (2)

식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계적 생명가치는 개인의 부와 생존확률의 함수로 표시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계적 생명가치는 개인의 생존확률, 부의 초기값 및 효용함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국가 개념으로 확장하면 국가 고유의 사회 ․ 경제적 요소 및 

인식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연구를 통해 도출된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치를 편익 이전(benefit transfer)하여 국내의 환경정책의 편익을 산정하

는 경우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반영된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먼저 국내외의 정책분석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의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해 추정치의 범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는 연

4) 일반적인 경우 를 0으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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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크게 진술선호법(stated-preference approach)과 헤도닉 임금접근법(Hedonic wage 

approach)로 구분될 수 있다. 헤도닉 임금접근법은 현실의 임금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장

점이 있는 반면 임금을 받지 않는 계층에게 있어 환경질 혹은 위험 변화에 대한 가치 평

가가 어려우며 또한 실제 위험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기타 요소에 의한 영향을 구분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Lindhjem et al., 2010).

더불어 헤도닉 임금 추정방법은 실제 직업에서 오는 위험도와 관련 직업의 노동자가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가 같다고 가정한다. 이는 위험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의 위험에 대

한 선호는 반영되나 해당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즉 해당 직업군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호는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통계적 생명가

치를 추정한 최근 연구는 헤도닉 임금 추정법보다는 진술선호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Cropper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진술선호법을 적용한 연구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표 1> 메타분석을 활용한 통계적 생명가치 연구결과 

메타연구

메타분석에 

사용된 연구 

출판년도(연구수)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결과

원자료(년도) 2015년 기준 조정1)

Kochi et al. (2006) 1988-2002(14) $2.8 백만 (2000) $3.9 백만 

Dekker et al. (2011) 1983-2008(26)
$2.4 백만 ~ $7.5 백만 

(2004)
$3.0 백만–$9.4 백만

Lindhjem et al. (2010)2) 1982-2007(26) $2.9 백만 (2005) $3.5 백만

1) OECD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자료로 보정. 다만 소득보정은 하지 않았음.

2) Lindhjem et al.(2010)은 OECD(2012)에서 인용된 후 현재까지 가장 널리 인용되는 추정

치임.

원자료: Cropper et al.(2011)

<표 1>은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을 위한 메타분석 연구 중 진술선호방법의 결과를 활

용한 대표적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진술선호방법을 이용한 통계적 생명

가치의 추정치는 헤도닉 임금접근방법을 적용한 연구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은 낮은 추

정값을 나타낸다(Cropper et al., 2011). 예를 들어 헤도닉 임금접근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메타분석한 Viscusi and Aldy(2003)의 추정치는 $6.9백만~9.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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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준)로 비슷한 시기의 진술선호방법으로 연구된 결과를 활용한 Mrozek and 

Taylor(2002)의 $2.0백만~3.3백만(2009년 기준)의 약 3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Kochi et 

al.(2006)에서 헤도닉 임금접근방법과 진술선호방법에 연구들을 비교한 결과 역시 약 3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dhjem et al. (2010, 2011)는 진술선호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만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총 38개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활용하여 메타분석

을 하였다.5) <표 1>에 나온 결과를 2015년 환율로 단순 환산하면 약 34억~106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도출된다.6) 다음에 살펴볼 국내에서 진행된 메타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값임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는 다양한 메타연구가 진행

된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을 위한 메타연구가 진행되었다. 대

표적으로 신영철 외(2017)과 안소은 외(2018)이 있다. 두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국내 

연구는 매우 유사하며 메타분석을 위해 최종 선별된 추정치만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신

영철 외(2017)은 총 18개의 연구에서 도출된 61개의 추정을 활용하여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이 되는 18개의 연구는 1996년에서 2016년까지의 약 20년간 국내에서 

추정된 통계적 생명가치 혹은 지불의사액을 활용하였다. 신영철 외(2017)은 사망위험

의 유형, 특성 및 방법론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약 13억 원의 추정

치를 도출하였고, 안소은 외(2018)은 OECD(2012)에서 권고한 데이터 선별작업 가이드

라인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16개 연구의 66개의 추정치를 이용한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약 12.9억~14.8억 원의 값을 도출하였다. 두 연구의 추정결과는 매우 유사하며 앞서 소

개한 해외 메타연구의 결과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소득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망위험

에 대한 인지 정도 및 반응 혹은 사망위험 감소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국내의 연구 결과가 한국인의 위험에 대한 지불의사를 올바르게 추정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가능한 해석은 방법론적인 문제일 수 있다. 안소은 외

5) 메타분석의 입력자료로 사용된 Choi et al. (2001)은 한국에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도출된 연구로 방사능

에 노출에 대한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였다. 
6) 2015년 평균환율:1,132.10원/달러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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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에서 수집한 총 18개의 연구 중 11개의 연구가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한 연구

이며 위험변화의 확률은 6/10,000~4/1,000,000의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7)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연구방법론과 위험변화확률은 추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조

사에서 제시된 위험변화확률은 통계적 생명가치가 지불의사액을 위험변화로 나눈 값으

로 정의되는 것을 상기한다면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치는 위험변화확률이 커질수록 작

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Lindhjem et al., 2011). 다른 한편으로 메타연구를 위한 선행연

구가 부족한 점 역시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의 해외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활용한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보다는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선택실험법은 조건부가치추정법과 비교해 개

별 요소의 가치를 세분화하기 쉬우며 합산편의(part-whole bias)나 양극단반응편의

(yea-saying bias)에 대한 우려가 적은 장점이 있다(Hanley et al.. 1998). 

Alberini and Ščasný(2011)는 이탈리아와 체코, 두 국가에서 각각 1,906명, 1,5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였다. 통계적 생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속성변수로는 사망원인(암, 교통사고, 호흡기 질환)과 위험을 줄이

는 주체(정부 혹은 개인)를 설정하였다. 추정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통계적 생명

가치(VSL)가 높은 현상, 즉 암 프리미엄(cancer premium)과 함께 공공정책에 대한 높은 

지불의사(public program premium)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정결과 기존의 연구의 

추정치보다 매우 높은 400만(2008년 기준, 약 64억 원)에서 1,000만 유로(2008년 기준, 

약 161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Kjær et al.(2018)은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의 방법론에 대한 연

구하였다. 같은 수준의 사망위험에 대해서도 위험의 수준에 표현의 차이가 응답자의 위

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응답자

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 대해서는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위험확률, 예를 들어 ‘연간 1/100,000 사망확률 감소’를 제시한 반면 다른 한 

그룹에 대해서는 ‘연간 1/100,000 사망확률 감소에 해당되는 실제 사망자 감소자 수(즉, 

1/100,000 × 총 시민의 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한 그룹에 대해서는 두 가지 표현 모두

7) 총 18개의 연구를 수집하였으며 선별작업을 통해 16개의 연구를 이용하여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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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여 선택실험법을 진행하였다. 사망위험을 사망자 수만 제시된 그룹에서는 

1/100,000 사망확률 감소에 대해 지불의사액이 1,236DKK(2013년 기준, 약 24만 원) 이 

추정되었으며 반대로 사망위험확률만 제시된 경우에는 560DKK8)(2013년 기준, 약 11

만 원)로 약 1/2 정도로 낮은 수치가 도출되었다. 이에 반해 확률과 사망자 수가 모두 제

공된 그룹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치인 888DKK(2013년 기준, 약 17만 원)가 지불의사액

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Kjær et al.(2018)는 확률이 주는 상대적인 모호함

으로 인해 낮은 지불의사액이 도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9) 확률만 제시한 경우보다 

확률에 해당하는 실제 사망 감소 가능 숫자를 보여주는 경우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측

면이 있어 약 2배에 해당되는 지불의사액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Kjær et al.(2018)

은 사망자 수는 공포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해 과대추정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수치적 능력이 부족한 응답장의 

경우 사망위험에 대한 표현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lberini 

and Ščasný(2018)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체코 등 유럽의 4개국에 대해 선택실험

법을 적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였다. Alberini and Ščasný(2018)는 기존의 연

구와 달리 암에 대한 위험을 암 발생확률과 암 발생시 사망확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10) 또한 암 발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을 중요한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추정결과 

통계적 생명가치는 물론 통계적발생확률가치(Value per Statistical Case, VSCC)에도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와 같이 일회성 사고로 인한 사망과 달리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

른 일상 생활에서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에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술선호방법을 통한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은 앞서 살펴본 헤도닉임금 추정법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지만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적인 상황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선호를 분석하는 방법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 가상편의(hypothetical 

8) DKK는 덴마크 크로나를 의미함.
9) 통계적 생명가치로 환산하면 각각 약 241억 원, 약 109억 원, 약 173억 원이다. 

10) 통계적발생확률가치(Value per Statistical Case, VSCC)는 암 발생확률(사망과는 상관없이)을 줄이는 것에 지

불의사액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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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가 존재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을 나타내는 표현방식(확률 혹은 사

망자 수) 및 정책 수단(공공, 개인)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

해 조사 설계 및 질문 형식에 따라 결과 값이 매우 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술선호

방법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실험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III.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11)

선택실험법은 한 설문자에게 속성의 수준을 변경한 선택지를 반복 질문함으로서 선

호를 조사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시간 및 비용의 절약과 데이터 관리 등의 장점을 가지는 

웹 설문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미리 확보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휴대

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하여 응답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단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방법을 적용

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총 26,2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하여 최종 조사 완료한 인

원은 3,081명이 최종 표본으로 선택되었다. 특히 본 조사에서 응답자는 휴대전화나 PC 

중 하나의 기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최종 응답자는 PC와 휴

대전화가 각각 1,062명과 2,091명으로 휴대전화의 편의성으로 인해 더 많은 응답자가 

휴대전화를 선택하였다.

안소은 외(2018)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행된 진술선호법을 활용한 통계적 생명가치 

연구의 대부분은 직접적 사망원인의 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보다는 

대기오염, 기후변화,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효과로 인한 간접적인 위험감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즉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위험에 초

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표 2>는 선택실험에서 설정한 주요 속

성과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1) 본 조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의식조사의 일부로 2018년 10월 12일부터 22일
까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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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택실험 속성 및 수준

속 성 현재 수준 유형 1 유형 2

암으로 인한 

사망확률

15명

/10,000명 

사망

1명/10,000명 감소

(연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5,127명 감소)

3명/10,000명 감소

(연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15,381명 감소)

5명/10,000명 감소

(연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25,635명 감소)

7명/10,000명 감소

(연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35,889명 감소)

14명/10,000명 사망

(연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5,127명 감소)

12명/10,000명 사망

(연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15,381명 감소)

10명/10,000명 사망

(연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25,635명 감소)

8명/10,000명 사망

(연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35,889명 감소)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추가 지불하게 

되는 연간 비용 

(향후 5년간)

-

50,000원/년 (250,000원/5년)

100,000원/년 (500,000원/5년)

200,000원/년 (1,000,000원/5년)

400,000원/년 (2,000,000원/5년)

개인 차원에서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지불하게 

되는 연간 비용

(향후 5년간)

-

50,000원/년 (250,000원/5년)

100,000원/년 (500,000원/5년)

200,000원/년 (1,000,000원/5년)

400,000원/년 (2,000,000원/5년)

본 연구에서는 사망위험수준에 대한 표현 방법을 달리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

였다. 두 그룹 모두에게 현재 암으로 인한 사망확률을 제시하였다. 다만 차이점은 ‘유형

1’ 표본의 설문응답자에게는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해 감소되는 확률(∆P)을 제시한 반

면 ‘유형 2’의 응답자에게는 프로그램 실행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감소되어 나타

나게 될 확률, 즉 P1(변화된 확률) = P0(현재확률) - ∆P(감소되는 확률)을 제시하였다. 또

한 사망확률 감소로 인해 줄어들게 될 사망자 수도 함께 제시하였다. 

선택실험법에서는 속성과 함께 속성별 수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가상편의의 가

능성을 줄일 수 있다. 통계적 생명가치 연구에서 핵심적인 속성은 사망확률과 관련 비용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검토한 해외 연구를 바탕으로 기본 사망 감소확률을 ‘1명

/10,000명 감소’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준을 증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속성의 

수준 중 특히 비용에 대한 수준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12) 이를 기준으로 ‘3명/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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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서 ‘7명/10,000명 감소’로 높은 확률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중 Alberini and 

Ščasny가 수행한 연구를 참고하여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Alberini and Ščasny는 통

계적 생명가치 추정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선택

실험법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불의사액은 소득의 탄력성의 함수로 정의된다. 이

러한 이유로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치를 소득 탄력성을 활용하여 가치이전(benefit- 

transfer)한다(Viscusi and Masterman, 2017). Alberini and Ščasny의 연구 중 소득 수준

이 우리와 비슷한 이탈리아와 체코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연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비용 수준을 결정하였다.

정책비용에 대한 변수를 정부 정책을 위한 세금 형태의 비용과 개인 차원에서의 예방

비용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Alberini and Ščasny(2018)에서 설정한 개인 차원의 예

방비용과 국가 정책 차원의 비용과 유사한 설계를 하였다. 하지만 Alberini and Ščasny 

(2018)는 두 가지의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하는 “all or nothing” 형태로 제시한 반면 본 연

구에서는 개인적 예방과 정부 정책비용의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현실

에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며 이는 결국 국민

의 세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개인 차원에서 암 예방을 위한 지출, 

예를 들자면 주기적인 건강 검진 혹은 암 예방을 위한 음식 섭취 등의 지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정책비용과 개인 차원의 예방 비용은 항상 혼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총 3가지의 속성과 속성별 수준을 이용하여 선택실험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설문 설계

는 전문 소프트웨어(NGene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산-공분산 행렬을 최적화하는 

D-Efficient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였다.13)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Prior값이 필요한

데, 이는 Alberini and Ščasny(2011, 2018) 및 Kjær et al.(2018)에서 추정된 계수 값을 활

용하였으며 패널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선택문항 셋을 총 28개로 설계 

후 이를 4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1안으로 ‘(3명/10,000명 감소, 정

부프로그램비용 40만 원/연, 개인프로그램 5만 원)’ 2안으로 ‘(5명/10,000명 감소, 정부

프로그램비용 20만 원/연, 개인프로그램 40만 원)’과 ‘선택하지 않음’으로 구성된 선택

집합이 제시되었다. 각 설문 응답자는 각 선택문항 셋별로 총 7번의 선택기회를 가진다. 

12) 암으로 인한 현재 사망확률은 2018년 사망원인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13) 자세한 설계 방법에 대해서는 NGENE 소프트웨어 매뉴얼, ChoiceMetrics(20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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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수집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표본에서 연령이 낮은 응

답자일수록 PC보다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득 및 학력 역시 PC를 이용한 경우가 더 높은데 이는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76퍼센트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응답하였는

데 이는 2018년 전국 평균 49퍼센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웹조사의 단점으로 상

대적으로 높은 학력수준 및 소득을 나타내는 응답자 표본이 형성된다. 더불어 60대 이상

의 고령층의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다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편이

나 대면조사와 인터넷 기반의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Cambell et al., 2018). 설문 소요시간 평균이 1시간 이상으로 긴 이유는 일부 

응답 시간이 길어 평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중간값(median)은 17분이다.14) 

<표 3> 설문조사 기초통계량

전체 표본 PC 휴대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이 43.67 13.26 45.1 13.6 42.9 13.0

여성 49% - 37% - 55% 50%

기혼 65% - 64% - 66% 48%

소득(만 원) 470.1 279.7 489.9 291.2 459.8 272.9

대졸 76% - 80% - 74% 44%

암 발생(본인) 4% - 4% - 4% 20%

암 발생(가족) 35% - 34% - 36% 48%

설문 

소요시간(분)
92.1 462.3 100.1 513.2 87.8 433.2

표본 수 3,081 1,062 2,019

IV. 추정 모형 및 결과

웹 설문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확률효용모형(RUM: Random 

14) 설문 소요시간은 선택실험뿐만 아니라 환경의식조사에 대한 답변 시간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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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확률효용모형은 개별응답자()가 선택기회()에서 

총 J개의 선택지 중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받게 되는 효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

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다만 연구자는 각 개인이 선택하는 대안으

로부터 받게 되는 효용에 미치는 요소 중 일부를 관측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점

을 모형에 확률변수의 형태로 가정한다. 따라서 확률변수 가산적인(additive) 형태로 가

정하면 다음과 같이 모형식을 구성할 수 있다.

                 (3)

식 (3)에서 간접효용(indirect utility)  ⋅는 대안 j를 선택하는 경우 응답자 가 기

에 얻게 되는 총 효용(U) 중 연구자가 관측 가능한 부분이다.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응답자 에게는 관측되지만 연구자에게는 관측되지 않는 부분을 확률모형화한 것이

다. 의 확률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프로빗(probit)과 로짓(logit) 모형으로 크게 구분

된다. 를 서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II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따르는 Type I extreme 값으로 가정하는 로짓모형은 닫힌해(closed-form solution)를 갖

는 장점이 있어 선택대안이 많은 경우에도 추정이 쉬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Train, 

2009). 로짓모형을 가정하면 t기에 개별 응답자 가 를 선택하게 되는 확률은 식 (4) 같이 

주어진다. 

Pr 



  



exp   

exp  
           (4)

이때 간접효용함수  ⋅는 계수()에 선형으로 가정하며, 계수의 형태, 즉 선호의 

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선호가 

일정한 확률분포 형태를 가지는 혼합로짓(mixed logit), 개별 그룹별로 다른 선호를 가지

는 latent class 모형, 혼합로짓을 확장한 일반화다항로짓(generalized multinomial logit) 

등으로 구분된다.15)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과 혼합로짓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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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s


 ′

  ∼⋅  (5)

혼합로짓 모형은 를 일정한 분포함수(정규, 로그정규, 삼각형 분포 등)로 가정하여 

응답자의 선호를 다르게 반영하는 반면 다항로짓 모형은 를 고정된 상수로 가정하여 

개인의 선호가 일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명변수 는 정책 및 개인 투자비용을  

는 사망확률 및 선택 안 함과 교차항(사망확률과 개인 특성변수)을 포함한다. 이때 사

망확률 감소(∆1/10,000)에 해당하는 지불의사액은    


cos

  
로 정의된

다. 따라서 사망위험의 1단위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으로 정의되는 통계적 생명가치는 

도출된 지불의사액을 사망위험확률로 나눈 값(E(WTP)/∆P)로 정의된다.

<표 4>는 암으로 인한 사망확률의 표현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자료를 함께 추정한 결

과(전체 표본)와 이를 구분(유형 1, 유형 2)하여 각각 다항로짓과 혼합로짓모형으로 추

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추정계수의 부호는 이론 및 예상되

는 방향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사망확률 감소에 대한 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

으면 비용에 대한 추정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다만 추정결과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정책으로 인해 감소된 사망확률, 즉 현재 15명/만명 사망에서 8~14명/만명으로 

확률을 제시한 유형 2 표본만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첫 번

째는 제시된 표현의 차이로 인하여 사망위험 감소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게 받아들여져 

사망위험 감소가 작아서 지불할 의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

나는 제시된 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사망위험확률을 제

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선택실험에 대한 응답 전 주어진 

설명이 응답자로 하여금 위험감소 확률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인지할 만큼 충분하지 못

15) 간접효용함수를 선형으로 설정하면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 다소 비현실적

인 가정이 되게 된다. 다만 비선형소득 효과를 가정하면 후생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Herriges and Kling(1999)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시뮬레이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수렴에 있어 문제가 존재하여 대부분의 경우 선형형태의 간접효용함수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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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암으로 인한 위험확률을 감소하기 위

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변수에 대한 추정 계수 중 정부 정책을 위한 비용에 대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앞서 속성 설계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

구는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위험감소를 위한 지불의사액을 정부 정책비용과 개인 투자

비용의 포트폴리오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중을 응답자가 선택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추정결과는 응답자들은 정부정책을 통한 사망위험 감소보다는 개인 차원의 예방비용 

지출을 통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와 위험확률 감소의 교차항

은 음의 값을 가지는 반면 소득 및 가족 중 암 경험 유무는 양의 값을 가진다. 지불의사액

이 위험확률에 대한 계수를 비용에 대한 계수로 나눈 값으로 도출되는 것을 상기하면 나

이가 많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낮게 나타나고 소득 및 암 경험 유무는 지불의사액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형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암으로 인한 사망확률 감소

(△P)에 대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적 생명가치를 도

출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경우에 있어 정부 정책비용에 대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경우와 ‘유형 1’의 추정결과에서 사망

확률의 추정계수와 개인 지출비용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였

다. 전체 표본을 활용한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유형 2’의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유형 1’ 자료만을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가 본 연구에

서 보다 선호되는 추정결과이다. <표 5>는 추정된 계수를 통해 도출된 통계적 생명가치

를 보여주고 있다. 다항로짓과 혼합로짓의 추정결과 차이는 매우 작으며 전체 표본을 이

용하여 추정한 경우 약 6.6~6.7억 원이며 ‘유형 1’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3억 원 내외의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형 2’의 경우 사망확률 감소 변수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전체 표본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문제가 내포되

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가장 적절한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치

는 ‘유형 1’ 표본만을 이용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유형 1’에서 추정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치는 앞서 검토하였던 국내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매우 흡사한 반면 최근 해외 연구결과나 해외 자료를 활용한 메타회귀분석 결과와 비교

할 경우 매우 작은 값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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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형 추정결과

변수
다항로짓(MNL) 모형 혼합로짓(MXL) 모형

전체 표본 유형 1 유형 2 전체 표본 유형 1 유형 2

(a) Parameter Means

사망확률

(△P)

0.1027*** 0.1861*** 0.0194 0.2010*** 0.3903*** 0.0170

(0.0106) (0.0152) (0.0150) (0.0482) (0.0689) (0.0667)

정부정책비용

(Public Cost)

-0.0013 -0.0014 -0.0013 -0.0038 -0.0034 -0.0040

(0.0015) (0.0022) (0.0021) (0.0025) (0.0037) (0.0034)

개인지출비용

(Private Cost)

-0.0153*** -0.0144*** -0.0165*** -0.0306*** -0.0296*** -0.0315***

(0.0010) (0.0015) (0.0015) (0.0017) (0.0025) (0.0023)

현재 혹은 

선택 안 함(SQ)

-1.0323*** -0.9391*** -1.1267*** -4.4521*** -4.6206*** -4.2504***

(0.0496) (0.0709) (0.0695) (0.1864) (0.2807) (0.2259)

△P × 나이
-0.0022*** -0.0037*** -0.0007** -0.0038*** -0.0074*** -0.0007

(0.0002) (0.0003) (0.0003) (0.0011) (0.0015) (0.0015)

△P × 

서울거주자

-0.0177** -0.0091 -0.0265*** -0.0599* -0.0359 -0.0636

(0.0069) (0.0098) (0.0098) (0.0333) (0.0449) (0.0451)

△P×광역시

(서울제외)

-0.0188*** -0.0173* -0.0185** -0.0504* -0.0583 -0.0307

(0.0063) (0.0090) (0.0089) (0.0298) (0.0420) (0.0412)

△P × 소득
0.0001*** 0.0001*** 0.0001*** 0.0002*** 0.0001* 0.000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0.0001)

△P × 

본인 암 경험

-0.0223* -0.0159 -0.0246 -0.0400 -0.0216 -0.0595

(0.0132) (0.0199) (0.0178) (0.0604) (0.1077) (0.0817)

△P × 

가족 암 경험

0.0528*** 0.0709*** 0.0358*** 0.1156*** 0.1623*** 0.0711*

(0.0057) (0.0081) (0.0080) (0.0273) (0.0376) (0.0371)

△P × 

건강검진

0.0204*** 0.0227** 0.0186** 0.0331 0.0507 0.0452

(0.0065) (0.0091) (0.0094) (0.0321) (0.0416) (0.0441)

(b) Parameter Dispersions

사망확률

(△P)

- - - 0.5987*** 0.5983*** 0.6019***

- - - (0.0154) (0.0213) (0.0210)

현재 혹은 

선택안함(SQ)

- - - 4.8482*** 5.2762*** 4.3637***

- - - (0.1798) (0.2464) (0.2024)

표본수(N) 3,081 1,528 1,553 3,081 1,528 1,553

주: 1) MNL(Multinomial Logit), MXL(Mixed logit).

   2) 표본수(N)는 응답자 수를 의미하며 개별 응답자별 7번의 응답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총

관측 수는 응답자수에 7을 곱한 값이다. 

   3)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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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통계적 생명가치(VSL) 추정결과

VSL 추정값(만 원)
다항로짓(MNL) 모형 혼합로짓(MXL) 모형

전체 표본 유형 1 전체 표본 유형 1

평균 67,017 129,532 65,787 131,836 

하한(Lower Bound) 51,955  98,975 34,515  82,571 

상한(Upper Bound) 82,079 160,089 97,060 181,102 

주: WTP 분포 계산은 Krinsky and Robb의 몬테칼로방법을 이용함.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중 건강편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

인 요소인 통계적 생명가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오염 정책평

가를 위한 영향경로분석에서 화폐가치화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통계적 생

명가치는 위험, 특히 사망에 대한 위험감소를 위해 포기 가능한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가

치의 평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과 사회 ․ 경제적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 다시 말해 각 사회 혹은 국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호를 분석하여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국내에서는 해외 연구 결과를 편익이

전하여 국내 정책효과 분석에 적용하였지만 이는 통계적 생명가치의 개념상 명확한 한

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는 접근방법은 헤도닉 임금방법과 진술선호법으로 구분되

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진술선호법을 주로 활용한다. 진술선호법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

하고 설문설계 방식이나 표본 혹은 질문의 유형 등에 의해 추정결과가 크게 달라질 우려

가 있다. 정책분석 혹은 정책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치는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 

등에게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별 연구의 추정치보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고려

한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일종의 평균 개념 값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간 국내에서는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메타

연구를 위한 자료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은 교통, 환경 및 보건 

분야의 정책분석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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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간 국내에서의 관련 정책편익 분석은 영향경로분석보다는 정책에 대한 직접적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이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별 

영향을 추정하는 영향경로분석에서의 화폐가치화에 해당하는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엄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영향

경로분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메타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조건부 가치추정법이 선호된 반면 통계적 생명가치

를 추정하는 최근 해외 선행연구는 선택실험법을 활용도가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는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

면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에 있어 사망위험에 대한 표현, 사망원인 및 사망확률 감소를 

위한 수단의 집행 주체 등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확률에 대한 표

현 방법 및 집행 주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를 간접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속성변수로 정부 정책비용과 개인 예방비용을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결과

는 약 6.6~6.7억 원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추정치는 ‘유형 1’ 

의 1,528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한 약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국내 선행연

구결과, 특히 메타연구를 통해 도출된 평균값과 매우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수단을 정부 정책과 개인 예방으로 구분하였으며 응답자

는 그 비중을 선택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그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개

인 예방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하게 해

석될 여지가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보다 개인 차

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였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을 통한 

예방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

였을 수 있다.16) 후자의 경우로 해석할 경우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낮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확률에 대한 표현 차이에서 오는 응답자의 반응의 차이

16) 본 해석에 대해서는 논문심사자의 지적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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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이는 속성변수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

로 사전 정보 전달 및 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는 연구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

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사망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고통 및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화폐적 가치화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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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부록-1> 선택실험 전에 제공한 사전정보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