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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various renewable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in Korea. However, there are many systems
which were not utilized in real buildings or not widely spread in the market. Furthermore, the attention of most
users focused on several certain system such as PV or solar system.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find user’s needs
for renewable energy based on perception surveys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technology in line with the world's
energy flow. The survey was conducted by classifying respondents by various criteria,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AHP technique and CVM technique, focusing on preference and accept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people felt the need for renewable energy but lacked knowledge about renewable energy
compared to the various government-implemented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ies. Therefore, a government-level
policy is needed so that the people can have universal knowledge about renewable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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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미래의 저탄소, 원자력에너지 제로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에너지자급률 상향을 위해서 신재생에

너지 연구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10월 의결된 ‘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탈(脫) 원전’시대로 전환되며,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 대책을

연구 중이다. 국제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급변하는 에너지 보급과 이에 관한 수요예측 연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덕기 외 4인[1]은 AHP기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제도를 평가하였다. 영향 요인별 중

요도 가중치는 경제성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수소 에너지의 경우 안전도에서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는 점

을 통해 각각의 에너지원별 특성에 기초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홍희 외 4인[2]은 신재생에너

지 보급과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하

여 3대 핵심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풍력의 효율성이 높고 태양광

과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고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구훈영 외 1인[3] 은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수요 예측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 전원 구성을 도출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임소영 외 1인[4]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을 위한 전문가 지불의사액 조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기법을 이용

해 전문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서 열 분야보다 전기 분야의 응용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1.2 연구목적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연구되는 논문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전문가들

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 실사용자들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

는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와 같은 실사용자들의 의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에 큰 노력을 하는 세계의 흐

름과 국내·외 정책에 맞춰 실사용자들의 기술 적정 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식조사를 기반

으로 한 기초연구 제시에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설문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의 수용성 제고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분석하기 위

해 여러 계층(연령대별, 지역별, 전공분야별로 무작위 추출)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

사 소요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Google 웹 조사’방식을 선택했다. 전국 16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대

전, 울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총 191명의 참여자가 설문

에 협조하였다. 설문 조사 소요시간은 총 7일(2018. 11. 20~ 2018. 11. 27) 동안 수행되었다.

Fig. 1은 연령별, 전공별로 표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연령별로는 20대, 30~40대, 50대, 60대로 구분했

고 20대의 참여 비율(72.9%)이 가장 높았다. 전공별로는 건축(구조/설계/시공/CM), 기계/설비/에너지, 일반



AHP 및 CVM 기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연구 3

Korean Society for Geothermal and Hydrothermal Energy (KSGHE)

공학(컴퓨터/전기/전자)을 전공자로, 그 외 일반 참가자들은 비전공자로 구분했다. 그 결과 관련 전공자

62%, 비전공자 3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국 16개 지역 중 부산(33.3%), 경남(23.4%), 서울(12%) 순

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참여 계층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설

비시스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2.2 설문 기법

2.2.1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

분석적 계층화 기법이라고 불리는 AHP 기법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를 체계적으로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특히, 다기준, 다속성에 의한 최고의 대안 선정을 위해서 평가요소들을 계층적

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원별 선호

도를 분석하고자 AHP 기법을 적용했고 그에 앞서 각 지표를 계층화하여 계층 구조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는 아래 5단계의 가중치 산정을 수행한다. 1단계에서 ‘쌍대비교 행렬’을 작성한다. 해당 단계에

서 인자별 중요도 값을 n×n 형식의 대각선 행렬로 배열하고 이를 이용해 인자별 가중치를 산정한다. 중요

도 값이 낮은 요소는 중요도 값이 큰 요솟값의 역수를 취하게 되고 대각선을 중심으로 역수 관계가 된

다. 2단계에서는 최종 선호도(가중치)를 구하고자 엑셀 MMULT 함수를 이용해 1단계에서 구한 쌍대비교

행렬들의 곱을 계산한다. 3단계에서는 고유벡터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속성의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한

다. 평가된 쌍대비교 결과를 통해 각 인자의 상대적 가중치를 얻을 때 고유벡터법이 널리 사용되는데, 인

자 i는 인자 j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상대적 중요도를 aij라 했을 때 쌍대 비교행렬

(A=[aij])은 식 (1)과 같다.

(1)

Fig. 1. Sample proportion of age an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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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wi(i = 1, 2, ..., n): i번째 속성의 가중치를 의미하며 이 행렬은 원소 aij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

는 역수 행렬이다.

(2)

이 행렬에 벡터 w = (w1, w2 ... wn)를 전치 벡터로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행렬 A

가 일관성을 갖는 조건을 말한다.

(3)

하지만 일반적으로 속성에 관한 쌍대비교는 비일관성(Inconsistency)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고유치(max)

를 이용한다면 다음 식을 얻는다.

(4)

(5)

식 (3), 식 (4)를 만족하는 영벡터(Zero vector)가 아닌 w를 구하면 된다. 다시 말해 평가행렬에서 고유치

를 계산한 후 최대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를 구한다. 이때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표준화(Normalize)

한다. 식 (4)에서의 max는 식 (3)에서 의 추정값이다. Saaty[6]는 최대고유치(max)는 항목 수(n)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계산된 최대고유치가 속성의 수와 가까울수록 쌍대비교 행렬 평

가는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은 다음의 일관성 비율로 측정하며 일관성 비율 값이 0.1

이하일 때 ‘합리적인 평가’, 0.2 이하일 때는 ‘허용할 수 있는 평가’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가 적

어, 일관성 비율 0.2 이하를 채택하였다.

(6)

RI는 난수지수로 Saaty[7]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가중치의 평균 지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항목수(n)는 6이고, Random Index의 경우, Saaty[7]가 제시한 무작위 일관성 지수 값을 이용했다.

4단계에서는 Random Index(RI)와 일관성 지수(CI)를 이용하여 일관성 비율(CR = CI/RI)을 계산한다. 계

산 값이 0.2 이하일 때는 답변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설문결과에서 제외(23명)하

였다.

5단계에서는 평균 가중치를 계산한다. 설문 답변자들의 가중치를 평균하여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평균

가중치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술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평균 가중치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원별 선

호도 및 수용성 순위를 구하였다.

2.2.2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기법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라고도 불리는 CVM 기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해 실제 시장인 것처럼 가상의 시장

을 설정한 후 설문 조사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지불의사액을 직접 물어보거나 우편조사를 통해 얻은 답

변을 이용한 시장재화 가치측정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질문 방법)은 양분선택법(Dichotomous Choice Format)이다. 양

분선택법은 설문참여자에게 제안한 지불의사액을 ‘예 / 아니오’로만 답하게 하는 것으로 지불의사 의사를

묻는 방식이다. 이때 제안된 금액은 미리 설정된 금액들로서, 개략적으로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지불의사액

으로 정해지며 그중 임의의 한 가지 금액을 설문참여자에게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법 중에서

두 번에 걸쳐 설문참여자에게 지불액을 제시하고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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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해당 질문법은 초기 제시금액을 설문참여자가 수용 가능하다고 대답할 경우 초기 제시금액의 2

배를 제안하고, 설문참여자가 초기 제시금액이 수용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초기 제시금액의 1/2배를 제안

하여 설문 조사 결괏값의 평균값을 지불의사액으로 유추하는 방법이다.

2.2.3 설문 조사 절차예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전에 지열 및 태양광 에너지 설비의 초기투자비용을 주식회사 한국나이스기술

단, 태양광 전문시공업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KPX(Korea power exchange)에서 제공하는 자

료를 이용하여 태양광 시스템의 초기 제시금액을 400만원, 지열 시스템의 제시금액을 1,200만원으로 설정

한 후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8, 9, 10, 11].

Fig. 2. Economic analysis of the photovoltaic system

Fig. 3. Economic analysis of the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Fig. 4. Questionnaire of CVM for photovolta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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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태양광 설비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예시이다. 일반 가정에 1kW의 태양광 설비시스템을 설치한

다고 가정했을 때 SMP(System marginal price)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중치 합산 결과에

따라서 연간 대략 35만원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Fig. 3은 지열 설비시스템의 경제성의 경

제성 분석 예시이다. 일반 가정에 1kW의 지열에너지 설비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COP(성능계

수) 3.5, 운전시간 10시간으로 설정하고 REC 가중치를 고려하면 연간 약 69만원의 냉·난방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설문지에 첨부하여 참여자들의 지불의사액 판단을 도왔다. Fig. 4

와 Fig. 5는 태양광 시스템과 지열 시스템 설치에 대한 설문 항목의 예시이다. 해당 설문을 통해 참여자들

의 지불의사액 총 평균값을 구하고 태양광/지열 설비시스템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3. 설문결과분석

3.1 일반사항 분석

본 절에서는 AHP 기법과 CVM 기법을 이용한 설문 조사에 앞서 실시한 일반사항에 관한 설문 조사 결

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참여자들의 에너지원(원자력에너지, 화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호도와 신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정책에 대한 인식,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술 이해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설문참

여자들의 연령과 전공에 따라 분석하였다.

3.1.1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한 기술 이해도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술 이해도 설문은 전 연령대에서 모르는 쪽으로 결과가 치중되었다. 20대에서는

‘보통이다’가 42%로 가장 높고, 30~40대에서는 ‘잘 모르는 편이다’가 가장 높은 결과(44%)가 나왔다. 그리

고 50대는 ‘보통이다’와 ‘잘 모르는 편이다’가 똑같이 높은 결과(33%)가 나왔다. ‘매우 잘 안다’와 ‘잘 아

는 편이다’를 합한 퍼센트는 20대가 11%, 30~40대가 33%, 50대가 20%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술에 대해

서 30~40대 사람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전공별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이해도에 관한 설문결과를 분석했을 때 건축(구조/설계/시공/CM 등) 분야

의 경우 ‘보통이다’가 53%로 가장 높았고, 기계/설비/에너지 분야에서는 ‘보통이다’와 ‘잘 모르는 편이다’

가 똑같이 높은 결과(33%)가 나왔다. 일반공학(전기/전자/컴퓨터 등)에서는 ‘보통이다’가 45%로 가장 높

고, 그 외 분야에서는 ‘잘 모르는 편이다’가 58%로 가장 높았다. 기계/설비/에너지 분야는 ‘매우 잘 안다’

Fig. 5. Questionnaire of CVM for geotherm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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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 아는 편이다’를 합한 퍼센트가 33%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 가장 높고 ‘전혀 모른다’에 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이해도가 가장 높은 편이고, ‘그 외’에 속한 비전공자들의 경우 전공자들

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3.1.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정책에 대한 인식

Fig. 6은 연령대 및 전공분야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나타낸다. 신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정책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6%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

고, 6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50대, 30~40대, 20대 순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을 봤을 때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정책에 대해 더 많이 알

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전공별로 분석했을 때 건축 분야만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그

외 분야의 경우에는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이 78%로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 외

분야에 분류된 비전공자들이 전공자들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판단되었다.

Table 1. Understanding of the renewable energy techonologies by age

Age Definitely Yes Probably Yes Not Sure Probably No Definitely No

20 1(2) 10(14) 42(58) 37(52) 9(13)

30-40 11(4) 22(8) 19(7) 44(16) 3(1)

50 0(0) 20(3) 33(5) 33(5) 13(2)

Fig. 6. Survey result of duty to supply new and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age and major

Fig. 7. Energy preference according to age an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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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에너지원 선호도

Fig. 7은 연령대 및 전공분야에 따른 에너지원 선호도 조사결과를 나타낸다.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에너

지, 신재생에너지 중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정성과 미래의 환경보호를 위해 발전이 필요한 에너지원을 복

수 선택이 가능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2.3%가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했고, 28.7%

가 원자력에너지를, 9.6%가 화석에너지를 선택하였다.

연령대별로 분석했을 때 30~40대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80%가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30~4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인 2%가 화석에너지를 선택

하였다. 건축, 기계/설비 및 일반공학을 이수한 전공자 보다 건축 및 기계/설비 외의 분야를 이수한 전공자

들이 더 높은 비율로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였다.

3.2 AHP 분석

본 절에서는 AHP 기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선호도 조사와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영향 요

인의 중요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항목별 조사결과를 응답자들의 연령대, 전공분야, 거주지 소유 여부, 주

거형태별로 분류하여 결과를 종합하였다.

3.2.1 연령대별 신재생에너지 선호도·수용성 분석

Fig. 8은 연령대별 신재생에너지 선호도 가중치를 나타낸다. 모든 연령대에서 태양광(PV, Photovoltaic) 선

Fig. 8. Preference weight of renewable energy system according to age

Fig. 9. Acceptability weight of renewable energy system according to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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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가중치(0.22)가 가장 높았고 연료전지의 선호도 가중치(0.13)가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한

신재생에너지 선호 양상을 보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인식 정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태양광 설비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Fig. 9는 연령대별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가중치를 나타낸다.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중요도의 경우 모든 연

령대에서 신재생에너지원별 수용성에 있어 초기비용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30~40대의 경우에는 저비용이

라 할지라도 효율/성능을 중요시한다. 이는 30~40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설문참여자

중 전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3.2.2 전공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선호도·수용성 분석

Fig. 10은 전공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선호도 가중치를 나타낸다. 건축 및 기계/설비/에너지 분야 전공자의

신재생에너지 선호도 가중치의 경우 저비용 신재생에너지(0.24)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일반공학 및

그 외 분야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 태양광 에너지(0.23)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건축과 기계/설비/에

너지 전공자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지식이 있는 전공자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높은 비용에 대

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비용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한다고 판단되었다.

Fig. 11은 전공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가중치를 나타낸다.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중요도의 경우 비

전공자인 ‘그 외’에 분류된 응답자들은 전공자들과 비교했을 때 초기비용, 수익 등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

긴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비전공자의 경우 전공자들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과 성능을 잘 모르

기 때문에 효율과 성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Fig. 10. Preference weight of renewable energy system according to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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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거주지소유별 신재생에너지 선호도·수용성 분석

Fig. 12는 거주지 소유별 신재생에너지 선호도 가중치를 나타낸다. 거주지 소유별로 분석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선호도 가중치는 다른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태양광에너지가 가장 높고 연료전지가 가장 낮은 결

Fig. 11. Acceptability weight of renewable energy system according to major

Fig. 12. Preference weight of renewable energy system according to Lessor and L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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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다. Fig. 13은 거주지 소유별 신재생에너지 수용도 가중치를 나타낸다.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중

요도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초기비용 가중치 평균 0.46으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왔고 수익성 가중치는 평

균 0.25로 가장 낮은 결과가 나왔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초기비용의 가중치가 평균 0.37로 자가 소유자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세입자는 거주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초기비용

에 대해서 자가 소유자보다 부담을 덜 느낀다고 판단되었다.

3.2.4 주거형태별 신재생에너지 선호도·수용성 분석

Fig. 14는 주거형태별 신재생에너지 선호도 가중치를 나타낸다. 주거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신재생에

너지 선호도 가중치가 다른 분석들과 유사하게 태양광이 가장 높고 연료전지가 가장 낮은 결과가 나왔다.

Fig. 15는 주거형태별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가중치를 나타낸다.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중요도는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지열에너지 이용 초기비용(가중치 0.62)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비

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지열에너지 이용에서 초기비용 가중치는 0.4로 단독주택 거주자들보다 현저히 낮

은 수치를 보였다.

3.3 CVM 분석

Fig. 13. Acceptability weight of renewable energy system according to Lessor and Lessee

Fig. 14. Preference weight of renewable energy system according to house type



12 서상휘, 배상무, 남유진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Fig. 16은 태양광과 지열에 대한 지불의사액(초기투자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주거형태별, 거주지

소유별, 가구 구성원별, 연령대별, 전공별로 구분하여 태양광과 지열의 지불의사액 추정치를 비교했다. 대

개 태양광의 지불의사액이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지열의 효율이 태양광보다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지불의사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76만원 정도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50

대의 경제적인 여유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지불의사액이 공

동주택 거주자의 지불의사액 보다 약 40만원 높았으며, 거주지소유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지불의사액이 세

입자의 지불의사액보다 약 85만원 높은 결과를 보였다.

Fig. 17은 태양광 및 지열 설비시스템에 대해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보

여주는 결과이다. 설문지에 ‘지불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설문자들에게 태양광 및 지열 설비에 대해

Fig. 15. Acceptability weight of renewable energy system according to house type

Fig. 16. Estimation of payments for Photovoltaic and Geo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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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씩의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태양광은 응답자 총 191명 중 37명이 지

불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고 응답 항목 중 ‘전력 공급이 불안해서’가 29.7%(11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

상 또는 기후 조건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영향이 큰 태양광의 단점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지열은 총 191

명 중 52명이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중 34.6%(18명)가 ‘지열에너지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

했다. 이는 국내의 경우 아직 지열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급 및 설치율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이를 위해 지열에너지 보급 및 보편화,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여건을 정부 및 사업주체자들이 주도

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식조사를 토대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의 수용성 제고 방

안을 마련하고자 AHP 기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선호도 조사와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영향 요

인의 중요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CVM 기법을 이용한 태양광·지열에너지 설비 지불의사액 추정을 실

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설문참여자의 신재생에너지 선호도 가중치 평균값은 태양광이 0.22로 가장 높았으며 연

료전지가 0.13으로 가장 낮은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 전공분야, 거주지 소유자/세입자, 주거형태별로 분류

및 분석했을 때도 유사한 선호도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중요도 가중치의

평균값은 초기비용 0.37, 수익은 0.32, 효율 및 성능은 0.30임을 통해 설문참여자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설

비시스템을 설치할 때 경제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공분야별 수용성 가중치 분석

에서는 비전공자들은 전공자들보다 신재생에너지의 효율과 성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율이

나 성능보다는 초기비용과 수익과 같은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띠었다.

CVM 기법을 이용하여 태양광·지열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을 실시하였을 때 태양광 에너

지 설비는 평균 296만원, 지열 에너지 설비는 262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태양광·지열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태양광 에너지 설비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가 29.7%로

가장 높았고, 지열 에너지 설비는 ‘지열 에너지에 대해 잘 몰라서’가 34.6%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내에서

는 아직 지열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설치율이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태양광 외 신재생에

너지원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열, 연료전지와 같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관련 활성화 정책과 적절

한 교육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결과를 검토해 보았을 때 개인의 주거형태·상황 및 연령·전공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택에

Fig. 17. Reason of hesitation to pay for photovoltaic and geo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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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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