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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 국가의 경제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의 소비행태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를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가정․

상업부문 및 산업부문 등에서의 에너지원간 대체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유가의 영향은 천연가스와

전력소비 패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동계 전력 소

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09～’11년도에는 전력의 최대수요가

동계에 나타나는 동계피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변화의 원인은 고유가로 인해 도시(천연)가스

등 전기의 경쟁연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연료비 급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면서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왜곡이 심회되면서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난방용 에너지를 도시가스 및 등유에서 전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11년간 전력, 도시(천연)가스의 소비량 추이를 비교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도시가스는 완만히 증가하고 전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이들 에너지원의

가격 추이를 보면 도시가스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전기요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동계 난방용 에너지원으로서

대체관계에 있는 전기와 천연가스의 상대가격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하게 되었다.

즉 도시가스 가격이 전기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동절기 전력

소비의 증가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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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의 검증을 위해 각 에너지원별로 200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까지 총 132개의 월별 소비량(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상대 가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자승법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기 가격은 전기 소비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전기 가격이 1% 상승할 때

전기 소비량이 0.22% 감소한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도시가스 가격은 동절기에만 전기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스 소비량과의 관계에서는 도시가스

가격이 1% 상승할 때 가스 소비량은 0.35%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전기 가격은 가스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원간 상대

가격 왜곡을 심화시켜서 나타난 현상으로 2005년 이후 전기와 도시

가스의 상대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전력과 도시가스 수요간에 대체

수요가 발생하였고, 특히 난방 수요에 있어 도시가스 수요가 상대적

으로 저렴한 전력 난방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원별 수요예측에 상대가격 변동에 따른 에너지원간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요금 수준 결정시 대체재 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의 가격 수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각 에너지원

별로 대체관계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예측한 규제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전기 소비량, 가스 소비량, 상대가격(전기/가스), 난방 수요

학 번 : 2011-2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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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 국가의 경제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의 소비행태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를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등에

서의 에너지원간 대체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발전용 수요의 증가로 1990년대

연평균 20.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도시가스 배관망 등 공급기반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8.4%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는 2000~2010년 기간 중 연평균 12.5% 증가하여 천연가스

용도별 소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력소비의

급증으로 인해 첨두부하인 가스복합발전 설비의 증설 및 이용률이 높아

짐과 동시에 고유가로 인해 대체발전 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전기 소비는 1990년대 연평균 9.8% 증가한데 이어 2000년대에도 주요

최종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10.1% 증가하여 2000년(11.8%)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

가율을 기록하였다. 고급에너지원1)인 전력 소비가 2000년대 들어서도 비

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전력 다소비형인 조립금속업(기계장비,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이 제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

1) 1TOE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74TOE의 1차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함.

즉 발전부문에서 63.6% 에너지손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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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높은 수준의 석유제품 가

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이 유지됨에 따라

전력이 기존 난방에너지원인 석유와 도시가스를 빠르게 대체하는 것도

주요인이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유가의 영향은 천연가스와 전력소비 패턴

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동계 전력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09 ~’11년도에는 전력의 최대수요가 동계에 나타나는 동계

피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변화 원인은 고유가로 인해 도시가스 등 전기의

경쟁연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연료비 급증이 제

때에 반영되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면서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왜곡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난방용 에너지를 도시가스 및

등유에서 전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전기요금을 한계공급

비용은 고사하고 평균비용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억누를 경우 타 에너지와의 대체여지가 있는 일부 에너지 소비부문에서

비정상적인 전력소비로의 대체가 나타나게 되고, 타 에너지로의 대체가

제한된 용도에서의 전력소비도 잘못된 가격신호로 인해 적정수준을 넘어

서는 과소비를 유발하게 된다. 예로서 난방시장이나 산업용 열 수요시장

에서 천연가스, 유류에 비해 전기를 이용한 난방이나 열사용이 보다 경

제적이라는 잘못된 가격신호로 인해 전력소비가 늘어날 경우 이러한 소

비증가는 중단기적으로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이 아닌 가스발전 등의 첨두

발전설비의 가동으로 충당하게 되어 열량기준으로 2~3배의 에너지소비를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전력 공급을 위해 고가의 천연가스 소비를

부추기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그렇지 않

아도 수급긴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천연가스의 수급의 문제 역시 한층

심각해질 소지도 있다. 이러한 중단기 문제뿐만 아니라 원가에서 괴리된

요금의 적용에서 연유하는 비효율적 소비관행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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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력으로의 대체 난방

수요는 시설투자를 동반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번 수요가 증가할 경우

왜곡된 소비행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게 된다.

현재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은 1차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보다 저렴한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에서 파생된 시장구조 왜곡에 있다.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인한 에너지원(전력, 가스) 간 상대가격 차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요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 등 저렴한 에너지원을 선호하게

되었으나, 전력 에너지 믹스의 기저발전을 구성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

건설시 환경규제 및 인근 주민들의 건설반대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발전설비 부족으로 2011년 9월 15일과 같은 정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체관계에 있는 천연가스와 전기의 상대가격

변동이 전기와 천연가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비율을 추정하는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검증을 통해 에너지원별 수요 예측에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각 에너지원간 대체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과 전력 수요와 도

시가스 수요간의 대체수요 변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바람직한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각 에너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에너지 Mix에 대한 조절시스템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규제위원회의 설립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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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매월 전기와 천연가스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상

대적 수요량(TOE) 변화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1년 1월부터 분석을 시작한

이유는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전력거래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경제급전 방식의 연료소비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급격한 변

동이 초래되었으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 또한 2002년 전국 주요도

시의 배관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점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었기 때

문에 분석이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계 난방용 에너지원에는 전력,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난방에너지에서 네트워크 에너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전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전기와 천연가스 요금의 다양한 가격체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가격지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공인된 기관(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상대가격지수2)를 활용

하여 전기와 천연가스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상대적 수요량 변화 비율을

토대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수요량 변화 모형 추정시 GDP 변수, 계절효과,

상대가격 지수 외에 연도별 추세, 계절별 가격 변수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국가에너지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각 기관 경영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에너지 요금의 가격규제의 이론적 배경, 전기 및 도시

가스 요금의 규제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아울러 규제적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의 수준 및 현황과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병행한다.

2) 전체용도별 가격지수를 판매수입으로 가중평균한 생산자 물가지수(PP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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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천연가스 수요의 특징과 천연가스 수요예측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기와 천연가스요금의 상대가격 변화가 두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연구설계를 한다. 연구대상으로 하는 데이

터와 주요 변수에 설명과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설계된 연구설계에 따라 실제 모형 추정결과를

분석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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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에너지 가격규제

1. 가격규제의 이론적 배경

후생경제학에서 시장경제는 가격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후생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이상적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시장에서 가격기구를 통한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너지는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할 때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의 최적배분은

달성되지 않는다. 불완전경쟁도 시장실패의 한 요인이다. 전력과 같은

네트워크 에너지는 성격상 자연 독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는 가격

기구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규제하거나 에너지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실패로 가격기구에 의해 달성하지 못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많은 산업에서 규제정책은 경쟁과정이 효율적 자원배분과 일치되도록

사적인 기업들이 행동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런 규제가 항상 유효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어떤 산업에서는 경쟁의

힘이 불가피하게 약화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결정을

올바르게 하거나, 안내할 적당한 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 공공서비스 산업(public utilities)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기능의

상당부분에서 완전경쟁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능별로 분화된 하위부분에서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업자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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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배적 위치에서 경쟁사업자나 소비와 독립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가격

결정력을 가지기도 한다. 이 경우 규제기관은 어떤 형태의 경제적 통제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3).

최성식(1994)에 의하면 전기요금으로 대표될 수 있는 독과점 시장에서의

규제의 목적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4)

첫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의 문제 때

문에 자유로운 사적 경제활동에 맡겨서는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실현할

수 없는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격규제를 실시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 경제적 규제의 목적이다.

둘째, 소득배분의 형평성이다. 공기업과 관련한 가격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단지 파

레토 최적화를 의미하는데 불과하며 이 경우의 자원배분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초기 부존자원에 따라서 좌우되는 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안정성 보장이다. 공공요금에 관련한 공기

업의 행동은 그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질상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불완전하거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적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결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원가주의 원칙이다. 에너지 공급 서비스에 소요된 총비용(적정

이윤 포함)을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며, 이때 객관적 산정기준을 적용

하고자 적정생산에 대한 효율적 공급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효율적인 사업의 경영하에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

3) 정한경 외 (2010),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종합 연구」에너지경제

연구원, P60

4) 최성식(1994), 「공기업의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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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공급원가를 기업의 자의성 없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원가주의를 따를 경우 수요와 공급에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수용자간의 공평성을 유지하며 공급자의 자의적인 독점이윤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공정보수의 원칙이다. 이는 피 규제기업의 기업리스크를 줄이고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 조달에 필요한 적정수

준의 투자보수, 즉 타인자본에 대한 배당금 등의 지불에 필요한 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보장하여 소비

자의 이익을 확보하고 해당 에너지 산업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며 사업

자의 적정한 사업보수에 따른 공정보수 설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공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공평성의 원칙이다. 서비스공급자는 영업정책상 또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수용 종별이나 고객에 대해 자의적으로 차별적인 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 각 수요종별에 따라 적정한 원가배분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요금을 개관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각 수용가에 대해 무차별적

으로 적용해 원가주의를 관철시키고 수용가에 대한 공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전기요금 결정

전력의 가격은 크게 도매시장 가격과 한전의 소매요금으로 구분된다.

전력산업은 과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전에서 송전, 배전, 판매

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독점시장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나,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구분되고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즉 발전부문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되고 6개의 발전

회사로 분할되어 전력도매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도매시장 가격이 결정

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배전분할 이후 전기요금은 총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있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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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방식으로서의 총괄원가(필요수입액) 산정방법은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투입된 모든 비용(총괄원가)을 요금에 정확히 반영하고 자연독점적 상황 하

에서 시장상황(수요, 공급조건)을 추정하여 적정생산량과 가장 효율적인 공급

비용을 산정하여 공급비용과 일치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즉,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상이윤을 포함한 필요수입액을 산정하여 전력회사의

사업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재무적 안정성과 능력을 보장하고 독점사업자의

초과이윤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 이 방법에서 요금규제의 핵심은

투자보수율에 대한 규제에 있다. 전력산업에서 적정투자보수는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의 전력가격에 대하여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도매가격의 경우 몇 번의 변천과정을 거쳤다.

전력시장 도입 초기인 2001년 4월에는 기저한계가격(BLMP)5) 제도를 도입

하였다. 전력시장내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전력시장가격(SMP)6)으로 거래

대금을 정산하여 지불할 경우 단일구매자(한전)의 과도한 발전비용 부담

으로 큰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총 발전량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기저발전기 발전량에 대한 정산용 시장가격을

별도로 정하여 전력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이중적인 시장 가격

구조하에서 기저발전기에 대한 적정수준의 발전비용 보상이 불가능 해지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2007년 1월에는 기저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저발전기의 변동비

보상이 가능한 수준에서 기저발전기의 전원별 상한 가격을 결정하고 변동비

상승분 충당을 위해 기저발전기 용량가격(CP)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발전

기의 용량가격(CP) 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기저상한

가격 규제를 받는 석탄발전기는 석탄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대폭 감소하는

5) BLMP(Base Load Marginal Price) : 기저발전기(원자력, 유․무연탄) 적용

시장가격

6) SMP(System Marginal Price) : 일반발전기(기저 이외) 적용 시장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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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계통한계 가격을 적용받는 LNG 복합발전기가 시장에서 얻는 이익은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가격을 일원화하여 민간발전회사의 기저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전기요금, 연료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익배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발전원별로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시장가격의 변동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기저발전기 보유비중 차이에 따른

발전회사간 불균형을 해소했다.

도매시장과 달리 소매시장 가격은 현재도 정부의 직접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구역 전기사업 등 한전외의 전력판매업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소매시장에서는 한전이 거의 독점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등을 근거로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와 수준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데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다7).

[표 2-1. 전기요금 규제 관련 법조항]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

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

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전기요금 조정율은 지식경제부 고시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전의

7) 정한경 외(2010), 「시장친화형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종합연구」, 에너지경제

연구원,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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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수입액을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이를

전기판매 수입실적과 비교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산정된 조정율을 기획재

정부와 여당 등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한전이 전기요금에 관한 기본

공급약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지식경제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인가한다.

[그림 2-1. 전기요금 조정 절차]

한국전력공사

(사업자)

인가신청 → 지식경제부

(주무부처)

협의요청 → 기획재정부

(물가관리부처)← 인가 ← 협    의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

현재 전력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등 6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요금수준은 투자보수율 규제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요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표 2-2. 전기의 소비자 요금]

소비자요금 = 전력도매시장 가격 + 송배전비용 +판매비용 +적정이윤

+ 세금 및 부과금

위의 계산식을 보자면 그 비용을 명확히 산출해 내기 어려운 항목들이

대부분이다.8) 우선 전력 도매시장 가격의 경우 전력거래소에서 입찰을

통해 전력을 거래한다고 하지만 발전사가 공급하는 전력을 구매하는 유일한

소비자는 한전이다. 그리고 송배전과 판매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한전

8) 김형규(2011), 「등유가격 규제가 심야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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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여기서 세금 및 부과금은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재 3.7%가

부과되고 있다.

3. 천연(도시)가스 요금 결정

천연가스 요금의 결정 절차는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가격 결정과 지역 도시

가스회사의 최종 소비자 가격결정으로 구분된다.

[그림 2-2. 천연가스 요금 구조]

도매요금 = 원료비 + 가스공사 공급비용

소매요금 = 도매요금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현행 도매요금은 발전 자회사들에 공급하는 발전용, 도시가스회사에 공급

하는 도시가스용 요금으로 대별되는 바, 판매단가는 LNG 도입가격에 도입

부대비용을 합한 원료비에 한국가스공사의 제조, 공급비용을 합한 후 용도

별로 이를 배분하여 산정되고 있다.

원료비는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이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며 도입

가격에 연동하여 원료비가 결정되는데 발전용의 경우 발전용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월 재산정 된다. 도시가스용의 경우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지침에 따라 매 2개월마다 기준연료비의 3%이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준

연료비를 조정하여 1년 단위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기 이전의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른 누적 조정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정요인이 적시에 요금으로 반영되는 타 경쟁연료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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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격 왜곡이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의 대안으로 1998년 8월 1일부로 채택된 도시가스용

연료비 연동제는 공급자에게는 정부의 인위적인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무상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균형 상태에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는 소비시점의 원료비 가격이

도시가스 요금으로 적시에 반영되게 하여 합리적인 소비의사결정을 가능

하게 하며, 이에 따라 국내에너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2007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연동제는 발전 연

료의 단가 간 시점 차이를 제거하여 에너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원료비 손익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제도를 실시하여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와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비교하며 다음의 표와 같이 적용주기, 적용조건 원료비 구성항목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표 2-3. 천연가스 원료비연동제 운영의 특징]

구 분 적용주기 적용조건 구성항목 특 징

도시

가스용

매2개월

(홀수월)

기준원료비의 3% 이상

변동이발생할경우원

료비연동제적용

도입가+도입부

대비+손실가+안

전관리부담금

1년단위

정산실시

비상시유보가능

발전용 매 월 매월재산정

도입가+관세+특

소세+도입부대

비+손실가

1년단위

정산실시

천연가스의 도매 공급비용(매년)은 전기요금 결정절차와 비슷하게 한국

가스공사의 승인신청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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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 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도시가스 가격규제에 관련된 조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표 2-4. 도시가스 요금 규제 관련 법조항]

도매공급비용은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공급비용은

공정보수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총괄원가에 따라 산정되며, 총괄원가는

투자보수율 규제를 통한 정부의 규제대상이다. 공급비용 단가는 총괄원가

즉,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 그리고 투자재원을 더한 비용을 예상판매

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소매 천연가스의 판매단가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통보된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의 합으로 산정되며, 도시가스의 소매요금도 전

기요금처럼 직접규제의 대상지만, 전력이 전국적으로 한전에 의하여 거의

독점 판매되므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과는 달리 도시가스사

는 지역별로 판매회사가 달라 소매요금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기본구조 가운데 총괄원가와

투자보수 산정구조는 도매사업자의 산정구조와 동일하며, 부문별로 배부

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용도별 배부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다음의 표는 도시가스 소비자 가격 구성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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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도시가스 가격 체계]

소비자 가격
LNG 수입비용 + 제조비용 및 마진* + 공급비용 및 마진 +

세금 및 부담금

세금 및 부과금 관세, 특소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비 고
도매가격은 지식경제부 장관, 소매가격은 시․도지사

승인 가격

*LNG 제조비용 + 저장, 기화, 송출비용

현행 천연가스 요금제도는 원가 유발요인에 따른 요금 차등이 거의 없는

비용 규제 중심의 획일적인 평균요금제이다. 이에 따라 용도별 수요자간

교차보조 발생, 천연가스 가격 Signal 전달기능 미비 등 에너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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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규제적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 수준 및 실태

1. 현행 전기요금 수준 및 실태

2001년 4월 1일 한전의 발전부문이 분리되어 6개의 자회사로 나누어진

이후부터 발전경쟁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송전, 배전, 판매부문은

여전히 한전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전의 도매전력 구입가격의

결정 과정에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의 사후적 이윤 배분을 고려하여 사후적

으로 조정되는 내부거래 가격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아직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결정체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상태다.

전력산업이 느리지만 경쟁적 체재로의 이행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전력산업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기회의 잠재적 수익성을 판단하여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요금결정 방식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도 요금결정 방식은 전기가 최선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적의 에너지원이 선택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특정 에너지가격이 너무 높으면, 해당 에너지

원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또 소비자와 투자자간의 잉여배분도 공정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가격이 너무 낮다면, 소비자는 보조를 받는 형식이

되고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더구나 낮은 가격은 과도한 소비를 부추

기고 적정한 요금수준에서는 불필요한 설비확장이 요구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

효율적 전기요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비용 생산과 공급비용 반영 가격

이라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의 전기요금 결정 관행은 효율적

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 현행 전기요금 결정방식에서의 핵심

적인 문제는 전력공급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요금수준의

문제, 그리고 정확한 공급비용 반영을 어렵게 하는 요금체계상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규제체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전기요금의 적정성 문제는 경제내의 자원배분 효율성과 관련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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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사(발전회사 및 한전)와 여타 에너지공급자, 그리고 소비자간의

적절한 잉여배분 문제와도 관련을 가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전반적 요금

수준 적정화는 적정 투자보수, 즉 자본비용을 합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제대로 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표 2-6]은 2003년 이후 한전의

실적 투자보수율을 자본자산가격 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통해 추정한 적정투자보수율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9).

[표 2-6. 적정 및 실적 투자보수율과 PBR 추이]

년 도 '03 '04 '05 '06 '07 '08 '09

적정투자보수율(%) 6.5 6.1 6.1 6.4 6.0 5.6 5.6

실적투자보수율(%) 6.6 5.6 5.4 4.5 3.5 △6.1 1.6

PBR 0.34 0.34 0.48 0.58 0.59 0.49 0.46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전은 200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적정투자

보수율을 달성한 경우가 없으며, 특히 2008년의 경우 실적투자보수율은

적정투자보수율(5.6%)에 비해 무려 11.7%p 낮은 △6.1%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적정이윤 3조원 대신에 3조원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한 총괄공급원가의 규모가 약6조원으로, 전체 전기판매 수입의 약

20% 수준에 이른 것이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간 형평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은 공급비용 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2005년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이후에 오히려 과거

보다 낮은 투자보수 수준에서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전과 달리 낮은 투자보수율에 대한 사후적 보정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과 이를 제대로 적용하는

문제는 전반적인 요금 규제기관은 규제적 에너지 요금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9) 정한경 외 (2010), 「시장친화형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종합 연구」, 에너지경제

연구원,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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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시기에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08년도에는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급상승을 기록한 바 있으며, 천연가스와 석탄의

가격도 국제유가와 함께 평행이동하면서 전력공급 원가는 큰 폭으로 상승

하였다. 이처럼 석유제품과 도시가스 등 전기의 경쟁연료의 가격은 지속적

으로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연료비 급증이 제때에 반영되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면서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왜곡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던 2008년

까지의 에너지원별 가격과 소비의 증감율에서 보듯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으로 에너지소비구조에서 전기난방이 증가하는 등 전력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02년 대비 ‘08년 에너지원별 가격․소비 증감률]

구 분 전력(원/KWh) 도시가스(원/㎥) 등유(원/ℓ) 경유(원/ℓ)

가격증감률(%) 5.8% 28.0% 123.6% 138.1%

소비증감률(%) 38.3% 14.6% -52.7% -9.8%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09년 기준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OECD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전기

요금 수준은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경기진작 등을 위한 에너지 저가격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2-8. 전기요금 국제비교(2009년도 기준)10)]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프랑스 영 국

원화기준(원/kWh)
83.59

(100)

202.30

(242)

115.48

(138)

87.56

(115)

142.19

(170)

184.39

(221)

* 환율 : 2009년말 기준, 국가별 전국 평균판매단가 기준

* ( )안은 한국대비 요금수준(%)

10) KEPCO in Brief, 한국전력공사, 2011.3,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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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여

지난 10년만에 63%나 증가하였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사용량과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등 에너지 과소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2-9. 전력소비 증가율 국제비교(‘05～’10년)11)]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영 국

전력소비 증가율 30.6% △1.9% 1.7% 5.6% △5.1%

한전이 적절한 이익을 내야 이를 재원으로 추가적인 발전소․송배전

설비 등을 건설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적정투자보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한전의 어려운 경영여건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

될 경우 전력산업의 장기 성장잠재력과 전력의 공급안정성이 크게 훼손

되는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는 이번 정부 들어 최대의 국정과제로 떠오른

‘저탄소 녹색성장’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과실로 나타

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은

공급측면에서 저탄소 녹색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수요측면

에서 일반국민의 에너지 절약의지를 약화시키며,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가

될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도 위축시킨다.

2. 천연가스 요금 현황 및 실태

천연가스 소비자요금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크게 나누어 원료비,

도매공급비용,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최종소비자 요금에서

각각 86.9%, 6.8%, 6.3%를 차지하고 있다.

11) 지식경제부(2011), “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2월 5일 전기요금 4.5%

인상”, 보도자료(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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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천연가스 요금의 구성]

소비자요금

=

원료비

+

도매공급비용

+

소매공급비용

775.28

(100.0%)

673.65

(86.9%)

53.00

(6.8%)

48.63

(6.3%)

2011. 5월 기준(부가세 별도), 소매공급비용은 서울시 기준

현행 천연가스 요금은 9종의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되며, 용도별

원가유발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수요패턴이 불리

하여 원가 유발요인이 큰 용도는 타 용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용은 수요패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

책적 고려에 의해 평균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천연가스 요금 구성요소 중 원료비는「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월별

LNG 도입금액을 총 도입물량으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정산금액을 가산

하여 결정된다. 소비자 가격에서 천연가스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원료비 회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정적 가스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가스공사가 상장기업으로서의 기본의무를

다하고, 안정적 가스공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98. 8월부터「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여 왔다.

[표 2-10. 원료비연동제 운용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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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하저(冬高夏低)의 천연가스 수요 특성에 따라 동절기의 가스소비는

하절기에 비해 원가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동절기와 하절기간의 수요

격차가 클 수록 저장탱크를 확보하거나, 동절기 SPOT 구매를 하는 등의

추가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계절별 적정원가를 반영하고 동․하절기 수요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동

절기 요금이 높고, 하절기 요금이 낮은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계절별 차등요금은 도매공급 비용에 한정하여 발전용․

열병합용․산업용에 적용하고 있다.

[표 2-11. 계절별 차등요금 현황(‘10.9)]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 분 동절기(A) 하절기(B) 기타월 차이(C=A-B)

열병합용1 692.03 656.24 658.21 35.79(5.2%)

열병합용2 732.81 665.61 669.29 67.20(9.2%)

산업용 680.53 654.21 655.56 26.32(3.9%)

주 : 동절기(12~3월), 하절기(6~9월), 기타월(4~5월, 10~11월)

또한, 수요패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하절기에 냉방용 가스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가스냉방은

하절기 가스 수요를 증가시켜 천연가스 수요패턴을 개선하고 전기냉방

수요를 감소시켜 하절기 전력 Peak 부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원료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냉방용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가스요금 결정에서 큰 축이 되고 있던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유보한데

따른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왜곡과 가스공사의 재무적 안정성 저하, 그

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제반문제가 가스요금과 관련한 최대의 중단기 현안

이라 할 수 있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8년 3월

부터 ’10년 8월까지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이 유보되어 총 4조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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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측면에서 에너지원간 가격왜곡으로

산업용 유종간(LNG, B-C유, LPG) 가격의 비형평성 문제와 산업용 에너

지원의 비효율적인 소비증가가 야기되고, 공급측면에서는 원료비 연동제

적용유보에 따른 거액의 미수금 발생으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의 재무구조 악화와 이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및 가스산업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림 2-4. 도입/요금원료비 및 미수금 추이]

1 

2 

3 

4 

5 

6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미수금잔액 도입원료비 요금원료비
조원원/m3

안정적 가스공급을 위한 「원료비연동제」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함으로

해서 사업자의 자발적 효율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 의한 공급비용

산정이 신청급액을 삭감하는 Negative 방식으로 이루어져 Positive한 효

율개선 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매공급비용 산정 역시 개별

소매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비슷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시․도에서 소매공급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중앙정부의

요금정책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가스요금 체계상으로는 수요패턴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동고하저(冬高夏低)의 우리나라 가스수요 패턴에

따라 도입조절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 예로서 동절기 부족분을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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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으로 구매하는 과정에 연간 약 1,500~2,000억원의 추가비용 지불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계약을 동절기 도입위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조건

악화 등의 드러나지 않는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0년까지 최종 소비자 가격의 10%에 불과한 공급비용에만 계

절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어 동․하절기 실질적인 가격차이가 미미하여

계절별 차등요금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격차에 따른 도입조절 비용이 원료비에 균등 부과되어 용도별 수요

격차에 따른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절기 수요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냉방용 요금제도도 문제의 하나다. 냉방용 요금할인에

타 용도의 요금을 할증하는 교차보조의 형식으로 연 1,300억원이 지원되나,

하절기 수요진작 효과는 미미하다. 도매요금 할인에도 불구하고 소매단계에서

높은 소매공급비용이 부과되어 도매요금 할인요과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가스분야에서 설비효율개선 R&D․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이 필요하나, 현재의 요금제도는 단순히 도입원가를

회수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공급자 위주의 현재의 요금체계는 소비자의

요구 다변화와 소비자권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가스요금 체계는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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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전기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연구한 동향으로는 산업자원부 보고서(2005)가

있다. 산업자원부 보고서(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타 에너지 요금과 비교

할 때, 2003년 전기요금 수준은 1984년 대비 연 11%(연평균 0.54%) 상승한

반면, 가스는 약 31%, 휘발유는 96% 상승하여, 전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에 비하여 낮게 인상되어 왔다고 한다.

또한 전기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물가 및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분석

하고 있는데, 물가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생산자 물가지수

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18.0과

27.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전기요금의 가중치는 통신비, 교통비 등 타

공공요금 성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1984년~2003년

사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불가 총상승률은 각각 142.35%, 54.38%인 반면

동기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10.77%에 불과하여 전기요금 인상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0)에서는 2002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던 2008년

까지의 에너지원별 가격과 소비의 증감율을 제시하면서 에너지원간 상대

가격 왜곡으로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전기난방이 증가하는 등 전력으로의

쏠림현상이 두르러지면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유발되었다고 분석

하고 있다. 동 기간동안 등유의 가격증감률은 123.6%, 도시가스의 가격

증감률은 28.0%인 반면, 전력의 가격증감률은 5.8%이며, 이에 따른 등유와

도시가스의 소비 증감률은 -52.7%, 14.6%이며, 전기의 소비증가율은 3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중 전력요금은 원가와 괴리된 요금

체계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용도간 교차보조로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요금 규제체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에너지원간 대체성 여부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으며, 에너지원간 대체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은 산업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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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있다. Considine(1989a)은 정태적 초월대수함수 모형과 정태적

선형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1970~1985년 미국 산업부문의 대체 가능성을

검증하였으며 선형 로짓 모형의 추정결과가 보다 경제이론에 적합한 결

과를 보여줌을 밝혔다. Considine(1989b)에서는 산업부문 연료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대체관계가 거의 없는 원료용 에너지와 사용용도가

다른 수송용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연료용 에너지에 대하여 에너지원간 대체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후속연구에서 Considine(1990)은 선형 로짓

모형에 대칭성의 제약을 부과한 보다 확장된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Jones(1995)는 동태적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산업부문 에너지원간

대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에너지원간의 대체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는 신정식․

류지철(1988)과 박창수(2003)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생산기

술의 분리성(separability)을 가정하여 에너지원간의 대체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신정식․류지철(1988)12)은 초월대수 비용함수와 Rotterdam 모형을 이용

하여 제조업 전체와 제조업을 9개 업종으로 구분한 후 이들 업종에서 에

너지원(석유, 유연탄, 무연탄, 전력)간의 대체관계를 분석하였다. 박창수

(2003)13)는 선형 로짓 비용 비중함수를 이용하여 제조업 전체의 에너지원

(석유, 석탄, 전력, 도시가스)간 대체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

르면 모든 에너지원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광수(2005)14)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부문의 에너지원간

대체효과를 분석하여 에너지원간 대체효과를 분석하여 에너지원 선택에

있어 환경정책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부문 에너지원간

대체에 환경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12) 신정식 외 (1988), 「산업용 전력수요를 중심으로 한 수요행태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원

13) 박창수 (2003), 「상업부문내의 에너지 대체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14) 박광수 (2005), 「환경규제에 따른 산업부문의 에너지원간 대체관계 및 온실

가스 배출저감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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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의 자기가격 및 교차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환경규제 변수를 포함시킬 경우 탄력성이 더욱 낮아 졌다. 이러한 낮은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가 산업부분 에너지 소비행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체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나 가정․상업부문을 포함하는 에너지원간 대체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07)에서는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타

에너지 가격을 고려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난방 에너지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많은 문제는 상당부분 에너지 가격 정책의 왜곡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특히, 가스와 전력산업의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간 이해 균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 생산과 공급비용 반영 가격이라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 결정 관행은 효

율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였다고 한다.

분석결과 난방 에너지 사이에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을 보여 서로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입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난방 에너지로서 심야전력, 도시

가스, 석유, 연탄 등을 비교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업용 전력에 대한 대체제

관계는 분석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박채수(2009)15)는 상업용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으로 도시가스 요금과

등유가격을 고려하였다. 과거 10년간 혹은 20년간 전력, 도시가스, 등유의

소비량 추이와 가격 추이 관찰을 통해 대체제 관계를 증명하였다. 하지만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지닌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의 계수가 플러스로 나온다든지 다른 변수들이 유의

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15) 박채수 (2009), 「도시가스 요금 및 등유가격이 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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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2011)는 심야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으로 등유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였다. 과거 10년간의 소비량 추이와 가격추이를 관찰을 통해 등유

가격이 심야전력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구변수를 이용

하여 밝혔다. 심야전력의 주된 용도인 난방에너지로서 대체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인 도시가스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전력 shift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상대가격 관계에 있는 천연

가스와 전기의 상대가격 변동이 전기 소비량 및 가스 소비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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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천연가스 수요의 특징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은 그 산업 역사가 일천하고 소요물량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어 수급상 제약요건이 있다. 또한 지역독

점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산업효율 증대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

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천연가스 수출입 계약은 장기계약(통상 20~25년 내외), 의무인수조건

(TOP)16) 등의 경직적인 거래조건이 부과되며, 판매물량의 연중 균등인수

조건이 있다. 이러한 계약상의 특성과 국제적인 현물시장의 미비함 등으

로 인해 소요 천연가스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우 장기계약

수입물량이 거의 국내의 천연가스 공급상한선이 되어 이상한파로 인한

난방용 수요 폭증, 원자력발전소 불시 가동정지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천연가스 수요증가 등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수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수급조절능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사업 초기에는 도시가스용 소비에서 발생하는 수급상

과부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전용 소비자를 수급 조절자(Swing

Consummer)로 활용하였으나, 2001년 이후 국내 발전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으로 발전회사들은 천연가스의 수급안정보다는 발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발전에 치중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수급조절자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86년 평택인수기지의 가동과 함께 공급이 시작된 천연가스 수요는

`87년 1,612천톤에서 시작하여, 이후 연평균 13.9%씩 증가하여 `10년에는

32,813천톤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소비증가는 주로 `90~‘00년 기간에

16) TOP(take or pay) : 약정된 LNG 물량을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조건

으로 LNG를 인수하지 않아도 그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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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32.4%의 증가를 한 도시가스용 소비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초기 천연가스 소비는 주로 발전용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서울 및 인천

지역에서의 배관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가스보급 증대와 영․호남

권의 주배관 건설에 따른 신규공급으로 도시가스 소비가 급속히 확대되

었으며, `00～`10 기간 중 도시가스 소비는 연평균 6.4% 증가에 그쳐 연

평균 12.4% 증가한 발전용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3-1. 천연가스 소비추이]

(단위 : 천톤)

구 분 발 전(A) 도시가스(B) 계(A+B)

`87 1,537 (95.3) 75 ( 4.7) 1,612 (100)

`92 2,225 (63.9) 1,257 (36.1) 3,481 (100)

`93 2,518 (57.7) 1,848 (42.3) 4,365 (100)

`94 3,329 (57.6) 2,454 (42.4) 5,783 (100)

`95 3,562 (51.0) 3,416 (49.0) 6,979 (100)

`96 4,622 (50.2) 4,582 (49.8) 9,204 (100)

`97 5,377 (48.2) 5,770 (51.8) 11,147 (100)

`98 4,189 (40.2) 6,233 (59.8) 10,422 (100)

`99 4,769 (37.7) 7,886 (62.3) 12,655 (100)

‘00 4,688 (33.0) 9,528 (67.0) 14,216 (100)

‘01 5,287 (33.9) 10,300 (66.1) 15,587 (100)

‘02 6,509 (36.8) 11,194 (63.2) 17,703 (100)

‘03 6,468 (35.1) 11,979 (64.9) 18,447 (100)

‘04 8,818 (41.4) 12,504 (58.6) 21,322 (100)

‘05 9,099 (39.3) 14,033 (60.7) 23,132 (100)

‘06 10,496 (42.9) 13,957 (57.1) 24,453 (100)

‘07 12,075 (45.5) 14,449 (54.5) 26,524 (100)

‘08 11,951 (43.8) 15,316 (56.2) 27,267 (100)

‘09 10,408 (40.0) 15,620 (60.0) 26,027 (100)

‘10 15,103 (46.0) 17,710 (54.0) 32,813 (100)

연평균 증가율

`87～`10 9.9% 26.7% 13.9%

‘90～`00 10.4% 32.4% 19.9%

`00～`10 12.4% 6.4% 8.7%

주) ( )내는 점유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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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용 수요의 특징

도시가스 수요는 뚜렷한 계절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가스는

주로 난방용 수요를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름에 비하여 겨울에 더

높게 나타나는 동고하저형의 계절성을 보인다. [표 3-2]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연평균 26.8%의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용 수요는 `87년

37천톤에서 `10년에는 8,119천톤에 달하고 일반용 및 산업용은 연평균

27.8% 및 26.9%씩 각각 증가하였다. 이 결과 전체 도시가스 소비 중 가정

용이 점하는 비중은 `94년도의 64%수준에서 `10년에는 46%수준으로 하락

하였으며, 산업용은 `94년도 이후 15%수준 이었으나 `00년 이후 산업용

수요처가 많은 영남권으로 공급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용 점유율이

37%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일반용 점유율은 `94년의 21% 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0년에는 17%수준 유지하고 있다.

[표 3-2. 도시(천연)가스 용도별 소비량 추이]

(단위 : 천톤)

구 분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계

`87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37
1,144
1,576 (64)
2,233
2,967 (65)
3,688
3,861 (62)
4,709
5,478 (57)
5,741
6,124 (55)
6,479
6,538 (52)
7,330
7,268 (52)
7,271
7,409 (48)
7,420
8,119 (46)

11
429
522 (21)
657
870 (19)

1,041
1,058 (17)
1,314
1,585 (17)
1,803
1,980 (18)
2,177
2,423 (19)
2,803
2,618 (19)
2,714
2,768 (18)
2,780
3,088 (17)

27
274
356 (15)
527
745 (16)

1,041
1,313 (21)
1,862
2,465 (26)
2,755
3,089 (28)
3,322
3,543 (28)
3,899
4,070 (29)
4,464
5,139 (34)
5,420
6,503 (37)

75
1,847
2,454 (100)
3,417
4,582 (100)
5,770
6,233 (100)
7,886
9,528 (100)

10,300
11,194 (100)
11,979
12,504 (100)
14,033
13,957 (100)
14,449
15,316 (100)
15,620
17,710 (100)

연증가율 26.4% 27.8% 26.9% 26.8%

* 가정용(가정용+집단에너지), 일반용(일반용+업무용+열병합), 산업용(산업용+수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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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용 수요의 특징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1987년 이후 연평균 10.45%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발전용 소비는 발전전용 수요가 연평균 12.91% 증가하여 발전용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LNG발전소 설비용량이 ‘01년 14,032MW에서

'10년 22,244MW로 확대되었으며, 사용량도 ’01년 5,287천톤에서 ‘10년

15,103천톤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발전용 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천연가스 총소비 증가율보다

작으며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중 점유비는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

최근 전력 수요의 증가에 의한 발전용 수요 증가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표 3-3.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의 비중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발전용 소비(A) 천연가스 총소비(B) 비중(A/B)

1987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37

1,741

2,225

3,329

4,622

4,189

4,688

5,288

6,468

8,818

9,117

10,484

12,075

11,951

10,408

15,103

1,612

2,317

3,481

5,783

9,204

10,422

14,217

15,587

18,447

21,322

23,150

24,441

26,524

27,267

25,918

32,813

95

75

64

58

50

40

32

31

35

41

39

42.9

45.5

43.8

40.2

46.0

연평균증가율 10.45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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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천연가스 수요예측 모형

1. 단기 도시가스용 수요예측 모형

가스수요 예측은 우선 예측기간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기

수요예측과 장기수요 예측이 그것인데 단기는 주로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예측을 말하고 장기란 10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단기 도시가스 수요예측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닌다.

첫째, 시간변동계수를 갖는 공적분 및 오차수정모형이다 단기 천연가스

수요예측모형은 천연가스 수요 시계열을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과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시간변동계수를 갖는 공적분

관계 뿐만 아니라 단기 동태적(short-run dynamics)관계도 함께 고려한 동적인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오차수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한다.

둘째, 총체적 비선형적 기온효과를 지닌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

시계열은 뚜렷한 계절성을 보인다. 도시가스용 수요는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에 많은 특징을 보이며, 이는 주로 도시가스가 난방용 수요를 충

당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수요 시계열의 계절성은 주로 난방

부하로부터 기인하며, 따라서 기온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도시가스 시계열의 계절성과 기온 분포와의 관계를 모형하기 위해

단기 수요예측에서는 기온반응함수의 개념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를

t시점에서의 기온 분포 함수라하고 g를 기온 반응 함수라고 하면 t시점

에서의 기온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s)ds

실제의 기온효과는 시점 t에서의 기온 분포 함수를 추정한 뒤에 이를 기온

반응 함수로 적분하여 구한다. 기온 반응 함수는 비선형적 기온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수요가 각 온도에 반응하는 민감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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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로 볼 수 있다. 기온 반응 함수는 난방부하가 크게 발생하는 낮은

온도에서 아주 큰 값을 갖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

면서 낮아지다가 냉방수요가 발생하는 아주 높은 기온에서는 조금 올라

가는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온도에 대한 가스수요의 반응이 비선형적임

을 뜻한다.

셋째, 월 유효일수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양이 달라진다. 천연가스

판매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 천연가스가 판매되는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요인이 같다면 2월의 판매량이 1월의 판

매량에 비하여 약 10%정도 작을 것이다. 2월에는 총 28일간 판매되는

반면, 1월에는 31일간 판매되기 때문이다. 또한 휴일과 근무일간의 판매

되는 양에도 차이가 있어서 같은 한달이라 할지라도 일요일의 수에 따라

서도 달라지며, 특히 명절이나 국경일의 포함여부에 따라서도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양이 달라진다. 따라서 월별 판매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월의 물리적인 시간과 특수일 효과를 고려한 월 유효일수 개념을 도입하여

모형화하였다. 월 유효일수는 해당 월에 속하는 각 날의 수요를 근무일

(화~금) 수요의 상대적인 수요로 표준화하여 합한 값이다. 이와 같은 개

념은 X-12 ARIMA에서 trading day effect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기 천

연가스 수요예측에 사용한 월 유효일수는 한국 고유의 명절 및 공휴일,

공휴일 이외에 수요를 영향을 주는 날 등을 이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측

정한 개념이다.

2. 장기 천연가스 수요예측 모형

장기 천연가스 수요예측은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장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예측은 천연가스와 LPG를 합한 전체 도시

가스를 예측한 뒤에 전체도시가스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

하여 산정하고, 발전용 수요는 전력수요, 전력설비현황, 발전원료의 가격 및

전력시장 운영 규칙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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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천연가스 수요예측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닌다.

첫째, 시간변동계수를 갖는 공적분 모형을 활용한다. 경제변수는 시간에

따라 성장 혹은 증가하는데, 이는 변수의 평균 혹은 분산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제변수는 단위근(unit

root)을 갖는 모형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 수요 시계열도 이들과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장기 수요예측 모형에서는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들 사이의 관계를 시간변동 계수를 갖는 다음과 같은 공적분

회귀 모형(cointegrating regression with time varying coefficients)으로 설정

하고 추정한다.

= ++

여기서 는 천연가스 수요 변수를 는 천연가스 수요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 변수를 나타내며, 는 정상 시계열이 된다. 이렇게 추정된 공적분 관계는

천연가스 수요와 다른 변수들 사이의 장기균형 관계(longrun equilibrium)를

나타낸다.

둘째, Gap and Gatch-Up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한다. 천연가스 수요의

추세는 경제변수와 경제변수에 대한 수요 탄력성 변화 추이로 결정되므로

앞으로 수요 탄력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천연가스

수요전망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과거의 탄력성 변화 추이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장기간의 탄력성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 천연가스 수요 예측 모형에서는 가스인프라

구축, 경제성장 정도 등 소득에 대한 도시가스 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는 일본의 가스 수요를 분석하여 과거

일본의 소득에 대한 도시가스 수요 탄력성 변화 추이를 추정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이용하여 미래 한국의 소득에 대한 도시가스 수요 탄력성으로

사용하는 Gap and Gatch-Up 개념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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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독점수요(Monopolistic Demand)가 존재하는 특징을 가진다. 발

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등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수요이며,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중유를 이용한

발전과 더불어 전력수요의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은

변동비 반영 발전시장(CBP : Cost Based Pool)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발

전기부터 가동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첨두

두하를 담당하는 연료인 중유와 천연가스의 상대가격에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량이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결정된다.

이상과 같이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 도시가스 수요

예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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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가설과 연구모형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와 전기도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존재할 것이다. 두 재화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천연가스와 전기의

상대가격, 계절효과, GDP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와 전기의 상대가격 변화에 주목

하고자 한다. 난방에너지로는 도시가스와 전력, 등유를 들 수 있다. 등유의

경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방소도시에서 전력과 대체관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급격히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상호 대체제 관계에 있는 두 재화의 소비량 비율의

변화는 상대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연구의 가설

전력의 통계피크 발생원인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기 난방기기

보급증가로 보조 난방기기로 사용되던 전기난방이 주난방으로 사용되던

천연가스와 등유를 대체하여 소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추정이 과연 적적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검증해보

고자 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 설 1〉 천연가스와 전기요금의 상대가격 변화는 최종 소비부분에서

차지하는 두 재화의 상대 수요량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두 재화의 대체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전기요금 상승시 전력소비량은 (-)의 영향을 미치고, 가스 요금 상승시 전력

소비량은 (+)의 영향을 받는 관계가 도출되어야 한다.



- 37 -

〈가 설 2〉 천연가스 가격이 전기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때 동절기

가스 사용에 의한 상대적 난방 수요가 감소하고, 전기 소비

량이 증가할 것이다.

천연가스 수요가 난방수요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가격 상승시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동계기간 더욱 두드러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가 설 3〉 전기 요금이 상대가격 관계에 있는 가스요금에 비하여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가스 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동계 전력 소비량 증가세가 높게 나타난 원인은 ‘07년 고유가 이후 동계

난방용 에너지로서 전기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상

승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이 도시 가스에서 전기로의 한 방향

으로 전개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가 설 4〉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소비량과 가스 소비량은

연도별 추세 반영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전기 요금 및 가스요금은 시장논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이

심화되면서 석유류(등유 등)에서 전기․가스로의 에너지 전환이 꾸준히 일

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연구 모형

전기 및 가스 소비량(비율)에 미치는 전기 가격, 도시가스 가격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여 소비량 모형을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보았다. 아래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추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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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가격변수를 추가하여 포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추정한 후 상호

비교하였다.

log() =  + ln + ln + gdp + year + 

season(1) + season(2) + 

위 모형에서 는 전력 또는 가스 소비량(비율), 는 전기가격, 는

도시가스 가격, gdp는 월별 1인당 gdp, year는 연도별 추세, season(1)는

동절기, season(2)는 하절기 계절효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수요함수 추정에서 도시가스 가격이 내생적인

경우 OLS 추정치가 Bias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법(2SLS,

Two-stage least squares)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제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이 정부의 물가안정 등 정책적 목적에 의해 외생적

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소비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OLS 사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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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수설명

1. 변수설명

천연가스와 전기의 상대적 수요량 비율과 관련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200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전기 소비량과

도시가스 소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통계 월보상의

부문별(산업, 수송, 가정․상업 등) 석유 환산계수(TOE)를 적용한 최종에

너지 소비 합계액에서 월별 전기․가스가 차지하는 소비량(TOE) 비율로

산정하여 단위를 통일하였다.

전기 가격과 도시가스 가격은 전기와 천연가스 요금의 다양한 가격체계

를 반영하는 하나의 가격지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공인된 기관(한국은행)

에서 제공하는 상대가격지수를 활용하였으며, GDP 및 년도는 추세를 설

명하는 요인으로, 기온효과를 반영하는 요인으로는 계절더미 변수를 사

용하였다. 또한 계절별 가격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계절별 가격변수를

추가하였다. 총 132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3-4. 변수 설명]

구 분 자료출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log 전기소비량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시스템
2.775 0.118 2.996 2.444

log 가스소비량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시스템
2.170 0.399 2.833 1.432

log 전기가격

(상대가격)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667 0.067 4.859 4.605

log 도시가스가격

(상대가격)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766 0.237 5.206 4.415

1인당GDP

(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551,493 169,204 1,832,796 1,24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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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Year) - 2006 3.174 2011 2001

계절더미

(season)
- 2 0.819 3 1

int1 = (동절기*

log도시가스가격)
- 1.585 2.254 5.206 0

int2 = (하절기*

log도시가스가격)
- 1.589 2.261 5.150 0

int3 = (동절기*

log전기가격)
- 1.555 2.208 4.859 0

int3 = (하절기*

log전기가격)
- 1.556 2.209 4.833 0

* 게절은 동절기(season1, ‘12~3월), 하절기(season2, 6~9월), 기타(season 4,5,10,11월)로 구분

1) 상대가격의 정의

전기요금체계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상가 및 공공건물), 농사용

(농․어업), 교육용, 가로등 등 6가지 용도로 분류되고 전압별로 차등요

금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요금체계는 각

계약종별로 전압별, 계절별 시간대별 등으로 다양하게 다르다.

전력요금은 보통 1년에 한번 계약종별로 차등조정되고 있다. 용도별

조정내역을 판매수입을 가중평균하여 전체요금 조정율을 계산하여 요금

조정이 이루어질때마다 한전은 이를 공시한다. 지난 2007년 이후부터의 요

금조정 내역이 아래 [표 3-5]에 표기되어 있다.

[표 3-5. 전력요금 조정 내역]

일 자 조정률 조 정 내 역

2007.01.15 +2.1%
- 산업용 : +4.2%, - 가로등 : +4.2%

- 심야 : +9.7%

2008.01.01 -
- 일반용 : -3.0%, - 산업용 : +1.0%

- 심야 : +18.0%

2008.11.13 +4.5%
- 일반용 : +3.0%, - 교육용 : +4.5%

- 산업용 : +8.1%, - 가로등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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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시기 전체평균

2007.01

2007.03

2007.05

2007.07

2007.09

2007.11

2008.01

2008.11

2008.12

2009.03

2009.06

2010.09

2010.11

2011.01

2011.05

2011.10

-3.97%

-2.80%

+4.66%

+3.23%

+7.68%

+2.85%

-2.81%

+7.41%

-1.44%

+1.46%

+7.91%

+5.33%

-5.22%

+5.31%

+5.12%

+5.74%

2009.06.27 +3.9%
- 일반용 : +2.3%, - 교육용 : +6.9%
- 산업용 : +6.5%, - 가로등 : +6.9%
- 심야(갑) : +8.0%

2010.08.01 +3.5%
- 주택용 : +2.0%, - 교육용 : +5.9%
- 산업용 : +5.8%, - 가로등 : +5.9%
- 심야(갑) : +8.0%

2011.08.01 +4.9%
- 주택용 : +2.0%, - 일반용 : +4.4%
- 교육용 : +6.3%, - 산업용 : +6.1%
- 가로등 : +6.3%, - 심야 : 8.0%

2011.12.05 +4.5%
- 일반용 : +4.5%, - 교육용 : +4.5%

- 가로등 : +6.5%

한편 도시가스의 도매요금 체계는 크게 주택난방용, 일반용, 산업용, 열

병합 그리고 열전용설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력요금제와 같은 차등

요금제는 2008년부터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 1월부터 열병

합용에서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로 계절별 요금제가 실시되었고, 산업용

은 2010년 9월부터 계절별 요금제가 적용되었다. 도시가스 전체요금 조

정률은 [표 3-6]과 같다.

[표 3-6.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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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위에서 제시된 전력요금체계와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변화를 반영해주는 하나의 가격지수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평균단가의 개념을 고려하였다. 평균단가란 전체 판매수입을 전체판매량

으로 나누어 얻은 값으로 평균적인 단위당 판매가격이 된다. 이에 대한

자료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가스와 전력 물가지수를 사용했다. 위

의 물가지수는 2005년을 기준(=100)으로 하고 매번 요금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판매수입을 통해 가중평균한 통합 조정률을 사용하였다.

[그림 3-1. 전력 및 도시가스 가격지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격지수를 이용해 상대가격 지수를 계산하고

전기와 가스의 수요량 비율 변화 모형에 활용하였다.

2) GDP 반영방법

GDP는 계절 조정된(seasonal adjusted)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분기별

자료를 월별자료로 전환키 위해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였는데 먼저 산업

생산지수를 분기별로 합하였다. 분기별 GDP를 분기별 산업생산지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다시 월별로 분배한 후 그 비중에 따라 분기별 GDP를

적용하여 월별자료로 전환하여 년도별 인구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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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에 대한 설명

전기 소비량과 전기 가격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냉난방 부하가 큰 전기 수요는 동계와 하계에 수요가 높

게 나타나 연중 W자 형태의 계절성을 띠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기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가 ‘05년 이후 고유가가 진행 되면서

전기 소비량과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림 3-2. 전기 가격과 전기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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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기 소비량과 도시가스 가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도시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그림 3-3. 도시가스 가격과 전기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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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가스 소비량과 도시가스 가격 및 전기 가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난방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가스 소비는 동계에

높은 수요를 보여 연중 U자 형태의 계절성을 띠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있으며, 전기가격은 소폭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도시

가스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도시가스

가격 및 전기 가격이 가스 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다.

[그림 3-4. 도시가스 가격 및 전기 가격과 가스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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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전기 소비량(비율) 모형 추정 결과

전기 소비량(비율)에 미치는 전기가격, 도시가스 가격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OLS를 이용하여 전력 소비량 모형을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보았다.

log() =  + ln + ln + gdp + year + 

season(1) + season(2) + 

1. OLS 분석결과

이를 바탕으로 OLS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표 4-1. OLS 분석결과 1]

구분 회귀계수 t 값

lnep -.2243** -2.49

lngp -.0183 -0.41

gdp -1.37e-07 -1.65

year .0428*** 8.13

season1(동절기) -.0636*** -8.68

season2(하절기) .0820*** 11.40

-cons -81.764*** -7.93

obs 132

F 248.16

R-sq 0.9226

adjust R-sq 0.9188

Root MSE 0.0336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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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형의 설명력은 9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각 변수별로 전기 소

비량(비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전기 가격은 전기 소비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기 가격이 1% 증가 할 때 전력 소비량(비율)은 0.22%줄어든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서 파악 할 수 있다.

도시가스 가격의 계수는 음으로 나왔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도시가스 가격 상승시 전력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도시가스 가격 인상시 전기 가격이 그대로라면 도시가스 사용은 줄고 전

력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계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설

명하기 힘든 부분이나, 도시 가스의 경우 주로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고 전기 소비량은 하절기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가스의 대체제 관계가 동절기에 한정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1인당 GDP가 증가할 때 전기 소비량(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없다. 연도별로는 연도가 진행될수록

0.04%씩 전기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절 더미

변수 사용결과 전기 소비량이 동절기에는 봄, 가을에 비하여 0.06% 감소

하는 것으로, 하절기에는 0.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매개변수(계절별 도시가스 가격) 사용시 결과

이번에는 가스 수요가 난방용 수요라는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계절별 가스

가격이라는 매개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모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정해 보았다.

도시가스 가격의 영향이 전기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동계 기간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시도를 해보았다.

log() =  + ln + ln + gdp + year + 

season(1) + season(2) + {ln× season(1)} +

{ln× seaso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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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가스 가격 변수를 포함하였을 경우의 OLS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표 4-2. OLS 분석결과 2]

구 분 회귀계수 t 값

lnep -.2112** -2.48

lngp -.0467 -1.05

gdp -1.23e-07 -1.56

year .0413*** 8.27

season1(동절기) -.5705*** -4.16

season2(하절기) .0785 0.58

season1*lngp .1065*** 3.70

season2*lngp .0006 0.02

-cons -78.854*** -8.06

obs 132

F 212.13

R-sq 0.9324

adjust R-sq 0.9280

Root MSE 0.0316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계절별 가스 가격 변수를 반영한 OLS의 경우 전기 소비량과 도시가스

가격의 상관성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의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체

적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아주 약간 (92.26% ⇒ 93.24%)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 평균적으로는 가스 가격이 전력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동절기에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동절기에는 가스

가격이 1% 상승하면 전기 사용량(비율)이 0.1%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절기에도 가스가격이 상승하면 전기 사용량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유의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활 수

준을 나타내는 GDP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유의미하지 않지만

오히려 역의 관계를 갖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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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스 소비량(비율) 모형 추정 결과

가스 소비량(비율)에 미치는 전기가격, 도시가스 가격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OLS를 이용하여 가스 소비량 모형을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보았다.

log() =  + ln + ln + gdp + year + 

season(1) + season(2) + 

1. OLS 분석결과

이를 바탕으로 OLS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표 4-3. OLS 분석결과 3]

구분 회귀계수 t 값

lnep -.4949 -1.37

lngp -.3497* -1.96

gdp -5.89e-07* -1.77

year .0849*** 4.03

season1(동절기) .4540*** 15.48

season2(하절기) -.4264*** -14.81

-cons -163.37*** -3.96

obs 132

F 172.13

R-sq 0.8920

adjust R-sq 0.8869

Root MSE 0.1344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먼저 모형의 설명력은 8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각 변수별로 가스 소

비량(비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전기 가격은 가스 소비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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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격이 가스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력

소비량 추정모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기, 가스의 대체제 관계가 동절기

에만 형성되고, 동절기 도시가스에서 저렴한 전기 에너지로의 연료전환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 가격의 경우 가스 소비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스 가격이 1% 상승 할 때 가스

소비량(비율)은 0.35% 줄어든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서 파악 할 수 있다.

1인당 GDP가 증가할 때 가스 소비량(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도별 추세는 연도가 진행될수록 0.08%씩 가스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력 소비량 증가의 2배에 해당한다.

계절 더미변수 사용 결과 동절기에는 봄, 가을에 비하여 0.45% 증가하고

하절기에는 0.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매개변수(계절별 전기 가격) 사용시 결과

이번에는 가스 수요가 난방용 수요라는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계절별

전기 가격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모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정해 보았다.

전기 가격의 영향이 가스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동계기간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시도를 해보았다.

log() =  + ln + ln + gdp + year + 

season(1) + season(2) + {ln × season(1)} +

{ln × season(2)} + 

계절별 전기 가격 변수를 포함하였을 경우의 OLS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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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OLS 분석결과 4]

구 분 회귀계수 t 값

lnep -.5956 -1.32

lngp -.3489* -1.94

gdp -6.15e-07* -1.83

year .0865*** 4.06

season1(동절기) .4976 0.24

season2(하절기) -1.6043 -0.80

season1*lnep .0094 -0.02

season2*lnep .2523 0.59

-cons -166.06*** -3.99

obs 132

F 127.60

R-sq 0.8925

adjust R-sq 0.8855

Root MSE 0.1352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계절별 전기 가격 변수를 반영한 OLS의 경우 가스 소비량과 전기 가

격의 상관성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의성이 감소하였다. 연 평균적으로는

전기 가격이 가스 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절기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 소비량이 감소하지만 가스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은 동절기에 도시가스 가격 상승이 전기 소비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동절기 에너지 대체가 주로 도시가스, 등유에서 전기로 에너지전

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된 원인이 낮은 전기요금 수준에서 기이한 것이

라는 추정을 감안한다면 예상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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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전기 소비량 및 가스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전기 가격은 전기 소비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전기 가격이

1% 상승할 때 최종 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차지하는 전기 소비량은 0.22%

줄어든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도시가스 가격은 전기

소비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가스 수요가

동절기 난방기 수요인 점을 고려하여 계절별 도시가격 변수를 사용한 결과

동절기에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가격이 1%

상승하면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차지하는 전기소비량이 0.1% 증가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동절기 전기 수요 통제에 있어서 도시가스 가격이

중요하고 동절기 전기 수요 증가도 도시가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난방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기 소비량은 동절기에는 봄, 가을에 비하여 0.06% 감소하고,

하절기에는 0.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93.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가스 소비량과의 관계에서 도시가스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도시가스

가격이 1% 상승할 때 가스 소비량은 0.35% 줄어든다는 것을 모형을 통

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기가격은 가스 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원간

사용 및 상대가격 왜곡을 심화시켜서 나타난 현상으로 2005년 이후 전기와

도시가스의 상대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전력과 도시가스 수요 간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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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발생하였고, 특히 난방 수요에 있어 도시가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 난방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은 89.20%로 전기 소비량 추정모형에 비하여는

낮으나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10년 전기난방 수요가 200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전력 수요에 대한 비중도 2004년 17.8%에서

2010년 24.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도시가스 수요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용과 일반용 수요가 7.7% 성장했으나 2006년

부터 2010년까지는 2.9%에 지나지 않아 과거보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

었다는 보고서를 내어 놓았다. 이는 최대전력 발생일의 변화와 도시가스

수요 실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하계 최대전력이 동계최대 전력보다 높았으나

2009년(2010.1.13)에 동계 최대전력(68,963MW)이 하계 최대전력(63,212MW)

보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해 2010년에도(2011.1.17) 동계 최대전력(73,137MW)이

하계 최대전력(69,886MW)을 3,000MW이상 추월 했다. 도시가스 수요측면

에서도 2011년 1월의 도시가스용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반면 발전용은

42.2% 증가 했다. 도시가스용 수요의 성장률이 발전용 수요 성장률의 1/4

수준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로 전력으로의 난방수요 이전으로 주요기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논문의 추정결과와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전기의 주도적 역할은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과

소득증가 및 기술발전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가 결합되어 연평균 4% 후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기는 생산과정에서 전환

손실을 유발하여 총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속화하는 특성이 있는 에너원

으로 동일한 최종에너지 필요열량을 석유나 도시가스가 아닌 전력으로

충당할 경우, 1차 에너지원(특히, 첨두부하용 LNG) 수요의 추가적인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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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원전사태가 장기화되고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

들이 LNG 발전을 선택할 경우, LNG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장기

도입가격 상승 및 LNG 수급 안정대책 등 우리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총에너지 증가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감축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전기 소비를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검토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계 전기수요 통제에 있어서 도시가스 가격이 중요하고 동계

전기 소비 증가도 도시가스 가격 대비 전기 가격이 저렴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총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이루어

지는 전기의 과다 소비(특히, 난방용) 억제를 위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

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요금 수준 결정시 도시가스

가격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정책점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에 따라 독점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독점시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가격규제는 정부가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현재 전기 등

네트워크 에너지에는 수익률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 에너지 가격규제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안정 등 정책적 목적에

의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가

없을 때보다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더욱 확대시킨다.

앞서 에너지 가격변화 추이와 최종 소비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는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변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

임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동계 난방용 전기 수요에 도시가스 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원별 수요 예측에 상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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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따른 에너지원간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요금 수준 결정시

대체 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의 가격 수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난방용 에너지원으로서 전기는 도시가스에 비해 고급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전기는 사용이 편리하고 배출가스도 상대적으로 보다 안전하기 때

문에 선호도가 높다. 그러한 전기의 장점에다가 가격마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면 당연히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려 할 것이고 실제

이러한 현상이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 왜곡에 따른 전력 대체의 대표적 사례로 주물공장의 동력을 기존

석유에서 전기로 전환된 경우, 식당에서 가스 난방을 전기 판넬로 바꾼

경우, 학교에서 가스 난방(GHP)이 시스템 에어컨(EHP)으로 바뀐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과 왜곡으로 해외에서 에너지를 추가로

수입해야 하고 급증하는 전기소비로 인하여 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가격 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환경보다는

물가안정이나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에너지 이외의 정책적 목적이 에너지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쳐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으로 비합리적인 소비구

조를 유발하거나 에너지 다소비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초래하였기 때문

이다.

네트워크 에너지 중 전기 요금은 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용도간 교차보조로 소비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

한다. 또한 주택용에 과도한 누진요금을 적용하여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한편으로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요금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등 모순된 정책이 혼합되어 있다. 도시가스 요금도 원료비연동제 유보에

따른 가격왜곡, 수요패턴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요금제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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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현행 에너지가격 체계의 개선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일관성 있는 세제기준을 정립하고 외부효과를 충

실히 반영하며 과세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에너지에 대한 세목을 소비세와

환경세로 단순화하고 과세기준을 환경오염, 공급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조정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에너지의 경우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요금결정시 교차보조를 축소하여

에너지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수급구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각 에너지원별로 대체관계를 파악

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예측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를 위해 통합된 규제체제의 정립과

더불어 규제기능의 정립도 필요하다. 각 에너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에너지 Mix에 대한 조절 시스템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기 소비량과 가스 소비량의 변화 비율을 가정․상업용과 산업용 등 부문

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면 도시가스에서 전기로의 동계 에너지 대체 수요가

부문별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더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것이다.

전기 및 도시가스 소비와 관련된 환경은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 다가올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영향, 현재 진행중인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향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에너지 소비량 절감 문제가 더욱 대두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전기 소비량과 가스 소비량을 설명하는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전기 소비량 및 가스 소비량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어떤 변수를 포함하고 어떤 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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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effect of network

energy charges regulation on the

demand

Choi, Choong-Si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attern of energy consumption is subject to change by

the changes of the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or industrial

structure. By looking into the change of this pattern, we can

find that alternation phenomenon among energy sources is

visualizing. The high oil price since 2007 has had not few effect

on the consumption pattern of natural gas and oil. Especially

the electricity consumption increased a lot during winter season

resulting in reaching its peak in 2009～2011.

The main cause of the pattern change for the electricity

power consumption is assumed that the distortion of the

relative prices has been escalating resulting in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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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of natural gas or kerosene has been replaced with

the consumption of electricity because the price of electricity has

been controlled at its low level while the prices of rival

energies such as natural gas have increased continuous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relatively low price of the electricity caused the increase of the

electricity consumption during winter season.

To verify the hypothesis, statistic data including the monthly

consumption and relative price about natural gas, kerosene, and

electricity from the year 2001 to the year 2011 were used and the

least-square-method was employed by utilizing Stata program to set

up the study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t was proven that the price of electricity and the consumption of

electricity are negatively correlative each other showing that when

the price increases 1%, the consumption decreases 0.22%.

But it was seen that the price of natural gas had an effect on the

consumption of electricity only during winter season. It was also

verified that the consumption of natural gas dropped 0.35% when

the price of natural gas went up 1%, while the price of electricity

has not influenced the consumption of natural gas.

In conclusion, it could be understood that low price of the

electricity which is under cost caused the distortion of relative

prices among energy sources, resulting in the phenomenon of the

consumption shift from natural gas to electricity.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consumption substitution due to the

change of relative prices should be considered when forecas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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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for energies. Also the price level of the substitutive energy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fixing the energy pric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substitutive relationships among

energy sources be examined closely and rational regulation

prospecting the consumer's decision making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keywords : Consumption of Electricity, Consumption of Natural gas,

Relative prices(Electricity/Natural gas), Heating Demand

Student Number : 2011-2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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