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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탄화력 발전은 기저발전원으로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저탄소 
발전원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으로 석탄화력 발전의 전력생
산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비시장 재화를 대표하는 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으며, 영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스파
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석탄화력 발전으로 공급받는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민들의 
추가적 WTP 평균값은 1kWh당 약 5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발전원의 환경적 가치를 활용하는 
연구 및 발전원 구성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석탄화력 발전, 수력 발전, 발전의 사회적 비용, 조건부 가치측정법 

Abstract - Although coal-fired power generation has played a role as base load unit, it has incurred various 
social costs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and providing electricity.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roportion 
of low-carbon power generations, and reduce the ratio of coal-fired power generation to cope with global 
climate changes. This study, therefore, attempts to estimate the public’s willingness-to- pay (WTP) for 
substitution of supplied electricity from hydro-electricity generation, a representative renewable energy, for 
coal-fired power generation. To this end, we apply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widely used 
technique when valuing non-market goods, to elicit the public’s WTP. In addition, a spike model is 
employed to consider zero WTPs. After the empirical analysis with 1,000 households CV survey data, 
the results show that mean household's WTP for replacing supplied electricity from hydro-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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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탄화력 발전은 기저발전원으로서 전력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력생산 및 공

급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기

도 하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원으로, 우리나라

는 발전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를 차지

하고 있는데 이 중 석탄화력 발전이 약 80%의 온실가

스를 배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의 움직임에 맞추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사

회에 약속하였으며, 온실가스를 2020년의 기준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

치를 법적으로 명시하였다(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

행령 제25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감축목표 이

행계획을 부문별로 수립하였고, 발전부문에서는 2020
년 예상 BAU의 약 26.7%를 저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당국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

소 발전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을 늘릴 계

획이다(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야기 등

의 발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하여 수력 발전에 대

한 환경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발전원의 환경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평가받는 유럽연합의 CASES
(Cost Assessment of Sustainable Energy System)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은 발전

소 운영 및 전력 공급에 있어서 타 발전원에 비해 환

경비용이 낮은 발전원이다(Markandya et al., 2009). 
한편 수력 발전은 입지와 관련된 수용성의 문제가 있

다. 이러한 수용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원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댐 입지지역에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석탄화력 발전 역시 입지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존재

한다. 향후 두 발전원의 신설에 관련한 국가계획을 살

펴보면, 국내 대수력발전의 개발여건은 소진된 상태이

며, 향후에는 소수력 발전을 중심으로 수력 발전 용량

이 증가할 전망이므로(산업통상자원부, 2008) 댐의 신

설에 따른 대수력 발전 개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에 석탄화력 발전은 비중을 줄일 계획이지

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12기의 발전소가 신

설될 예정이며, 발전소 입지에 따른 수용성 문제가 남

아있는 상태이다. 최근에 발전소가 야기하는 인체 및 

환경적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전소 입지

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발전비중을 차지하는 석

탄화력 발전과 환경 친화적인 수력 발전간의 상대적

인 국민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해보아 발전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한

다. 이렇게 분석된 두 발전원간 상대적 환경가치 정보

는 정부차원의 발전구성에 활용될 수 있다.
발전원에 대한 평가는 발전소의 다양한 환경․사회

적 비용, 에너지원의 고갈, 안전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인체 및 환경 영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

어 왔으며, 발전원에 대한 가치평가는 조건부가치측

정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발전구성을 대체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추정한 연구가 많았다(예, Nomura․Akai, 
2004; Wiser, 2007; Yoo․Kwak, 2009, Kim et al., 
2013). 이외에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통

해 발전원간의 국민 선호를 평가한 연구들도 있었다

(예, Bergmann et al., 2008; Kosenius․Ollikainen, 2013; 
Murakami et al., 2014).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존 

화석연료기반 발전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비율 대

체하는 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전력 사용

에 대한 WTP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도 기존 선행 연

구의 구도를 따라 석탄화력 발전을 수력 발전으로 대

체하는 것에 대한 WTP를 추정하는 구도를 채택하였

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석

탄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살

펴본다. 3절에서는 본 연구에 적용할 방법론과 이와 

generation with coal-fired power generation is estimated to be about 54 KRW per kW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termining energy-mix and provide benefit information of 
hydro-electricity generation.

Key words : coal-fired power generation, hydro-electricity generation, social costs of power generation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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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슈 및 구체적인 추정모형에 대하여 정리한

다. 4절에서는 설문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

정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며, 마지막 절은 결론으로 

할애한다.

2. 석탄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

저장할 수 없는 전력의 기술적 특성과 한번 발전소

가 건설되면 다른 형태의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이 어

려운 기술적 특성 때문에 전력계획을 수립하는데 있

어서 발전설비규모와 발전구성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

다. 지금까지 국내 발전구성 및 발전설비규모의 결정

은 전력생산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하에서 타 에너지원에 비해 발전원가가 상대적으

로 낮은 석탄화력 발전은 발전부문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최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발전원가만을 반영한 사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전력생산 및 공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부성을 반

영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한다. 본 장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이 갖고 있는 외부성과 석탄화력 발전에 비

해 수력 발전이 갖는 상대적 친환경적인 특성에 대하

여 살펴보도록 한다.
석탄화력 발전은 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석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에너지시장의 영향을 많

이 받는 에너지 수입의존의 문제가 있으며, 연료비용

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원의 특성상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원이기도 하다. 
한편 화력발전의 형태이므로 냉각수가 필요하여 바닷

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각수로 활용된 후 배출되는 

물은 바닷물의 온도보다 높은 온배수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석탄화력 발전은 설비규모가 

크고 바닷가에 위치해 주요 수요처와 거리가 있어서 

대규모의 송전설비가 필요하다. 반면 수력 발전은 석

탄화력에 비해 ① 천연원료 활용, ② 매우 낮은 온실

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③ 분산형 전원, ④ 온배

수 배출 없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강우라는 천

혜의 자원을 모아두어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므

로 연료비 및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없으며, 기후변화

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나 인체 및 환경피해를 야기하

는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분산

형전원으로 원거리 송전에서 발생하는 송전손실 감소, 
송전설비 운영 및 건설비용 감소, 송전설비 신설에 따

른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등의 다양한 비용절감편익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전원의 편익과 관련하

여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현재 5%에 불과한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을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해양생

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온배수 배출도 없으므로 환경

적 측면에서 우수한 발전원이다. 이러한 환경적 우수

성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석탄화력 발전 대비 수

력발전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

3. 방법론

3-1. 방법론 선정
발전원간의 상대적 선호도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에서는 CVM을 적용하여 현재의 발전구성 또는 주요 

기저발전원을 대체하여 신재생에너지원 같은 저탄소 

발전원의 이용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는 연구가 

많았다. CVM은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추정 방법

론의 하나로 미국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 등의 외국 기관과 국내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평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공사업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방법

론이며, 다양한 공공사업 평가 및 비시장재의 가치 추

정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CVM 실증연구의 

일반적인 절차는 1) 평가대상재화 선정, 2) 평가대상

재화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3) WTP 질문 등을 포함

하는 설문지 작성, 4) 설문을 시행하여 데이터 구축, 
5) 데이터를 분석하여 WTP 등의 필요한 정보를 얻는 

다섯 단계로 진행되며, 본 연구도 이러한 절차를 따랐

다. 특히 CVM의 블루리본인 NOAA패널의 가이드라

인을 준수하였다. 다음은 CVM 설문설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결정한 주요내용이다.

1) 지불수단

평가대상 재화와 연관된 현실성 있는 지불수단은 응

답자가 가상적 상황에 보다 몰입하게 하여 응답자의 

결정을 단순화 시키고 응답의 편의를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평가대상 재화인 발전원에 대하여 응답자

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며, 현실에서 지불하는 수단은 

전력요금이다. 따라서 지불수단은 전력요금으로 하였

으며, 활용이 용이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단위 생

산량 당 추가적인 전력요금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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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rrow et al.(1993)의 지침대로 응답된 WTP에 대

한 지불로 다른 재화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함을 응답

자에게 인식시켰다.

2) 지불의사 유도방법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시장에서의 물건 구매 행

위와 유사하여 응답자의 응답이 용이한 양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 DC) 질문법을 선택하였다. DC 
질문법은 개방형 질문법(open question)과 달리 응답

자의 인식상의 부담이 적고 유인일치적이므로 지불의

사를 묻는 질문에 수반되는 편의가 낮다.
DC 질문법은 질문 횟수에 따라 크게 단일경계 모

형과 이중경계 모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단 한 번의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묻고, 후자는 후속 질문

을 통하여 지불의사를 보다 세분하여 묻는다. 이중경

계 모형은 WTP 응답 자료를 늘려 통계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장점이 있으나, 두 번의 질문에 따른 

응답 편의(response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McFadden, 1994; Cameron and Quiggin, 
1994).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가 충분하므로 편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단일경계 모형을 적용한다. 또
한 NOAA 및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CVM 적용 

가이드라인에서도 단일경계 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Arrow et al., 1993; 한
국개발연구원, 2008).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기저 발전원이나 현재의 
에너지믹스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WTP를 

묻는 질문형식을 많이 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에게 현재의 단위 생산량 당 전기요금(105.62
원/kWh, 2013년 기준) 정보를 제시한 후, 석탄화력 

발전으로 공급받는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공급받는 

전기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의사를 질

문하였다. 

3)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1) 국내 발전믹스 현황, 발전원별 특징에 

대한 배경설명과 발전원의 건강 및 환경 피해에 대한 

평소 인식에 질문, 2) 시나리오 제시, 3) WTP에 대한 

질문, 4)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

다. 배경설명 및 인식에 대한 질문은 응답자가 설문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발전원별 기본 

정보 및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 등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발전원별 건강 및 환경피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발전원에 대한 기본 설명 및 인식 조사 

이후에, 수력 발전이 갖는 환경적인 관점에서의 장점

을 설명하고 석탄화력 발전으로 공급받는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4) 자료수집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탄화력 발전을 수

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WTP 질문과 가구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

다. 신뢰성 있는 가구 의견을 얻기 위해 조사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

우자로 한정하였다. 설문방법으로는 비용이 많이 소요

되지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일대일 개별

면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일대일 개별면접 설

문시, 설문조사원들은 현재 우리나라 발전구성현황과 

발전원별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설명 및 시각적 

보조 자료를 제시하여 응답자가 설문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설문단위는 무작위 추출된 전국(제
주도 제외) 1,000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3-2. WTP 추정모형
본 연구에서는 DC-CV 자료를 이용하여 후생을 측

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인 Hanemann
(1984, 1989)의 효용격차이론을 적용하였다. 양분선택

형질문을 받은 각 응답자( ⋯ )는 효용극대화과

정을 통해 연구대상으로부터 변화되는 편익을 위하여 

주어진 제시금액을 낼지 안낼지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며, 응답 자료는 단일경계 DC-CV 데이터가 된다. 
여기에 더해 응답자들이 효용극대화과정에서 모서리

해(0의 지불의사액)와 양의 지불의사액을 갖는 것을 가

정하여 단일경계 DC-CV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 이러한 0의 응답을 다루는 대표적인 모형

으로 Kriström(1997)의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
이 있다.

단일경계형 질문의 ‘아니오’의 응답은 0의 WTP와 

제시금액()보다 작은 양의 WTP로 구분되므로, 최종

적으로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함수는 다음과 같은 지

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 정의할 수 있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아니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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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의 1(․)는 괄호안의 내용이 참이면 ‘1’, 그렇

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지시함수이다. WTP의 

누적분포함수를 ⋅  라 하고 이를 로지스틱

(logistic) 함수로 가정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구성하면 

평균값 WTP를 추정할 수 있으며, 스파이크 모형에 

있어서,   일 때 WTP의 누적분포함수는 식 (2)
와 같이 정의된다.

  










exp i f  
exp  i f
 i f  

(2)

따라서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에 대한 로그우도함

수(log-likelihood function)는 식(3)과 같다.

(3)

이 때 스파이크는 exp로 정의되며 표본

에서 영의 WTP를 갖는 응답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평균값 WTP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ln exp (4)
 
한편, 응답가구 및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변량

(covariate)을 포함한 모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CVM 응용연구에서는 WTP 모형 내에 공변량을 포함

하여 추정함으로써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과 내적 일관

성을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변량을 포함할 경

우, 를 구성하는 파라미터 를 ′로 대체한다. 
여기서 는 응답가구 및 응답자의 사회․경제적변수 

벡터이며, 는 추정해야할 파라미터 벡터이다.
 

4. 분석결과

Table 1에 제시금액별 WTP 응답 분포를 제시하였

다. 제시금액이 커질수록 제시금액을 내겠다고 응답하

는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1,000 가구

의 29.6%인 296가구가 0의 WTP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2에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 정리했다. 응답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415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5만원 정도

였다.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거의 같으며, 평균나이는 

45세 정도이고, 평균 교육년수는 약 14년으로 고등학

교졸업(12년)와 대학졸업(16년) 사이였다.
Table 3은 단일경계 스파이크모형을 공변량없이 추

정한 결과와 공변량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두 모형 모두, 제시금액의 추정계수가 음수

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여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제시금액이 증가할수록 ‘예’라고 대답

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두 모형에서 모두 

스파이크도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Bid amounts
(KRW/kWh)

‘Yes’
‘No’

Total
‘No-Yes’ ‘No-No’

samples (ratio) samples (ratio) samples (ratio) samples (ratio)

10 94 (65.7%) 19 (13.3%) 30 (21.0%) 143 (100.0%)

20 81 (56.6%) 24 (16.8%) 38 (26.6%) 143 (100.0%)

30 76 (53.1%) 37 (25.9%) 30 (21.0%) 143 (100.0%)

50 54 (37.8%) 38 (26.6%) 51 (35.7%) 143 (100.0%)

70 38 (26.6%) 63 (44.1%) 42 (29.4%) 143 (100.0%)

100 39 (27.3%) 54 (37.8%) 50 (35.0%) 143 (100.0%)

150 21 (14.8%) 66 (46.5%) 55 (38.7%) 142 (100.0%)

계 403 (40.3%) 301 (30.1%) 296 (29.6%) 1,000 (100.0%)

Table 1. The distribution of WTP responses given by bid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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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0.312와 0.302로 추정되어, 실제 응답자가 0의 

WTP를 밝힌 비중인 29.6%와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응답자 또는 가구의 특성이 지불의사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위해 분석한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았다. 전기요금, 세대주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수로, 가구소득과 취학전 아동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양수로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이

거나 세대주일 경우 제시금액을 지불할 확률이 낮아

지고, 가구소득이 높거나 취학전 아동이 많을수록 보

다 친환경적인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시금액을 지불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추정결과와 식 (4)를 이용하여 평균 WTP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석탄화력 발전 대비 수

력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평균 WTP는 약 54원/kWh
로 추정되었다. 한편, 평균 WTP 추정에 수반된 불확

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평균 WTP 점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도 Table 4에 제시하였다.

Variables Definitions Means Standard 
deviations

Gender The respondent’s (Male=1; Female=0) 0.50 0.50

Age The age of the respondent 44.90 9.36

Education The respondent’s education level in years 13.98 2.31

Income The respondent’s household income before tax (unit: million won) 4.15 2.01

Bill The respondent’s monthly electricity bill (unit: 10,000 won) 4.92 3.36

Household Dummy for the respondent’s being a head (Yes=1; No=0) 0.53 0.50

Preschool The respondent’s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0.24 0.54

Table 2. Definitions and statistics of covariates

Variables
Coefficient estimates (t-values)

Model without covaraites Model with covaraites

Constant 0.791  (11.40)* -1.116  (-0.90)

Bid -2.156  (-21.29)* -2.243  (-21.08)

Gender - -0.546  (-1.57)

Age - 0.077  (1.44)

Age2 - -0.001  (-1.39)

Education - -0.027  (-0.88)

Income - 0.189  (5.25)*

Bill - -0.076  (-4.60)*

Household - 0.805  (2.28)*

Preschool - 0.266  (2.14)*

Spike 0.312  (21.95)* 0.302  (21.14)*

Sample size 
Log-likelihood

Wald statistic (p-value)

1,000
-1,050

404 (0.000)

1,000
-1,031

410 (0.000)

Notes: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level. The variables are defined in Table 2. Age2 is a square term of Age.

Table 3. Estimation results of the WT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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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안정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 발전설비규모와 

발전구성의 결정은 중요하다. 과거 국내 발전설비규모

와 발전구성은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원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은 낮은 단가를 바탕

으로 국내 발전에서 높은 발전비중을 차지하며 안정

적인 전력공급의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석탄화력 

발전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배수배출, 
수요지까지의 대규모 송전설비 필요 및 송전설비 관

련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는 발전원

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보다 환경 친화적인 발전

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석탄화력 발전을 대신하여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

민들의 선호를 화폐단위로 산정해보았다. 
발전원간의 선호도 및 수용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시에 가장 적절한 방법론으로는 CVM이 있으며, 다양

한 연구에서 CVM을 적용하여 기존 발전구성을 대체

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WTP를 추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CVM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0의 WTP를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

다. 분석 결과 단위 전력 생산량(kWh) 당 석탄화력 발

전을 대신하여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가구 평균 약 54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제6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향후 12기의 석탄화

력 발전이 신규로 더 건설될 예정인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은 수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탄화력 발전

의 여러 환경적․사회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원만한 석탄화력 발전소의 신설을 위해서는 석

탄화력 발전소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

요한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석탄화력 발

전을 비롯한 발전원의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발전구

성 및 발전설비규모 결정시에 제대로 반영하여 사회

적으로 최적인 발전구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본 연

구결과는 향후 발전구성 계획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만을 대

상으로 국민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타 발전원

도 함께 평가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전력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

경적․사회적 영향들에 대하여 평가해보고 각 영향들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소의 환경적․사회적 영향들에 대하

여 각각 정량적으로 평가해보고 여러 발전원들을 수

용성 관점에서 비교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컨

조인트 분석법이 있다. 추후 국내의 발전구성 현황 등

을 반영하여 발전원의 영향 및 발전원간의 평가에 대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1.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8.
2.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
3.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
4.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

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한국개발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5. Arrow, K., Solow R., Portney P. R., Leamer E. 

E., Radner R. and Schuman H.,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1993, 
Federal Register, 58 pp. 4601-4614.

6. Bergmann, A., Colombo, S. and Hanley, N., Rural 
versus urban preference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s, 2008, Ecological Economics, 65, 
616-625.

7. Hanemann, W. M., Welfare evaluations in con-
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
ponses, 1984,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Mean WTP t-value 95% confidence interval

54.05 won per kWh 20.03* [49.02 to 59.83 won per kWh]

Note: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 level.

Table 4. Mean willingness to pay (WTP) estimates



석탄화력 발전 대비 수력 발전에 대한 국민 선호도 분석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ol. 24, No. 1 (2015)

171

Economics, 66(3), 332-341.
8. Hanemann, W. M., Loomis, J., and Kaninnen, B. 

J.,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1991,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3, 
pp. 1255-1263.

9. Kim, J., Park, J., Kim, J. and Heo, E., Rene-
wable electricity as a differentiated good?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2013, Energy 
Policy, 54, 327-334.

10. Kosenius, A.-K., Ollikainen, M., Valu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etal trade-offs of rene-
wable energy sources, 2013, Energy Policy, 62, 
1148-1156.

11. Kriström, B., Spike models in contingent valua-
tion, 1997,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9, pp. 1013-1023.

12. McFadden, D., Contingent valuation and social 
choice, 1994,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6, 689-708.

13. Markandya, A., Bigano, A., and Prochia, R., 
The Social Cost of Electricity: Scenarios and 
Policy Implications, 2009, Edward Elgar.

14. Murakami, K., Ida, T., Tanaka, M., Lee, F.,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for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US and Japan, 2014, Working Paper.

15. Nomura, N., Akai, M., Willingness to pay for 
green electricity in Japan as estimated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 2004, Applied 
Energy, 78, 453-463.

16. Wiser, R.H., Using contingent valuation to explore 
willingness to pay for renewable energy: A com-
parison of collective and voluntary payment 
vehicles, 2007, Ecological Economics, 62, 419-432.

17. Yoo, S. -H., Kwak, S.-Y., Willingness to pay 
for green electricity in Korea: A contingent valua-
tion study, 2009, Energy Policy, 37, 5408-5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