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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후변화가 가계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 빈곤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윤 지 윤

  본 논문은 기후변화가 도시거주인구와 도시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지
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심화되는 시기인 겨울철과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전체가구의 에너지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취약계층 중 에너지 빈
곤가구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발생 
시 에너지 빈곤가구 및 노인가구 등 사회취약 계층의 피해가 일반 가구
에 비해 소득대비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약가구의 에너
지복지 정책에 대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에너지 빈곤, 기후변화, 에너지 소비, 노인에너지빈곤,

패널데이터 분석, 고정효과 모형

학 번 : 2014-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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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Energy 

Expense of Household in Korea 

– Focusing on Energy Poverty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윤 지 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Energy Expense of Household in Urban area in the 
context of energy welfare, poverty and social marginal group in 
Korea. Due to the climate change, energy poverty households are 
damaged on their health and energy expense more in winter and 
summer. First, this research is analyzing the impact of energy 
expense of general household under climate change. Second, this 
research is analyzing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energy 
expense of social marginal group such as energy poverty household 
and senior household. The results explain that damage of household 
energy expense on energy poverty and senior compare to their 
income is estimated more than other general household when climate 
change occurs.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for 
energy welfare and poverty policies.

Key words : Energy Poverty, Climate Change, Energy

Expense, Senior Energy Poverty, Panel Data

Analysis,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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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가계의 에너지 소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유례없는 폭염과 한파 발생은 사회 취약계

층에게는 어떠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퍼듀대학교 기후변화조사센터(Purdue Climate Change Research 

Center)의 연구(2009)에서, 도시근로자 계층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한파 등의 이상기후 현상은 농어촌 거주 인구 뿐 아니라 도시 인구의 삶

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인구가 입는 피해는  

식량가격 상승과, 이상기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문제와 이

이상기후 발생 시 질병발병률과 사망률 증가 등의 건강문제가 대표적이

다. 또한 최근 도시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시거주 인구가 크게 늘어나

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인구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5차 기후변화 평

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탄소 배출 등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

성이 95% 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인간 활동이 야기한 기후변화의 영향

은 불균형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중상위 소득국가의 빈민층에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가 도시의 빈곤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식

량가격 상승과 이상기후현상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문제, 그리고 발병

률증가 등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저소득 국가의 도시근로자들에게는 곡물 생산성 변화로 인한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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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이 큰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중상위 소득국가의 도시근로

자들에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한파, 열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과 접근성 문제, 사망률 증가를 비롯한 보건문제를 들 수 있

다. 특히 에너지 비용은, 고소득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지출차이가 해당 

가구의 소득차이만큼 크지 않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득 상승분 

만큼의 에너지 소비를 늘리지 않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라고 해서 필요

한 에너지 사용을 무한정 줄일 수는 없다. 이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

기 위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경우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1년, UN 개발 총회에서 발표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

(SEA;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에서는 ‘세계의 번

영을 위한 경제 성장 및 사회 형평성과 환경을 연계하는 황금실’로서 

에너지 형평성의 중요함을 말한 바 있다.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 또한 에너지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에너지 

접근 및 지불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형평성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

서도 에너지 비전 2030의 9대 이행과제에 에너지 복지가 채택되었고, 

에너지 빈곤층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정의(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2014)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은 총 소득 중 10% 이상을 난방 및 냉

방 등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 에너지 빈곤층 가

구는 일반 가구들보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불가능성과 효율 높은 냉난

방기구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기후변화로 인

한 한파 및 폭염 등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에너지 빈곤가구 중에서도 특히 노인 가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에서 2011년 동안 OECD 국가의 평

균 노인 빈곤율은 15.1%에서 12.8%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노인가구

의 빈곤율은 44.6%에서 47.2%로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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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노인층의 에너지 빈곤 가구 또한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가구는 다른 연령대 보다 추위나 더위

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사망과 건강악화의 가능

성이 높다(Center for Age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reland, 2011)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경우

노인 가구와 에너지 빈곤가구의 취약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

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정책과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도시 거주인구와 에너지 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후변화

가 일반 및 노인 가구와 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여 에너지 복지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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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가계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겨울철 한파 및 여름철 폭염 등의 기후변화 현상이 가정의 에너

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한파와 폭염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기후변화가 노인가구와 노인 에너지 빈곤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1990-2015)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를 선정한다. 선정한 변수 별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분석(Panel Data Analysis) 중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 빈곤가구와 이들을 제외한 일반 

가구의 에너지 소비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노인 에너지 빈곤가

구와 이들을 제외한 일반 노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기상청에서 취득한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폭염 및 한파에 

의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후변화 변수를 선정하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기후변화 변수를 활용하

여 패널분석(Panel Data Analysis) 중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통해 기후변화가 가계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가 에너지 빈곤가구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의 에너지소비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기후

변화가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와 이들을 제외한 일반 노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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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국내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과 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 

또는 정성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연구 역시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국내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또는 

그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개념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에

서 이루어진 에너지 빈곤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 에너지빈곤 해소 프로

그램에 대한 검토와 에너지 빈곤의 정의를 위한 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가구와 같이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하나 외(2015)의 연구를 비롯한 적은 수의 연구만이 진행

된 바 있다. (김하나 외, 2015) 

  또한, 기후변화 발생 시,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주로 설문조

사 또는 개념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졌을 뿐, 이에 

대해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소수이다. 기후변화 발생과 이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주로 폭염과 사

망률 변화 등 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가계의 에너

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다. 

1) 에너지 빈곤 실태와 에너지 빈곤의 사회경제적 요인

  해외에서는 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해 영국과 아일랜드와 같은 유럽 일

부 국가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가구를 비롯한 사

회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에너지

빈곤에 취약한 계층을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연구를 통해 정의된 에너지취

약 계층의 에너지 빈곤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하

나 외, 2015).

  먼저, 국내외의 에너지 빈곤 실태에 대해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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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박은철(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에너

지 빈곤가구의 연료 소비 실태를 분석하였고, 에너지빈곤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주택 단열 및 가전제품 등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

지개선책과 도시가스 접근성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빈곤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행동연구소(2011)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또한, 진상현(2009)의 연구에서도 서울시의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에너지 빈곤 실태 파악 뿐 아니라, 에너지 복지 정책 및 평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 진상현 외(2010)의 한국의 에너지 빈곤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 에너지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빈

곤층의 규모가 추정된 바 있다. 

  또한, 김진덕(2012)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가 5개국에

서 실행되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비교연구를 

통해 각 국의 에너지 복지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과 지원 체계 구축 및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김진덕(2012)은 에너지

는 현대인의 삶에 필수적이며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소비에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 저

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복지 및 지원정책과 이로 인한 에너지 사용 및 

접근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시현(2011)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해외 여러국가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 및 현황을 분

석하고, 국내의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현황을 실태조사 및 인터

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고, 법

규가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빈곤가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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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홍보와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통합 거버

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말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에너지 빈곤의 기준 마련과 에너지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도 여럿 진행되었다. 진상현 외(2010)의 연구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의 에너지 빈곤 기준을 검토하고, 절대적 에너지빈곤과 상대적 

에너지빈곤의 개념에 따른 연료 빈곤 규모를 분석하였다. 절대적 에너지 

빈곤은 ‘소득 기준 하위 3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최저광열비 이하

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구’를, 상대적 에너지 빈곤은 이들 ‘저소득가

구 중 가처분소득 대비 에너지비용이 11.5%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

하였다. 또한, 해당 기준을 통해 에너지 빈곤 가구 분포를 파악한 결과 

절대적 에너지 빈곤을 겪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0%(127만 가구)로 

추정되었으며, 상대적 에너지 빈곤에 처한 가구 비율은 6.8%(108만 가

구)로 추정되었다. 

  신정수(2011)는 최저생계비 상의 광열비 이하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구를 절대적 에너지 빈곤가구의 기준으로 보았으며,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소득대비 연료비 비율이 13.6%(최저생계비 상의 

광열비 비율)가 넘는 가구를 상대적 에너지 빈곤으로 보아 2010년 에너

지 빈곤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 에너지빈곤은 전체가구의 

6.9%로 나타났으며,  상대에너지빈곤가구는 전체가구의 6.5%로 분석되

었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대비 광열비를 기준으로 절대 에너지빈곤

가구는 9.7%로, 상대 에너지빈곤을 겪는 가구는 8.4%로 추정되었다.

  해외에서 연구되고 있는 에너지 빈곤 문제 연구는 특히 영국과 아일랜

드와 같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김하나 외, 2015).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가구, 또는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또는 만성

질환과 질병을 앓는 노인가구, 혹은 저소득 가구, 중앙 난방시스템이 없

고 단열이 좋지 않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노인가구 일수록 에너지빈곤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CARDI,2011; Lorenc et al., 201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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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

너지 빈곤에 처한 노인가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CARDI, 

2011). 

  또, 사회취약 계층의 에너지 빈곤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여럿 진행

되었다. Lorenc et al.(2013)은 흑인 가구 및 사회적 소수자 가구, 노

인 가구, 어린이를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규명하

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회 취약계층 가구가 비경제적인 기존의 요금제

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주로 무관심과 사회적 

불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에 해외에

서 수행되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연구는 노인 가구와 같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에너지빈곤과 이에대한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주로 수

행되고 있다(김하나 외, 2015).

  또한, 최근 국내에도 에너지 빈곤의 원인과 요인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밝히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김하나 외(2015)는 에너지 빈

곤의 원인을 접근가능성과 지불가능성 정보접근성 및 수용성 등 세가지

로 나누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에너지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가구에서 소득대

비 연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포함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에 

해당하거나 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학력이 낮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소득대비 연료비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노인포함가

구는 노인비포함가구보다 전기, 등유, LPG의 의존도가 높았다. 

2) 기후변화와 에너지 빈곤

  진상현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시행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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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그 

변동폭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계층이 부담해야 할 에너지 비용

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에너지 빈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

과를 야기하였고, 이들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는 

등 기후변화 대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73

년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가급등은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켰고 이

는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 외에도 국내외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기후변화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빈곤과 관련된 연구는 에너지 복지 

권리에 대한 개념적 연구 또는 에너지 복지 정책의 도입을 위한 

기초 실태 조사 자료형태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송미혜(2015)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완화의 적응 정책의 관점에서 에너지 빈곤과 실태

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추장민(2010)외는 도시지역의 저소득계

층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역량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관점과 개인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

응능력의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가 사회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다. 김명구(2014)는 기후변화에 따른 노인계층의 

재난안전 복지 개선방안 연구에서 노인 및 장애인, 외국인 등의 

사회취약계층은 일반 성인 계층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대비가 어려우며, 대응능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재

난안전복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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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가 사회와 사회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대부분 사망률 증가, 재해 등의 관점

에서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2)

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물

리적 영향과 작물 생산 등 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그리고 노인인

구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나

누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제 2 장 에너지 빈곤의 개념 및 현황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 Energy Poor)과 연료 빈곤(Fuel 

Poverty; Fuel Poor)은 국내외에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접

근성 및 사용료 지불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국

내에서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지

만,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해 관련 법안을 입안한 바 있으며,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Li et al(2014)은 에너지 빈곤

을 전기 또는 도시가스와 같이 편리하게 접근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의 이

용가능여부로 정의하였고, 연료 빈곤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후현상을 극

복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자의 경우,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대적 빈곤이 더 많이 존재

하는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료 빈곤의 경우 진상현(2011)

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용어 특성상 전기 사용을 포함하지 못할 수 

있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이 두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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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에너지 지불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설명할 때에 ‘에너지 빈곤’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Thomson,2014). 

  김진덕(2012)의 연구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빈곤층이란 '광열

비(전기료,연료,난방비)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로 소

득대비에 비해 광열비 비중이 높아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제대로 공급 및 

사용하기 힘든 사회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거실온도로 21℃이상, 그 외 방 온도를 

18℃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는데 총소득의 

10% 이상을 소비하는 가구의 경우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할 수 있

다.

  김진덕(2012)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 광열비 비중이 

증가하여 다른 지출항목의 감소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

다.  특히 가구 구성원 중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포함하

는 가구의 경우 에너지 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상현

(2009)에 따르면, 에너지빈곤의 원인은 낮은 가계 소득과 에너지 가격

의 상승 그리고, 주택단열과 냉난방 및 전열기기 가전의 비효율성, 사회

취약계층, 저비용 에너지 연료의 보급 미흡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김진덕(2012)에 따르면, 에너지 빈

곤가구는 대부분 저소득 가구에서 나타난다.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집단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구로 나눌 수 있는데 에너

지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계층과 차상위 계층과의 관계를 

살펴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의 모든 가구는 에너지빈곤가구라 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의 가구의 경우에는 일부만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에너지 빈곤가구가 에너지 복지 

정책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진상현 외(2009)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빈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며, 단순히 저소득 가구이기 때문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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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은 낮

은 가구소득 때문에 에너지를 구매할 능력이 낮고, 낙후된 생활환경 때

문에 도시가스와 같이 비교적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때 발생한다. 또한, 효율이 낮은 냉난방 기기와 노후화되고 단열성이 떨

어지는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 등 다양한 원인이 되어 에너지 빈곤이 일

어난다.

  에너지 빈곤가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정의를 도출하고, 에너지 빈

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및 지원 전략을 마련한 바 있는 영국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2000년에 ‘주택난방 및 에너지절약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을 제정하고, 2001년 

에너지빈곤지원전략 (Fuel Poverty Str- ategy) 를 수립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에너지빈곤 계층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는 에너지빈곤이 지속될 경우, 삶의 질을 낮추고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에는 4대 에너지 정

책 목표로 (1) 2050년까지 약 60% 탄소 배출량 감축, (2) 지역주민에

게 에너지 공급의 신뢰도 유지, (3)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 활성화, (4) 

그림 1 에너지 빈곤의 원인 (진상현 외(200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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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정에 적절하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난방공급을 보장하는 계획을 세웠

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빈곤과 관련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

표를 확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국은 취약가구의 경우 2010년까지 일반 가구의 경우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 근절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에너지 빈곤가구를 선정하고 있고, 이들 가구에 대해 에

너지 이용효율개선과 에너지 비용절감, 부가세 조정 등의 계획안을 채택

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적절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지원제

도를 정비하면서 영국은 에너지빈곤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만족스러운 

냉난방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한파나 폭염으로 인한 

질병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마련된 에

너지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및 전략을 마련하였고, 정부와 에너지 트러스

트, 가스전력위원회와 협력하여 에너지 빈곤가구 지원을 위한 전략자문단을 설

립하였다(홍철선,2009).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와 폭염 등의 이상기후현상 발

생 시에는 더 편리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불가능성이 낮고 단열이 낮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

회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기

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 빈곤층

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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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모형 및 자료

제 1 절 분석 자료

  본 논문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이 발간한 가계동향조사 분기

별 월평균 자료와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한 것으로 시간적 

범위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먼저,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매년 가구 수입, 지출 및 가구실태를 파악

한 자료로서, 전국의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 가구 중 가계

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가 그 대상이다. 이 자료는 도시 거주인구를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가, 임가, 어가의 경우 소득 사이클이 대개 1년 

주기로 소득과 지출의 연결을 분기통계로 보여주기 어려워 제외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일반가구와 에너지 빈곤층 가구가 기후변화

에 받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 빈도

가 잦아지는 1분기와  3분기 자료를 원 자료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거주 지역이 도시인 가구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가구 

자료 중 분석에 사용한 표본 가구 자료는 다음 <표 1>에 나온 바와 같

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의 자료 중 동절기에 해당하는 1분기의 

162,725개의 자료와 하절기에 해당하는 161,631개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가계동향조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모집단으로 삼고 있으면 대상 

가구 중 표본 설계와 가중치 조정을 통해 추출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된 자료이기 떄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가구 분류 전체 가구 도시 가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표본 수 728,100 648,257 162,725 159,959 161,631 163,942

< 표 1 > 분석에 사용한 가구 자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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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 항목과 소득 항목을 참고하여 전체가구를 에너

지 빈곤층을 제외한 일반 가구와 에너지 빈곤가구로 분류하였다. 또한, 

가구실태항목을 참고로 하여 전체 가구를 노인가구와 비노인 가구로 분

류한 후, 다시 일반 노인가구와 에너지 빈곤 노인 가구로 분류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에너지 빈곤 가구의 기준은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 항목과 기준으로 

가계의 소득항목을 참고하여 시장소득과 공적이전 소득의 합인 경상소득

에서 공적 비소비지출을 뺀 값인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료

비 항목의 경우 가계가 지출하는 연료비용의 합으로 이중에서도 냉방과 

난방비에 활용되는 연료비만을 집계한 것이다. 분기별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 지출 항목은 전기료와 도시가스, LPG연료, 등유, 경유연료, 연

탄, 공동주택 난방비, 기타 연료비를 합한 값이다. 이는 냉난방 기구의 

에너지원이 다르더라도 이를 모두 합하여 계측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가

정부문에서 에너지 구입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운송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연료비 지출과 취사 난방 등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연료비 지출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전자인 운

송장비 사용을 위한 가정부문의 지출은 따로 교통비 항목 중 하나로 집

계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의 연료비 지

출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연료비를 가계의 가처분소득으로 

나누어 주어 가계의 총 소득 중 10% 이상을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

용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빈곤 가구를 추출하였다. 추출 기준인 10%는 

영국 정부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는 기준을 따른 것으로, 아직 국내

에는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법규가 없어 위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노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 한 명 이상이 65

세이상의 인구를 포함하는 가구에 해당된다.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를 

추출한 뒤, 앞서 말한 에너지 빈곤 기준인 소득의 10%를 에너지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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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는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를 다시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번 연구에서는 에너지 빈곤의 척도로 사용되는 소득대비 연료비 비율에 

사용되는 소득을 가구당 가처분 소득으로 설정하였다. 빈곤과 소득불평

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균등화 소득(Equilized Income)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에너지 빈곤을 정의함에 있어서 균등화 소득의 사용은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1)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 소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월평균 가구당 에너지 지출비용이다. 한파의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한 동절기 모형의 경우는 12월에서 2월사이의 가구당 

에너지 비용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폭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하

절기 모형은 6월에서 8월 사이의 가구당 에너지 비용을 종속변수로 선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구의 에너지 비용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에너지 빈곤의 원인으로 밝힌 요소 중에서 가계동향조사에서 획

득할 수 있는 변수인 가구 특성, 거주 특성, 소비 특성, 가구주 학력 등

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기후변화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

해 기상청에서 획득한 일 최저, 최고온도와 풍속, 습도 등의 기상변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에너지 통

계월보의 난방도일 자료와 기상청에서 응용기후변수로 제공하는 열파지

속일수 자료를 각각 동절기와 하절기의 기후변화 영향 변수로 사용하였

다.    먼저, 기후변화 변수 중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는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을 각 분기별로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동절기의 기후변화 변수로는 체감온도를, 하절기의 기후변화 변수

1) 에너지 빈곤의 정의에 있어서 균등화 소득의 사용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Moore, 2012, 김하나 외,2015에서 재인용). 에너지 빈곤 계산 시 소득과 연료비 모두
를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균등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분자와 분모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므로 굳이 균등화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 또한, 소득과 달리 연료 소비는 
가구의 거주면적에 의존하고, 거주면적은 가구원 수와 같은 조건이 반영된 값이므로 이
미 균등화가 되었다고 보아 소득만 균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김하나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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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열지수를 적용하였다. 

  체감온도는 겨울철에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추위를 정량적으로 계

산하기 위한 온도로 기온과 함께 풍속을 고려한 온도이다. 기상청의 기

초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식과 같은 계산법을 통해 일 체감온도를 추정

한 뒤, 분기별 평균 체감온도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 식 1 > 체감온도 계산식

체감온도(℃) = 13.12+0.6215×T-11.37×V0.16+0.3965×V0.16×T

 T : 기온(℃), V : 풍속(km/h) 

  열지수는 하절기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로 폭염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것은 똑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

으면 사람은 실제로 더 덥게 느끼기 때문에 일 최고 온도와 습도를 함께 

고려한 후 이것을 지수화 하여 사용하는 온도이다. 열지수 자료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별 열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분기별 평균을 산출 

한 뒤, 기후변화 변수로 활용하였다. 

  난방도일은 동절기의 한파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기후변화 변수로 일

별 또는 월별 옥외기온과 원하는 바의 옥내기온과의 차이에서 산출된 월

간‧연간 적산치를 말한다. 즉 평균기온이 18℃ 이하되는 날의 온도와 1

8℃와의 온도차의 종합을 난방도일이라고 하며,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매달 발간하는 에너지 통계월보의 난방도일 자료 중 1990년부터 2015

년까지의 자료를 취합하여 분기별 평균을 산출한 후 활용하였다. 

  하절기의 기후변화 영향인 폭염을 추정하기 위한 기후변화 변수로 열

지수와 더불어 열파지속기간을 적용하였다. 열파지속기간은 연중 일최고

기온이 기준기간의 최고기온 90퍼센타일을 초과한 날이 지속되었을 때의 최

장기간을 말하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설

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3>은 자료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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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단위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

변수

에너지 비용

(연료비)
천원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경유연료
연탄
공동주택난방비
기타연료비

독립 

변수

가구 특성

천원 가처분소득
명 가구원 수

0, 1
노인가구 여부 
(노인=1, 비노인=0)

거주 특성
㎡ 1인당 사용 거주면적

천원 월세평가액

소비 특성
천원 교통지출비
천원 보건지출비
천원 식료품 지출비

가구주 학력
1 중학교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이상

기후

변화 

독립

변수

한파 변수
℃ 최저온도
℃ 체감온도

℃․ day 난방도일

폭염 변수

℃ 최고온도
℃ 열지수

일 열파지속기간

평균온도 ℃ 평균온도

< 표 2 >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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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동절기 하절기

변수명 단위 Mean Std. Dev Mean Std. Dev

연료비 원 100,285.80 72,469.04 44,363.13 34,067.16 

소득 천원 2,379.10 1,917.95 2,448.66 1,904.85 

1인당 면적 10㎡ 16.62 16.85  16.67 17.19 

월세 평가액 천원 518.82 512.25 527.78 466.70 

교통비 천원 179.73 569.52 142.97 145.83 

보건비 천원 99.00 211.68 96.48 201.96 

식료품비 천원 242.17 136.52 272.45 148.06 

노인가구 0,1  0.05 0.23   0.06  0.23 

최저온도 ℃ -2.32 0.94 

체감온도 ℃ 0.04 1.31 

난방도일
℃․ 
day

7.78 0.49 

최고온도 ℃ 28.56 0.90 

열지수 ℃ 25.36 1.24 

열파
지속기간

일 4.78 2.72 

평균온도 ℃ 0.04 1.31 0.05 1.31 

< 표 3 >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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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모형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는 패널 자료(Panel Data)이며, 시계열 

자료의 특성과 횡단면 자료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F-검정, Breusch-Pagan 검정, Housman 검정을 통해 패널 자료 모형

(Panel Data Model) 중 기본적 형태인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은 종속변수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효과가 관찰되는 설명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관찰되지 않는 효과를 소거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명변수의 추정

량은 불편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이 될 수 있다. 이 때, 관찰되지 

않는 어떠한 효과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야 한다. 이 

때, 이 효과를 고정효과(Fixed Effect) 또는 관찰되지 않은 효과

(Unobserved Effect)라고 부른다. 이 고정 효과는 다음 식2)과 같은 과

정을 통해 그 효과를 소거 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αit는 고정 효과를 나타내며, 개체()별로 다른 값을 가지

지만, 시간(t)에는 상관업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yit 와 xit는 각각 종

2) 아래 방정식은 Wooldridge(2013)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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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와 설명변수를 나타내며, uit는 종속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설

명가능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모든 효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만약 αit

가 설명변수와 xit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면, xit의 추정량이 불편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추정량의 불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αit가 가하

는 모든 효과를 통제해야 하지만 αit는 관찰되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αit를 소거해야 하며, 위에 

나열된 과정을 통해 이를 소거할 수 있다. 두 번째 식은 모든 개체에 대

해 첫 번째 방정식을 평균값을 변환시킨 식이며, 두 번째 방정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을 빼게 되면, 세 번째 방정식이 된다. 이때, 고정효과는 사

라지고, 나머지 항은 네 번째 방정식의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변환과정

을 within transformation이라 하며, 네 번째 방정식은 time-demeaned 

data라 한다. 고정효과(Fixed Effect Model)모형은 이러한 변환 과정을 

거친 네 번째 방정식을 최소자승법으로 회귀분석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과 F-test과정을 통해

분석 모형을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최종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로,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모형은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구특성   거주특성
  소비특성   가구주학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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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후변화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모형은 아

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구특성   거주특성
  소비특성   가구주학력
  기후변화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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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분석 결과에 앞서, 일반가구와 에너지 빈곤가구, 일반노인가구와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소비지출 결정요인에 구조작차이가 존재하는지

를 Chow 검정을 통해 검정한다. 

대립가설은 ‘에너지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에너지소비 결정요인에 구

좆거 차이가 있다.’ 이며, 귀무가설은 ‘에너지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에너지소비 결정요인에 구조적 차이가 없다. 이다. 

 Chow 검정을 통해 일반가구와 에너지 빈곤가구, 일반노인가구와 노인에

너지빈곤가구의 에너지소비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구조적 차이의 유무를 검

정한 결과,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

는 개별 모수 추정치 비교를 통해 일반과 에너지빈곤 가구 차이에 따라 에

너지 소비지출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가구들

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기후변화 영향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다음 <표 4>는 각 모형별 Chow-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기 동절기(1분기)

모형

일반가구 &
 에너지빈곤가구

노인가구 & 
노인에너지빈곤가구

기본 기후변화 기본 기후변화

F-statistics 609.35
(0.0000)

609.32
(0.0000)

123.86
(0.0000)

123.86
(0.0000)

분기 하절기(3분기)

모형
일반가구 &

 에너지빈곤가구
노인가구 & 

노인에너지빈곤가구

기본 기후변화 기본 기후변화

F-statistics 195.85
(0.0000)

195.85
(0.0000)

80.05
(0.0000)

80.05
(0.0000)

주1) 괄호안의 수치는 p-value를 나타냄.

< 표 4 > Chow-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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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전체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1) 동절기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동절기에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가구 특성, 거주 특성, 소비 특성, 가구주 학력 등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살펴 보았다. 가구 특성요인의 경우, 분석 결과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1천원 증가할수록 에너지 지출 비용은 1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한 명 증가할수록 8,000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노인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보다 5,800원

의 에너지 비용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가구의 경

우, 비노인가구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

인당 거주 면적이 10㎡ 늘어날 때 마다 1,490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면적이 늘어날수록 난방면적이 늘어나

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세와 월세, 자가의 주

거 비용을 모두 고려한 월세평가액 항목의 경우, 1,000원의 주거비 지

출이 늘어날 때마다 14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항목들 또한 전체 소득에서 난방비에 

쓸 수 있는 비율을 줄이기 때문에 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교통비와 보건비 및 식료품비 모두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에너지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

비와 식비 등 필수 지출항목이 높은 가구일 경우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

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가구주일 경우는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4,100원을 에너지 비용에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정보다 885원을 더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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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의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 에너지 지출비용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학졸업자 가구의 에너지 

비용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가구보다 더 낮게 나온 것은 가계의 에너지 

비용지출에는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도 등 눈에 보이

지 않는 요소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절기 가

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결정계수 값과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다음 <표 5>와 같다. 

변수 Coef Std. Err

가구 특성

소득 (천원) 9.97 *** 0.10 

가구원수 8,066.31 *** 150.40 

노인가구 여부 -5,839.09 *** 698.51 

거주 특성
1인당 사용면적(10㎡) 1,490.72 *** 11.33 

월세평가액 (천원) 13.95 *** 0.34 

소비 특성

교통비 (천원) 1.41 *** 0.26 

보건비 (천원) 9.57 *** 0.69 

식료품비 (천원) 113.88 *** 1.28 

가구주 
학력

고등교육 4,103.01 *** 369.45 

대학교육 885.84 ** 405.03 

상수 -13,067.17 *** 624.38

R-squared (overall) 0.4205

관측치수 162,725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5> 가구의 에너지 소비 요인 분석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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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기후변화 
변수

최저온도 체감온도 난방도일
최저온도 

및 
난방도일

체감온도 
및 

난방도일

(2) 기후변화가 동절기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동절기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최저온도와 체감온도, 난방도일 변수를 기후변

화 영향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설정한 일반적으로 가

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구성된 모형에 기후변화 변

수를 추가하여 동절기 한파가 전체 가구의 에너지 소비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변수를 기준으로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 

설정하여 어떠한 기후변화 모형이 가장 설명력이 높고 유의하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모형별로 적용된 기후변화 변수는 다음 <표 6>과 같다. 

  모형 1의 경우, 겨울철 한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저온도를 

기후변화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모형 2의 경우는 최저온도와 풍속을 함

께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후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 3은 에너지 통계월

보의 난방도일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모형 4의 경우는 최저온도와 난방

도일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5는 체감온도와 난방

도일 함께 기후변화 변수로 추가하여 모형에 적용하였다. 

<표 6> 모형별로 적용된 기후변화 변수 (동절기)

 각 모형별 기후변화 요인의 영향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의 결과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형 5를 채택

하였다. 모형 5의 경우 체감온도와 난방도일을 함께 고려하는 기후변화 

모형으로 전체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겨울철 한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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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 중 모형 5가 각 변수 별 설명력 또한 높

았다.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소득
(원)

9.66 *** 9.53 *** 9.74 *** 9.64 *** 9.53 ***
(0.10) (0.10) (0.10) (0.10) (0.10)

가구원수
(명)

8,953.49 *** 8753.11*** 8,585.38 *** 8928.90*** 8789.41***
(149.91) (148.62) (149.56) (149.77) (148.66)

노인가구 
여부

-7,618.80 *** -7116.61*** -6,960.64 *** -7608.64*** -7216.55***
(692.78) (688.84) (693.26) (692.08) (688.82)

1인당 
사용면적 (㎡)

1,550.42 *** 1462.66*** 1,523.37 *** 1547.65*** 1472.37***
(11.28) (11.18) (11.26) (11.27) (11.25)

월세평가액 
(천원)

13.05 *** 13.48 *** 13.60 *** 13.16 *** 13.46 ***
(0.34)  (0.33) (0.34) (0.34) (0.33)

교통비 
(천원)

1.35 *** 1.35 *** 1.41 *** 1.37 *** 1.35 ***
(0.25) (0.25) (0.25) (0.25) (0.25)

보건비 
(천원)

9.03 *** 8.63 *** 8.84 *** 8.85 *** 8.58 ***
(0.68) (0.68) (0.69) (0.68) (0.68)

식료품비 
(천원)

108.25 *** 107.96*** 110.45 *** 108.34*** 107.87***
(1.27) (1.26) (1.27) (1.27) (1.26)

고등교육 4,449.42 *** 4362.52*** 4,274.24 *** 4424.47*** 4371.06***
(366.06) (364.22) (366.50) (365.69) (364.15)

대학교육 1,456.54 *** 1422.90*** 1,186.57 *** 1424.54*** 1429.44***
(401.39) (399.35) (401.82) (400.99) (399.27)

최저온도 -7,912.36 *** -5434.19***
(148.18) (205.00)

체감온도 -7063.06*** -6327.18***
(106.82) (143.15)

난방도일 39.64 *** 19.34*** 8.24***
(0.80) (1.11) (1.07)

상수
-33,007.93 *** -12,009.00*** -118,910.50*** -78,408.50*** -34,112.32***

(722.54) (615.71) (2,227.00) (2,696.47) (2,928.58)
R-squared 
(overall) 0.4304 0.4361 0.4290 0.4315 0.4362

관측치수 162,725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7> 기후변화 모형별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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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 <표 7>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채택한 기후변화 

모형의 결과는 <표 8>의 결과와 같다. 

  기후변화가 겨울철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1천원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 지출은 10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 

증가에 비해 에너지 소비 지출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

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비용 중 전기세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에너지 비용 지

출은 소득 증가 폭보다 비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

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대비 에너지지출

의 비중이 고소득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가구특성 변수 중 가구원수가 1명 늘어날 경우, 가구의 에

너지 비용은 8,800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원수가 많아질 경우, 주거 면적의 크기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겨

울철 난방 면적이 늘어나 에너지 소모가 더 크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는 비노인가구에 비해 7,200원의 에너지 

비용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소득이 비

노인가구에 비해 낮을 수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가 불어닥치

더라도 소득이 낮아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사용에 접근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용은 

기후변화가 발생하기 전과 비슷한 에너지 비용을 지출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노인층의 경우 추위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난방을 더 하지 않을 시에는 질병 감염 등 

노인가구의 건강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경

우, 가구당 가구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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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추세를 생각한다면, 비노인가구보다 가구원수가 작기 때문

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사용면적과 월세 평가액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비용 

지출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사용면적이 10 ㎡ 늘

어날수록 에너지 비용은 1,472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비와 보건비, 식비 등 의식주 및 필수 지출항목 또한 전체 소득에

서 에너지 비용에 쓸 수 있는 할당량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소비 비용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는 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에너지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변수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게 되면, 체감온도가 1℃ 낮아질수록 에너지 비용은 

6,300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

로 더 추운 한파가 발생할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이 늘고 이로 인한 가구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난방도일이 100 ℃,day 늘어날수록 에너지 비용은 800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파의 발생빈도가 늘어날수록 마

찬가지로 가구의 에너지 비용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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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Coef Std. Err

가구 특성
소득 (천원) 9.53 *** 0.10
가구원수 8789.41 *** 148.66

노인가구 여부 -7216.55 *** 688.82

거주 특성
1인당 사용면적(10㎡) 1472.37 *** 11.25

월세평가액 (천원) 13.46 *** 0.33

소비 특성
교통비 (천원) 1.35 *** 0.25
보건비 (천원) 8.58 *** 0.68

식료품비 (천원) 107.87 *** 1.26

가구주 학력
고등교육 4371.06 *** 364.15
대학교육 1429.44 ** 399.27

기후변화 
변수

체감온도 -6327.18 *** 143.15
난방도일 8.24 *** 1.07

상수 -34112.32 *** 2928.58
R-squared (overall) 0.4362

관측치수 162,725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8> 기후변화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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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절기에 가구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하절기에 폭염이 전체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가구 특성, 거주 특성, 소비 특성, 가구주 학력 등으로 나

누어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구 특성요인의 경우, 분석 결과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1천원 증가할수록 에너지 지출 비용은 3원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한 명 증가할수록 4,300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노인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보다 

2,300원의 에너지 비용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가

구의 경우, 비노인가구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노인층이 지불하는 금액

이 더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거주 면적이 10 ㎡ 늘

어날 때 마다 540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면적이 늘어날수록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냉방 면적이 늘어나기 때

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세와 월세, 자가의 주거비

용을 모두 고려한 월세평가액 항목의 경우, 10,000원의 주거비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80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항목들 또한 전체 소득에서 냉방에 쓰

는 에너지 비용에 쓸 수 있는 비율을 줄이기 때문에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교통비와 보건비 및 식료품

비 모두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에너지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교통비와 식비 등 필수 지출항목이 높은 가구일 경우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가구주일 경우는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568원을 에너지 비용에 더 소

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중학교 졸업 학

력을 가진 가구주 가정보다 2,026원의 비용을 하절기동안 에너지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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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

을수록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중학교졸업에서 고등학교 졸

업으로 학력이 높아질 때 에너지 지출비용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학졸업자 가구의 에너지 비용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

업자의 가구보다 더 낮게 나온 것은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환경인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또한 가계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절기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각의 효과와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다음 <표 9>와 같다.

변수 Coef Std. Err

가구 특성

소득 (천원) 3.07 *** 0.05

가구원수 4257.13 *** 76.79

노인가구 여부 -2288.16 *** 348.0597

거주 특성
1인당 사용면적(㎡) 530.99 *** 5.69

월세평가액 (천원) 8.72 *** 0.20

소비 특성

교통비 (천원) 25.86 *** 0.62

보건비 (천원) 2.97 *** 0.36

식료품비 (천원) 46.11 *** 0.59

가구주 
학력

고등교육 568.02 *** 186.91

대학교육 -2026.05 ** 205.09

상수 -6835.80 *** 314.35

R-squared (overall) 0.3499

관측치수 161,631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9> 가구의 에너지 소비 요인 분석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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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절기의 기후변화(폭염)이 가구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하절기에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최고온도와 열지수, 난방도일 변수를 기후변

화 영향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설정한 일반적으로 가

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구성된 모형에 기후변화 변수

를 추가하여 하절기에 폭염이 발생할 경우에 전체 가구의 에너지 소비비

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절기 폭염을 나타내는 기후변화 변수

를 기준으로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 설정하여 어떠한 기후변화 모형이 

가장 설명력이 높고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별로 적용된 

기후변화 변수는 다음 <표 10>과 같다. 

  모형 1의 경우, 하절기 폭염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 최고온도의 

평균을 기후변화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모형 2의 경우는 최고온도와 습

도를 함께 고려한 열지수를 기후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 3은 기상청에

서 응용기후지수로 제공하는 열파지속기간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모형 4

의 경우는 최고온도와 열파지속기간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였다. 마지막

으로 모형 5는 열지수와 열파지속기간을 함께 기후변화 변수로 추가하

여 모형에 적용하였다.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기후변화 
변수

최고온도
열지수

(Heat Index)
열파

지속기간
최고온도 및 
열파지속기간

열지수 및 
열파지속기간

<표 10> 모형별로 적용된 기후변화 변수 (하절기)

  각 모형별 기후변화 요인의 영향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의 결과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형 5를 채택

하였다. 모형 5의 경우 열지수와 열파지속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기후변

화 모형으로 전체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철의 폭

염에 의한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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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 중 모형 5가 각 변수 별 설명력 

또한 높았다.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소득
(원)

3.06*** 3.04*** 2.96*** 2.96*** 2.96***
(0.05) (0.05) (0.05) (0.05) (0.05)

가구원수
(명)

4298.16*** 4347.19*** 4320.52*** 4351.32*** 4364.89***
(76.87) (76.97) (76.51) (76.59) (76.71)

노인가구 
여부

-2397.95*** -2507.17*** -2574.14*** -2654.74*** -2675.42***
(348.11) (348.11) (346.80) (346.88) (346.98)

1인당 
사용면적 (㎡)

534.82*** 539.83*** 506.80*** 510.15*** 512.68***
(5.71) (5.72) (5.72) (5.73) (5.77)

월세평가액 
(천원)

8.69*** 8.64*** 8.67*** 8.65*** 8.63***
(0.20) (0.20) (0.20) (0.20) (0.20)

교통비 
(천원)

25.95*** 25.99*** 25.33*** 25.41*** 25.43***
(0.62) (0.62) (0.62) (0.62) (0.62)

보건비 
(천원)

2.98*** 2.99*** 2.80*** 2.82*** 2.82***
(0.36) (0.36) (0.36) (0.36) (0.36)

식료품비 
(천원)

45.81*** 45.58*** 46.47*** 46.24*** 46.18***
(0.59) (0.59) (0.58) (0.59) (0.59)

고등교육 572.92*** 591.89*** 575.45*** 579.13*** 587.68***
(186.85) (186.78) (186.18) (186.14) (186.15)

대학교육 -2020.28*** -1993.79*** -1980.82*** -1977.05*** -1966.06***
(205.02) (204.95) (204.29) (204.25) (204.26)

최고온도 817.49*** 633.23***
(81.13) (81.01)

열지수 877.28*** 463.20***
(58.86) (60.10)

열파

지속기간

909.71*** 895.59*** 864.04***
(26.61) (26.67) (27.26)

상수
-30274.66*** -29310.03*** -10719.90*** -28815.44*** -22391.10***
(2347.21) (1540.32) (333.10) (2338.73) (1550.57)

R-squared 
(overall) 0.3506 0.3512 0.3549 0.3554 0.3554

관측치수 161,631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1> 기후변화 모형별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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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에 제시한 <표 11>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채택한 

기후변화 모형의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기후변화가 여름철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1천원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 지출은 3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 

증가에 비해 에너지 소비 지출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

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비용 중 냉방에 주로 사용

하는 에너지원인 전기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 폭보다 비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는 반대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대비 에너

지 비용 지출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구특성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1명 늘어날 

경우, 가구의 에너지 비용은 4,400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가구원수가 많아질 경우, 주거 면적의 크기가 증가하기

도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내의 냉방면적이 늘어나 에너지 

소모가 더 크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는 비노

인가구에 비해 2,700원의 에너지 비용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소득이 비노인가구에 비해 낮을 수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가 불어닥치더라도 소득이 낮아 필요한 만큼

의 에너지 사용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용은 기후변화가 발생하기 전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후변화로 폭염이 발생하고 그 빈도

가 늘어날 시에는 폭염에 의한 질병 발병률 및 사망률 증가 등의 건

강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노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비 

노인가구의 경우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 가구일수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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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체의 에너지 소비비 용이더 작게 나타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사용면적과 월세평가액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비용 

지출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사용면적이 10 ㎡ 늘

어날수록 에너지 비용은 512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와 보건비, 식비 등 의식주 및 필수 지출항목 또한 전체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에 쓸 수 있는 할당량을 결정해주기 떄문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소비 비용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비

용에 지출하는 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학

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일수록 에너지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자 이상일 경우 오히려 기준이 

되는 중학교 이상 졸업자 가구주의 경우보다 하절기에 2,000원 정도

의 에너지 비용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학력

과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변수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게 되면, 체감온도가 1℃ 높아질수록 에너지 비용은 

463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하절기 동안에 폭염이 발생할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사

용량이 늘고 이로 인한 가구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폭염의 빈도인 열파지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에

너지 비용은 86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발생 시 동절기에 발생하는 한파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가구 당 부담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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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Coef Std. Err

가구 특성
소득 (천원) 2.96 *** 0.05
가구원수 4364.89 *** 76.71

노인가구 여부 -2675.42 *** 346.98

거주 특성
1인당 사용면적(㎡) 512.68 *** 5.77
월세평가액 (천원) 8.63 *** 0.20

소비 특성
교통비 (천원) 25.43 *** 0.62
보건비 (천원) 2.82 *** 0.36

식료품비 (천원) 46.18 *** 0.59

가구주 학력
고등교육 587.68 *** 186.15
대학교육 -1966.06 *** 204.26

기후변화 
변수

열지수 463.20 *** 60.10
열파지속기간 864.04 *** 27.26

상수 -22931.10 *** 1550.57
R-squared (overall) 0.3554

관측치수 161,631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2>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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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에너지빈곤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1) 동절기에 에너지 빈곤가구와 일반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에너지 빈곤가구와 이들을 제외한 비에너지빈곤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앞서 설정한 바와 같이 가구 특성, 거주 특성, 소

비 특성, 가구주 학력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에너

지 빈곤가구의 경우 분기별 월평균 에너지 비용 지출이 소득대비 10%

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가구로 선정하였다. 

에너지 빈곤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분석해보면 우선, 가구 특성요인의 경우, 분석 결과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1천원 증가할수록 에너지 지출 비용은 13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한 명 증가할수록 가구당 7,700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노인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보다 

17,700원의 에너지 비용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

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한, 기초 통계량을 비교했을 때, 노인가구의 가구원수는 비노인가구의 

가구원수 평균보다 1.7명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거주 면적이 10㎡ 늘어날 때 마다 1,265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면적이 늘어날수록 

난방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거 

비용을 의미하는 월세평가액 항목의 경우, 1000원의 주거비 지출이 늘

어날 때마다 12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항목들 또한 전체 소득에서 난방비에 

쓸 수 있는 비율을 줄이기 때문에 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

친다. 교통비와 보건비 및 식료품비 모두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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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비와 식비 등 필수 지

출항목이 높은 가구는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 낮은 소득의 가

구보다 에너지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가구주일 경우는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5,300원을 에너지 비용에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정보다 2,715원을 더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의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 에너지 지출비용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절기에 에너지 빈곤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빈곤 가구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1천원 증가하면 에너지 

지출비용은 82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1명 늘어

나면 3,537원의 에너지 지출 비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비에너지 빈곤가

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당 주거면적이 10㎡ 넓어질 경우, 603원의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를 설명할 수 있는 월세평가액

이 가구당 1만원이 상승하면 150원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소비 지출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

통비와 보건비, 식료품 비 등 필수 지출 항목들이 상승할 경우에도 에너

지 빈곤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

과는 미미하였다. 한편, 에너지 빈곤 가구의 경우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보다 고등학교 졸업자 가구가 1,522원의 에

너지 소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에너지 

빈곤 가구주의 경우 중학교 졸업학력보다 5,403원의 에너지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역시도 앞서 설명한 비 에너지 빈곤 가

구와 마찬가지로 학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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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립변수 각각의 효과와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다음 <표 13>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변수
일반가구 에너지 빈곤가구

Coef Std. Err Coef Std. Err

소득(천원) 13.18 *** 0.09 81.96 *** 0.79

가구원수 7692.22 *** 140.96 3537.17 *** 546.03

노인가구 여부 -17747.19 *** 815.44 -1567.56 *** 1338.70

1인당면적(㎡) 1265.96 *** 11.30 603.61 *** 32.42

월세평가액 (천원) 11.65 *** 0.31 15.42 *** 1.41

교통비(천원) 1.26 *** 0.23 4.20 *** 1.82

보건비(천원) 7.18 *** 0.64 14.99 *** 2.62

식료품비(천원) 97.21 *** 1.20 80.43 *** 4.57

고등교육 5289.09 *** 355.67 1522.79 *** 1126.71

대학교육 2715.09 *** 384.34 5403.66 *** 1387.27

상수 -18626.05 *** 594.62 14795.15 *** 1990.36

R-squared 
(overall)

0.5059 0.6622

관측치수 142,832 19,893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3> 에너지 빈곤 및 일반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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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절기의 기후변화(한파)가 에너지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에

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후변화로 인해 동절기의 한파가 더 심화되고, 그 빈도가 잦아질 

때, 에너지 빈곤가구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이 받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장에 제시된 <표 14>와 같다.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체감온도와 난방도일을 적용하였다. 체

감온도는 겨울철 최저온도와 풍속을 함께 고려하는 온도를 말하며, 난방도

일은 일교차를 이용하여 난방정도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연평균온도는 상승하지만, 이상기후현상의 발생빈도가 늘어, 겨울철의 

한파는 더욱 심화되고, 한파가 찾아오는 빈도 또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분석 결과, 에너지 빈곤가구와 비에너지빈곤가구 모두 체감온도가 낮

아질수록, 난방도일이 늘어날수록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금액이 늘어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비 에너지빈곤 가구를 살펴보면, 이상 기후 현상으로 한파가 더 

심화될 경우에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체

감온도가 1도 낮아질 때마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은 5,418원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며, 에너지 빈곤층을 제외한 일반 가구의 에너지 소비

지출은 한파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난방도일이 100도일 

증가할수록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은 4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 겨울철 체감온도가 1도 낮아질수록 2,792원 

가량 에너지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에너지 빈곤

가구에 비해서는 1/2정도에 그치는 상승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가구별 

평균 소득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약간 더 높은 상승치 대비 소득 비율을 

보인다. 또한,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도 비 에너지빈곤가구와 마찬가지

로 난방도일 100도일 증가할수록 난방에 지출하는 연료비는 1,6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

변수
일반가구 에너지 빈곤가구

Coef Std. Err Coef Std. Err

소득(천원) 12.71 *** 0.09 80.63 *** 0.78

가구원수 8269.75 *** 139.70 4364.91 *** 544.12

노인가구 여부 -18656.50 *** 805.84 -2043.52 ** 1326.90

1인당면적(㎡) 1259.97 *** 11.26 598.64 *** 32.16

월세평가액 (천원) 11.27 *** 0.31 15.21 *** 1.39

교통비(천원) 1.20 *** 0.23 4.36 ** 1.80

보건비(천원) 6.46 *** 0.64 13.77 *** 2.60

식료품비(천원) 92.57 *** 1.19 77.17 *** 4.53

고등교육 5497.01 *** 351.41 1433.19 1116.42

대학교육 3125.17 *** 379.78 5259.37 *** 1374.68

체감온도 -5418.16 *** 138.43 -2792.47 *** 428.97

난방도일 4.69 *** 1.02 16.27 *** 3.30

상수 -30159.97 *** 2814.73 -28964.89 *** 8988.72

R-squared 
(overall)

0.5172 0.6685

관측치수 142,832 19,893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4> 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빈곤 및 일반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동절기)

  

기후변화 변수 외에 다른 가구특성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비에너지 빈곤가구와 에너지 빈곤가구 모두 소득의 증가는 연

료비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소득이 1천원 증가할 때, 13원의 연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6배가량 높은 80원의 연료

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원수는 연료비의 증가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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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1명 늘어나면 에너지 소비지출은 8,269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빈곤가구 또한 4,364원의 에너지 소비지출 상승을 보였다. 

  일반가구와 에너지 빈곤가구 모두 노인가구에 해당할수록 에너지 비용

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가구의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보다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으며, 소득이 다른 가구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월세평가액이 1천원 증가할 경우 일반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은 11

원,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는 15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와 보건비 식비 모두 유의미한 수치를 두 모형 모두에서 보였으

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의 에너지 소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모형보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모형의 전체 설명력이 다소 상승하였다. 

  <표 15>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대비 기후변화 변수의 결정계수 값을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 체감온도 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

는 결정계수의 값은 2,792원으로 나타났다. 이 계수 대비 해당 집단의 에

너지 평균 지출비용의 비율은 6.11%로 체감 온도 상승 전보다 6.11%만

큼의 연료비 상승 부담이 가계에 더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비에

너지 빈곤 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약간 낮은 5.98%의 상승 수치를 보였다.

일반 가구 Coef 에너지비용 
평균 (원)

에너지 빈곤 
가구 Coef 에너지비용 

평균 (원)

노인가구 -18,656.50

89,776

노인가구 -2,043.52

45,710체감온도 -5,418.16 체감온도 -2,792.47

난방도일 4.69 난방도일 16.27

체감온도 1℃ 
상승 시 에너지 

비용 증가
5.98 % 상승

체감온도 1℃ 
상승 시 에너지 

비용 증가
6.11 % 상승

< 표 15 > 에너지 소비지출 대비 결정계수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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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절기에 에너지 빈곤가구와 일반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먼저, 하절기에 비에너지빈곤가구인 일반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독립변수의 결정계수 값이 동절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1천원 증가할수록 에너지 지출 비용은 4원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한 명 증가할수록 가구당 

4,180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노인가구의 경

우 비노인가구보다 3,730원의 에너지 비용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노인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가구원수가 비노인가구의 가구원수 

평균보다 1.7명 적기 떄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거주 면적

이 10㎡ 늘어날 때 마다 504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주거 면적이 늘어날수록 냉방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

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월세평가액의 경우, 1000원의 주거비 지

출이 늘어날 때마다 8.6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교통비와 보건비 및 식료품비 모두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에너지 지출

비용이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비와 식비 등 

필수 지출항목이 높은 가구는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 낮은 소

득의 가구보다 에너지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가구주일 경

우는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1,071원을 에너지 

비용에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

은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정보다 1.491원을 덜 에너

지 비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절기에 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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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의 영향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1천원 증가하면 에너지 지출

비용은 98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1명 늘어날 

경우 4,177원의 에너지 지출 비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가구일수록 

3,550원의 에너지 소비지출을 하절기에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인당 주거면적이 10㎡ 넓어질 경우, 323원의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월세평가액은 가구당 1만원이 상승하면 25원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소비 지출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와 보건비, 식료품 비 등 필수 지출 항목들

이 상승할 경우에도 에너지 빈곤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정계수 값이 낮아 그 효과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

구주 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소비지출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변수의 설명력이 낮다. 이 역시도 앞서 설명한 비 에너지 빈곤 

가구와 마찬가지로 학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립변수 각각의 효과와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다음 <표 16>에 나와 있는 내

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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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일반가구 에너지 빈곤가구

Coef Std. Err Coef Std. Err

소득(원) 3.64 *** 0.05 97.77 *** 2.52 

가구원수 4,181.60 *** 72.66 4,176.73 *** 1,266.80 

노인가구 여부 -3,725.75 *** 344.77 -3,550.56 2,788.94 

1인당면적(㎡) 504.29 *** 5.48 322.95 *** 68.32 

월세평가액 (천원) 8.55 *** 0.19 2.52 3.25 

교통비(천원) 24.41 *** 0.59 38.22 *** 9.80 

보건비(천원) 3.00 *** 0.35 -2.16 3.31 

식료품비(천원) 44.02 *** 0.56 48.07 *** 8.20 

고등교육 1,070.75 *** 178.07 -1,865.01 2,399.22 

대학교육 -1,491.19 *** 194.80 -1,343.12 2,985.88 

상수 -7,974.33 *** 298.87 -709.66 4,323.25 

R-squared 
(overall)

0.3918 0.6814

관측치수 156,546 5,085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6> 에너지 빈곤 및 일반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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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절기의 기후변화(폭염)이 에너지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에

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후변화로 특히 여름철의 이상기후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모형에서는 하절기에 폭염이 심화되고, 그 빈도가 더 잦아질 때, 

에너지 빈곤가구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는 다음 장에 제시된 <표 17>과 같다.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열지수와 열파지속기간을 적용하였다. 

열지수는 여름철 최고온도와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온도를 말하며, 열파

지속기간은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설명하는 변수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연평균온도는 상승하지만,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빈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여름철의 폭염 및 일 최고기온

은 더욱 상승하고, 폭염일수 또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분석 결과, 에너지 빈곤가구와 비에너지빈곤가구 모두 열지수가 높아

질수록, 열파지속기간이 늘어날수록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금액이 늘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비 에너지빈곤 가구를 살펴보면, 이상 기후 현상으로 폭염이 더 

심화될 경우에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열

지수가 1도 높아질 때마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은 410원 증가한다. 

또한, 난방도일이 100도일 증가할수록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은 823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파의 경우와는 달리 폭염에 의한 영향은 

폭염이 계속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열지수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 열지수가 1도 높아질수록 1,860원 가량 에

너지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에너지 빈곤가구에 

비해서는 약 4배에 달하는 상승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구 평균 에

너지 소비지출금액과 대비했을 때 더욱 큰 상승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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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 가구의 경우, 더위에 취약하고, 단열이 잘 안되어 열전달이 

높은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도 비 에너지빈곤가구와 마찬가지로 열파

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냉방에 지출하는 연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1일 증가시마다 431원의 상승을 보였다.

기후변화 변수 외에 다른 가구특성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비에너지 빈곤가구와 에너지 빈곤가구 모두 소득의 증가는 연

료비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소득이 1천원 증가할 때, 3원의 연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30배가량 높은 97원의 연료

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원수는 연료비의 증가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1명 늘어나면 에너지 소비지출은 4,278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빈곤가구 또한 4,509원의 에너지 소비지출 상승을 보였다. 

  일반가구와 에너지 빈곤가구 모두 노인가구에 해당할수록 에너지 비용

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가구의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보다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으며, 소득이 다른 가구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인당 거주면적이 늘어날수록 일반 가구와 에너지 빈곤 가구 모두 에

너지 소비지출 상승을 보였다. 1인당 거주면적이 10제곱미터 증가할 경

우 일반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은 487원,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는 

315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와 보건비 식비 모두 유의미한 수치를 두 모형 모두에서 보였으

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의 에너지 소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모형보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모형의 전체 설명력이 다소 상승하였다. 

  <표 18>은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대비 기후변화 변수의 결정계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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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 열지수 변수의 영향력을 나

타내는 결정계수의 값은 1,860원으로 나타났다. 이 계수 대비 해당 집

단의 에너지 평균 지출비용의 비율은 9.29 %로 체감 온도 상승 전보다 

약 10 %만큼의 연료비 상승 부담이 가계에 더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비 에너지 빈곤 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6.68%의 상승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따른 영향은 비에너지빈곤가구

보다 에너지빈곤가구의 경우가 더 큰 가계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정계수의 절대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계의 에너

지 소비지출 또는 가처분 소득과 대비해보았을 때의, 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 소비 상승 비율도 더 높다. 각각의 변수들의 설명력과 특징은 다

음 <표 17> 과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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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일반가구 에너지 빈곤가구

Coef Std. Err Coef Std. Err

소득(원) 3.53 *** 0.05 97.46 *** 2.52 

가구원수 4,278.65 *** 72.58 4,509.90 *** 1,269.48 

노인가구 여부 -4,062.81 *** 343.62 -3,798.56 2,783.75 

1인당면적(10㎡) 486.91 *** 5.55 315.11 *** 68.74 

월세평가액 (천원) 8.47 *** 0.19 2.16 3.25 

교통비(천원) 24.00 *** 0.58 39.82 ** 9.79 

보건비(천원) 2.87 *** 0.35 -2.57 3.31 

식료품비(천원) 44.10 *** 0.56 46.77 *** 8.23 

고등교육 1,084.27 *** 177.33 -2,045.07 2,396.17 

대학교육 -1,442.95 *** 193.99 -1,717.06 2,981.41 

열지수 410.51 *** 56.83 1,860.21 * 991.76 

열파지속기간 823.76 *** 25.97 431.61 364.68 

상수 -21,982.59 *** 1,467.13 -50,167.78 *** 25,036.51 

R-squared 
(overall)

0.3970 0.6821

관측치수 156,546 5,085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7> 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빈곤 및 일반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하절기)

일반 가구 Coef 에너지비용 
평균 (원)

에너지 빈곤 
가구 Coef 에너지비용 

평균 (원)

노인가구 -4,062.81

50,454

노인가구 -3,798.56

20,023열지수 410.51 열지수 1,860.21

열파지속기간 823.76 열파지속기간 431.61

열지수 Coef/

에너지 비용
6.68 % 상승

열지수 Coef/

에너지 비용
9.29 % 상승

< 표 18 > 가처분 소득 대비 결정계수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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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노인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1) 동절기의 노인가구와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동절기의 노인가구와 노인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 결정요인

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 에너지 빈곤가구와 비에너지 빈곤가구에 비해 

가구원수와 가구주 교육수준, 월세평가액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하절기의 노인가구와 노인에너지 빈곤가구의 결과와 비교

해보면, 대부분의 변수의 영향력이 더 높게 계측되어 노인가구의 경우 

동절기의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난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비 및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를 제외한 일반노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해보면 우선, 가구 특성요인의 경우, 분석 결과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1천원 증가할수록 에너지 지출 비용은 15원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한 명 증가할수록 가구당 21,786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측되어 노인가구의 경우 가구원수에 

난방 비용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인당 거

주 면적이 10㎡ 늘어날 때 마다 766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면적이 늘어날수록 난방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거 비용을 의미하는 월세평가액 

항목의 경우, 1000원의 주거비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20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항목들 또한 전체 소득에서 난방비에 

쓸 수 있는 비율을 줄이기 때문에 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친

다. 교통비와 보건비 및 식료품비 모두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에너지 지출

비용이 증가하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비와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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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필수 지출항목이 높은 가구는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 낮은 

소득의 가구보다 에너지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학력수준 변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가구주일 경우는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9,370원을 에너지 비용에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정보다 11,494원을 더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

이 높게 나타나 에너지 지출비용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절기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1천원 증가하면 에너

지 지출비용은 76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1명 

늘어나면 25,283 원의 에너지 지출 비용이 증가하여 일반 노인가구의 

경우보다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가 가구원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빈곤가구 일수록 등유난방 기구 등 저렴한 에

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노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당 주거면적이 10㎡ 넓어질 경우, 715원의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를 설명할 수 있는 월세

평가액이 가구당 1만원이 상승하면 150원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에너지 소비 지출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교통비를 제외한 보건비, 식료품 비 등 필수 지출 항목들이 상승할 

경우에도 에너지 빈곤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교통비는 노인층의 경우, 지하철요금이 

무료이고, 그 외 다른 교통수단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지출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기 어렵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노인 에너지 빈곤 가구의 경우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주를 포함

한 가구보다 고등학교 졸업자 가구가 10,287 원의 에너지 소비를 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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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에너지 빈곤 가구주의 경우

도 중학교 졸업학력보다 13,314원의 에너지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역시도 앞서 설명한 비 에너지 빈곤 가구와 마찬가지로 

학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립변수 각각의 효과와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다음 <표 19>에 나와있

는 내용과 같다. 

변수
일반가구 에너지 빈곤가구

Coef Std. Err Coef Std. Err

소득(원) 15.01 *** 1.39 75.64 *** 4.92

가구원수 21786.23 *** 2328.37 25283.98 *** 4758.03

1인당면적(㎡) 766.15 *** 63.83 715.12 *** 130.73

월세평가액 (천원) 19.77 *** 3.21 14.97 *** 5.64

교통비(천원) 3.11 5.07 -0.72 * 5.78

보건비(천원) 1.25 2.83 18.78 * 10.05

식료품비(천원) 68.65 *** 10.16 37.74 * 20.44

고등교육 9370.54 *** 3057.16 10287.44 * 5762.90

대학교육 11494.12 *** 3704.11 13313.69 ** 6613.33

상수 -16115.90 *** 5225.66 -18932.20 ** 10465.36

R-squared 
(overall)

0.3031 0.5122

관측치수 8813 4190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9> 노인 및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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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절기의 기후변화(한파)가 노인가구와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상기후 현상으로 동절기의 한파가 더 심화되고, 그 빈도가 잦아질 

때, 노인에너지빈곤가구와 나머지 일반노인가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장에 제시된 <표 20>과 같다.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체감온도와 난방도일을 적용하였다. 체

감온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겨울철 최저온도와 풍속을 함께 고려하

는 온도를 말하며, 난방도일은 일교차를 이용하여 난방정도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연평균온도는 상승하지만,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빈도가 늘어, 겨울철의 한파는 더욱 심화되고, 한파가 찾아

오는 빈도 또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인가구는 다른 연령

대 인구보다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사망이나 건강악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가구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노인 에너지빈곤가구와 비에너지빈곤 노인가구 모두 체감

온도가 낮아질수록, 난방도일이 늘어날수록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금액

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노인 일반 가구를 살펴보면, 이상 기후 현상으로 한파가 더 심

화될 경우에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체감

온도가 1도 낮아질 때마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은 2,647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에너지 빈곤층을 제외한 일반 노인가구의 에너지 소비지

출은 한파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난방도일이 100도일 

증가할수록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은 1,1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 겨울철 체감온도가 1도 낮아질수록 

3,346원 가량 에너지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에

너지 빈곤가구에 비해서 600원 가량 높은 수치이며, 이들의 소득과 에

너지지출비용과 비교하였을 때는 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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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도 일반 노인가구와 마찬가지로 난방도일 100

도일 증가할수록 난방에 지출하는 연료비는 1,9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변수 외에 다른 가구특성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노인일반가구와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 모두 소득의 증가는 연

료비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변수
일반가구 에너지 빈곤가구

Coef Std. Err Coef Std. Err

소득(천원) 15.02 *** 1.39 76.05 *** 4.86

가구원수 22180.15 *** 2317.98 25591.64 *** 4708.66

1인당면적(10㎡) 752.15 *** 63.65 689.36 *** 129.63

월세평가액 (천원) 19.70 *** 3.19 14.09 *** 5.58

교통비(천원) 3.07 *** 5.05 -0.88 ** 5.73

보건비(천원) 1.31 *** 2.82 19.68 *** 9.95

식료품비(천원) 66.79 *** 10.11 34.73 *** 20.22

고등교육 9070.19 *** 3042.32 10383.74 5698.36

대학교육 12477.15 *** 3691.27 13748.41 *** 6542.38

체감온도 -2646.58 *** 937.94 -3346.22 *** 1712.64

난방도일 11.71 *** 7.55 19.56 *** 13.47

상수 -47911.03 *** 20699.70 -71562.96 *** 36938.26

R-squared 
(overall)

0.3135 0.5412

관측치수 8813 4190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20> 기후변화를 고려한 

노인 및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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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득이 1천원 증가할 때, 15원의 연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노인 에너지빈곤가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5배가량 높은 76원의 

연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원수는 연료비의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가 1명 늘어나면 에너지 소비지출은 22,18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에너지 빈곤가구 또한 25,592원의 에너지 소비지출 상승을 보였

다. 이는 김하나 외(2015)의 선행연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유형과 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독거노인가

구유형에서 약 87만 6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동거노

인가구, 노인부부 가구, 노인비포함가구에 비해 많이 낮은 소득을 보이

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거주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노인 비포함가구 

중에서는 21.5%만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

인포함가구에서는 노인부부가구 52.6%, 독거노인가구 50.3%로 상대적

으로 많은 노인가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독거노인가구일수록 소득이 낮고, 저렴하고 안전한 전열기구와 에

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가구일수록 

단열상태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것과 연관지어 노인가구와 에너지빈곤노인가구에서 가구원수가 많아질수

록 에너지 소비지출 비용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가구원수가 적은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아 한파에 대응하여 

난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를 늘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낮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이 10㎡ 증가할수록 일반 노인가구는 752원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며,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는 689원의 지출이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세평가액이 1천원 증가할 경우 일반노인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은 

19원,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는 15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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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와 보건비 식비 모두 유의미한 수치를 두 모형 모두에서 보였으

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의 에너지 소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모형보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모형의 전체 설명력이 다소 상승하였다. 

  <표 21>은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대비 기후변화 변수의 결정계수 값

을 나타낸 것이다.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 체감온도 변수의 영향

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의 절대값은 3,346원으로 나타났다. 이 계수 대

비 해당 집단의 에너지 평균 지출비용의 비율은 9.29%로 체감 온도 상

승 전보다 10%만큼의 연료비 상승 부담이 가계에 더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비 에너지 빈곤 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약간 낮은 6.68%

의 상승 수치를 보였다.

노인 가구 Coef 에너지비용 
평균 (원)

노인에너지 
빈곤 가구 Coef 에너지비용 

평균 (원)

체감온도 -2,646.58
39,642

체감온도 -3,346.22
36,017

난방도일 11.71 난방도일 19.56

체감온도 Coef/

에너지 비용
6.68 % 상승

체감온도 Coef/

에너지 비용
9.29 % 상승

< 표 21 > 가처분 소득 대비 결정계수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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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절기의 노인가구와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하절기의 노인가구와 노인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 결정요

인을 분석한 결과, 하절기 에너지 빈곤가구와 비에너지 빈곤가구에 비해 

가구원수와 1인당 면적 등 주거와 가구 특성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높

게 나타났다. 또한, 동절기의 노인가구와 노인에너지 빈곤가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변수의 영향력이 더 낮게 계측되었다.  

  먼저, 일반 노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

과,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1천원 증가할수록 에너지 지출 비용은 4.24

원 증가하여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한 

명 증가할수록 가구당 8,064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측

되었다.   또한, 1인당 거주 면적이 10㎡ 늘어날 때 마다 211원의 에너

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비용을 의미하는 월세평가액 

항목의 경우, 1000원의 주거비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8.84원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항목들 또한 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통비와 보건비 및 식료품비 모두 지출이 늘어날 때마

다 에너지 지출비용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가구주일 경우는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3,907 원을 에너지 비용에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정보다 4,863원을 더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는 것

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하절기의 에너지 지출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하절기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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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1천원 증가하면 에너

지 지출비용은 89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1명 

늘어나면 21,893원의 에너지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경우, 다른 영향요인보다 가구원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이 사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노

인에너지 빈곤가구는 하절기에 냉방에 쓰는 에너지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는 1인당 주

거면적이 10㎡ 넓어질 경우, 695원의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거비를 설명할 수 있는 월세평가액은 가구당 1만원이 상승하

면 280원의 에너지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비와 보건

비, 식료품 비 등 필수 지출 항목들이 상승할 경우에도 에너지 빈곤 가구

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미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정계수 값이 

낮고 변수의 설명력이 낮아 그 효과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냉방비에 쓰는 에너지 소비지출 비용은 크게 증가하는 것

으로 타났으나, 변수의 설명력이 매우 낮게 계측되었다.

  독립변수 각각의 효과와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다음 <표 22>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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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일반가구 에너지 빈곤가구

Coef Std. Err Coef Std. Err

소득(원) 4.24 *** 0.63 89.32 *** 10.00 

가구원수 8,063.99 *** 978.01 21,893.05 ** 8,860.15 

1인당면적(㎡) 210.52 *** 25.79 695.15 *** 203.45 

월세평가액 (천원) 8.84 *** 1.32 -28.10 *** 10.44 

교통비(천원) 6.20 6.90 -10.97 72.85 

보건비(천원) 5.24 *** 1.97 5.43 18.34 

식료품비(천원) 34.01 *** 3.59 30.81 22.02 

고등교육 3,907.32 *** 1,277.38 11,507.56 7,680.44 

대학교육 4,863.28 *** 1,556.93 16,000.02 9,644.40 

상수 -2,756.43 2,174.62 -29,647.76 19,932.29 

R-squared 
(overall)

0.2453 0.4837

관측치수 9,144 1,214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22> 노인 및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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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절기의 기후변화(폭염)이 노인가구와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번 모형에서는 하절기에 폭염이 심화되고, 그 빈도가 더 잦아질 때, 

에너지 빈곤가구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는 제시된 <표 23>과 같다.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최고온도를 적용하였다. 노인 및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앞서 설정했던 기후변화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변수들의 설명력과 모형 전체의 설

명력이 높았던 모형으로 최고온도를 기후변화 변수로 적용한 모형이 최

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연

평균온도는 상승하지만, 이상기후현상의 발생빈도가 늘어난다. 이에 따

라 여름철의 폭염 및 일 최고기온은 더욱 상승하고, 폭염일수 또한 늘어

나는 현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노인가구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노인 에너지빈곤가구와 일반 노인가구 모두 최고온도가 높

아질수록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일반 가구를 살펴보면, 이상 기후 현상으로 폭염이 더 심화될 

경우에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최고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은 1,778원 증가한다.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 최고온도가 1도 높아질수록 8,248원 

가량 에너지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에너지 빈곤

가구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구 평균 에

너지 소비지출금액과 대비했을 때 더욱 큰 상승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에너지 빈곤 가구의 경우, 더위에 취약하고, 단열이 잘 안되어 열전달이 

높은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후변화 변수 외에 다른 가구특성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 62 -

다. 먼저, 노인 일반가구와 노인 에너지빈곤가구 모두 소득의 증가는 연

료비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소득이 1천원 증가할 때, 4원의 연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20배가량 높은 88원의 연료

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원수는 연료비의 증가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1명 늘어나면 에너지 소비지출은 8,129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빈곤가구 또한 22,556원의 에너지 소비지출 상승을 보였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김하나 외(2015)의 선행연구에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독거노인가구일수록 소득이 낮고, 저렴하고 안전한 전

열기구와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일수록 단열상태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가구원수가 적은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아 한파에 대

응하여 난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를 늘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낮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인당 거주면적이 늘어날수록 일반 가구와 에너지 빈곤 가구 모두 에너지 소

비지출 상승을 보였다. 1인당 거주면적이 10㎡ 증가할 경우 일반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은 210원,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는 736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의 에너지 소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모형보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모형의 전체 설명력이 다소 상승하였다.  

<표 23>은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대비 기후변화 변수의 결정계수 값을 

나타낸 것이다. 노인 에너지 빈곤가구의 경우 최고온도 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의 값은 8,248원으로 나타났다. 이 계수 대비 해당 집

단의 에너지 평균 지출비용의 비율은 22.9 %로 체감 온도 상승 전보다 

23 %만큼의 큰 연료비 상승 부담이 가계에 더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노인 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4.48%의 상승 수치를 보였

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따른 영향은 일반 노인 가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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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에너지빈곤가구의 경우가 더 큰 가계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정계수의 절대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계의 에너

변수
일반가구 에너지 빈곤가구

Coef Std. Err Coef Std. Err
소득(천원) 4.18 *** 0.63 88.72 *** 9.75

가구원수 8129.80 *** 977.04 22555.83 ** 8642.71

1인당면적(10㎡) 210.22 *** 25.75 736.25 *** 199.36

월세평가액 (천원) 8.85 *** 1.32 -24.95 ** 10.30

교통비(천원) 6.44 6.89 4.26 *** 71.41

보건비(천원) 5.30 *** 1.97 1.74 17.97

식료품비(천원) 33.64 *** 3.59 20.26 22.09

고등교육 3848.94 *** 1275.93 8376.68 7644.77

대학교육 5050.17 *** 1556.28 20439.49 ** 9653.54

최고온도 1777.81 *** 609.25 8248.80 ** 4076.21

상수 -53687.00 *** 17588.23 -268426.50 ** 119583.30
R-squared 
(overall)

0.2472 0.4850

관측치수 9,144 1,214
주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지 소비지출 또는 가처분 소득과 대비해보았을 때의, 에너지 빈곤가구

의 에너지 소비 상승 비율도 더 높다. 각각의 변수들의 설명력과 특징

은 다음 <표 23>과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표 23> 기후변화를 고려한 

노인 및 노인 에너지빈곤 가구의 에너지소비 요인분석 (하절기)

노인가구 Coef 에너지비용 
평균 (원)

노인에너지 
빈곤 가구 Coef 에너지비용 

평균 (원)

최고온도 1,777.81 39,642 최고온도 8,248.80 36,017

Coef/
에너지비용 (%)

4.48 % 상승 Coef/
에너지비용 (%)

22.90 % 상승

< 표 24 > 가처분 소득 대비 결정계수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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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기후변화가 도시거주인구와 도시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지

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월평균 자료와 기상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전체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일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다

음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심화되는 시기인 겨울철과 여름

철의 기후변화 변수를 추가한 모형들을 분석하여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서 사회취약계층 중 에너지 빈곤 가구와 노인가구를 분석대상

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 소비 지출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에너지 빈곤 가구를 정의하였다. 전체가구표

본을 에너지 빈곤 가구와 나머지 일반가구로 분류한 뒤 이들 가구의 에

너지 소비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변수를 추가

하여 한파와 폭염이 심화 될 시 에너지 빈곤층이 받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취약 가구 중 하나인 노인가구에 대한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해 전체가구 중 노인포함 가구를 추출하였다. 노인가구를 대사

으로 다시 일반 노인가구와 에너지 빈곤 노인가구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이들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특성, 거주 특성, 

소비 특성, 가구주 학력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동절기의 한파와 여

름철의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화될 시에는 전체가구의 에너지 소비 지출

이 증가하며, 가장 설명력 높은 기후변화 요인은 겨울철의 체감온도와 난

방도일, 여름철의 열지수와 열파지속기간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의 체감온

도가 낮아질수록, 난방도일이 높아질수록 가계의 에너지 소비지출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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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여름철 열지수가 높아지고 열파지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역시 가계

의 에너지 지출은 증가하였다.

  또한, 에너지 빈곤 가구와 일반가구, 노인 에너지 빈곤 가구와 일반 노

인가구의 에너지 소비의 기후변화 요인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 발생 시 에너지 빈곤가구 및 노인가구 등 사회취약 계층의 피해가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대비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중

에서도 노인가구 중 에너지 빈곤가구의 피해가 다른 일반 가구에 비해 크

게 나타나 이들 가구가 기후변화에 의한 부담을 가장 크게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특정 취약계

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기후변화

와 연관지어 기후변화 발생 시에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피해

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분석한 데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반 및 노인 가구와 에너지 빈곤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에너지 복지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찰하고자 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앞으로 다

가올 취약계층의 피해를 분석한다면 국내 에너지 복지와 빈곤에 대한 논

의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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