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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기와 도시가스 소비는 단기적으로 기온의 영향에 따라 증감률에 차

이는 있지만, 국내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다.

전기․도시가스의 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나 에너지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행태가 변한

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연료의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

승하였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낮게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며, 특히 2차에너지인 전기요금이 1차에너지인 도시가스와 유류의

가격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에너지원별 가격 왜곡은 에너지 과소비를

넘어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기소비는 2000년 이후 주요 최종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원인외에도 유연탄, 석유, LNG등 1차에너지원의 높은 수입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이 유지됨에

따라 전력이 기존의 도시가스, 석유등 타에너지의 소비를 대체하였기 때

문으로 보인다. 즉,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차이로 인해 주택난방, 일반, 산

업분야등 주요 소비부문에서 도시가스가 전기로 대체되었을뿐만아니라

점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수요가 담당하게 되었

다.

본 논문에서는 대체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전기와 도시가스의 수요

를 상호 용도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로 세분화 해서 전기와 도시가스

의 용도별 상대가격 변동이 도시가스의 용도별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 알아보았으며, 계절성이 반영된 기온변화에 의해 도시가스의 용

도별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데이터는 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1년 동안의 월별

전기․가스 상대가격 지수, 도시가스 용도별 소비량, 산업생산지수 등으

로 구분된 132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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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가스 수요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도시가스 요금이 내생

적인 경우에 OLS 추정치가 일치추정량이 되지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2SLS, Two-stage least squares)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정부의 물가안정과 국민의 에너지

후생증진 등 정책적 수단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요금변경의 원인

이 발전연료나 천연가스 도입원가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인 도

시가스 소비량의 증감이 독립변수인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변수간의 상관 정

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OLS를 사용하여 도시가스 소비함수를 추정하

였다.

분석결과 도시가스 주택용 소비는 일반용, 산업용에 비해 계절성에 민

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전기․가스 상대가격 변화에 따

른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대체율은 -.339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택용 에너지 상대가격이(가스/전기) 1% 상승하면 가

스는 전기로 수요가 대체되어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는 0.339%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일반용 수요는 최저소비가 주택용처럼 여름에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봄, 가을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냉방용 수요의 영향으로 하절

기에 에어컨등 냉방기기의 가동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가

스 일반용 소비는 전기․가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대체율이 -.616

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기․가스 상대가격이

1% 상승하면 도시가스 일반용 소비는 0.6%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용이 주택용보다 상대가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산업용 소비는 상대가격과 산업생산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기․가스 상대가격에 따른 소비대체율은 -.255로 음의 상관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생산지수에 따른 소비증가는 1.694로 상

대가격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산업체에서는 상대가격보다 산업생산지수

등 경기에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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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시가스 수요는 전기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기가격

대비 도시가스 가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도시가스 수요가 전기로 대체

되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즉, 에너지원간 상대

가격 변화는 타에너지의 소비에 대체효과를 일으키며, 도시가스의 경우

용도별 차이는 있으나 모든 용도에서 대체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요금 체계 설계시에 에너지원간 대체 효과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왜곡된 에너지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가에 기초한 원료비

연동제를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격체계를 유

지해야 한다. 네트워크 에너지중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용도간 교차보조로 소비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에 과도한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요금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모순된 정책이 혼합되어 있다. 도시

가스 요금도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교차보조의 문제, 수요패턴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요금제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해 보았을 때 에너지 소비 왜곡의 원인

은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체계로 귀결되어 진다. 원가주

의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에너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독립된 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에너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어 :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량, 전기․가스 상대가격, 산업생산지수

학번 : 2013-2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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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전기와 도시가스 소비는 단기적으로 기온의 영향에 따라 증감률에 차

이는 있지만, 국내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다.

전기·도시가스의 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나 에너지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행태가 변한

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연료의 원가상승 요인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수준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요금조정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며, 특히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인 가스와 석탄의 가

격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에너지원별 가격왜곡은 에너지 과소비를 넘어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연료가격을 살펴보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인 발전

연료(유연탄, LNG, 유류)는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

러나, 2007년도의 경우 전기요금 원가대비 회수율은 93.7%를 기록하였으

며, 2008년에는 77.7%로 큰폭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2009년에는 91.5%

를 기록하며 원가를 회수하는듯 하였으나,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높은

LNG, 유류등 고비용의 발전기 가동은 원가회수율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

다. 이처럼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따른 고비용의 발전기 가동으로 인해

발전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주택용

은 54%, 산업용은 67% 수준을 보이며 낮게 책정되어 있다. 도시가스,

유류등 타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전기소비는

2000년 이후 주요 최종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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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원인외에도 유연탄, 석유,

LNG등 1차 에너지원의 높은 수입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가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이 유지됨에 따라 전력이 기존의 도시가스,

석유등 타에너지의 소비를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천연가스는 1987년 공급개시 이후 2002년까지 17.3%의 높은 증

가세를 보이다가 2002년 전국 주요도시에 천연가스 보급이 완료되면서

2012년까지 7.5%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용의 경우 1987년에서 2002년까지 39.6%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5.7%로 증가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발전용의 경우 1987년에서 2002년까지 1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12년까지도 10.1%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이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소비의 급증으로 첨두부하인 가스

복합발전 설비의 가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용 수요를 용도별로 세분하여 1987년부터 2012년까지를 보면

주택용이 23.8%, 일반용이 26.1%, 산업용이 25.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

으나, 최근 10년동안인 2002년부터 2012년의 수요증가율을 보면 주택용

이 1.2%, 일반용이 11.1%, 산업용이 10.3%로 증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수 있다. 특히 주택용의 경우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전기난방수요는 2004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전체 전력수요에 대한 비중도 2004년

17.8%에서 2010년 24.4%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반면 도시가스

수요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용과 일반용 수요는 연평균 7.7% 성

장하였으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2.9% 성장에 지나지 않아 과거보

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고 하였다.

연도별 전력 피크수요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하절기에 발생하였으

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동절기에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차이로 인해 난방연료가 도시가스와 유류에서 전기

로 대체되었거나 점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수요가

담당하게 되면서 하절기 냉방수요에 의해 발생하던 전력수요 피크가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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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로 이전되었다. 이처럼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에너지원의 왜곡은 수요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료는 크게 원자력, 석탄, LNG, 유류로 구성된

다. 원자력과 석탄은 발전원가가 비교적 저렴하여 기저발전기를 구성하

고 있으나, LNG와 중유는 고비용의 SMP1)를 구성하고 있다.

높은 전기수요는 고비용의 LNG와 중유발전기의 상시 가동을 가져와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발전가동율 증가는 첨두부하인 발전용 LNG의 소비증가를

가져와 가스역시 동절기 수급위기등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처럼 전기와 가스는 상호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요금

구조와 용도별 수요로 분류되고 있다. 전기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

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용등 7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중 주택

용, 일반용, 산업용이 90%라는 높은 수준의 전기수요를 점유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용,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1·2,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크게 주택용, 일반용, 산

업용 수요로 분류된다. 2012년 도시가스 수요를 용도별로 비교분석해 보

면, 산업용 수요가 42%로 40%인 주택용 수요를 앞지르고 있으며, 일반

용 수요는 18%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와 도시가스 수요를 용도별로 크

게 구분하면 공통적으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으로 세분할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분석해 보면 에너지원을 용도별로 세분하지 않

고 전기, 도시가스, 등유의 에너지원에 따른 각각의 상대가격 또는 기온

변화가 상대에너지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체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전기와 도시가스의

수요를 상호 용도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로 세분화해서 용도별 상대

가격 변동이 도시가스의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는 계절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SMP: 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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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절성이 반영된 기온변화에 의해 도시가스의 용도별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전기와 도시가스의 용도별 상대가격과 월별 기온차이가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에 영향을 미쳐 대체효과를 일으킨다면, 정부의 요금 결정시에

에너지 대체효과성을 감안하여 용도별, 계절별로 합리적 차등화를 하는

에너지믹스 요금제를 고려할만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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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우리나라의 천연가스는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 이후 불안정한 에너

지 수요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의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1986

년 1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천연가스 수요는 1987년 161만톤 판매를 시작으로 1992년에 348만톤,

2002년에 1,770만톤, 2012년에 3,655만톤을 판매하여 연평균 13.3% 증가

하였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되는데 2012년 수요량

은 도시가스용이 1,956만톤으로 54%, 발전용이 1,199만톤으로 46%를 차

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수요와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가스

수요량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전기와 도시가스의 용도별 상대가격 변동이 도시가스 용도별

소비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상관관

계를 밝히고자 한다.

천연가스 소비관련 자료는 도시가스협회에서 발표하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의 도시가스용 수요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으로 구

분하여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전

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전력부분을 발전과 송배전으로 구분하여 발전

시장을 경쟁체제로 재편하였다. 이로인해 발전부문은 2002년부터 전력시

장에서의 경제급전 방식으로 연료소비 패턴이 변경되어 시장원리가 적용

되는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도시가스도 2002년에 전국배관 환상망이 구축되어 전국의 대도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등 에너지산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전력과 도

시가스에 변화가 발생한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수요변동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았으며, 일관되고 안정적인

수요패턴과 대체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에 따른 연월별, 용도별

전기·도시가스 상대가격과 계절더미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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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계절 조정된 지수(총지수,2010=100)

를 이용하였다.

전기요금 관련 용도별 상대가격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전력

품목별 가격지수를 적용하는 상대가격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도시가스관

련 상대가격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총지수만 제공할뿐 용도별로 세분화된

지수를 제공하지 않아, 가스공사의 용도별 도매가격 시계열 자료를 이용

하여 용도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가격지수(2010=100)를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와 도시가스의 용도별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도시

가스 용도별 수요대체 효과를 검증하고, 기온에 따른 계절성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수요변화가 용도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

석하고자 월더미 변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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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천연가스는 자연상태에서는 기체라는 물성적 특성 때문에 운송과 저

장에 매우 심각한 제약이 따른다. PNG의 경우는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

에 파이프라인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LNG의 경우는 장기계약을 기

초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매우 경직적인 계약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LNG 상태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공급자우위 또는 수요자우위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LNG 거래는 20년 이상의 장기계약, 의무인수조

항(TOP, take or pay), 운항지 지정에 따른 재판매 불가, 연간 균등인수

조건 등의 거래조건으로 대단히 경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2)

경직적인 특성 때문에 현물거래 비중은 적고, 장기계약 중심의 주문생

산방식으로 구매자가 원하는 물량과 도입시기의 선택에 한계가 있다. 이

처럼 천연가스시장은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공급으로 계절

적 요인에 따른 단기적인 수요증감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

는 경직적인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LNG 프로젝트 개발은 통상적으로 가스전의 매장량 확인후 가동까지

5~10년이 소요되고 경제단위 규모(연 300만톤)의 가스전을 개발 생산하

는데 약 40억~50억 달러의 투자비가 소요된다. LNG 수송선은 약 3년의

건조기간이 소요되며 대부분 특정 프로젝트와 장기 전속계약을 맺고 건

2)기간거래는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이루어 지고, 계약기간은 통상 20년 이상이

다. 장기계약은 공급 안정성의 한 축이며, LNG 프로젝트 투자가 장기계약의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 조건의 특징중 하나는 의무인수조항(Take or

Pay) 조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계약물량 전체에 대하여 적용받고 있다.

그리고 운항지 지정 조건으로 계약기간 동안 거의 모든 물량이 특정의 터미

널로만 공급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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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다. 그리고 LNG 저장탱크는 3~5년의 건설기간과 탱크 1기당 약

1,000억원에 이르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며, 수송선과 저장설비의 제약

으로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천연가스의 약정물량에 근거한 수급전망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

리나라 가스시장의 특성이다. 이는 도입계약(공급) 측면과 수요측면의 특

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표2-1> 가스공사의 LNG 도입계약 현황

구 분 생산국 판매자
총계약물량

(카고)
계약
기간

인도
조건

동절기
비 중

단기
계약

나이지리아등 Shell 총 20카고 ‘09~’13 DES 70%

예 멘 GDF Suez ('10) 총 41카고 '10~'13 DES 50%

트리니다드 BP 총 36카고 ‘10~’13 DES 50%

인도네시아 Pertamina 총 60카고 ‘11~’12 FOB 50%

예 멘 Total 총 20카고 ‘12~’14 DES 50%

예 멘 GDF Suez ('12) 24카고 + 판매자옵션 8카고 ‘13~’14 DES 50%

인도네시아 Tangguh ('12) 32카고 + 판매자옵션 32카고 ‘13~’16 DES 50%

러시아 등 Gazprom 12카고 + 판매자옵션 4카고 ‘13~’14 DES 50%

나이지리아등 EDFT 17카고 + 판매자옵션 7카고 '13~'15 DES 50%

알제리등 ENI 총 15카고 ‘14~’17 DE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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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국 Project명
연간계약물량

(만톤)
계약기간

인도
조건

동절기
비중(%)

장기
계약

인도네시아
KOREAⅡ
BADAKⅤ

200
100

’94~’14
’98~’17

FOB
FOB

50
50

말레이시아
MLNGⅡ*
MLNGⅢ

200
150+구매자옵션50

’95~’15
’08~’28

FOB
DES

50
70

카타르
RasGas

RasGas III
492
210

’99~’24
'07~'26

FOB
DES

50
50

오 만 OLNG 406 ’00~’24 FOB 53

예 멘 YLNG 200 ’08~’28 FOB 50

러시아 SakhalinⅡ 150 ’08~’28 FOB 70

브루나이 BLNG** 70 ’97~’13 DES 54

한 국 동해가스 40 ’04~’18 PNG 75

소계 / 평균 2,218+구매자옵션50 54

중기
계약

호 주 NWS 50 ’03~’16 DES 50

이집트 등 BG 132+판매자옵션24 ‘08~’16 DES 73

소계 / 평균 182+판매자옵션24 67

신규
장기
계약

호 주 GLNG 300+옵션50 '15~'35 FOB 50

인도네시아 DSLNG 70 '15~'27 FOB 50

호주 등
Prelude

(Portfolio)
100
364

'13~'16
’16~’36

DES 50

호주 등
Total

(Portfolio)
100
200

'14~'17
’18~’31

DES 50

카타르 RasGasIII
150~200
150~200

'12~'16
'17~'32

DES
50
54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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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측면은 장기 TOP계약과 계절별 균등도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장기계약중 말레이시아의 MLNGⅢ와 러시아의 SakhalinⅡ의 경우

에는 공급계약을 연중 균등인수 계약을 하지 않고 동하절기 차등 공급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요패턴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단기계약을 이용한 유연한 계약과 장기계약내에서도 계절적 차

등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일반도시가

스사업자가 도시가스배관을 통해 일반수용가에 공급하는 형태이다. 도시

가스연료는 다른 연료에 비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청결하며, 경제성, 안정

성면에서도 생활에 없어서는 않될 필수재화가 되었다. 가스산업은 이와

같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기

업과 달리 공익사업으로 취급되어 요금, 설비, 품질등에서 법률의 규제를 받

고 있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는 공급초기에 천연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한 낮은

요금정책과 천연가스 공급권역 확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호경향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천연가스 보급확대 시책 및 지속적인 청

정연료 의무사용 대상 확대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다.3)

<표2-2> 국내천연가스 수요추이
(단위 : 천톤)

구 분 1987 1997 2002 2005 2012

연평균증가율

‘87～’02 ‘02～’12 ‘07～’12

도시가스 75 5,770 11,194 14,033 19,558 39.6% 5.7% 6.2%

발 전 용 1,537 5,377 6,509 9,099 16,989 10.1% 10.1% 9.1%

합 계 1,612 11,147 17,703 23,132 36,546 17.3% 7.5% 7.5%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3

3) 김상곤, 김윤자, 홍장표(2008),「국가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천연가스산업연구」

p72, p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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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급계약서 제2조에 의거 가스공사는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와 월별 약정물량을 체결하여 연월별 물량공급을 확정함으로

써 수급안정을 기하고 있다. 일반도시가스사는 다음연도의 월별 용도별

사용계획서를 매년 10월말일까지 가스공사에 제출하고 가스공사는 11월

말일까지 일반도시가스사에 협의물량을 통지함으로써 익년도 약정물량이

체결된다.

가스공사와 일반도시가스사와의 익년도 약정물량에 관한 협약체결은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경직된 LNG 도입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천연가스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1997년부

터 수도권 7개사를 시작으로 전 일반도시가스사에 확대․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물량 제도는 일반도시가스사의 수요 예측능력을 향상시켜

공사의 수급예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에너지로써 전력시장

에서 첨두부하를 맡고있는 발전용에 비해 인위적인 추가사용 및 감축사

용이 불가하여 적극적인 수급조절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가스용 약정물량 판단기준은 2개월단위로 적용하며 약정물량 변

경은 전전월 말일까지 신청하되, 공사의 수급현황등을 고려하여 약정물

량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도시가스사가 약정물량 허용편차 ±10%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허용범위초과 또는 미달물량에 도매평균요금의 2%를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약정물량 허용편차를 위반하였어도 가

산금 부과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는 불가항력이나 이상기온일 경우 또는

약정물량 허용편차 ±10%를 초과하였어도 전체 일반도시가스사 판매물

량이 약정물량의 ±6%이내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수요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시가스사 총괄약정물량제를 적용하여 가산금 적용을 제외한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은 도입원가의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원료비에 용도별 공급비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원료비는 ±3% 초과 변동시 2개월 단위로 변동될 수 있으며,

공급비는 연 1회 책정한다. 도시가스 용도구분은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

으나, 크게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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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도시가스 용도별 구분 기준

구 분 용 도 별 적 용 기 준

주택용
○ 주택법 제2조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에서 취사 및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업무난방용 ○ 지방세법 제104조 2항의 건축물(주택 외 기타건축물)의 난방용 가스

일 반 용

○ 계절별 수요가 비교적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로 단순 건물난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점업, 이∙미용업에서 사용되는 가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욕탕업 및 폐기물 처리(소각, 건조)에 사용되는 가스

- 계량분리가 불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숙박업(정책상)에서 사용하는 가스

○ 계량분리를 전제로

- 업무용 건물의 구내식당, 급탕전용, 학교의 급식시설,

병원의 소독용, 약국의 약탕기용, 세탁소의 세탁용 등

☆ 복합용도의 계량 미분리시(분리불가시) 주된 용도 적용

냉 방 용 ○ 냉방기를 설치하고 주택 및 건축물에서 5～9월에 사용하는 냉방용 가스

산 업 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 및 제조업체 부지경계내의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가스

○ 사회복지시설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산업용 수준으로 경감 적용

열병합용 1 ○ 열병합용 2를 제외한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적용

열병합용 2 ○ 집단에너지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제외)의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적용

열전용설비용
○ 열병합용 1 및 2와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적용

○ 단, 공동주택의 자가용 열전용설비용은 주택용을 적용함

수 송 용 ○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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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현행 전력시장은 참여의 강제성 여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의무

풀(mandatory pool) 또는 강제풀(compulsory pool)이라 할 수 있다. 한전

과 별도의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를 제외하고 일정용

량 이상의 발전기에 의해 발전된 모든 전력은 전력시장(전력거래소)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시장에 참여한 발전기

들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시장을 비용반영

시장(CBP)이라한다. CBP 시장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하

는 방식으로 가격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쟁요소가 제

한적이다.

비용반영시장의 본질은 전력 한 단위당 거래금액이 기본적으로 발전

에 소요된 비용에 의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지불된다는 점이다. 현행

CBP시장에서 발전사업자들은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공급가능 용량만을

입찰하도록 되어 있다. 각 발전기의 발전비용은 발전사업자들이 사전 제

출한 각 발전기별 원가자료 및 기술적 특성관련 자료를 토대로 비용평가

위원회에서 평가․결정한다. 현행 전력시장은 CBP에 의한 보상체계상의

구분을 위해 발전기를 발전연료를 기준으로 기저발전기와 일반발전기로

구분하고 있다. 현행 CBP에 의한 기본적인 보상체계는 변동비에 대한

보상성격을 지닌 계통한계가격과 고정비에 대한 보상성격을 지닌 용량가

격(CP, capacity pay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동비 보상시 중유와

LNG 발전기 등에대해서는 각 시간대별 발전기 전체의 계통한계가격

(SMP, system marginal price)이 적용되고, 원자력과 석탄발전기는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고정비는 발전기 운전 여부에 관계없

이 입찰한 모든 발전기에 지급된다. 현행 CBP에 의한 발전비용 보상체

계는 급전 하루전에 이루어지는 비제약 급전스케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에 따라 그리고 급전당일 실제 발전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금

액을 보상받는 형태로 되어있다. 비제약 급전스케줄에 포함되었으며 실

제 발전도 한 경우에는 한계가격+용량보상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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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약 급전스케줄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발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한

계가격에서 실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에 용량보상액이 추가되어 지급된다.

비제약 급전스케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제발전을 한 경우는 제약이

자기제약으로 인한 것인지 계통제약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데, 전자의 경우 한계가격+용량보상액이, 후자의 경우 실변동비

+용량보상액이 지급된다. 비제약 급전스케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발전

도 하지 않은 경우는 용량보상만 지급된다.4)

<표2-4> 전력시장의 발전비용 보상방식

구 분
급전당일

실제 발전을 한

경우(발전량)

실제 발전을 하지

않은 경우(미발전량)

급

전

하

루

전

비제약급전스케줄에

포함된 경우
한계가격+용량보상액

(한계가격-실변동비)

+용량보상액

비제약급전스케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자기제약의 경우:

한계가격+용량보상액

계통제약의 경우:

실변동비+용량보상액

용량보상액

자료 : 전력거래소

우리나라 발전시장의 주요특징은 네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첫째, 모든 전력의 거래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이

루어지는 강제적 전력시장이다.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전력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어야 하는 강제성이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전력거래소가 관할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

역, 지정된 일정구역내에서만 전력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전력수급

계약에 의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PPA사업자의 경우와 같

이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

4) 조창현(2007),「현행 전력시장 운용체계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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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발전부분만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경쟁시장이다. 전력시장에는

전력을 파는 주체인 발전회사와 전력을 사는 주체인 판매회사가 있는데,

미국이나 호주등 해외 전력시장의 경우에는 양측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존개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부문만 입찰에 참여하고 판

매측의 입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일 판매측 수요는 예측된 전

력수요의 형태로 전력거래소가 대신 수요곡선을 생성시켜 전력가격이 만

들어지게 된다. 셋째, 발전기별 변동비를 기반으로 전력거래 가격이 결정

되는 CBP형 전력시장이다.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회는 매달 발전기별

발전비용을 결정하여 발전기의 비용곡선을 도출한다. 그리고 전력거래소

는 이러한 비용곡선을 바탕으로 시간대별 전력수요에 맞춰 비용이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출력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마지막으로 투입되

는 즉 출력지시를 받은 발전기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가 해당 거

래시간대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된다. 발전사의 입찰행위는 시장규칙에 근

거한 일종의 의무사항으로서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특수한 모습인데, 발

전사는 발전기의 고장이나 정비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발전기

가 발전할 수 있는 최대 공급가능 용량 그대로 입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5)

이처럼 전력시장이 강제적 입찰시장으로 운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기의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기처럼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는 수요공급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수요

예측은 블랙아웃과 같은 사태를 불러올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위해 낮은 전기요금의 책정은 에너지소비의 왜곡을 불러

일으킨다.

3. 공공요금의 규제

공익사업은 전통적으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다양한 시장규제(market regulation)를 받아왔다.

5) 강지훈(2012), "전력시장 시장참여자 입찰행위 유인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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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익기업에 대한 가격규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

루어지는 시장가격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결정과정에서 정부

가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요금수준 결정에의 가격권고, 가격통제 등 그

내용이 광범위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익기업에 대한 가격규제는 통상 요금

수준의 결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형식을 취한다.6)

공공요금은 물가변동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요금 규제

는 물가대책의 노력 가운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공공

요금은 그것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뿐만아니라

기업 그 자체의 경영적 특성으로부터라도 요금규제의 필요성을 볼수 있

다. 전기, 가스 등 공익사업은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요금을

규제하지 않으면 공공기업은 독점이윤을 획득하게 되고 소비자인 국민은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이와같이 공공요금은 물가변동의 선도적 역할, 소

비자의 이익보호, 요금가격 결정원리의 특이성 때문에 정부에 의해 적절

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공요금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 부담의 공평성, 필

요재원의 충족여부등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

공요금에 대한 가격규제자로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전

통적으로 가격결정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

화하는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사

회적 후생은 공급비용과 소비자 만족도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가격을 책

정함으로써 극대화 할수 있다.7)

에너지시장은 시장실패가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로 볼수 있다. 에

너지요금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사

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대부부분의 에너지원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

진시키는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면 개입의 명분을 얻기 어렵다.

6) 전춘옥(1992), “공공요금 규제와 효율성 제고” 성심여자대학교

7) 이호용(2009),“공공요금의 규제와 한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부산대학교 법

학연구, 제1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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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가격체계를 보면 전력과 도시가스 같은 에너지는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하여 가격결정에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이 시장실패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

격을 왜곡시키고 있다. 전기와 도시가스 가격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는 가격결정 과정에서 수급여건이나 비용보다는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

력 강화 등 거시경제적 정책목표가 우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 가격정책이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효

과를 제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왜곡으로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원가이하로 결정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

는 경우 에너지 수입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물가나 국민소득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만약 전기요금

을 5%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물가는 0.2%상승하고 GDP는 0.203% 감소

한다. 또한 현재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고 있지 않은 발전용 석탄에 LNG

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물가는 0.4% 상승하고 GDP는

0.399% 감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

격 체계의 개선은 합리적인 소비구조를 유인함으로써 에너지 수입비용을

크게 절감시킬뿐 아니라 환경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8)

그렇다면, 정부의 요금규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를 방지하여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독

점인 공기업에 가격 결정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맡길 경우 원자재의

인상, 경영환경의 악화, 임금인상 압력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가격에 이를 그대로 반영할 위험이 크다. 전기와 도시가스 서비

스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또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않되는 기본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서비스는 요금을 올리면 공기업의 수익을 크게 늘리수 있는 반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8)박광수, 김태헌(기본연구보고서12-24),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구축 종

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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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공익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공공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독점이라는 시장시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기업은 독점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 이들 독점 공기업

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게 할 경우 공기업은 가격을 높게 책정해 시장

왜곡을 일으키고 소비자 후생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에따라 소비자인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보호하고,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가격규제가 행해진다.(정한경 외, 2007)

우리나라에서 전기와 가스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공

급하고 있다. 두 시장형 공기업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주식시장에 상장

되어 있어 주주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을 위한 공공성 추구

와 주주를 위한 기업성 추구가 상충될 수 있기에 공공요금 결정시 신중

함이 요구된다.(전주열, 2012)

4. 전기요금 결정방식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인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동 고시의

7조부터 19조까지 13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시 7조는 기준의 목적

이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

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

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이다.

그러나 실제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서는 원가와 이윤을 적용하는데 객관

성과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난 2003년 이후의 저유가

시기에 있어서의 전기요금 결정과 2006년 이후의 고유가 시기의 전기요

금 결정을 비교해 볼 때 전기요금 인하와 인상에 있어 일관된 원칙이 적

용되지 않음을 알수 있다. 고시 8조는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전기 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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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2항에서 “총괄원가는 성

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

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투자보수율 규제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표2-5> 전기요금 총괄원가

자료 : 한국전력공사

즉, 전기요금을 결정할때에는 총괄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보상하는 수

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소비자 후생을 위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

로 총괄원가를 하회하는 전기요금이 지속되고 있다. 고시 제9조는 전기

요금의 체계에 관한 것으로 공급원가 이외에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

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전기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한전의 판매가

격인 소매요금으로 구분된다. 전력 도매시장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

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전기사업법 제33조를 보면 “전력시장에서 이

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

정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가격은 비용기준(cost

based pool, CBP)에 의하여 계통한계가격(system maginal price, SMP)

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력도매시장인 CBP시장의 가격은

어느정도 시장의 원칙이 반영되고 있으나, 소매시장인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요금은 정부의 직접규제를 받는다.

9) 김영헌(2012), “ 에너지공기업 요금규제 방식과 제체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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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전기요금 규제관련 법조항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

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전기사업법시행령 제 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

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

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

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

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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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요금의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한전의 필요수입액을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

수율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이를 전기판매 수입 실적과 비교하여 산

정하며, 이렇게 산정된 조정률을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전이 전기요금에 관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인가한다.

<표2-7> 전기요금 조정절차

한국전력공사
인가신청→

산업통상자원부
협의요청→

기획재정부
← 인가 ←협의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

자료 :박광수외, 2012

현재 전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

용, 가로등, 심야전력의 7개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고 있

다. 전체 요금 수준은 투자보수율 규제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 요금은 다

음과 같이 결정된다.10)

<표2-8> 전기소비자 요금

전기소비자 요금= 발전시장가격+송배전비용+판매비용+적정이윤+세금 및 부

과금

자료 : 한국전력공사

10) 박광수,김태헌(기본연구보고서12-24),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종

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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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가스요금 결정방식

현행 천연가스 요금은 일반적인 공공요금과 같이 서비스 원가주의를

기초로 적정보수방식에 따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한다. 서비

스원가주의란 공공서비스 생산자의 지속적인 기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

비자 요금을 가스생산 및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적정보수방식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되

는 총비용에 적정보수를 가산한 것을 소요 수입액으로 책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적정원가중 원료비는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유가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적정원가에서 분리

하여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어 진다.

<표2-9> 원가산정방식

원가산정원칙

1.서비스원가주의

2.서비스가치주의

3.경쟁가격주의

4.사회적 원리주의

원가결정방식 총괄원가산정

원가적산주의
(요금총액 = 영업비용
+ 지급이자 + 이윤)

적정원가

적정보수 방식
(요금총액 = 영업비용 +
요금기저 * 투자보수율)

· 원료비,인건비
· 감가상각비
· 해외지분투자수익

요금기저*투자보수율

적정투자보수

1)

2)

3)

자료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되며, 천연가스 공급에 소요

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

률적인 경영하에서 천연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천연가스사업

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도매요금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편익정도, 사회정

책적 요인등을 고려하여 수요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

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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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비 산정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의 도시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르며, 공급비용은 1회계 연

도를 원칙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원가파악의 타당성, 물가변동 및 제

반 경제여건의 추이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도시가스원료비는 기준원료비를 기준으로 ±3%를 초과하여 변동된 경우

에 원료비를 조정할수 있으며, 조정주기는 2개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유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인해 LNG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금조정을 유

보할수 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가스공사 공

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승인한다. 소매요금은(최종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정부승인요금)과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시/도 물가대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표2-10> 도시가스 요금규제 관련법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

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

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率)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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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온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처럼 4계절 구분이 뚜렷한 경우에는 여름철 냉방용과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동

절기 에너지 소비가 연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기온이 에너지 수

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는 기온효과가

에너지 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때까

지만 해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 변화는 대부분

생산이나 소득의 증가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기온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

향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에너지 소비 변동에서 기온의 변화가 미치

는 영향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냉방

및 난방기기 보급이 확대된 것도 에너지 소비 변동에 기온의 영향이 더

커지게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2-1> 한국의 총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자료: 박광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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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에 발생한 전국단위의 정전사고는 기온변화가 에너지 소비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크고 경제에 큰 충격을 줄수 있다고 인식되는 계

기가 되었다. 이는 9월에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부정확한 수요예측은 전국적인 정전 발생

으로 귀결되었다. 물론 정전사태를 예기치 못한 것이 기온 상승 때문만으

로 볼수는 없다. 과거 10여년간 수요예측의 실패로 충분한 설비가 도입되지

못한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는 기상이변을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으며, 한

반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예상하지 못한 혹서나 혹한은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다. 이러한 기온변화 현상은 결국 에너지 수요에 많은 영향

을 끼칠 것이고 기온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수급불안

이 발생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서로 반대 방향

으로 변한 경우가 절반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성장률

은 상승하였는데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반대로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는데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기온의 변화이

다.(박광수,2012)

<그림2-2> 경제성장률 및 총에너지소비 증가율

자료: 박광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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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김권수, 박채수(2009)는 도시가스요금, 등유가격 변동이 전력수요에 미

치는 영향 연구에서 동계의 경우 전력소비량에 대한 전기요금 탄력성은

-0.5498, 도시가스요금 탄력성은 0.6312, 등유가격 탄력성은 0.5403로 나

타난다고 하였다. 즉,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전력소비량은 감소할 것이므

로 탄력성이 음으로 되고, 도시가스 요금과 등유가격은 상승할수록 각각

도시가스와 등유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대체재인 전력의 소비량을 증가시

킬 것이기 때문에 양의 탄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력

소비량에 대해 전기요금 등 에너지가격 변수로만 설명하였기 때문에 경

기동향 변수(GDP), 기온영향 등의 변수를 추가로 반영하여 고려하지 않

은 한계가 있다.

박광수, 최도영(2006)은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원간 대체관계 분석에

서 초월대수 함수와 같은 신축적 함수형태는 한정된 상대가격 범위내에

서 작동을 잘 하지만 일단 가격이 이러한 영역을 벗어나면 이론적인 규

칙성 즉, 부의 자기가격 탄력성이라든가 정의 점유률과 같은 이론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로짓

비용비중 함수를 이용하였다. 각 모형은 1987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Zellner의 비선형 반복적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정상업부문을 통합하여 추정하는 것보다 가정부문과 상업

부문의 두 부문으로 분리하여 추정하는 경우에 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하

였으며, 정태모형보다는 동태모형의 설명력이 보다 개선된 것을 알수 있

었다. 동태모형에서 적응계수의 추정치는 0.098에서 0.622 사이의 값을

보여 일부 식에서는 장기탄력성과 단기탄력성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음

을 보여주었다. 동태모형에서 자기가격 탄력성은 대부분 음의 값을 보였

고 석탄과 열에너지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다른 에너지보다 크고 탄력적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차가격 탄력성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의 값을 보여 에너지원들 사이에 대체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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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정부문과 상업부문의 가격탄력성이 산업부문의 경우보다 크

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정부문과 상업부문이 보다 가격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정부문과 상

업부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의 구축이 요구되고, 환경규제와 같은

정부정책이 에너지원간 대체에 큰 영향을 주지만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김인무외(2011)는 에너지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예측에서

도시가스와 전력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수요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도시가스 소비함수 모형을 구축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수요의 크기가 기온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온 가

격 교차반응함수로 모형화하여 예측모형에 반영하였다. 즉, 기온가격 교

차반응함수를 한국의 전력수요와 도시가스 수요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기온이 낮을 때 에너지 상대가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난방 수요

에서 전력과 도시가스 간의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

한 기온가격 교차반응함수를 이용한 예측모형이 기존의 예측모형에 비해

적합도나 예측력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수(2012)는 에너지소비에 대한 기온변화의 영향분석에서 기온변화

가 에너지 소비 변동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에너

지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총에너지

소비 변화량에서 기온변화에 의한 변화량을 추정한 결과 1990년대에 비

하여 2000년대에 기온변화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온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2005년을 보면 총에너지 소비는 전

년대비 8,384천TOE 증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5,406천TOE가 기온변화로

인해 발생한 변화량으로 추정되어 기온변화가 총에너지 소비 변화의

64.5%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온변화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경

제성장률과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의 동행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였다.

에너지 수요함수를 추정할 때 기온을 대표하는 변수로 냉방도일과 난방

도일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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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력수요와 기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 최대전력수요는 주로

하절기에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동절기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동절기에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하절기와

동절기 전력수요를 Hodrick-Prescott 필터링에 의해 추세변동과 순환변

동을 분해해 분석한 결과 온도에 대한 반응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냉난방기기 보급이 확대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유병철(1996)은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요금조정방안에서

CCR(Canonical Cointegrating Regression)에 의한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장기 탄력성을 의미하여 가정용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됨을 보여

주었다. 상업용과 산업용의 경우 유의적이며 각각 -0.2고 -0.45로 비탄력

적임을 알수 있었다. ARDL에 의한 추정치는 상업용의 경우 5% 유의수

준에서 기각됨을 알수 있었고 가정용과 상업용은 장단기에 있어서 비탄

력적인 값을 보여 주었다. 유의적인 가격탄력성만을 고려해볼 때 가정용

의 경우 단기탄력성은 -0.18, 장기탄력성은 -0.38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

업용은 장기탄력성만이 유의하여 -0.21이며, 산업용의 경우 단기탄력성

은 -0.15이며 장기탄력성은 -0.28~-0.45를 나타내었다.

김완수(2012)는 전력수요에의 난방용 에너지 상대가격 반영에 관한 연

구에서 등유 및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의 가격변화가 겨울철 전력수

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전력수요에

의 영향이 최근 전력수요의 기온반응도 변화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

였다. 난방용 에너지의 가격변화가 겨울철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난방용 에너지로서 1차에너지인 등유 및 도시가스와 2차에너지인 전력간

에 어느정도 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1차에너지

인 등유와 도시가스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에 반하여 2차

에너지인 전력은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하에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에너지 가격간의 왜곡을 통한 대체현상은 1차에너지인 난방용 대신 2차

에너지인 전력의 소비증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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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식(2012)은 네트워크 에너지요금 규제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분석

에서 전기소비량과 가스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전기가격은 전기소비량과 음의 상관관계

를 갖고 있으며, 도시가스 가격은 전기 소비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도시가스 수요에 대해 계절별 도시가스 변

수를 사용한 결과 동절기에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동절

기에 도시가스 가격이 1%상승하면 전기소비량이 0.1%증가한다고 하였

다. 또한 회귀분석결과 가스 소비량과의 관계에서 도시가스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도시가스가격이 1%상승할 때 가스 소비량은 0.35%

줄어든다고 하였다. 전기가격은 가스 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

였다.

이는 원가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원간 사용 및 상대가격 왜곡

을 심화시켜서 나타난 현상으로 2005년 이후 전기와 도시가스의 상대가

격 차이가 커지면서 전력과 도시가스 수요 간에 대체수요가 발생하였고,

특히 난방 소비에 있어 도시가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 난방으

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이 동절기에 나타난 최대전력 수요 현상으로 관

측되었다. 즉, 1994년부터 2008년까지 하계최대전력이 동계최대전력보다

높았으나 2009년(2010.1.13) 동계최대전력(68,963MW)이 하계최대전력

(63,212MW) 보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해 2010년에도 (2011.1.17) 동계최

대전력(73,137MW)이 하계최대전력(69,886MW)을 3,000MW이상 추월했다.

이학노 외(2010)에서는 1998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월별 최대전

력에 대한 전력가격과 도시가스 가격의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는데 전력가격에 대한 계수는 음으로, 가스가격에 대한 계수는 양으로

추정되었고 전력과 도시가스 간의 대체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한편, 에너지 수요를 설명하는데 기온효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온에 대한 에너지 수요의 반응을 모형화 하기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초기 연구들은 냉방도일과 난방도일을 통해 기온효과 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회귀방정식을 추정하는 형태의 연구들이 대부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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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은 평균기온만을 사용하여 기준온도를 임으로 가정하였

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형모형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냉방 및 난방수요를 구분하는 기준온도

를 모형 내에 포함하여 추정하며 비선형적인 기온반응함수로 추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김인무(2011) 연구에 따르면 전력요금과 도

시가스 요금의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에너지 제품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

른 대체 수요의 변화를 기온가격 교차반응함수라는 에너지 소비모형에

포함시켜 기온변화에 따라 에너지 대체 탄력성이 달리 나타나는 것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기온변화에 따라 월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수요변화량을 더

미변수를 통해 분석하고 에너지 상대가격에 따른 수요의 대체탄력성을

검증하였다. 즉, 도시가스 및 전력의 용도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 에

너지 상대가격에 따른 대체탄력성을 에너지소비함수 모형을 설정한 후

통계적으로 분석 및 검증하였다. 용도별 상대가격에 따른 에너지 소비

대체탄력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계절형 요금제를 통한 적정원가 배

분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공공요금 산정을 위한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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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전력수요 및 요금 현황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낮은 전기요금이 지속되면서 전력수요

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에는 전력예비

율이 크게 하락하여 블랙아웃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동절기 전력수

요가 급증하는 원인은 이상한파에 따른 난방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난방수요는 전체 전력수요의 24%(2010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온

풍기, 전기판넬, 전기히터 등의 보급확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타에너지 대비 저렴한 요금, 사용편의성으로 등유․가스난방이 지속적으

로 전기난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2010년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10.1%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발전소 건

립이 미진한 상황에서 큰폭의 전력수요 증가는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주

고 있다.(박광수, 김태헌, 2012)

<표3-1> 전력판매량 및 증가율

(단위 Unit : GWh, %)

구분 1980 2008 2009 2010 2011 2012

가정용
5,317 56,228 57,596 61,194 61,564 63,536

(6.8) (3.8) (2.4) (6.3) (0.6) (3.2)

공공서비스
4,504 134,212 139,135 149,795 151,302 153,921

(1.8) (4.7) (3.7) (7.7) (1.0) (1.7)

생산부문
22,913 194,630 197,744 223,171 242,204 249,136

(5.4) (4.5) (1.6) (12.9) (8.5) (2.9)

합계
32,734 385,070 394,475 434,160 455,070 466,593

(5.1) (4.5) (2.4) (10.1) (4.8) (2.5)

자료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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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단 전기소비는 201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약 26% 높으며, 2000~20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5.5%로 OECD

평균 증가율인 1.2%를 훨씬 상회한다. 이처럼 가파른 전기소비 증가 이

유로는 관계기관의 적절한 수요관리 정책의 부재와 낮은 전기가격 유지

정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미국, 영국등 OECD 국가와 비교한 우

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2> 전기요금 수준 국제비교

(단위 : 원/KWh)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종 합 90.32 249.80 115.21 176.83

지 수 100 277 128 196

기준년도 2011 2011 2011 2011

환율 : 2011.12.31 기준; 국가별 전국 평균 판매단가 기준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결정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력 공급비용을 요금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수준의 적정화는 적정 투자보수, 즉

자본비용을 합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제대로 산정함으로써 이루어

질수 있다. 한전은 200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적정투자보수율을 달성한

경우가 없으며 특히 2008년의 경우 실적 투자보수율은 적정투자보수율

(5.6%)에 비해 무려 11.7% 낮은 △6.1%를 기록하였다.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에 공급비용 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든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한전의 판매단가는 총괄원가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박광수, 김태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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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총괄원가 및 평균 판매단가 추이

(단위 : 원/kwh)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괄원가 75.88 80.48 82.95 102.00 92.06 96.27 103.31

판매단가 74.39 76.45 77.71 79.24 84.23 86.80 90.32

보상률(%) 98.00 95.00 93.70 77.70 91.50 90.20 87.40

자료 :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08년

도에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하였고, 천연가스와 석탄의 가격

도 국제유가와 함께 상승하면서 전력 공급원가는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석유제품과 도시가스등 전기의 경쟁연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이 원료비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면서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이 왜곡되었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던 2008년까지의 에너지원

별 가격과 소비의 증감률에서 보듯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 왜곡으로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전력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표3-4> ‘02년대비 ’08년 에너지원별 가격․소비 증감률

구분 등유(원/ℓ) 경유(원/ℓ) 도시가스(원/㎥) 전력(원/kwh)

가격증감률(%) 123.6% 138.1% 28.0% 5.8%

소비증감률(%) △52.7% △9.8% 14.6% 38.3%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전력소비가 다른 에너지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

구조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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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에너지 가운데 원료용으로 쓰이는 납사와 원료탄을 제외하였을

경우 석유의 비중은 1990년대에 6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23.4%까지 낮아졌다. 석탄수요는 2010

년에 10%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가스의 비중은 정부의 보급 확대정

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보급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

르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은 1990년 20%대였으나 비중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 2010년에는 38.5%까지 상승하였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

용, 가로등, 교육용 등 6종 요금에 심야전력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종 정책적 고려에 의해 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용도별 부하패턴의

차이에 따른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하패턴이 유사한 소비부

문별로 구분한 것이 용도별 구분의 취지이다.(박광수, 김태헌, 2012)

<표3-5> 용도별 판매비중 및 원가회수율

구분 판매량비중(%)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원가회수율(%)

주택용 15.0 135.87 119.99 88.3

일반용 22.7 109.69 101.61 92.6

산업용 52.5 92.88 81.23 87.5

교육용 1.6 109.55 94.18 86.0

농사용 2.4 123.55 42.72 34.6

가로등 0.8 119.06 87.18 73.2

심야전력 5.0 81.53 54.35 66.7

종합 100 103.31 90.32 87.4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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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판매비중을 보면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이 전체 판매비중의

90.2%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용도별 교차보조에 의해 총괄원가 대

비 판매단가가 다르지만, 원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총괄원가 수준으로

판매단가를 인상하여 원가회수율을 적정에너지 가격으로 맞춰 에너지 소

비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1981년 이후 지속적

인 하락추세에 있다. 전력의 실질가격은 1981년에 254만원/TOE에서

2010년에 100만원/TOE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2000년대 들어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전력가격은 큰 변동이

없어 에너지원간 대체와 전기사용 기기의 증가로 전력소비는 빠르게 증

가하여 발전용 투입 에너지인 석탄과 천연가스의 소비를 유발하고 있

다.(박광수, 김태헌, 2012)

<그림3-1>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실질가격 추이(천원/TOE)

자료 : 박광수, 김태헌(2012)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종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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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기 소비수준은 1달러당 497Wh(2011년 기준)

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달러당 267Wh)보다 70% 이상 높다. 전기소

비 증가율은 2008년 4.5%, 2009년 2.4%, 2010년 10.1%, 2011년 4.8%,

2012년 2.5%에 달했다. 누적 증가율은 19.3%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5

년간 전기소비 증가율은 일본 -4.6%, 미국 -1.9%, 독일 -2.7% 등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을 최소 수준 인상으로 유지하면서 유류․도시가스

소비가 전기로 대체된 것이다. 2005년~2012년 전기 가격 증가율은 33%

인데, 등유와 도시가스 증가율은 60%, 75%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 증가율은 전기가 40%인데 비해 등유는 오히려 44% 줄었고, 도시

가스는 7% 증가에 그쳤다.11)

<그림3-2> 전기요금 인상 추이

자료 : 교보증권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원가대비 전기요금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주요 연료가격은 인상됐지만 생산물인 전

력의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그린경제, 2013.11.21)

11) 연합뉴스(2013.11.19)“전기 다소비 구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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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에너지원별 가격추이 및 소비추이>

자료 : 아시아경제

제 2 절 도시가스 수요 및 요금 현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크게 나누어 가스공사의 도입원료비, 도매공급

비용과 일반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최종소비

자 요금에서 각각 88.95%, 5.71%, 5.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 요금에서 차지하는 도입원료비가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제천연가스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은 Buyer's Market 또는

Seller's Market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유가와 환

율 또한 천연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천연가스 공급에 소요되

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

공사 도매요금에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된다.

아래표는 일반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의 구성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가스공사에서 산정하는 원료비와 도매공급비용은 동일하나 소매공

급비용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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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도시가스용 최종 소비자 요금 구성
(단위 : 원/MJ)

소비자요금

=

원료비

+

도매공급비용

+

소매공급비용

20.5173

(100%)

18.2503

(88.95%)

1.1711

(5.71%)

1.0959

(5.34%)

주 : 2013. 2. 22 기준(부가세 별도), 소매공급비용은서울시평균공급비용기준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3

가스요금 구성요소중 원료비는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의

거 월별 총 LNG 도입금액을 총도입물량으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정산

금을 가산하여 결정된다. 앞의 표에서 보듯이 소비자 가격에서 천연가스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8.95%를 차지하고 있어 원료비 회수가 보장

되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안정적 가

스공급에도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의 안

정적 공급을 위해 1998. 8월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여 시

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나 고환율로 인해 천연가스 요금이 급격히 상승할 경

우에 정부는 물가안정 또는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료비 연동을 유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상기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정책으로 인하여 가스공사는 적정원가를

회수하여 못하여 2012년 12월 기준 총 5.5조원의 도시가스 미수금이 발

생하였다. 이로인해 소비측면에서 에너지원간 가격왜곡이 발생하고 있으

며, 공급측면에서는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 유보에 따른 거액의 미수금

발생으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2012년 기준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385%로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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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 가스공사 부채비율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부채비율 438% 344% 288% 348% 385%

자료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수요측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동고하저의 높은 계절적 편

차이다. 가스 수요는 대체로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계절적 격차를 유발하는 수요는 도시가스용이다.

용도별로는 난방용 수요가 대부분인 주택용의 수요격차가 크게 나타

나고 있으며, 하절기에 수요가 작고 동절기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

용과 산업용 수요 또한 동절기에 수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택용과

비슷하나 동하절기 수요 격차면에서 주택용보다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절기 냉방수요 증가로 최저수요가

봄․가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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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8> 천연가스 수요량 및 증가율

(단위 : 천톤)

구분
도시가스

발전용 합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소계

1987
37(49%) 11(15%) 27(36%) 75(100%)

(5%)

1,537

(95%)

1,612

(100%)

1992
734(58%) 362(29%) 160(13%) 1256(100%)

(36%)

2,225

(64%)

3,481

(100%)

1995 2,296 665 456 3,417 3,562 6,979

1996 3,089 832 661 4,582 4,622 9,204

1997 3,769 959 1,043 5,770 5,377 11,147

1998 4,102 802 1,328 6,233 4,189 10,422

1999 5,332 771 1,783 7,886 4,769 12,655

2000 6,123 941 2,464 9,528 4,688 14,217

2001 6,455 1,096 2,749 10,300 5,288 15,587

2002
6,836(61%) 1,258(11%) 3,100(28%) 11,194(100%)

(63%)

6,509

(37%)

17,703

(100%)

2003 7,241 1,413 3,324 11,979 6,468 18,447

2004 7,332 1,627 3,545 12,504 8,818 21,322

2005 8,192 1,968 3,872 14,033 8,821 22,854

2006 7,857 2,006 4,093 13,957 9,543 23,500

2007 7,818 2,148 4,483 14,449 11,011 25,460

2008 7,718 2,452 5,147 15,316 11,029 26,345

2009 6,988 3,191 5,331 15,510 13,681 29,190

2010 7,638 3,377 6,506 17,522 13,681 31,202

2011 7,557 3,364 7,334 18,255 15,315 33,570

2012
7,734(40%) 3,595(18%) 8,229(42%) 19,558(100%)

(54%)

16,989

(46%)

36,546

(100%)

증가율
‘87~’12

23.8 26.1 25.7 24.9 10.1 13.3

‘02~’12 1.2 11.1 10.3 5.7 10.1 7.5

‘07~’12 △0.2 10.8 12.9 6.2 9.1 7.5

※ 주택용(주택취사+난방용), 일반용(일반용+업무난방용+열병합용+열전용설비용),

산업용(산업용+수송용)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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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소비량을 용도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주택용, 일반용, 산업

용 모두 1987년 가스를 공급한 이후로 2012년까지 23.8%, 26.1%, 25.7%

의 큰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주택용의 경우 2002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1.2%의 상승율을 보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7년

이후로는 0.2%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은 2002년

이후 10%대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용도별 판매비중은 1992년 주택용이 58%, 일반용이

29%, 산업용이 13%를 구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주택용이 40%, 일반용

이 18%, 산업용이 42%를 구성하여 산업용이 주택용 소비를 앞지르고

있다.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을 비교하였을 경우 초창기에는 발전용의 소비비

중이 월등히 높았으나, 2012년에는 도시가스 비중이 54%, 발전용 비중이

46%로 도시가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9> 천연가스(도시가스용, 발전용) TDR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도시가스용 4.4 3.6 3.3 3.3

발전용 2.6 2.2 1.8 2.3

합계 3.0 2.5 2.5 2.9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시가스용 3.4 3.5 3.5 3.1

발전용 3.0 1.9 1.9 2.2

합계 2.9 2.4 2.7 2.6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3

계절성의 크기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TDR(turn down ratio)이

있다. TDR은 연중 최대수요 월수요량을 최소수요 월수요량으로 나눈값

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TDR이 클수록 계절에 따른 수요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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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와 발전용수요의 TDR을 비교해 보면 동하절기 수요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도시가스의 TDR이 발전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 수요중 난방용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용 수

요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3-10> 도시가스 요금 추이(서울시 난방용 기준)

자료 : 예스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은 주로 유가나 환율 상승에 따른 도입원료

비의 상승에 기인한다. 그러나, 도시가스요금 또한 전기요금과 마찬가지

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해 적정원가를 반영한 요금인상이 이루

어지지 못했다. 도입원료비의 적정원료비 미반영으로 인해 가스공사 누

적 미수금은 2012년 12월 기준 5조5천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는 고비용의 LNG발전소의 가

동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도입시장에서 SPOT 구입등 고가의 LNG 도입

으로 이어져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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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사 천연가스 수요예측

1. 도시가스용 수요예측

도시가스 수요는 주로 난방수요로서 동고하저의 뚜렷한 계절성과 성

장추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도시가스 수요변동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강

한 계절성으로 인한 기온변동에 높은 반응을 보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기변동(GDP)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실제로 가스판매량과 GDP등의 경제변수와의 관계는 기술의 진보, 경

제의 성장 단계의 변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또는 소비자의 에너

지소비 성향 변화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시간변동계수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탄력성을 잘 반영할수 있으며,

가스판매량과 경제변수간의 장기적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고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다.

도시가스 수요는 강한 계절성과 같은 기온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탄

력성이 경제변수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보다 커, 특정연도(특히 동절기)의

기온변동이 수요의 증감폭을 결정한다.

즉, 기본적으로 성장추세는 경기변동(GDP)에 의하여 설명되나, 단기

적으로는 주로 기온변동에 의하여 수요가 결정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단

기에서는 이상기온에 의한 기온변동(평년기온보다 기온 상승시) 효과가

경제성장에 의한 기본적인 증가추세를 상쇄하여 수요가 증가하여야 함에

도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최근들어 이상기온 현상등으

로 인한 기온의 변동성이 커져 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단기수요를 결정하는 기온변수의 경우 향후의 기온예측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30년 평년기온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10년 평균기온을 적용할 것

인가하는 기온적용의 문제가 있다. 기상청에서 말하는 평년기온은 30년

기온을 말하고 있으나 30년 기온은 최근의 기후온난화 현상을 잘 반영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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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의 온난화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고 수요예측에 있어 오차

율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10년 평균기온을 단기 수요를 결정하는 기온변

수로 적용한다.

또한 도시가스용 수요의 기온 반응도는 평균이나 최저, 최고 기온이

아닌 기온의 지속시간 등을 고려한 기온분포에 반응한다고 볼수 있다.

도시가스 수요는 각 온도에 반응하는 민감도에 따라 난방부하가 크게

발생하는 낮은 온도에서 아주 큰 값을 갖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반응

도가 작게 나타난다. 즉, 동절기에는 기온반응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하절

기에는 작게 나타난다.

단기수요예측에 있어 GDP의 경우 도시가스 수요의 강한 계절성으로

기온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요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이는 앞에서 언

급한 바와같이 도시가스 수요가 계절성이 뚜렷하여 경제변수에 대한 수

요탄력성보다는 기온변화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사의 경우 기온에 대한 단기수요예측을 추정하기 위해 기온반응함

수와 기온분포함수를 사용한다. 기온반응함수는 비선형적 기온효과를 추

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에너지 수요가 각 온도에 반응하는 민감도

를 나타내는 함수로 볼수 있다.

기온반응함수는 냉방부하가 크게 발생하는 높은 온도에서 큰값을 갖

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낮아지다가 난방수요가

발생하는 낮은 기온에서는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도시가스용의 경우 냉방수요보다 난방수요에서 반응도가 훨씬

높은 형태를 보인다. 기온분포함수는 주어진 기간동안의 기온이 각 온도

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의 상대빈도(relative frequency)를 평활화

(smoothing)한 함수이다. 기온분포를 추정할 때 우리나라 전체의 천연가

스 수요가 한 지역의 기온에 반응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전국 5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기온분포를 추정한 뒤에 이들 지역의

판매량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전국의 기온분포를 계산하여 이용한다.

도시가스 수요에 대한 시계열의 계절성은 주로 냉․난방부하로부터

기인하며, 기온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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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에너지 수요 시계열의 계절성과 기온분포와의 관계를 모형

화 하기 위해 공사는 기온반응함수의 개념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를 시점에서의 기온분포함수라 하고 기온반응함수를 이용해서 기

온효과를 구체화하며,

기온효과는 시점 에서의 기온분포함수를 추정한뒤 이를 기온반응함

수로 적분한다.




    

상기의 기온효과외에 단기 도시가스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가격기온효과를 사용한다. 가격기온효과는 상대가격에 따라 기온효과

가 결정되는 형태이다. 구체적으로 가격기온효과는 기온반응함수를 다음

의 식과 같이 두부분으로 나누어 모형화 한다.




  〔  〕

여기서  를 경쟁원료와의 상대가격지수로 정의할 경우  는 기온

반응함수이고  는 기온이 주어졌을 때 가격의 변화에 따른 가격반응

함수가 되어서 반응함수의 합인  + 가 가격과 기온이 상호작용

하는 효과가 총체적으로 반영된 기온가격 교차반응함수가 되어 도시가스

수요예측을 하게 된다.

2. 발전용 수요예측

발전설비는 원자력, 무연탄 및 유연탄 등 기저발전과 중유, LNG 등

첨두발전으로 구분된다. 기저발전기는 원가(변동비)가 첨두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우선가동되나, 기저발전기중 국내탄은 연료제약으

로 매년 계획물량 수준으로 가동되는 특성이 있다.

반면, 첨두발전기는 기저발전기 가동후에 가동되며 첨두발전기(중유발

전소, LNG발전소)간의 가격경쟁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첨두발

전기중 LNG 발전기는 전기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전용 발전기와 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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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수는 발전전용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중에 하나이다. 발전순위는

전력시장의 입찰 절차에 따라 변동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가동되며, 전력

시장의 입찰단가는 발전기별 열량단가를 기초로 하여 발전기의 여러요인

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격변수(원료비) 이외에 발전용 수요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기온과 전력수요, 기저발전기의 예방정비 계획 및 불시고장, 계통제약,

소용량 발전소의 가동률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다. 열병합 발

전소의 경우, 열공급을 위한 난방수요에 의하여 수요가 발생하므로 기온

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열병합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동고하저의

수요형태를 보인다.

발전전용(복합용)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복잡한 요인들에 의하

여 수요가 결정된다. 첫째, LNG 수요의 변동요인중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전력수요의 변동이다. 전력수요는 GDP, 기온등에 영향을 받

는다. 최근 이상기온 등에 따라 기온의 변동성이 커지고 심야전력 및 난

방기기의 보급증가로 전력수요의 기온민감도도 증대 되고 있다.

즉, 기온변동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폭의 확대현상은 LNG 수요의 불

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기저발전소의 예방정비 계획에 따라 수

요의 증감이 발생한다. 예방정비계획은 매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의 불규칙성을 야기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셋째, 기저발전소의 불시고장이 발전전용 수요의 증가요

인으로 작용한다. 불시고장의 발생은 부정기적이며 예측하기 어렵고, 불

시고장에 따른 계통병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

넷째, 전력수요의 시간별 부하와 불시고장 및 예방정비등에 따른 출력조

정시 발전기 증감발률등에 의한 기저발전기의 가동률의 변동이 있다. 가

동률의 변동폭은 크지 않으며 발전용 수요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

으나 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다섯째, 소용량 발전소의 발전량 변동이다. 소용량 발전소는 수력, 양

수, 내연력, 소형열병합 등으로 구성되며 수력 및 양수 발전소가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수력발전소의 가동여부에 따라 발전용 LNG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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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친다. 소용량 발전소의 경우 전체설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작으나 변동성이 커 수요의 불규칙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

나이다.

최근과 같이 전력예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전력수요 증가는 첨두발전

기인 LNG 발전기의 상시가동을 일으킨다. 특히 전기와 도시가스 모두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절기에는 전력수요 피크와 가스수요 피크가

동일한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에너지원의 수요부족을 즉

시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에너지의 특징이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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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가설과 분석방법

1. 연구가설

전기는 용도별 부하패턴의 차이에 따른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기 위

해 부하패턴이 유사한 소비 부문별로 용도를 7종(주택용, 일반용, 산업

용, 농사용, 가로등, 교육용, 심야전력)으로 구분하였다.

전기수요의 용도별 수요비중을 살펴보면 주택용이 15.0%, 일반용이

22.7%, 산업용이 52.5%로 전기소비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용

도별 요금체계에서는 모두 해당 용도의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

하고 있지 않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각 용도별 부문에 해당하는 경제주체들의 소비행태는 서로 다

른 성격을 지니므로 전기소비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용도별로 세

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형별 전기소비 형태와 추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초창기인 1992년의 도시가스 용도별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주택용이 58%, 일반용이 29%, 산업용이 13%를 구

성하여 주택용 비중이 60%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점차 비중이 하락하여

2012년에는 주택용이 40%, 일반용이 18%, 산업용이 42%를 구성하여 산

업용 소비가 주택용 소비를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전기나 도시가스 모두 용도별로 소비량이 명확히 구별되고 있

으며, 용도별 가격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소비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에 전기․도시가스의 소비형태를 용도별로 세분하여 각각의 상대가격

변화가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를 어떻게 대체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우

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여 기온변화에 따라 냉방 및 난방용으로 사용하

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크다. 특히 2008년 이후로는 동절기에 전력수요

피크가 발생되어 동절기 난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계절성에 따른

도시가스 소비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월별더미 변수를 활용하여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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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 전기․도시가스 용도별 

  상대가격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기․도시가스 상대가격    

▪ 계절성을 반영한 Dummy

조절변수

▪ 월간 산업생산지수

▪ 연월별 증가 Trend

종속변수

▪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량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및 전체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량

   

<표3-11> 연구 분석틀

가설 1. 주택용 전기․가스의 상대가격 변화는 주택용 도시가스 수요에

대체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가설 2. 일반용 전기․가스의 상대가격 변화는 일반용 도시가스 수요에

대체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가설 3. 산업용 전기․가스의 상대가격 변화는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에 대체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가설 4. 전기․가스의 상대가격 변화는 도시가스 총 수요에 대체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2. 연구모형

※ 용도별로 조절변수를 다르게 구성하여 최적의 모형 도출

(모형구성) 시계열 회귀모형

(종속변수) MD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및전체도시가스용연월별수요량

(독립변수) RP : 전기․가스 상대가격 지수

Dummy12) :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 더미(2월~12월)

(조절변수) IPI : 산업생산지수

Trend, (Trend)2 : 도시가스 증가 추세를 반영한 time trend

12) Dummy2~12를 변수로 사용하여 가스수요의 계절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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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전기․도시가스의 용도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도시가스의 용도별 대

체수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회귀분석을 하였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완료되고 전국천연가스 배관

환상망이 구축되어 전국대도시에 천연가스가 공급된 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1년 기간으로 하며, 월별 상대가격 지수, 월별더미, 산

업생산지수 등으로 구분된 132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는 최종 공급자인 일반도시가스사의 판매물량을

집계한 도시가스 편람상의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자료를 사용하고, 산

업생산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기요금 상대

가격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용도별 지수와 총지수를 사용하였

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도시가스요금에 관한 상대가격지수는

총 지수만 있을뿐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지수는 제공하지 않아 전기

요금의 용도별 상대가격 지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가스요금의

용도별 상대가격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대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전

기․도시가스 용도별 상대가격 지수와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조절변

수로는 산업생산지수와 time trend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 수요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도시가스

요금이 내생적인 경우에 OLS 추정치가 일치추정량이 되지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2SLS, Two-stage least squares)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정부의 물가안정과 국민

의 에너지 후생증진 등 정책적 수단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요금

변경의 원인이 발전연료나 천연가스 도입원가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종

속변수인 도시가스 소비량의 증감이 독립변수인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변수간의 상관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OLS를 사용하여 도시가스 소비함수를 추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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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도시가스 용도별 상대가격 지수

전기․도시가스의 용도별 상대가격 지수는 도시가스의 용도별 물가지

수를 전력의 용도별 물가지수로 나눈 상대지수 값을 사용하였다. 우리나

라는 석탄․석유등 1차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2차 에

너지원인 전기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의해 요금이 규제되어 원가이

하로 소비되고 있다. 도시가스 또한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

기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등 정부의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원가를 적절

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함에따라 전기요금과 도

시가스요금이 동반상승 할 경우에는 상대가격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지

만, 최근 전력요금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

여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간의 상대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주택용 상대가격 지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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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상대가격 지수는 도시가스의 주택용 가격지수를 전기의 주택

용 가격지수로 나눈값을 사용하였다. 도시가스의 경우 주택용 수요는 주

로 취사와 난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전기 수요도 하절기에는 냉방수

요로, 동절기에는 난방수요로 사용하고 있어 상대가격에 따른 수요변화

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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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상대가격 지수는 ‘09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도시가스 지수가

낮았으나 이후 상대가격이 역전되어 계속해서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그림 3-5> 일반용 상대가격 지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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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상대가격 지수는 도시가스의 일반용 가격지수를 전기의 일반

용 가격지수로 나눈값을 사용하였다. 도시가스의 경우 일반용 수요는 다

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기업체의 업무난방용 수요, 음식업, 이미용업,

욕탕업, 폐기물 처리(소각, 건조), 급탕전용, 급식시설, 세탁용, 의료시설

의 소독용, 숙박용, 열병합 발전용 등 주택용과 산업용 수요를 제외한 모

든 수요를 일반용으로 산정하였다.

전기 수요도 기업체나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수요등 도시가

스의 일반용 수요와 용도면에서 유사한면이 많다.

일반용의 상대가격 지수는 2009년 하반기부터 상대가격이 역전되어

도시가스 지수가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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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산업용 상대가격 지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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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상대가격 지수는 도시가스의 산업용 가격지수를 전기의 산업

용 가격지수로 나눈값을 사용하였다. 도시가스의 경우 산업용 수요는 주

로 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냉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기 수요도 산

업체에서 제조공정용과 냉난방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 수요는 제조공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라는 물적성질의

차이로 인해 대체가 발생하지 않으나, 냉난방 수요에는 상대가격에 따라

수요대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용 상대가격 지수는 2009년부터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다가

2011년부터 도시가스 지수가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비슷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7> 도시가스 및 전기 상대가격 지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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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와 전기의 상대가격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도시가스의

총 가격지수를 전기의 총 가격지수로 나눈값을 사용하였다. 도시가스의

총 지수는 도시가스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용도의 지수가 고려되어 산정

된 지수이고, 전기 총 지수도 전기로 사용되는 모든 용도가 고려된 총

지수를 말한다.

도시가스상대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전기가격 지수는 ‘02년부터 ’12년

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도시가스 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하

여 전기가격지수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나. 월별 더미

전기수요나 도시가스 수요는 기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온은

하루동안에도 수시로 변할 뿐아니라 변하는 폭이 매우커서 이러한 변화에

전기와 도시가스 수요는 민감하게 변화한다.

같은 기간이라하더라도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등이 있어 특정

하나의 값으로 변수를 설명하기에는 기온변화로 인한 도시가스 수요대체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에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별 기온을 대체

할 수 있는 월별 더미 변수를 1월을 기준으로 하여 11개를 생성하고 이

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온으로 인한 수요변화

를 파악하기 위해 계절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월별로 만들어 모형에

반영하였다.

다. 산업생산지수

산업생산지수는 업종별 기본분류 지수와 특수분류지수가 있으며, 업종

별 기본분류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3개 대분류(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와 26개 중분류 및 72개 소분류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으며, 특수

분류지수는 중,경공업지수와 제조업ICT지수가 있다.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전체의 생산활동 동향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생산지수이며, 그 자체가 경기예측을 판단하는 중요

한 경제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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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조절변수로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계절변동 조절된 산업생산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산업생산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것으로 보았으며, 전체

도시가스 수요도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산업생산지수는 2008년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

한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림 3-8> 산업생산지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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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분석 결과

1. 주택용 수요 대체효과

도시가스 주택용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

다. 우선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별 더미변수와 추세를 나타내는 Trend,

그리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상대가격을 반영하였다.

또한, 상대가격의 변동에 따른 주택용 수요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용 가스수요와 상대가격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log    log  
  



   

(종속변수) MD :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실적

(독립변수) RP : 주택용 전기․가스 상대가격 지수

Dummy :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 더미(2월~12월)

(조절변수) Trend : 추세를 나타내는 변수

모형관련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자연로그를 취한 도시가스

주택용 소비량의 표준편차는 .8046, 평균은 13.218, 최대값은 14.5, 최소값

은 11.9이며, 자연로그를 취한 상대가격의 경우 표준편차가 .2089, 평균이

-.1559, 최대값이 .17, 최소값이 -.54로 나타났다.

<표4-1> 주택용 수요 변수설명

구 분 자료출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log( 소비량) 가스공사 13.218 .8046 14.5 11.9

log(상대가격)
한은경제통계
시스템 -.1559 .2089 .17 -.54

상대가격지수(주택용 도시가스 가격지수/주택용 전기 가격지수)가 도

시가스 주택용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OLS(최소자승법)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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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주택용 OLS 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991 .090 　 156.184 .000***

t .003 .001 .152 3.489 .001***

d2 -.074 .036 -.026 -2.031 .045**

d3 -.282 .037 -.097 -7.717 .000***

d4 -.585 .037 -.202 -16.000 .000***

d5 -1.126 .036 -.388 -30.859 .000***

d6 -1.714 .037 -.591 -46.930 .000***

d7 -2.036 .036 -.702 -55.798 .000***

d8 -2.229 .037 -.769 -60.971 .000***

d9 -2.064 .037 -.712 -56.543 .000***

d10 -1.412 .037 -.487 -38.654 .000***

d11 -.705 .037 -.243 -19.284 .000***

d12 -.221 .037 -.076 -6.053 .000***

log(RP) -.339 .168 -.088 -2.024 .045**

Obs 132

F-value 882.497

R-sq .990

Adjust R-sq .989

Root MSE .080873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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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형의 설명력은 9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각 변수별로 주택

용 가스소비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용 전기요금

과 가스요금의 상대가격은 -.339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5%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주택용 상대가격(가스/전기)이 1% 상승하면 주택용 가스소비는

-.339% 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이 상승한다면 전기요금 대비 주택용 가스가격의 증가률이 커져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는 감소할 것이다. 이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의 차이로 인

한 대체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택용 도시가스 수요는 월별로 계절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월 대비 2월은 -.074, 3월은 -.282, 8월은 -2.229, 12월은 -.221로 아래

그림과 같이 동고하저의 수요 패턴이 뚜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4-1> 주택용 월별수요 변화

아울러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는 양의 추세(Trend)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정된 계수값은 .003으로 통계적으로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도시가스 소비모형의 실적과 추정치의 잔차도

(Residual)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오차들간의 자기 상관성은 크지 않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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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주택용 실적 및 추정치 잔차도

2. 일반용 수요대체 효과

도시가스 일반용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

다. 우선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별 더미변수와 추세를 나타내는 1차

Trend, 2차 Trend2 그리고 일반용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상대가격을

반영하였다.

또한, 상대가격의 변동에 따른 일반용 수요의 탄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용 가스수요와 상대가격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log       log   
  



   

(종속변수) MD : 일반용 도시가스 소비실적

(독립변수) RP : 일반용 전기․가스 상대가격 지수

Dummy :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 더미(2월~12월)

(조절변수) Trend, (Trend)2 : 추세를 나타내는 다항식 변수

모형관련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자연로그를 취한 도시가스 소

비량의 표준편차는 .4467, 평균은 12.540, 최대값은 13.5. 최소값은 11.7이고

자연로그를 취한 상대가격의 경우 표준편차는 .2857, 평균은 -.2865, 최

대값은 .10, 최소값은 -.7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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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일반용 수요 변수설명

구 분 자료출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log( 소비량) 가스공사 12.540 .4467 13.5 11.7

log(상대가격)
한은경제통계
시스템 -.2865 .2857 .10 -.76

상대가격지수(일반용 도시가스 가격지수/일반용 전기 가격지수)가 도

시가스 일반용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OLS(최소자승법)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4-4> 일반용 OLS 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2.286 .100 　 122.589 .000***

t .017 .001 1.448 12.572 .000***

t2 -.000058 .000 -.687 -11.752 .000***

d2 -.155 .027 -.096 -5.777 .000***

d3 -.347 .027 -.216 -12.893 .000***

d4 -.738 .027 -.459 -27.337 .000***

d5 -1.086 .027 -.675 -40.308 .000***

d6 -1.117 .027 -.693 -41.264 .000***

d7 -.986 .027 -.612 -36.642 .000***

d8 -.956 .027 -.594 -35.337 .000***

d9 -1.103 .027 -.685 -40.994 .000***

d10 -1.127 .027 -.700 -41.843 .000***

d11 -.641 .027 -.398 -23.815 .000***

d12 -.179 .027 -.111 -6.634 .000***

log(RP) -.616 .118 -.394 -5.231 .000***

Obs 132

F-value 462.362

R-sq .982

Adjust R-sq .980

Root MSE .059297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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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형의 설명력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각 변수별로 일반

용 가스소비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용 전기요금

과 가스요금의 상대가격은 -.616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주택용

(-.339)보다 더 상대가격의 변동에 대한 영향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용 상대가격(가스/전기)이 1% 상승할 경우 일반용 가스소비

는 -.616% 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한다면 상대가격의 증가를 가져와 일반용 도시가스 소비는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가격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할 수 있으며 그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반용 도시가스 수요는 월별로 계절성이 있으며, 1월 대비 2월

은 -.155, 3월은 -.347, 5월은 -1.086, 8월은 -.956, 12월은 -.179로 W 형

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용과는 달리 7,8월의 경우 냉방용 도

시가스 소비 영향으로 인해 하절기에 가스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4-3> 일반용 월별수요 변화

일반용 도시가스 소비 트렌드에 있어, 1차항 추세(Trend)선은 양의 계수

값(.017)을 보이고 있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차항 추세(Trend2)

선은 음의 계수값(-.000058)을 보이고 있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위 도시가스 소비모형의 실적과 추정치의 잔차도(Residual)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오차들간의 자기 상관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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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일반용 실적 및 추정치 잔차도

3. 산업용 수요대체효과

도시가스 산업용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

다. 우선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별 더미변수, 경기를 나타내는 산업생산지

수 그리고 산업용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상대가격을 반영하였다.

또한, 상대가격의 변동에 따른 산업용 수요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용 가스수요와 상대가격, 산업생산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log   log  
  



   log  
(종속변수) MD :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실적

(독립변수) RP : 산업용 전기․가스 상대가격 지수

Dummy :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 더미(2월~12월)

(조절변수) IPI : 산업생산지수

모형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자연로그를 취한 도시가스 소비량

의 표준편차는 .3393, 평균은 13.092이고 자연로그를 취한 상대가격의 경

우 표준편차와 평균이 각 각 .1746와 -.1428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생산지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은 각 각 .2045와 4.38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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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산업용 수요 변수설명

구 분 자료출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log( 소비량) 가스공사 13.092 .3393 13.9 12.5

log(상대가격)
한은경제통
계시스템 -.1428 .1746 .07 -.47

log(산업생산지수)
한은경제통
계시스템 4.388 .2045 4.7 4.0

상대가격지수(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지수/산업용 전기 가격지수)가 도

시가스 산업용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OLS(최소자승법)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4-6> 산업용 OLS 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836 .443 　 13.161 .000***
d2 -.112 .040 -.092 -2.839 .005***

d3 -.104 .040 -.085 -2.624 .010***
d4 -.219 .040 -.179 -5.498 .000***

d5 -.291 .040 -.238 -7.326 .000***

d6 -.329 .040 -.269 -8.281 .000***

d7 -.319 .040 -.261 -8.055 .000***

d8 -.383 .040 -.313 -9.638 .000***

d9 -.354 .040 -.289 -8.919 .000***

d10 -.277 .040 -.227 -6.988 .000***

d11 -.161 .040 -.132 -4.065 .000***

d12 -.014 .040 -.011 -0.345 .731

log(RP) -.255 .115 -.131 -2.220 .028**

log(IPI) 1.694 .098 1.021 17.314 .000***

Obs 132

F-value 125.399

R-sq .933

Adjust R-sq .925

Root MSE .087809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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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형의 설명력은 93%로 높은 수준이다. 각 변수별로 산업용 가

스소비량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대가격은 -.255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주택용(-.339)과 일반용

(-.616)보다 상대가격의 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용 상대가격(가스/전기)이 1% 상승할 경우 산업용 가스소비

는 -.255% 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한다면 상대가격의 증가를 가져와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가격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유의수준 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산업용은 산업생산지수 1% 증가 시 도시가스 소비가 1.694%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가 경기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2009년 금융위기가 발생

할 당시 아래 그림에서처럼 산업생산지수의 급락과 더불어 산업용 도시

가스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경기의 일시적 회복과

더불어 동일한 방향으로 급증한 것을 알수 있다.

<그림4-5> 산업용 수요 및 산업생산지수 변화율

아울러,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월별로 계절성이 있고, 1월 대비 2월

은 -.112, 3월은 -.104, 8월은 -.383, 12월은 -.014로 다음 그림과 같이 동

고하저의 패턴을 보이나 주택용과 비교했을 경우 동고하저 패턴이 크지

않은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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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산업용 월별 수요변화

도시가스 산업용 소비모형의 실적과 추정치의 잔차도(Residual)를 보

면 아래와 같으며, 오차들간의 자기 상관성이 다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7> 산업용 실적 및 추정치 잔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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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체 도시가스 수요분석 결과

전체 도시가스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별 더미변수, 추세를 나타내는 Trend,

경기를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 그리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상대가격

을 반영하여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상대가격의 변동에 따른 도시가스 수요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 산업생산지수, 전기․가스 상대가격에 자연로그를 취하였

다.

log    log  
  



   log  
(종속변수) MD : (용도 구분 없이) 전체 도시가스 소비실적

(독립변수) RP : (용도 구분 없이) 전체 전기․가스 상대가격 지수

Dummy :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 더미(2월~12월)

(조절변수) Trend : 추세를 나타내는 변수

IPI : 산업생산지수

모형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자연로그를 취한 도시가스 소비량

의 표준편차는 .4812, 평균은 14.146이고 자연로그를 취한 상대가격의 경

우 표준편차가 .1889, 평균이 -.1655로 나타났다.

<표4-7> 전체 도시가스 변수설명

구 분 자료출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log( 소비량) 가스공사 14.146 .4812 15.1 13.2

log(상대가격)
한은경제통
계시스템 -.1655 .1889 .09 -.51

상대가격지수(도시가스 총 가격지수/전기 총 가격지수)가 전체 도시가

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OLS(최소자승법)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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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전체 도시가스 OLS 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023 .465 　 28.015 .000***
t .005 .001 .384 7.087 .000***
d2 -.099 .026 -.057 -3.820 .000***
d3 -.253 .026 -.146 -9.778 .010***

d4 -.518 .026 -.299 -20.002 .000***

d5 -.863 .026 -.498 -33.345 .000***

d6 -1.107 .026 -.638 -42.743 .000***

d7 -1.169 .026 -.674 -45.139 .000***

d8 -1.232 .026 -.711 -47.422 .000***

d9 -1.213 .026 -.699 -46.846 .000***

d10 -.979 .026 -.565 -37.783 .000***

d11 -.550 .026 -.317 -21.235 .000***

d12 -.176 .026 -.102 -6.795 .000***
log(RP) -.383 .094 -.150 -4.089 .000***
log(IPI) .323 .113 .137 2.873 .005***

Obs 132

F-value 580.696

R-sq .986

Adjust R-sq .984

Root MSE .057103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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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설명력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체 도시가스 소비량과

상대가격, 산업생산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도를 구

분하지 않고 전체 전기가격지수와 가스가격지수의 상대가격에 따른 도시

가스 소비는 -.383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용도구분 없이 전기대비 도시가스 상대가격(가스/전기)이 1% 상

승하면 도시가스 전체 소비는 -.383% 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한다면 상대가격의 증가를 가져

와 도시가스 소비는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가격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4-8> 전체 도시가스 월별 수요변화

또한, 전체 도시가스 수요는 월별로 계절성이 있고, 1월 대비 2월은

-.099, 3월은 -.253, 8월은 -1.232, 12월은 -.176로 아래 그림과 같이 난방

용 수요가 많은 도시가스 수요의 계절적인 특성인 동고하저 패턴이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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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전체 도시가스 수요 및 산업생산지수 변화율

도시가스 전체 수요에 대한 비중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반적으로 산

업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가스 수요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바, 산업생산지수가 1% 증가하면 도시가스 소비는 0.323% 증가하여

산업용 소비의 민감도(1.694%) 보다는 크지 않지만 전체 도시가스 소비

가 경기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도시

가스 수요도 산업용 수요와 같이 2009년 금융위기가 발생할 당시 그림에

서처럼 산업생산지수의 급락과 더불어 전체 도시가스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10년 경기의 일시적 회복과 더불어 동일한 방향으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10> 전체 도시가스 실적 및 추정치 잔차도

아울러 도시가스 소비모형의 실적과 추정치의 잔차도(Residual)를 보

면 위와 같으며, 오차들간의 자기 상관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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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전기․가스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도시가스 대체수요 변

화율이 용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으며, 전기와 가스 요금의

변동이 도시가스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았다. 아울러

월별더비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가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가설검증을 위한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

행태에 따라 각 용도별 모형을 설정하였고, 추정된 통계량을 검증하여 아

래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가스 주택용 소비함수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99%로 매우높은 수준이었으며, 월별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한 주택

용 수요는 일반용, 산업용에 비해 계절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즉, 동절기에는 가스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하절기에는 수요

가 작게 나타나는 뚜렷한 동고하저형 소비행태를 나타냈다. 전기․가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대체율은 -.339로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유의확률이 0.045**로 5%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주택용 에너지 상대가격(가스/전력)이 1% 상

승하면 가스는 전력으로 대체수요가 발생하여 소비는 0.339%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가스 일반용 소비함수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월별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한 일반

용 수요 역시 동절기에 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주택용

수요와 다르게 하절기에도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5월, 6월과 9월, 10월에

수요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냉방용 수요의 영향으로 무더운 여름에 에

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 상대가격

(RP) 변화에 따른 계수 추정 값은 -.616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

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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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택용(-.339)보다 더 전기․가스 상대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일반용 가스수요는 상대가격

(가스/전기)이 1% 상승하면 가스소비는 0.616% 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도시가스 산업용 소비함수 모형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

강, 석유화학, 조립금속이 경기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

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계절 조정된 산업생산지수(총지수)를 주요변

수로 포함하였고, 수요의 계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월별 더미변수를 사용

하였다. 그리고 상대가격(RP)을 넣어 산업용 소비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모형의 설명력은 93% 이고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대

가격은 -.255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즉, 산업용 수요는 전기․가스 상대가격이 1% 상승할때

산업용 가스소비가 0.255% 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산

업생산지수에 대한 상관관계는 1.694로 상대가격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는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가 경기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도시가스 모형의 설명력은 98%로 나타났으며, 전

기․가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전체도시가스 계수 추정값은 -.383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 도시가스 수요도 전기․가스 상대가격이 1% 상승할 때

도시가스 수요는 0.383% 감소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산업생산지수가

1% 상승할 때 도시가스 수요는 0.323% 증가한다는 것도 알수 있었다.

도시가스 수요를 용도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가스 상대가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요는 일반용으로 나타났다. 일반용은 주로 음

식점, 이발소, 미용업, 욕탕업, 숙박업, 업무용 건물 등에서 사용하는 가

스로 전기․가스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행태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아울러 산업용은 주로 규모가 큰 산업체에서 원료나 연료

로 사용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상대가격에 가장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월별더미를 이용한 수요변화는 주택용 수요가 가장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산업용수요가 계절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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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수요는 하절기 냉방기기의 사용으로 수요패턴이 동고하저형의 패

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도시가스 수요는 전기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기가격 대비 도시가스 가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도시가스

수요가 전기로 대체되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전기는 2차에너지이고 도시(천연)가스는 1차에너지임을 고려하였을 때

전력수요의 급증은 고비용의 LNG발전소의 가동 증가를 일으켜 발전용

LNG의 추가 수요를 발생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LNG도입가격의 상승

과 LNG 수급불안등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낮은 전기요금

은 전기뿐만아니라 타에너지 소비의 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체 에

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에너지 요금체계를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원가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원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때문에

과도하게 규제하면 국민후생은 증진될 수 있으나, 해당 공기업은 안정적

인 에너지원의 공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우라나라의 경우 전기와 도

시가스 시장은 독점적 형태를 띠고 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기업의 독

점적 지위는 제품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수 있다.

전기의 경우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모든 용도에서 사용이 편리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청정에너지로써 효용이 높을뿐만아니라 요금

또한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다. 이처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편리하고 낮

은 전기요금은 상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대체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몇년사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비합리적인 에

너지 소비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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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주택용의 경우 동절기에 전기장판, 전기판넬, 전기난로 등 요

금단가가 낮은 전열기기의 사용과 심야전력 할인에 따른 소비증가는 전

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에어컨등 전기

냉방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주택용 소비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

울러, 음식점, 소규모 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소비는 에너지 요

금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요금차이에 대한 대체효과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산업용의 경우 전기와 가스 가격에 따른 대체효과성은 주택용이

나 일반용보다는 낮으나, GDP나 산업생산지수의 증감에 크게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회복세가 뚜렷할 때에는 전기나 가스의 소

비가 크게 나타나고 경기침체시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절별․시간대별로 에

너지 소비를 구분하여 구간별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즉, 소

비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최대부하요금을 적용해야 하며, 겨울철 전력수요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겨울철 전력단가를 인상해야 한다. 또한 야간시간

대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유지하여 LNG나 중유 등 고비용

발전기가 가동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발전용 유연탄에는 에너지소비세를 부과하고, 전기와 대체관계가 있는

LNG나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하는등 에너지 가격구조를 합리화

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정부는 소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용, 일반

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원료비에 대한 원가보상과 투자보수율 등을

고려한 공급비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앞서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기․가스의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

변화는 에너지원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가스의 경우 용도별 차

이는 있지만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모든 용도에서 대체효과가 나타

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에 관련기관은 상기와 같은 에너지원간의 대체효과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을 산정할때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이 타에너지의

소비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고려하여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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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의 선행연구는 에너지를 용도별로 세분하지 못하여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수요의 탄력성을 산정할 수 없어, 요금정책을 달

리 적용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본 논문은 에너지 상대가격 변화

에 따른 대체소비의 탄력성을 용도별로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이러한 용도별 대체수요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가격효과로 수요변화

를 조절하는 현실에서 상당히 유용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요금은 효과적

인 수요관리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상대가격이 각 용도별로 미치는 효과

를 정확히 진단 할 수 있다면 용도별 요금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에너지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공요금 정책의 실험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며, 향후 심

도 있는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도시

가스 수요예측시 전기․가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대체율을 용도

별로 세분하여 대체율에 따른 용도별 수요변화량을 예측할수 있다고 본

다.

다만,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는 김인무외(2011) 선행연구에서

알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기온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도시가스 및 전

력 등 에너지 수요는 각 기온대에 따라 가격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입증 되었는 바, 대체수요의 변화를 기온대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온가격 교차반응 함수의 개념을 모형에 도입하여 에너지 수요에 대한

기온효과와 함께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대체수요의 변화

를 기온대별로 측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위와 같은 기온효과와 상대가격 변화를 함께 고

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변화가 동절기 및 하절기, 그 외의 기간 등을

월별로 달리 나타나는 것을 기온가격 교차반응 함수의 개념을 활용하여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입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에너지는 가격과 수요특성에 따라 대체관계가 존재하고, 모든 국

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각 에너지원을 통

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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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여 가격이나

수요변화등을 분석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에너지 소비는 환경적 요인, 법률적 규제요인, 과학의 발달, 그

외의 다른 예상치 못한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이러한 변

화는 전기와 도시가스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향후에는 가격요인

이나 기온요인외에 다른 제 3의 중요한 변수가 전기와 도시가스의 수요

를 설명하는 변수로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체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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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relative prices between

electricity and gas on the

sectoral demand of city gas

Lim, Doo-Soo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sumption of electricity and city gas has continued to

increase together with the domestic economic growth though the rate

of increase or decreased differed in the short run due to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ergy consumption

of electricity and city gas is that the pattern of consumption of the

used energy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or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Though the cost of electric

generation fuel has increased continuously, the electric charges have

been kept lower than the cost due to the price stabiliz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Such low electric charges are the main cause of

excessive energy consumption, and especially the distortion of the

prices for each energy source which does not reflect the price

increase of city gas and oil, the prima교 energy, to the price of

electricity, the secondary energy, is a problem in that it de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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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not to mention excessive energy

consumption.

Since 2000, the increase of electricity consumption has been

maintained at yearly 6.1% which is the highest among major final

energy sources. It seems that in addition to the increase of electricity

demand owing to the domestic economic growth, electricity

substituted the consumption of other energy sources such as city gas

and oil with the electricity charges hot properly reflecting cost have

been maintained while the high import prices of primary energy

sources such as soft coal, oil, LNG have continued. That is, city gas

has been substituted by electricity in the major consumption sectors

including house heating and ordinary and industrial area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relative prices among energy sources and also the

increasing demand for energy has been taken by electricity which is

relatively cheaper.

This thesis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changes of the relative

prices of electricity and city gas for each purpose on the demand of

city gas for each purpose by segmenting the demand of electricity

and gas, which are assumed to be alternatives for each other. The

demand of city gas for each purpose according to the seasonal

temperature change was examined by using the dummy variable. For

the testing of the hypothesis,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132 time series data from Jan. 2002 to Dec. 2012 including

monthly relative price index of electricity and gas, consumption of

city gas for each purpose, and industrial production index.

In addition, though the 2SLS (Two-stage least squares) should be

us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OLS not being the consistency

estimator when the city gas charges are endogenous for the

estimation of the demand function of the city gas, the OLS was used

with a method to analyze the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in estimating the consumption function of city gas as it i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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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to consider that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consumption of city gas does not affect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electricity charges or city gas charges when

the electricity charges and city gas charges are decided by outside

factors such as the price stabil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the nation and the changes in the prices

of electricity generation fuel and natural gas cause the price chan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consumption of city gas

for house responds more sensitively to seasonal factors than ordinary

and industrial purposes, and the consumption substitution rate of the

city gas for hous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relative prices of

electricity and gas has a negative correlation of -.339. That is, when

the relative price of the energy for house (gas/electricity) rises by

1%, the demand of gas is substituted by electricity and the

consumption of city gas for house decreases by 0.339%.

The minimum consumption of city gas for ordinary purpose

appears not in summer like that for house but in spring and fall. The

reason seems to be the effect of the operation of cooling apparatuses

like air conditioner during summer season. It also appeared that the

ordinary consumption of city gas has a negative correlation of -.616

of consumption substitu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relative

price of electricity and gas. That is, if the relative price of electricity

and gas increases by 1%, the consumption of city gas for ordinary

purpose decreases by 0.6% and it shows that the demand of ordinary

purpose is more influenced by the change of relative price than the

one for house.

It appeared that the consumption for industrial purpose is

influenced by relative price and industrial production index. The

consumption substitution rate according to the relative price of

electricity and gas had a negative correlation of -.255, and the

increase of consumption according to industrial production index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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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which was higher than the relative price. So factories are

influenced more by economic indexes lik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than relative price.

Thus, the demand of city ga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rice of

electricity and the larger the difference between electricity price and

city gas price the more demand of city gas will be substituted by

electricity rapidly increasing the demand of electricity. In other words,

the changes in the relative price of energy sources cause a

substitution effect for the consumption of other energy sources. In the

case of city gas, the substitution effect appears in all purposes with

some difference in degree in each purpose. Thus, the government will

have to consider the substitution effect between energy sources when

it designs the system of energy charges.

Furthermore, a fuel cost linkage system base on cost will have to

be fulfilled faithfully to correct the distorted energy prices by

maintaining a price system reflecting costs properly. Among the

network energy sources, the charges of electricity and city gas are

causing distortion in resource distribution by a charging system not

reflecting the costs properly, and the cross subsidy between purposes

has a problem in the equity between consumers. In addition, while

the electricity charge is based on an excessive progressive system to

encourage frugal consumption, it is generally maintained at a low

level for price stabilization, etc. The city gas charge also has much

problems for improvement such as the cross subsidy for power

generation and house and not contributing to the stabilization of the

demand pattern.

To summarize the structural problems, the distortion in energy

consumption is caused by the price system which cannot reflect the

cost appropriately. In order to set up a reasonable and transparent

price system based on cost, an independent energy committee will

have to be established for efficient usage of energ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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