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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에너

지 수요관리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산업뿐 아니라 

가정 및 상업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부문은 개인

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이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

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 경향

이 있다.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은 가정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개입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이론을 활

용한 비가격 개입이 개발 및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제

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 손실회피, 현상유지편향 등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사회적 규범은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

인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규범 이론을 활용한 사례로는 

Opower의 에너지 고지서 사업이 대표적이다. Opower의 고지서는 이웃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

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Opower의 고지서가 평균적으

로 약 2% 정도 전력소비를 감축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를 포함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1년에 서울시의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

범사업이 시행되었고, 2012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국내 문헌을 보면, 이 

고지서 사업도 전력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특

정 계량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한 것이 아니며, 기온 변화나 연도별 특

성, 아파트 특성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재 이 사업이 7년 

정도 진행이 되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효과만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에 대해 다음과 세 가지 문제의식

을 갖고 접근하였다. 첫 번째,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이 실제로 전력소

비를 감축시키는지, 감축시킨다면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

련된 국내외 연구들이 존재하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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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고지서에 포함된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에서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현재 고지서에서 비교 대상은 동일 단지 동일 

면적인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이 다르며, 전체 효과

도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이러한 고지서가 가정의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는

지 여부이다. 가정에 태양광 설치는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적게 나오도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세 가지 문제의식은 각 장의 연구와 연결된다. 먼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는 다섯 개 시도의 아파트 단지별 전력 소비량 정보(2011- 

2015)를 활용하였고, 분석 모형으로 이중차분법과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전력소비를 약 

0.4~0.6% 정도 감소시키며,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도 행동경제 이론을 고려한 비가격 개입이 전력소비를 줄이

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고지서 사업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국내 가정에서 미국의 가정에 비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차이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고지서에 에너지 절약 정보나 에너지 효율적인 가

구와의 비교 정보 등이 없는 것도 효과가 낮은 원인일 수 있다. 국내 고지서 

사업이 전력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가스나 스마트 홈 시스템 

등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지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방법이나 에너지 효율적인 가구와의 비교 정보, 그 외 여러 비가격 개입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효과에 대한 검

증을 거친 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전력소비량 비교 정보에서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를 고찰

한 연구는 전국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을 활용

하였다. 비교 대상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 

및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자는 가구의 1인

당 전력 소비량이 종속변수이며, 지역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후자는 에

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가구 중 이웃의 전력 소비량보다 많은 가구(1)와 적

은 가구(0)를 종속변수로 하며,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원수

가 많을수록 1인당 전력소비는 감소하나, 이웃보다 소비가 많을 확률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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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 고지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장기적으로 

1~2인 가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지서나 스마트 홈 시

스템 등에 가구원수별 평균 전력 소비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교 대상으로 

1층 거주 여부나 자녀수 등 가구 및 주택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 이 연구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절약 방안도 시사점으로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별 미니태양광 개수 데이터(2014-2016)를 

활용하였다. 서울시는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2014년에는 아파트 단지에 미니태양광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개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산 자료 모형을 적용하였다. 변수로는 고지서 사업 참여 

여부 외에도 이웃 효과, 에너지 절약 행동, 보조금 정책, 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미니태양광 설치에 대부분의 변수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지서의 효과가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 행동을 추구할 때, 

비용이 드는 행동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지서에 미니태양

광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도 관련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이웃의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고지서에 이웃의 미니태양광 설치 정보를 제공한다면, 보급에 

효과적일 수 있다. 고지서에 태양광 설치로 인한 전력소비 감축량이나 비용 절

감 효과, 지자체의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우

리나라는 외부 시스템적인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관심이 적

었다. 아파트 고지서 업체는 아파트 단지가 전력소비를 줄인다고 하여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에너지 수요가 줄 경우 

수익이 주는 구조여서, 수요관리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에너지 수요관

리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이 경쟁체계로 전환되거나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같이 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 향상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 필요하다. Opower와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전력 시

장에 규제가 존재하거나 경쟁시장 체제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

에서 국내에 2018년부터 시행된 EERS 제도는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수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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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심을 가질 유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는 여러 비가격 개입

의 적용이 확대되는 기회도 될 것이다. 

주요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 비가격 개입, 가정용 태양광 설치 요인, 이

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사회적 규범, 행동경제학

학번: 2014-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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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대규모 발전소 위주의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홍종호 외, 2017). 기존 에너

지 정책은 특정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선로와 송전탑, 변전소

를 통해 수도권이나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입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윤순진, 2018). 원전은 여러 차례 지진으로 인해 사고 위

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력발전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

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송전망은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역 주민

들의 반대가 높다. 

  전력소비 증가는 대규모 발전소 확대의 당위성을 부여하므로, 수요관리를 통

해 전력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산업 

부문뿐 아니라, 가정이나 상업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부문의 경우 전력소비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전력소비 증가는 발전소와 함께 송전탑, 변전소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

다. 현재 가정부문의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자가발전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 방안이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돈을 절약할 

수 있더라도 적용을 꺼린다(Frederiks et al., 2015).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

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Allcott·Mullainathan, 2010).1) 

Gillingham et al.(2009)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s)나 정보 문제(information 

problems), 행동 실패(behavioral failures)2) 등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

1) 이는 지식과 행동 간 간극(knowledge-action gap), 가치와 행동 간 간극(value-action 
gap), 태도와 행동 간 간극(attitude-action gap), 의도와 행동 간 간극(intention-action 
gap)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Frederiks et al., 2015).

2) 여기서 행동 실패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성향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 행동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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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통경제학

에 기초하여 에너지 효율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화석에너지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가격 개입은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 정책입안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최대한 줄이면서 에너지 수요

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비가격 개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

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는 경향이 종종 발견되면

서,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행동경제학 이론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 에너지 효율 투자 등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행

동과 관련이 있으며,3)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사람들이 바람직

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편향성을 이해하고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제품에 투자

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돕는다. 행동경제학에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 손

실회피(Loss aversion), 현상유지편향(Status-quo bias) 등 다양한 이론이 존재

한다. 이러한 이론은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과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다(Pollitt· 

Shaorshadze, 2011). 특히 사회적 규범은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 사회적 규범은 개인이 공동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고려

하여 행동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기준

을 제시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최성희·강태훈, 2017).

  사회적 규범을 적용한 사례로는 미국 Opower4)사의 에너지 고지서 사업이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절약의 행동 실패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
라,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성향을 활용한 정보(피드백) 제공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3) Pollitt·Shaorshadze(2011)
4) Opower는 고객 참여 및 에너지 효율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틸리티 업체(에너지 공급 업

체)에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100개
가 넘는 글로벌 유틸리티 업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Opower의 대용량 데이터 플랫
폼은 6천만 유틸리티 최종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하여 유틸리티가 정부 규제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키고, 비용 절감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Opower는 
2016년 Oracle에 인수되었으며, 현재 Oracle의 자회사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 고지서 사
업이 Opower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표기의 통일성을 위해 Oracle이 아닌 Opower로 작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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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이 기업은 고지서에 이웃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정보를 제공하

는데, 이 정보가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은 이웃과의 비교

를 통해 자신의 에너지 소비가 사회적 기준에 비해 많거나 적은지를 인지하게 

된다. Opower는 고지서에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 추세 및 에너지 절약 방안 등

도 제공한다. Allcott(2011a)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은 Opower의 에너지 고지서

가 평균 2% 정도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Opower와 동일한 형태는 아니나, 우리나라도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

보가 포함된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고지서 개선사업(이하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1년에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국내 문헌들

을 보면, 이 사업이 전력소비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1) 및 한국에너지공단(2014)에서 각각 2011년에 시행한 시범사업 및 현 

고지서 방식이 전력소비를 2% 이상 절감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계량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것이 아니며, 기온 변화나 

연도별 특성, 아파트 특성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

재 사업이 7년간 진행된 시점에서, 단기적인 효과만을 살펴본 것도 아쉬운 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내 에

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이 실제로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지,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이 존재하나, 국내 상

황을 고려하여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고지서에 포함된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에서 비교 대상

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이 고지서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구만 전력소비를 줄

이도록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고지서는 비교 대상이 동일 단지 동

일 면적인데, 전력소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비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이 다

르며, 전체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가정의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는지 여부이

다. 국내외 연구를 보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에너지 절

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고지서 사업이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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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 시설의 설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에 

태양광 설치는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며, 이웃보다 전력소비

가 적게 나오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재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은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홍종호 외, 2017). 향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 

미터(Smart Meter), 인홈디스플레이(In-home-display, IHD) 등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비가격 개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

가격 개입 방식의 효과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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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총 세 가지 연구가 진행되며, 연구에 따라 분석 대상 및 범위가 

다르다. 첫 번째,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다섯 개 시도의 아파트 단지이다. 다섯 개 시도는 서

울, 인천, 대구, 대전, 경기가 포함된다. 아파트 단지의 전력 소비량 데이터는 

단지 내 개별 가구들의 총합이므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총 효과를 파

악하는 데 유용하다. 시간 범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다. 

  두 번째,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정보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첫 번째와 

달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세대가 분석 대상이다. 이 연구는 에너지기술평

가원의 「전력소비자 행태분석을 통한 에너지기술혁신 방안 연구」를 통해 확

보한 설문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가

구 중에서 약 1,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데이터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고 있는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

구와 적은 가구로도 나눌 수 있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 11월과 12월이다. 이 

기간은 계절 중 가을 및 겨울과 연결되며, 이 시즌이 가진 특징을 고려하여 분

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세 번째,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가정의 에너지 생산시설 확대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분석 대상이 첫 번째와 동일하게 아파트 단지이지

만, 공간적 범위가 서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2012년부터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 범위는 미니태양광 사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2014년부터 2016

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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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을 소개하고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한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가격 개입 방식을 검토하고, 행동경제학 이론 중 사회적 규범 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국내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규범 이론이 어떻게 적용

되고 있는지도 볼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

는 세 가지 연구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검토 및 정리한다. 첫 번째로, 이웃

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가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지 유무를 분석한 문헌

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연구들을 정리한다. 세 번째로, 가정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그 후에는 본 연구가 가진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은 본 연구가 국내 가정부문에 관한 연구이므로, 가정부문의 최종에

너지 및 전력 소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서울을 포함한 여

러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가정용 전력 소비량 현황도 정리할 것

이다.  

  제 4 장은 다섯 개 시도의 아파트 단지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에너지절

약형 고지서 사업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를 추정한다. 이 장은 고지서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는지 함께 분석할 것이다. 이 장은 분석을 위해 이중차분

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과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이 활용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고지서 사업의 개선 방향을 검토

할 것이다. 

  제 5 장은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가구의 전

력소비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가구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추정한다. 그 후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은 지역 고정

효과 모형을 활용하고,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은 프로빗(Probit) 모형을 

적용한다. 두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여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

보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비교 대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6 장은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이 연구는 제 2 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여러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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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이 장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정

책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종속변수가 개수일 때 주로 사용되

는 가산 자료 모형(count data model)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의 태양광 발전소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7 장은 앞에서 진행한 세 개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장에서 나

타난 연구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 8 -

서론

Ÿ 연구배경 및 목적 

Ÿ 연구대상 및 범위

Ÿ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Ÿ 에너지 절약 및 비가격 개입 정리 

Ÿ 사회적 규범 이론 및 사례 소개

Ÿ 각 장과 연결된 선행연구 고찰

국내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Ÿ 가정부문 최종에너지 및 전력 소비 현황

Ÿ 지역별 가정부문 전력소비 현황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 분석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및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로 

인한 미니태양광 설치 

영향 분석

Ÿ 아파트 단지별 전력 

소비량 데이터 활용

Ÿ 5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Ÿ 2011-2015년(5개년)

Ÿ DID 및 고정효과 모

형 활용

Ÿ 아파트 거주가구 대상 

설문데이터 활용

Ÿ 전국

Ÿ 2016년 11-12월

Ÿ 프로빗 모형, 지역 고

정효과 모형 활용

Ÿ 아파트 단지별 미니

태양광 설치 개수 데

이터 활용

Ÿ 서울

Ÿ 2014-2016년(3개년)

Ÿ 가산 자료 모형 활용 

결론 및 시사점

Ÿ 결론 요약

Ÿ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사점 제시

Ÿ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논의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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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에너지 절약과 비가격 개입 방식 

  가정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

다(Andor· Fels, 2018). 하나는 에너지 소비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에너

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전제품의 사용을 줄이거나 냉난방을 적게 사용하

는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행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야 하며, 습관이나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Han et al., 2013). 다른 하나는 제품에 대한 구

매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정에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단열제품이나 LED 등 에너지 효율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태양광 

모듈과 같은 에너지 생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적용이 쉽지 않다. Gillingham et al.(2009)은 시장 실패, 정보 문제, 행동 실패

가 사람들의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보았

다. 시장 실패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사회적 최적 결정과 사적 

최적 결정 사이의 편차(deviation)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Gillingham et al., 2018).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여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에 과소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석탄을 비롯한 전통에너지원은 온실가스 및 여러 대기오염 물

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악화시키지만, 이러한 비용이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절약의 중요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다. 정보 문제는 시

장실패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 및 효율에 관한 정보 부족

이나 비대칭 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행동 실패는 최근에 주목받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부터 

예측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체계적인 편향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

다(Shogren·Taylor, 2008; Gillingham et al., 2009; Gillingham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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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이러한 체계적인 편향으로 인해 에너지를 과소비하거나 에너지 효율

에 과소 투자하는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Gillingham et al., 2009).5) 소

비자의 제한된 주의(limited attention)는 에너지 효율 제품으로 인한 미래 에너

지 절약을 과소 추정할 수도 있다(Gillingham·Palmer, 2014). 사람들은 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한 인지적 오류로 인해, 에너지 비효율적인 제품의 비용을 과소 

추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Larrick·Soll(2008)은 사람들이 자동차 연비(mile 

per gallon)에 대한 인지적 오류로 인해, 연비가 가장 낮은 차량의 비용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6)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을 통해 다양한 개입 방식이 고안되고 있다. 개입 방식은 

연구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 다르다. Abrahamse et al.(2005)은 사전 개입

(Antecedent intervention)과 결과 개입(Consequence intervention)으로 구분하

였고, Steg·Vlek(2009)은 정보적 전략(informational strategy)과 구조적 전략

(Structural strategy)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Han et al.(2013)은 개입 방식을 

사전 개입과 결과 개입, 구조적 개입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사전 개입은 행동

의 결과 이전에 사람들의 지식 등을 변화시키는 방식이고, 결과 개입은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보적 전략은 동기 부여나 인식 등

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구조적 전략(개입)은 선택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변화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입 방식은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유무에 따라 가격 개입과 비가격 개

입으로도 나눌 수 있다. 가격 개입은 시장실패와 관련된 것으로, 에너지 가격에 

여러 환경적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효율 제품의 

구매를 증가시키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에너지 비효율적인 제품에 세금을 

매겨 가격을 높게 형성하는 것도 가격 개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격 개입은 

적용이 여러 면에서 쉽지 않다. 가격 인상은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부딪힐 수 

5) 다만, Gillingham et al.(2009)는 에너지 절약에서 행동 실패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행동실패로 인한 편향의 크기, 정보 및 다른 시장 실패와 구분, 행동 실패
를 다루는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미래의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다. 

6) Larrick·Soll(2008)은 미국의 연비 기준은 1마일 당 갤런인데, 사람들은 자동차 연비가 선
형으로 움직인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자동
차 연비가 16MPG인 차량에서 20MPG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과 34MPG인 차량에서 
50MPG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의 연비 차이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연료 절감이 더 많
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전자가 연료 절감이 더 많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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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금전적 보상 등은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나 예산의 문제로 인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Allcott, 2011a). 외재적 보상이나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

경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내재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행

동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Frederiks et al., 2015). 

  최근에는 비가격 개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이 중요한 수단으

로 대두되고 있다. 비가격 개입 방식으로는 정보나 피드백, 법적 규제 등이 존

재한다. 정보 프로그램은 정보 문제나 행동 실패로 인해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

에 관한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한다(Gillingham et al., 

2018). 에너지 분야에서 정보는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잠재량이나 에너지 절약 

사례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Gillingham et 

al, 2009). 특히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 사례가 의미가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따르는 경향이 있다(Han et al., 2013). 정보는 대중매체나 이웃 및 공동체 등

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미터나 인홈디

스플레이(In-home display)의 개발로 인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다.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보다 개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정보일수

록 행동 변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Ek·Söderholm, 2010). 정보를 어

떠한 메시지로 프레이밍(framing)하는가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를 수 있다

(Asensio·Delmas, 2015). 

  피드백은 에너지 소비 행동의 결과로써 얻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Van Raaij 

·Verhallen, 1983).7) 피드백은 그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관찰

하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Abrahamse et al., 2007). 피드백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기

준은 개인의 목표나 과거 자신의 행동, 이웃과의 비교 등이 될 수 있다. 개인의 

행동과 피드백에서 제시된 기준이 다를 경우, 개인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개입은 개인이 기준을 수용하고 가치를 부여할 때

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Karlin et al., 2015). 

  법적 규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업이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도록 

법적으로 제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소비증명제도나 단열기준 강화,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이 규제라고 볼 수 있다. 

7) 연구에 따라 정보와 피드백을 구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Abrahamse et al.(2005)은 정
보는 사전 개입, 피드백은 결과 개입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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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등도 주요한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의 인지적 편향을 고려하기도 한다. 미국의 연

료비 효율 기준(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은 사람들의 인지적 

오류로 인해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차

원에서 만들어졌다(Allcott, 2011b). 법적 규제는 세금이나 보조금 등 가격 개

입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Han et al., 2013). 

  비가격 개입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는 도구로는 행동경제학 및 심리학이 존

재한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이나 비이성적인 사고를 보이는 경

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경제는 인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정책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이 개인이나 사회적 

심리와 관련이 있는 내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인간이 의사결정에 있어 체계적 편향성(systematic biases)이 존재한다는 증거

는 Tversky와 Kahneman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된다(Tversky·Kahneman, 1974; 

Kahneman·Tversky, 1979). Tversky·Kahneman(1974)는 인간이 불확실성 하에

서 판단을 할 때, 휴리스틱(heuristics)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인지적 편향을 보

여준다. Kahneman·Tversky(1979)는 불확실성 하에서 사람들은 전통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

니며,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전망이론이란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준거점(reference 

point)을 중시하며, 손실과 이득의 양이 동일할 경우 손실에서 발생하는 비효용

이 이득에서 발생하는 효용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인간의 

손실회피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Kahnman et al.(1986)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며, 공평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표 2-1>은 에너지 소비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행동경제와 심리학 이론

을 정리한 것이다. Frederiks et al.(2015)은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편향(bias)으로 현상유지편향, 손실회피, 위험회피(risk 

aversion), 매몰비용(sunk cost), 시간과 공간적 할인율(temporal and spatial 

discounting),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등을 제시하였다. 규범적 

사회적 영향(normative social influence)이나 신뢰(trust), 내적이고 외적인 보상

(intrinsic and extrinsic rewards) 등도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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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수 있다. 행동경제를 통해 사람들의 편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제품에 투자하는 방안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론 정의 에너지 분야의 활용 방안

현상유지
기본옵션
(default)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진 행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새로운 행동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함 

친환경 프로그램을 기본옵션으로 
설정(예,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
기, 가전제품의 에코 모드를 기
본설정)

적당하기
(satisficing)

사람들은 정보가 과도하거나 복잡할 때 
최적 선택을 추구하기 보다는 최소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단순화 전략 필요(예, 에너지 절
약 정보 중 주요 방안을 단순 명
료하게 제공)

손실회피
사람들은 얻는 것의 가치보다 손해 보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음

에너지 효율 제품 구매 시 편익
보다 비용이나 손실회피가 가능
하다는 정보 제공 

위험회피
위험추구
(risk seeking)

확실한 이익이나 불확실한 손실에 직면할 
때는 보다 위험 회피적이고, 확실한 손실
이나 불확실한 이익에 직면할 때는 보다 
위험 추구적임

에너지 효율 제품의 낮은 위험성 
강조(예, 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
한 환불 보장/무료 체험 등)

매몰비용

사람들은 과거에 투자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까워하며, 미래 발생할 이득이 크지 않
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도 중
단하지 못함

비효율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위험 및 손실 등 강조(예, 
증가된 소비 및 전기요금 제시)

시간과 공간의 
할인율

사람들은 장기적인 편익을 주더라도 시간
이나 공간이 멀수록 가치가 낮다고 판단

에너지 절약의 장기적 성과 및 
즉각적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공

규범적 사회적 
영향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승인되거나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에너지 절
약 관행 제공(예, 에너지 절약 가
구와 비교)

내적이고 외적인 
보상

사람들은 내적(사회적 공평, 평등 등)이고 
외적(돈)인 보상이나 인센티브의 영향을 
받음. 재정적인 보상은 제거될 경우 금방 
원상태로 회귀. 

칭찬이나 인정, 사회적 승인 등 
비금전적 보상 활용

무임승차
(free-riding)

사람들은 공공재 특성을 갖는 경우 적은 
노력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동일한 편익
을 얻고자 함. 또한 개별일 때보다 공동일 
때 노력을 덜 함.

공유 그룹의 정체성 확립 및 에
너지 절약 참여 강조(예, 공동체 
절약으로 전기요금 감소)

<표 2-1>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심리학 및 행동경제 이론과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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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정의 에너지 분야의 활용 방안

신뢰
위험이나 비용편익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단순한 의사결정 휴리스틱으로 신뢰를 이
용.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을 신뢰. 

신뢰할 수 있는 자원(매체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정보 제공 

가용성 휴리스틱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개인의 
일화, 다른 이의 추천, 자신의 머리에 떠
오르는 것에 의존

소비자의 기억에서 쉽게 이용 가
능한 절약 방안 제시

떠벌림 효과
(Profess effect)

자신의 목표를 다른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느끼고 약
속을 더 잘 이행하는 현상

자신의 에너지 소비 절감 목표를 
공동체에 공개

틀짜기 효과
(Framing effect)

문제 표현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이
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 

사람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
는 프레임 제시

닻내림 효과
(Anchoring effect)

처음에 제시된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되어 그 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에너지 효율 제품의 할인 및 이
벤트 후 할인된 가격 제시  

공평함
(Fairness)

사람들이 올바르게 대우를 받거나 문제가 
수용 가능하도록 다뤄지는 것을 느끼는 
정도(extent). 

타 지역에서 대규모 발전소로 인
해 겪고 있는 문제(위험) 제시

Frederiks et al.(2015)에 추가적인 내용 포함

<표 2-1>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심리학 및 행동경제 이론과 활용 방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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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적 영향과 에너지 소비

1. 사회적 규범 이론

  본 연구는 인간의 심리 및 행동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 중 ‘규범적 사회

적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의 특성 중에는 다른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를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6가지 형태로 접근이 될 수 있다(Abrahamse·Steg, 2013). 

1)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정보나 피드백, 2)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 리더

(block leader), 3) 공적인 약속 형성(public commitment making), 4) 모델 활

용(modelling), 5) 피드백에 사회적 비교 활용, 6) 단체 성과를 피드백에 포함

시키는 것 등이다. 

  사회적 영향을 활용한 개입 방식 중 가장 대중화된 방식은 사회적 규범을 통

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Abrahamse·Steg, 2013). 이 개입은 개인이 공동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고려하여 행동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인에게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최성희·강

태훈, 2017). 주로 이웃과의 비교 정보가 사회적 규범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Schultz et al., 2007; Nolan et al., 2008; Goldstein et al., 2008). 사회적 규

범에 관한 정보는 개인이 자신의 생산함수를 잘 모를 경우 개인의 에너지 사용

에 대한 최적 수준을 학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은 에너지 사용의 

도덕적 비용8)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웃보다 에너지 사용이 많

을 때는 도덕적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적을 때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Allcott, 2011a). 사회적 규범에 관한 메시지를 받는 가구는 이러한 비용을 상

쇄시키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자 할 것이다(Price, 2015).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3단계로 구분될 수도 한다(Guo 

et al., 2018). 첫째 단계는 준수(compliance)이며, 이 단계에서 개인은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단

8) 도덕적 비용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지되는 행동을 선택할 때, 죄를 짓는 느낌

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Cox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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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인지(identification)로 개인은 다른 이들의 기대를 의식적으로 준수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내부화(internalization)이며, 개인은 이 단계에서 마음으

로 외부적 가치를 수용하고 사회적 규범을 개인적 규범으로 변화시키며, 장기

적으로는 사회적 규범을 길잡이로 간주한다. 

  사회적 규범은 서술적 규범(descriptive social norm)과 명령적 규범

(injunctive social norm)으로 구분된다(Cialdini et al., 1990). 서술적 규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 적용될 필요

가 있는 행동을 제시하여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은 이렇게 행동하니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와 같이 평서문 형태로 실현되

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정일권 외, 2014). 명령적 규범은 사람들이 의무적으

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규칙이나 믿음과 같다. 명령적 규범은 사

회적 제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명령적 규범은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의 구성요소 중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이라

고도 볼 수 있다(White et al., 2009). 주관적 규범은 개인에게 중요한 이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그 개인이 하길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에게 사회

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Schultz et al.(2007)은 사회적 규범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이 동시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

시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개입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웃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정보가 주로 적용되고 있다(Allcott, 2011a; Anderson et 

al., 2017). 미국 Opower의 Home Energy Report(이하 HER)는 사회적 규범

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Opower의 HER은 이웃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자신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2-1> 참조).9) 여기서 이웃은 비슷한 면적, 동일한 주택유형, 동일한 난방방식

을 사용하는 100가구를 의미한다. Opower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이

웃(상위 20%) 및 이웃 전체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각 가정의 소비량과 

비교한다. 이웃과의 비교 정보는 이웃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구의 경우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웃과의 비교 정보 자체는 서술적 

규범으로도 볼 수 있다. 

9)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그림 2-1> 형태의 고지서를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규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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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에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며, 적게 소

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느끼도록 명령적 규범도 활용하고 있다. HER

은 평균보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게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잘한 행동이라고 표현하여, 그 가구가 계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가구에게 ‘Great’과 두 개

의 웃음 표식, 평균보다는 적으나 상위 20%에 들지 못하는 가구에게는 ‘Good’

과 하나의 웃음 표식을 제공한다. 반대로 평균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구

의 경우 ‘Below average’와 찡그린 표식을 통해 그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HER은 에너지 소비량 비교 정보와 함께 가구별 맞춤형 에너지 절약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가구에게 제공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은 행동경제 이론 중 손실

회피 이론을 활용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절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Opower는 가정

에서 HER을 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이러한 양식

의 고지서를 보낸다. 이는 Opt-out 방식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

식은 사람들의 현상유지편향을 활용하여 HER 참여를 기본옵션으로 부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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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Ayres et al.(2013)

<그림 2-1> Opower의 과거 HER 디자인

  

  현재 Opower의 HER은 초창기에 비해 내용 및 디자인 면에서 많은 수정이 

이뤄졌다. Opower는 다양한 버전의 HER을 개발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Oracle, 2018). HER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

구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공하거나 리베이트와 같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름 및 겨울철에 따라 다른 HER 디자인이 

존재하며, 해당 시즌에 맞는 에너지 절약 정보나 냉방 및 난방 관련 에너지 소

비량 비교, 이상적인 온도 기준, 에너지 효율에 관한 사회적 통념 등도 소개한

다. Opower의 최근 고지서 양식은 부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A-1> 및 

<그림 A-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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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국내 사례

  국내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규범 이론이 적용된 사례로는 에너지절약형 아

파트 고지서 개선사업(이하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아파

트 주민들이 자신의 에너지 소비량을 쉽게 파악하여, 에너지 소비를 스스로 줄

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정부는 2011년에 서울시 내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12년

부터 수정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양식으로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그림 

2-2> 참조).10)

 

10) 시범사업 고지서 디자인은 선행연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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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최미경(2011), 홍종호 외(2017)

<그림 2-2> 일반 고지서 양식(왼쪽)과 현재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양식(오른쪽)

 

  정부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을 2017년까지 500백만 세대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표 2-2> 참조).11)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까지 아

파트 관리비고지서를 발행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절약형 고지서 디자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정된 아파트 관리비 업체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절약형 고지서를 보급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전산프로그램,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출력프로그램, 통계 

11)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보한 고지서 사업 참여 단지의 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 
500만 세대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도별로 중복되는 단지가 존재하여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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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제공, 사업홍보활동 등이 있으며, 각 사업 항목별로 지원 금액의 한도가 정

해져 있다(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지원공모 자료 참조).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목표 가구수(만 세대) 32 79 148 250 370 500
출처: 최성희·강태훈(2017,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재인용)

<표 2-2> 연도별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보급 목표 가구(누적)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는 일반 고지서와 다르게,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동

일 면적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 비교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 오른쪽 참조). 고지서 제일 위쪽의 반원 부분에는 이웃보다 전력 

소비량이 몇 퍼센트 많은지 혹은 적은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또한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이웃의 평균 전력 요금 및 열 요금 정보와 자신의 요금을 비교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12) 이러한 정보들은 각 가구에게 단지 내에서 통용되는 

소비량 및 요금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위쪽의 반원은 빨간색에서부터 초록색을 보여주며, 소비자에게 

자신의 전력 소비량이 이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잘한 것인지 혹은 못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웃 주민과 

비교 시 전력 소비량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전력 소비량이 

평균보다 적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보는 명령적 규범이라고도 볼 수 있다(김

지효, 2016). 중간 왼쪽 편은 거주자의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현재의 전력 및 

다른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보여준다. 

  아파트 단지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절약형 고지서가 

기본형(Default)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즉, 소비자가 고지서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출력되며, 소비자가 이를 변경하

고자 할 경우에만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정보 등이 제외된 고지서를 받게 된

다. 이 방법은 미국 Opower와 동일하게 행동경제 이론 중 현상유지편향을 적

용한 것으로,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성향을 반영

한 것이다.  

12)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열에너지 사용요금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용요금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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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 고찰은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세 가지 연구들과 관련된 논문들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규범을 고려한 고지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을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세 번째로, 

가정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함께 정

리하였다.

1.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연구

1) 해외 연구   

  해외 연구를 보면,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규범 이론을 이용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Nolan et al.(2008)은 설문 및 실험을 통해 가구의 에너지 절약을 유

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참여자에게 이웃의 절

약 노력, 비용 절약,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중 어떠한 요인이 에너지 절약에 

영향 미치는지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이 정보 중 어떤 정보

가 실제로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다

른 사람들의 절약 노력 정보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들의 

에너지 절약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ultz et al.(2007)은 실험을 통해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의 효과

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웃 평균보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가구는 이 정

보가 소비를 감축시키지만, 평균보다 소비가 적은 가구는 오히려 소비가 늘어

나는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를 초래한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전력소비

가 이웃보다 적은 가구의 부메랑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력소비에 

대한 평가(명령적 규범)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명령적 규범이 포함

될 경우, 전력소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Allcott(2011a)은 Opower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규범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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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HER을 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약 2% 정도의 전력소

비 감소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력소비가 2% 감소하는 것은 하루

에 약 0.62kWh가 감소하는 것이며, 이는 에어컨을 약 37분 동안 꺼놓는 효과

이다. 이러한 감소 효과는 전기가격을 단기적으로 11~20% 정도 올렸을 때의 

효과와 동일하다. 또한 고지서를 보내는 빈도가 높을수록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름과 겨울철의 절감 효과가 높았다. 전력소비가 평균보다 적은 가

구의 경우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Allcott(2011a)은 고지서에 명령

적 규범도 함께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Allcott·Rogers(2014)는 Opower의 HER이 전력소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HER을 받는 가구의 일별 전력소비 변화를 보

면, 처음에 이를 받을 때 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

도 원래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한 달 후 HER을 다시 받으면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반복되

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HER 제공을 멈출 경우 효과

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소비 감소가 습관화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HER을 

2년 동안 받다가 멈춘 가구는 HER을 계속 받는 가구에 비해 처리 효과가 낮

지만 그래도 50~60% 정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지서로 인해 에

너지 절약이 일정 부분 습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년 후에도 HER을 

계속 받는 가구의 경우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효과가 반복해서 발생하였다. 이

는 에너지 절약 습관이 일정 부분 습관화는 되지만 완전히 습관화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지서 사업의 효과가 가구나 지역,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Costa·Khan(2013)은 Opower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별 특성에 따라 고지서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

다. 이 연구는 참여가구의 환경인식이나 정치적 성향 등이 사회적 규범으로 인

한 절약효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13) Anderson et 

al.(2017)은 국내 한 대학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웃과의 전

력 소비량 비교 정보를 제시한 결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학생들

13) Costa·Kahn(2013)이 연구에서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이유는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공
화당에 비해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단체에 지원한다
든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환경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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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전력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yres et al. 

(2013)은 Opower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의 두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절감 효과에 차이가 존재한

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Harries et al.(2013)은 영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미국에

서 진행된 연구들에 비해 절감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그 이

유가 영국이 미국에 비해 가구의 전력소비가 적고, 전기난방을 사용하지 않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고지서로 인한 전

력소비 절감 효과를 사회적 규범만의 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이는 Allcott(2011a)과 같은 연구들은 이웃과의 비교 정보뿐 아니라 개인 

피드백 정보14)가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

보가 사람들이 피드백을 더 많이 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or et al.(2017)은 독일 주민을 대상으로 Opower의 HER과 유사한 고지

서를 보급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Opower의 HER과 유사하게 1년

에 4번 고지서를 공급하고, 이웃과의 전력소비 비교, 에너지 절약 정보 등을 제

공하였다. 반면, Opower와 달리 고지서에 개인에게 전력소비를 작년 대비 

10% 절감하라는 목표와 에너지 효율 제품 구매를 위한 가격 할인을 제공하였

다. 가구 규모별 전형적인 전력 소비량과 다른 가구에서 실행한 전력소비 행동

을 추천15)하는 것도 차이점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고지서로 인한 전력소비 절

감 효과는 약 0.7% 정도가 나왔으며, 이는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 

고지서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했을 때 1kWh 절약에 0.27달러가 나타

나, Allcott(2011a)의 0.01~0.05달러에 비해 훨씬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전력 소비량과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를 바탕으로 CO2 완화비

용을 추정했을 때, 독일은 미국의 3.7배였고, 우리나라도 3.2배로 높게 나타났

다. 특히 프랑스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완화비용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 국

가에 따라 이러한 고지서 양식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4) 개인 피드백 효과는 개인의 1년 동안의 전력 소비량 정보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다. 
15) 최근에 Opower의 HER에서도 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Allcott(2011a)의 연구에서 

활용한 고지서 형태에서는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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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연구 

  국내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을 소개하곤 있으나, 

실제 전력소비 절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

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시범사업 관련 연구와 현 고지서에 관한 연구

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3>은 시범사업에서 활용된 고지서 양식을 보여준다. 

시범사업의 고지서 디자인은 이웃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및 자신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자신의 전력소비 누진 구간, 절약 정보 등이 표기되어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11, 보도자료)
<그림 2-3> 시범사업의 고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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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2011)은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시범사업의 개발 과정과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고지서 변화로 인해 3개월간 

평균 8.9%의 에너지 절약 성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산업통

상자원부(2011)의 결과와 동일하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곳은 전력 소비량이 감

소하였지만, 전국적으로는 겨울철 기온이 낮아져 전력 소비량이 늘어났다. 이 

연구는 시범사업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 고지서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2%를 차지하였고, 고지서를 통해 전기를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98%나 되었다. 고지서를 받은 후 에너지 절약을 실천했

다고 응답한 비율도 97%로 상당히 높았다. 

  문재호·김장수(2013)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디자인 시각화 방안에 대해 검토

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고지서 양식과 시범사업의 양식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

과를 보면, 현 고지서 양식은 2012년 8월부터 5개월간 전력소비가 약 2%밖에 

절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이 현 에너지 고지서에 비해 에

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시범사업이 디자인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더 우수한 형태라고 평가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2014)의 에너지 절약 사례집을 보면, 현 에너지절약형 고지

서가 평균적으로 약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2-3> 참조). 다만,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시간적인 특성이나 기온 영향, 

고지서 참여 혹은 비참여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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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감량(kWh) 절감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1월 -340,195 -1,412 79.8% 0.3%

2월 -1,584,675 -6,575 -528.4% -2.2%

3월 -3,176,751 -13,182 -1482.1% -6.1%

4월 -1,781,397 -7,392 -857.1% -3.6%

5월 -1,237,574 -5,135 -649.5% -2.7%

6월 -856,229 -3,553 -390.0% -1.6%

7월 117,347 487 2.2% 0%

8월 -4,902,764 -20,343 -1777.4% -7.4%

9월 -157,901 -655 9.4% 0%

10월 -1,057,822 -4,389 -496.6% -2.1%

전체 합계 -14,792,339 -61,379 -6,099.6% -25.3%

월별 평균 -1,479,234 -6,138 -610% -2.5%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2014)

<표 2-3> 전년 동월 대비 절감량 및 절감률

  홍종호 외(2017)는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에 대한 개별 가구의 인식

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가구 1,0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약 70% 정도가 이

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

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가구 중 대부분이 이웃과의 비교 정보가 전력소비 절

감을 고민하도록 만들거나 절감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다만, 설문응답자들은 에너지절약

형 고지서 사업 참여 유무에 상관없이 자기 집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량에 더 

관심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고지서 사업의 절감 효과를 두 가지 데이터로 추

정하였으나, 데이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고지서의 효과에 대

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가정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적으로 가정부문의 전력 및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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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가구 특성, 주택 및 지역 

특성, 에너지 절약 행동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여

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영향 요인별로 정리하였다. 

1) 가구 특성

 

  가구 특성은 가구주 성별, 가구원 구성, 아이 여부 및 연령대, 소득수준을 중

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가구주 성별은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

지고 있는 사람의 성별을 의미한다. Huang(2015)은 대만 가구를 대상으로 분

석을 진행한 결과, 남성 가구주일 경우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ang(2015)은 여성이 전력을 더 절약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

편, Brounen et al.(2012)은 여성 비중이 높은 가구의 경우 가스 소비는 증가하

나 전력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는 에너지원별로 차이가 나타

나는 원인이 성별에 따라 편안함을 느끼는 열 온도 및 요리, 목욕 등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는 모성가구가 연료비 

및 난방연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태연·남수현, 2015). 

  가구원 구성은 이 가구가 결혼을 하였는지, 아이가 있는지, 부모와 함께 거주

하는지 등을 나타낸다. 이 변수는 가구원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성원

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Valenzuela et al., 2014; 

Huang, 2015; Brounen et al., 2012, 신동현 외, 2015; 노정녀, 2014). 한 가

지 흥미로운 점은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총 전력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1인당 

전력소비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구원수가 적은 가정이 에

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Huang, 

2015).   

  아이의 연령대도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Brounen et 

al.(2012)은 아이의 연령이 높을수록 컴퓨터 및 게임 장치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전력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닌텐도 효과(Nintendo-effect)라

고 불렀다. 노정녀(2014)는 5세 미만 아이가 존재할 경우 전력소비를 감소시킨

다고 분석하였다. 윤태연·남수현(2015)은 5세 이하 유아가 존재할 때 난방연료

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난방 전기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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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전기난방은 전자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유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스

나 열 난방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윤태연·남수현, 2015). 김

유란 외(2011)는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전력소비가 가장 많고, 중학생, 직장인, 

대학생이 그 뒤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재실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소득수준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Brounen et al., 2012; 

Huang, 2015; Valenzuela et al., 2014; 최문선, 2013; 윤태연·남수현, 2015; 

신동현 외, 2015). 다만,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력소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 이후로는 증가폭이 둔화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노정

녀, 2014). 또한 가전제품을 변수로 고려할 경우 소득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영

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Kavousian et al.(2013)은 전력소비와 

소득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가전제품을 변수로 고려한 것이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2) 주택 특성

  주택 특성으로는 건물형태, 주택면적, 현주택거주년수, 난방방식을 살펴보았

다. 건물형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을 의미한다. 

Brounen et al.(2012)은 아파트나 복층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난방 사용이 적

은데, 공동주택의 외부 노출 면적이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Longhi(2015)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아파트 등에 비해 가스와 전기 소

비가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문선(2013)과 노정녀(2014)도 아파트가 단

독이나 연립 및 다세대에 비해 에너지나 전력 소비량이 적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주택면적은 많은 연구에서 면적이 클수록 전력 및 에너지 소비가 높다는 결

과를 보여준다(Valenzuela et al., 2014; Huang, 2015; Brounen et al., 2012; 

최문선, 2013; 노정녀, 2014; 윤태연·남수현, 2015; 신동현 외, 2015). 주택면

적이 크면, 냉난방 시 많은 면적에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면적이 클수록 전등이나 가전제품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전

력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가 소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 여부를 의미한다. 이 특성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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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Longhi(2015)와 

Huang(2015)은 자가 소유인 가구에서 전력이나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집을 소유하는 가구는 임대 거주자에 비해 가전제품을 더 많이 소

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Huang, 2015). 반면, Valenzuela et al.(2014)은 

집을 소유한 가구가 세입자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

데, 자가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다. 

  현주택거주년수는 이사와 관련이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사를 자주 다녀 한 주택에 오래 거주하지 않을 경우, 살림을 간소화시키고 소

규모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박진의, 2016). 반대로,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할 경우 불필요하거나 에너지 비효율적인 가전제품이 계속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Valenzuela et al.(2014)는 한 주택에서 오래 살고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난방방식은 난방 에너지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Longhi(2015)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력요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n et al.(2015)도 

가스 난방을 사용할 경우 전력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연·강재성

(2015)은 전기보조난방을 사용할 경우 가스난방이나 지역난방을 덜 사용하여, 

가정의 겨울철 전체 난방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에너지 요

금 체계 상 전기요금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Huang(2015)은 TV, 건조기, 에어컨, 식기 세척기, 냉장고

가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n et al.(2015)

은 냉장고와 에어컨, 드라이기 사용 비중 등이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양광 발전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 전력소비가 감소하였다. 

Kavousian et al.(2013)은 냉장고 개수는 전력의 고정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전기온수기 및 전기 세탁물 건조대 등은 하루 최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에너지 효율적인 전등이나 이중창문 등은 낮은 전력소비와 관련이 

있었다. 

16) 특히 Kavousian et al.(2013)은 냉장고를 두 개 이상 보유할 경우, 평균적으로 오래된
(에너지 비효율적인)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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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특성

  지역 특성은 도시 규모와 지역 위치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도

시와 교외지역은 에너지 소비가 다를 수 있다. Huang(2015)은 도시 지역이 시

골 지역에 비해 전력소비를 많이 하며, 그 이유는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의 소

득이나 생활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

로 더 풍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Longhi(2015)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지역 위치는 지역별로 기온이 다를 수 있음에 착안한 것이다. 이 변수는 

Brounen et al.(2012)과 Huang(2015)의 연구에서 적용을 하였다. Brounen et 

al.(2012)은 네덜란드, Huang(2015)는 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로 에너지 

사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분석하였다. 특히 Huang(2015)은 지역의 위

치가 냉방 및 난방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냉난방도일을 대체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4) 에너지 절약 행위 

  에너지 절약행위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Longhi 

(2015)는 가구 구성원의 환경적 행동이나 인식이 에너지 소비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TV를 보지 않을 때 대기전력을 차단한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불을 꺼놓는 행위는 각각 전력소비를 9%, 가스 소비를 4% 정도 줄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을 위해 옷을 더 입는 행위는 가스 소비를 6% 정

도 낮도록 만들었다. 임기추·강윤영(2004)도 가정에서 대기전력 차단, 난방 적

정온도 유지 및 사용빈도 감소, 고효율 기기 사용 등의 에너지 절약 행동이 에

너지 소비량을 평균 약 5%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2-4>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구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있는 변

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에너지원은 총에너지, 전력, 가스/난방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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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요인

측정지표
에너지 소비 영향 유무

기존 연구총
에너지

전력
가스/
난방

수요관리
정책

사회적 규범
(피드백)

(-) (-)
전력: Allcott(2011a), Ayres et al.(2013), 
Costa·Khan(2013) 
가스: Ayres et al.(2013)

가구특성

가구주 성별
(여성)

(-) (+)
전력: Brounen et al.(2012), Huang(2015)
가스: Brounen et al.(2012)

가구원 구성
(가구원수)

(+) (+) (+)

총에너지: Valenzuela et al.(2014)
전력: Huang(2015), 신동현 외(2015), 노정
녀(2014)
가스: Brounen et al.(2012)

아이 여부 및 
연령대

(-)/(+) (+)

전력(+): Brounen et al.(2012)  
전력(5세 이하, -): 노정녀(2014), 윤태연·남
수현(2015) 
난방: 윤태연·남수현(2015)

소득수준 (+) (+)/(·) (+)

총에너지: Valenzuela et al.(2014), Longhi 
(2015), 최문선(2013)
전력(+) 및 가스: Brounen et al. (2012), 
Longhi(2015)
전력(·): Kavousian et al.(2013)

주택특성

주택형태
(아파트)

(-) (-) (-)
총에너지: 최문선(2013)
전력: Longhi(2015), 노정녀(2014)
가스: Longhi(2015)

주택면적 (+) (+) (+)

총에너지: Valenzuela et al.(2014), 최문선
(2013)
전력: Brounen et al.(2012), Huang(2015), 
노정녀(2014)
난방: 윤태연·남수현(2015)

자가소유 (+)/(-) (+)
총에너지(+): Longhi(2015)
총에너지(-): Valenzuela et al.(2014)
전력: Huang(2015)

현주택거주년수 (+) 총에너지: Valenzuela et al.(2014)

난방방식  
전기난
방(-)

난방: Fan et al.(2015), Longhi(2015), 윤태
연·강재성(2015)

가전제품 (+)
전력: Kavoisian et al.(2013), Huang(2015), 
Fan et al.(2015) 

지역특성
도시 규모(도시) (+) 전력: Huang(2015), Longhi(2015)
도시 위치 Brounen et al.(2012), Huang(2015) 

에너지
절약행위

다양한 방안 
존재

(-) (-) (-)
총에너지: Longhi(2015), 임기추·강윤영
(2004)
전력 및 가스 : Longhi(2015)

주: (+)는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영향, (-)는 전력소비를 감소시키는 영향, (·)는 유의하지 않음. 

<표 2-4> 가정의 에너지 소비 결정요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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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살

펴보았다. 가정의 태양광 설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비가격 요인과 가격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비가격 요인

  비가격 요인은 사회적 규범을 고려한 고지서 사업, 사회적 상호작용, 친환경

성 및 에너지 절약 행동에 대해 정리하였다. 

  (1) 고지서 사업의 효과 

  고지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웃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정보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llcott(2011a)에 

따르면, 사람들은 Opower의 HER을 받은 후 주로 전등을 끄거나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기, 온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한다. 

사람들은 창문 구멍을 막는다든지, 단열을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Ayres et al.(2013)은 HER을 받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날

이 일요일인 점에 착안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정 내 내구재(durable goods) 구

매보다는 사용 행동의 변화로부터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지서는 사람들의 에너지 효율 제품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Allcott·Rogers(2014)는 HER을 받는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에너

지 효율 제품에 대한 구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LaRiviere et al.(2014)은 고지서가 에너지 효율 제품의 구매로까지 이

어지지는 않았으나, 에너지진단 프로그램(energy audit program) 참여에는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웃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정보가 

포함된 고지서가 가정의 태양광 모듈 설치를 유도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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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 상호작용(이웃 효과)  

  이웃이나 공동체도 가정부문의 태양광 설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

존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은 태양광 발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설치를 기피하

던 이웃이나 지역주민들의 태양광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초창기

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은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라고 하며, 이들은 위험 

추구자(risk taker)라고도 볼 수 있다(Schelly, 2014). 이들은 자신이 가진 사회

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이들을 교육시키고 태양광 모듈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제품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공동체도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Schelly, 2014). Noll 

et al.(2014)은 공동체의 신뢰 네트워크와 사회적 연대가 개인의 행동 변화를 

촉진시켜 태양광 확산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지리적으로 결합된 공동체

는 다른 공동체에 비해 사회적 규범이 강하며, 더 개인적이고 빈번하게 상호작

용이 이뤄질 수 있다(Bauwens, 2016).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정의 태양광 설치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이웃이나 주

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Bollinger·Gillingham, 2012; Rai·Robinson, 2013; 

Richter, 2013; Graziano·Gillingham, 2015; Crago· Chernyakhovskiy, 2017). 

Bollinger·Gillingham(2012)은 미국의 지역(zip code)별 가정용 태양광 설치량을 

활용하여 이웃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주택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보급이 더 확산되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웃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결과도 제시하였다. Rai·Robinson(2013)은 가정에 태

양광을 설치한 36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이웃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웃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 지역에서 구매 의사결정에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렸다. Richter(2013)는 영국을 대상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치의 이웃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이 연구도 이웃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Graziano·Gillingham(2015)은 미국 Connecticut(CT) 지역을 대상

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웃 효과가 설치 지역에서 멀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반면, Islam·Meade(2013)는 이웃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분

석에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웃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나 단일 시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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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이용한 것이 효과의 유의성을 나타나지 않게 한 것으로 보았다.  

  태양광 설치에 공동체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Noll et 

al.(2014)은 지역 내 공동체나 비영리조직 등이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Graziano·Gillingham(2015)은 

Solarize라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태양광 설치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할 때, 태

양광 보급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Gillingham·Bollinger(2017)도 

Solarize 프로그램이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

러한 프로그램이 해당 지역에 입소문 효과를 만들어 내고, 그 지역이 아닌 다

른 지역에도 약하게나마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줬다. 태양

광을 가정에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공동체 프로

그램이 태양광 모듈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가구의 친환경성(에너지 절약 의식)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기존 에너지 절약 행위도 태양광 제품의 구매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Crago·Chernyakhovskiy(2017)는 친환경 인식으로 하이브리

드 자동차 등록 비중과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 지역의 민주당 투표율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의 친환경적인 인식이 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17) Ameli·Brandt(2015)는 OECD 11개 국가

를 대상으로 가구의 환경 행동과 태도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여,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18) 이 연구에서는 환경 NGO 가

입이나 에너지 절약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는 데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가구의 태양광 설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본 연구가 존재한다. 백종학·윤순진(2015)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미니태양광 설치에 대

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람들의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17) 미국에서 민주당을 투표하는 경우 공화당을 투표하는 사람에 비해 환경 인식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Costa·Khan, 2013).  

18) 11개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케나다, 칠레,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네덜
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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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요인

  가정 내 태양광 설치는 소득수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 설치비용, 

비용 회수기간, 일사량, 전기요금 등 다양한 가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과 가구의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1) 보조금 정책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자비용이 들며, 이는 일반 시민

들이 설치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이 가진 환경

적인 편익을 고려하여, 보급을 장려하고자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

금은 태양광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춰주고 비용 회수기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존

재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조금이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Kwan, 2012; Sarzynski et al., 2012; Crago· 

Chernyakhovskiy, 2017).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방식이 어떤 형태를 취하

는가에 따라 설치 효과에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Sarzynski et al.(2012)은 

세금 지원과 현금 지원 중에서 보조금이나 리베이트(rebate) 등 현금 지원 방식

이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Crago·Chernyakhovskiy(2017)도 리베이트 제도가 태양광 보급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소득수준

  현재 가정용 태양광은 가격이 상당히 높으며, 비용 부담이 가능한 가구에서

만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 Crago·Chernyakhovskiy(2017)는 소득수준으로 주택 

가격의 중앙값을 활용하였는데,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태양광 설치가 소득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Ameli·Brandt(2015)는 에너지 효율 제품 중 일부에

서는 소득수준이 높을 때 구매 가능성도 증가하였으나, 태양광이나 히트펌프 

등은 소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alcombe et al.(2013)은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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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설치를 증가시

키는 연구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연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표 2-5>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 요인

측정지표
영향 
유무

기존 연구

비가격 요인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

에너지사용행동: Allcott(2011a), Ayres et 
al.(2013)
에너지구매행동(+): Allcott·Rogers(2014)
에너지구매행동(·): LaRiviere et al.(2014)

사회적 
상호작용

이웃 효과 (+)/(·)

이웃효과(+): Bollinger·Gillingham(2012), 
Rai·Robinson(2013), Richter(2013), 
Graziano·Gillingham(2015), 
Crago·Chernyakhovskiy(2017)
이웃효과(·): Islam·Meade(2013)

공동체 효과 (+)
Graziano·Gillingham(2015), 
Gillingham·Bollinger(2017)

친환경성/
에너지 절약 행동

(+)
Ameli·Brandt(2015), 백종학·윤순진(2015), 
Crago·Chernyakhovskiy(2017) 

가격 요인
보조금 정책

현금(+), 
세금(·)

Kwan(2012), Sarzynski et al.(2012), 
Crago·Chernyakhovskiy(2017)

소득수준 (+)/(·)
소득수준(+): Crago·Chernyakhovskiy(2017)
소득수준(·): Ameli·Brandt(2015)

주: (+)는 설치를 증가시키는 영향, (·)는 유의하지 않음. 

<표 2-5> 가정의 태양광 설치 요인 정리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

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현재 국내 선행연구 중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의 전력소

비 감축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 효과를 추정한 연구도 아파트 단지

의 특성이나 시간에 따른 특성, 기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

가 존재한다. 이는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효과가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고지서 사업이 7년 정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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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지만, 효과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아파

트 단지 및 시간에 따른 특성, 기온 등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보

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

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재 고지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만, 어떠한 가구가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은지 혹은 적은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선행연구에

서 살펴본 것처럼, 가구의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실제로 이웃보다 전력 소비가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이웃보다 

적게 나오게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이웃과의 비교 정보에서 비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및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을 통해 이웃과의 전력소비 비교에

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고지서 사업이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Allcott·Rogers(2014)나 LaRiviere et al.(2014)이 고지

서가 에너지 효율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나, 태양광 

설치까지 살펴보진 않았다. 국내 연구에서는 에너지 고지서가 에너지 효율 제

품 및 에너지 생산 시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없다. 또

한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백종학·윤순진

(2015)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가 가정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

별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주택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외 연구에서 우편 번호별 태

양광 개수 데이터를 분석에 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아파트 단

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도 차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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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현황

제 1 절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 및 전력 소비 현황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 부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송, 가정, 상

업, 공공 순이다. 가정부문은 2016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17a, 2017b)

<그림 3-1>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2016년 기준)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에 16.7백만toe에서 2016년에 21.3백

만toe로 약 26.8% 증가하였다.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를 보면, 1990년대에는 

IMF 기간(1997-1999)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0년

대 이후에는 20백만toe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그림 3-2> 참조). 에너

지원별 비중 변화를 보면, 에너지원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도 있지만, 감소하는 것도 존재한다. 석유는 1990년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으나, 2000년대를 지나면서 소비가 점차 하락하고 비중도 축소된다. 반

면, 도시가스 및 전력은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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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 석유보다 소비가 적었으나, 2000년대부터 도시가스 및 전력 소

비가 석유를 추월하였다.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17a)

<그림 3-2>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추이(1990-2016년) 
  

  <그림 3-3>은 가정부문 전력 소비량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가정부문의 

전력 소비량은 1990년 대비 2016년에 약 273.1% 상승하였다. 전력소비는 

199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IMF 기간에도 최종에너지 소

비가 감소한 것과 달리 증가하였다. 전력소비는 2010년대에 60,000GWh를 넘

었으며, 2014년에 잠시 감소한 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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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17a)

<그림 3-3> 가정부문의 전력 소비량 추이(1990-2016년, 단위: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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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역별 가정용 전력소비 현황

  

  가정부문의 전력소비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그림 3-4> 참조). 서울 및 경

기의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다. 서울은 

약 13,312GWh(2016년 기준), 경기는 16,311GWh(2016년 기준) 정도를 소비

한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가정부문의 총 전력 소비량 중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17a)

<그림 3-4> 지역별 가정용 전력 소비량 추이(2010-2016년, 단위: GWh)

  지역별 가구당 전력 소비량19)은 <그림 3-4>와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인다. 

<그림 3-5>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가구당 전력 소비량이 평균 3,000~ 

3,500kWh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중에서는 경기, 인천, 울산, 

서울의 세대 당 전력 소비량이 많으며, 경기나 경남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의 가

구당 전력 소비량이 기타 시도에 비해 많다. 

19) 가구 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지역별 가구수로 나눈 결과이다. 
여기서 가구수는 최근 2차례 진행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시도별 연평균 증가율을 적
용하여 추계한 수치이다(e-나라지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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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력 소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2017a), 지역별 가구수는 e-나라지표에서 확보

<그림 3-5> 지역별 가구당 전력 소비량 추이(2010-2016년, 단위: kWh)

  지역별 주택당 전력 소비량20)을 보면, 가구당 전력 소비량의 분포와 거의 유

사하다(<그림 3-6> 참조).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주택당 전력 소비량이 다른 지

역보다 상당히 많아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서울이나 경기 등은 주택보

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21),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전력

소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 주택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지역별 주택수로 나눈 결과이다. 
주택수도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총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연도는 시
도로부터 주택수를 받아 산정된 수치이다. 가구 당 및 주택 당 전력 소비량을 함께 고려
한 이유는 주택보급률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주택수는 다가구구
분거처를 반영하고 있다.  

21)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인구수 × 100이며, 서울 및 경기는 주택보급률이 100미만으로 인
구수가 주택수에 비해 더 많다. 하지만 이 지역들도 연도가 지남에 따라 점차 주택보급
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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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력 소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2017a), 지역별 주택는 e-나라지표에서 확보

<그림 3-6> 지역별 주택당 전력 소비량 추이(2010-2016년, 단위: kWh)

  <그림 3-7>은 2010년 대비 2016년의 전력 소비량 변화를 지역별 가정용 총 

전력 소비량, 가구당 전력 소비량, 주택당 전력 소비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

이다. 2010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절약형 고

지서 사업이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미치지 않는 시점으로 구분하여 전력소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22) 이 

경우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나, 2011년은 전국적으로 대정

전이 발생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전력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뤄졌다. 

이는 일반적인 전력소비 경향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2010

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에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추정하였다. 

  지역별 총 전력 소비량의 변화율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전력소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력소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었고, 그 다음으

로 부산, 대구 순이었다. 제주나 인천, 경기, 광주 지역은 전력소비가 약 10% 

이상 증가하였다. 가구당 전력 소비량은 인천, 광주, 충남, 제주, 전남 지역만이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하였다. 주택당 전력 소비량은 인천과 광주

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2012년은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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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력 소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2017a), 가구수 및 주택수는 e-나라지표에서 확보

<그림 3-7> 지역별 가정용 전력 소비량 변화율(2010년 대비 2016년)

  전국적으로 가구당 및 주택당 전력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가구당 가구원수가 점차 감소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 기온 변화

에 따른 냉난방 사용 차이로 인한 영향일 수도 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처럼 지자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4장에서는 지역별 가구당 전력소비 감소에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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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전력소비 감

축 효과 분석

 

제 1 절 분석 개요

  이 장은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가 포함된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

서 사업이 전력소비 감축에 효과적인지 여부 및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은 이웃과의 전력소비 비교 정보가 포함될 경우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이다. 선행연구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규

범을 고려한 고지서를 받을 경우 전력소비를 절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고지서 양식이 사람들의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분석의 한계도 존재하였다.

  이번 장은 다섯 개 시도의 아파트 단지별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활용한다. 

다섯 개 시도에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경기가 포함된다. 아파트 단지 중에

서 비교적 세대수가 많은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 단지는 에너

지절약형 고지서 보급 사업이 시행된 곳과 시행되지 않은 곳으로 구분된다. 전

력 소비량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방법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DID)을 활용한다. DID는 정책의 시행 전과 후 및 처리 집단(참여집단)과 통제 

집단(비참여집단) 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때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유용한 분

석방법이다. 현재 확보한 데이터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을 구분할 수 있고, 정책 시행 전후 구분도 가능하여 이 방법을 활

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도 사용하였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가 진행된다. 2절은 분석데이터를 구체적으

로 정리하고, 3절은 DID와 고정효과 모형에 대해 살펴본다. 4절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효과 및 지속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결론을 정리하고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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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1. 아파트 단지와 고지서 사업 

  아파트 단지 데이터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참여 유무를 알 수 있으

면서,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이다. 연구기관에서 진행

한 설문은 개별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나, 설문 응답자의 에너지

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참여 유무는 알 수 없다. 아파트 단지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단지별 총 전력소비 절감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지서 사

업의 총 절감 효과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력소비가 이웃 평균보다 많은 가구

가 전력소비를 줄인 양과 이웃 평균보다 적은 가구가 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거

나 늘어난 양을 모두 합친 값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단지 내 세대수

로 나눌 경우에는 단지 내 가구당 평균 절감 효과가 된다. 

  이 연구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의무관리단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아

파트 단지는 세대수 등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단지로 구분된다. 의무관

리단지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이 거주하면서 승강기 또

는 중앙(지역)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

이 해당된다.23) 전국을 기준으로 의무관리단지는 14,644단지이고, 비중은 전체 

중 약 70.5%를 차지한다(국토교통부, 2017). 의무관리단지는 비의무단지에 비

해 아파트 단지 정보 및 전력 소비량 정보를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의무관리단지만

을 대상으로 세대수, 건축면적, 난방방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4)

  특히 이 연구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2011년 이전에 건설된 단지를 대상으

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별 전력 소비량 데이터가 2011년부터 제공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

다. 201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력 소비량 데이터가 없는 연도가 존재하여 균

형 패널이 아니게 된다. 다음으로,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이 2012년부

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 고지서 사업에 

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다.  
24) 다음에 나오는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의무관리단지만을 이야기하므로, 의무관리단지라는 

말 대신 아파트 단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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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아파트들은 처음부터 에너지절약형 고

지서를 주면 되므로 기존 고지서를 변경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이 

아파트들은 고지서 사업 시행 전의 전력 소비량 정보가 없어 사업의 효과 추정

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고지서의 효과에 신규 아파트가 가진 에너지 효율적인 

특성이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아파트 단지는 총 5,047개이다(<그림 4-1> 참

조). K-apt는 다섯 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7,867개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며, 

이 중 2011년 이전에 지어졌으면서 전력 소비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단지

가 약 64% 정도이다.25) 이 아파트 단지들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에 참여

한 아파트와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2,107개, 2,940개

이다. 사업에 참여한 단지를 참여시기로 구분하면, 2012년에 고지서 사업을 시

행한 단지(B)는 399단지이고, 2013년(C)은 241단지, 2014년(D)은 770단지, 

2015년(E)은 697단지이다(<그림 4-2> 참조). 

<그림 4-1>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 비참여 및 참여 아파트 단지 수

<그림 4-2> 연도별 사업 비참여(A) 및 

참여(B-E) 아파트 단지 수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참여단지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그림 4-3> 참조). 2012년에 399단지, 2013년에 640단지, 2014년에 

1,410단지, 2015년에 2,107단지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고 있다.   

25) 분석 대상에는 주상복합 단지도 제외되어 있다. 주상복합 단지의 전력 소비량은 가정용 
외에 상업용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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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연도별 고지서 사업 누적 참여 단지 수

2. 5개 시도와 고지서 사업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경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서, 에너지절약형 고지

서 사업이 확대된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고지서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와 참여

하지 않는 단지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용이하다. 

  지역별 아파트 단지 수는 <그림 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은 1,361

단지, 인천은 466단지, 대구는 404단지, 대전은 281단지, 경기는 2,535단지이

다. 지역별 전체 아파트 수와 표본 수를 비교했을 때, 서울의 표본 수는 전체 

대비 60.6%, 인천은 62.2%, 대구는 52.5%, 대전은 67.7%, 경기는 68.7%이다. 

<그림 4-4> 시도별 아파트 단지 표본 및 전체 의무관리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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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는 각 지역의 고지서 사업 참여 단지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서울, 경기, 대전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들은 2012

년에 참여한 아파트들이 많고, 2013년에 신규 참여가 줄었다가 2014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2014년에 집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천은 2013년도에 참여가 가장 많았다. 

<그림 4-5> 각 시도의 연도별 고지서 사업 참여 및 비참여 여부 

3. 전력 소비량과 고지서 사업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의 전력 소비량 데이터(2011-2015)를 활용한다. 아파

트 단지의 전력 소비량은 단지 내 세대에서 소비하는 전기와 승강기, 단지 내 

조명, 관리사무소 등 공용 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데이터개방 사이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건축데이터개방 사이트는 건물 

주소 및 전력 소비량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국내 모든 아파트 단

지의 전력 소비량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대상단지 중에서도 일부 

아파트만 정보를 제공한다.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는 열 요금 비교 정보도 포함

하고 있지만, 이 사이트에서 전기 및 가스 정보만 공급하고 있어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가스 정보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가스 공급업체에서 자

체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이웃과의 비교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26)  

26)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받지만, 한국전력이 아파
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게 전력요금 고지서를 공급하지는 않는다. 아파트 단지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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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축데이터개방 사이트에서는 월별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

으나, 아파트 단지별 고지서 사업 참여 시기 정보가 연도별로 구축되어 있어 

부득이 연간 데이터로 정리하였다. 또한 현재 2016년까지 전력 소비량 정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2016년부터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공개하여 표본 중 절반 이상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

는 표본수를 늘리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력 소비량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아파트 단지별로 전력 소비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

하고 있으므로 패널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전력 소비량 데이터는 연도별 총 전력 소비량을 세대수로 나

눠, 단지별 가구당 전력 소비량으로 사용하였다. 가구당 전력 소비량으로 치환

하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로 인한 가구당 평균 감축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Allcott(2011a)을 비롯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결과 값을 비교하

는 데에도 용이하다.  

  <그림 4-6>은 각 시도의 연도별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을 비교한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

는 아파트 단지 중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고 있는 단지의 전력소비가 줄어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뒤에서 살펴볼 냉난방도일의 변화와도 

관련이 될 수 있다.   

<그림 4-6> 각 시도의 연도별 평균 전력 소비량(2011-2015년)

업체가 전력 소비량 정보가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를 개별 가구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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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은 전체 아파트 단지, 비참여(A) 및 참여(B-E) 그룹의 연도별 전

력 소비량 추이를 보여준다. 모든 그룹에서 2011년 이후로 전력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7> 전체 아파트 단지 및 각 그룹의 연도별 전력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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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온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냉난방도일을 사용하였다. 냉난방도

일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시도별로 기온이 다를 

수 있음에 착안하여, 시도별 냉난방도일 값을 적용하였다. 특히 경기의 경우에

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난방도일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2012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그림 4-8> 참조). 경기북부의 난방

도일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다. 냉방도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난방도일과 달리 냉방도일

은 대구가 가장 높고, 경기북부가 가장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8> 각 시도별 난방도일(왼쪽) 및 냉방도일(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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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참여는 단지 내 주민들에게는 외생적으로 주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고지서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선택을 하여 

보급이 결정되는 형태가 아니라, 고지서 사업 대행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지

원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의 보급은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을 통해 보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참여 여부는 내생성의 우려가 없는 처치(treatment)라고 

볼 수 있다. 

  DID는 사업이나 정책이 외생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대

표적인 방법이다(윤윤규·강동우, 2015). 이 방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집단(처리집

단) 및 적용되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간의 차이와 정책 적용 시점 이전 및 이

후의 차이를 이용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DID를 적용하면 집단과 시기별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시점과 다수의 처리집단

이 존재할 경우 일반화된 이중차분법(Generalized Difference in Differences)이 

활용된다(강창희 외, 2013). 

  <표 4-1>은 본 연구의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 참여 및 비참여 집단을 연

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집단과 시점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사

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화된 이중차분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비참여(A) 2012(B) 2013(C) 2014(D) 2015(E)

2011 0 0 0 0 0

2012 0 1 0 0 0

2013 0 1 1 0 0

2014 0 1 1 1 0

2015 0 1 1 1 1

<표 4-1> 각 집단의 연도별 정책 적용(d) 여부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Wooldridge·Imbens(2007)를 참고하였으며, 연도 

고정효과와 개체 고정효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화된 이중차분법 모형

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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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종속변수인  는 각 아파트단지(i)의 연도별(t)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전력 소비량에 로그를 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독

립변수인  는 특정 아파트 단지(i)의 t시점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적용

여부를 나타내는 처치변수이다. 는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이고, 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고정효과27)이다. 특히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는 전기요금의 영향을 

포함한다. 모형에 시간 및 개체 고정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이원고정효과

(two-way fixed effects) 모형이라고도 부른다. 이원고정효과 모형은 패널 개체

의 이질성과 시간의 이질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인

식·최필선, 2012). 본 연구는 개체 간 이질성과 시계열 자기상관이 존재하나, 

시간 및 개체 고정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마지

막으로,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이 지속적인 감축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를 살펴보고자 시차변수도 활용하였다. 

 

ln            

 

  여기서 종속변수와 시간 고정효과, 아파트 단지 고정효과, 오차항은 기본 모

형과 동일하며,    와      변수를 추가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 변수들은 고지서 사업의 지속적인 감축 효과를 보여준다.28) 은 고

지서로 인한 즉각적인 감축 효과를 나타내고, 은 고지서 사업이 1년 지난 시

점에서의 효과, 는 2년 지난 시점에서의 효과를 의미한다.29)  는 1년이 

27) 여기서 아파트 단지의 고정효과를 고려하였다는 것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고유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단지마다 존재하는 내재적 특성(세대수, 건축년도, 건
축면적, 난방 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값이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내재적 특
성은 고정효과를 사용할 경우 큰 의미가 없는 변수가 된다.  

28) t-1이 아닌 t+1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 생각하고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9) 은 전년도 고지서 사업이 올해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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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점에서의 총 절감 효과,   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총 절감 

효과이다. 

  본 연구는 개체 간 이질성으로 인한 계수의 편향된 표준오차(biased 

standard error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활용하였다. 군집단위는 읍면동이다.  

2년 전의 고지서 사업이 올해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의미한
다. 이를 미래의 관점으로 보면, 본문과 같이 해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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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결과 및 해석

  이번 장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를 파

악하기에 앞서, 비참여 집단과 참여 집단들 간의 전력소비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비

참여 집단과 참여 집단 전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을 때, 두 

집단 간 소비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참여 집단을 세

분화시켜서 비교했을 때에도 비참여 집단과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  

 

1. 고지서 사업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 분석 결과

  <표 4-2>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당해 연도 

시행은 해당 사업이 2012년에 시행되었을 경우, 당해인 2012년을 사업시점으

로 보는 것이다.30) 다음 연도 시행은 해당 사업이 2012년에 시행되었다면, 다

음 해인 2013년을 사업이 적용된 시점으로 본다. Ⅰ과 Ⅲ은 냉난방도일을 고려

하지 않은 것이고, Ⅱ와 Ⅳ는 냉난방도일을 고려한 상황에서 분석을 진행한 것

이다. 본 연구는 냉난방도일을 고려한 Ⅱ, Ⅳ를 중심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30) 현재 이 연구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시행연도 정보만 확보하여 이 사업이 연초
에 시행되었는지, 혹은 연말에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만일 이 사업이 모두 1월
에 진행되었다면, 시행된 연도(당해 연도)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
만 이 사업이 연말에 시행되었다면, 당해 연도 고려는 사업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짧
아서 고지서 사업의 효과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다음 해에 사업이 진행
되었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해를 사업 시점으로 고려하면, 고지
서 사업 참여 단지가 12달 동안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당해부터 적용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을 
2015년에 시행한 아파트 단지도 대상에 포함되나, 다음 해를 시행시점으로 볼 경우에는 
2015년에 사업을 시행한 아파트 단지는 분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그래서 두 모형
의 표본수가 약 700단지 정도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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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당해 연도 적용 다음 연도 적용

Ⅰ Ⅱ Ⅲ Ⅳ

고지서 효과
-0.0045***

(0.001)

-0.0044***

(0.001)

-0.0062***

(0.002)

-0.0061***

(0.002)

냉난방도일
냉방도일

X O X O
난방도일

연도 고정효과 O O O O

개체 고정효과 O O O O

관측치(그룹 수) 5,047 5,047 4,350 4,350

Within R2 0.5375 0.5383 0.5290 0.5298
주 :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괄호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표 4-2> 고지서 사업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 분석 결과

  고지서 사업의 효과를 보면, Ⅱ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가구당 평균 0.44%

의 전력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Ⅳ는 약 0.6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 연도를 사업 시행 연도로 적용한 Ⅳ는 한 해 동안의 사업 효과를 모두 포함

하여 절감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0.44~0.61% 감축은 가구

당 1년에 약 20~29kWh 정도 전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다. 특

히 전력 소비량 데이터가 공용 전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재 결과가 조금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해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

적 규범을 적용한 개입 방식이 국내에서도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홍종호 외(2017)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홍종호 외(2017)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고 있는 설문응답자 중 대다수가 이웃과의 전력 소비

량 비교 정보로 인해 전력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로 고지서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를 증명하였다. 이 결과는 해외 연

구 중 Andor et al.(2017)에서 나타난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ndor et al.(2017)은 이웃과의 전력소비 비교 정보가 포함된 고지서로 전력소

비를 0.7%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31) 

31) 다만, Andor et al.(2017)은 Allcott(2011a) 등 Opower와 관련된 연구와 효과를 비교하
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Andor et al.(2017)은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를 포함하
나 가정의 과거 전력 소비량 정보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Opower에서 제공하
는 정보 외에 추가로 목표 제공 등 여러 정보를 고지서에 포함시켜 절감 효과를 분석하
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Opower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일부만 제공하고 있고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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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결과는 Allcott(2011a)이나 Ayres et al.(2013) 등 Opower의 데이

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개입의 효과를 추정한 연구보다 절감 효과가 낮게 나타

났다. 두 연구는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를 포함한 고지서로 인해 평

균 1.2~3.4% 정도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1년에 전력소비를 최소 

148kWh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절감 효과가 약 

0.4~0.6%로 해외에 비해 약 2~8배 정도 효과가 낮게 나타났고, 절감된 양으로 

변환하면 약 1/5~1/7 정도 수준이었다.32)

  이러한 감축 효과의 차이는 국가별 가정부문의 전력 소비량 차이에서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가정부문의 전력 소비량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

이며, 이로 인해 감소시킬 수 있는 양 자체도 적다. 이는 Harries et al.(2013)

이나 Andor et al.(2017)에서도 제기한 내용이다. <그림 4-9>를 보면, 우리나

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는 2015년 기준 1명당 1.3MWh이며, OECD 국가 

중 26번째 순위다. 반면, 미국은 4.4MWh로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할 정

도로 전력 소비량이 많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출처 :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IEA(2017), 총인구는 국가통계포탈(KOSIS)에서 확보 

<그림 4-9> OECD 국가별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1명당 MWh) 

고려 요소가 없어서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32) 국내 전력 소비량 정보가 공용 전기를 포함하여 효과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더

라도, 감축량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아파트 단지 전력 소비량 중 가구의 총 
전력 소비량과 공용 전기의 비중은 파악이 어렵다. 다만, k-apt에서 공개하는 아파트 단
지별 전기료를 봤을 때, 공용 전기가 평균 1/3~1/4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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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의 효과 차이는 우리나라와 Opower의 고지서 

디자인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형 고지서는 Opower에서 제공한 고지서에 비해 내용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Opower의 경우 이웃의 평균 전력 소비량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구

의 소비량과도 함께 비교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가구와의 비교 정보는 이웃 

평균보다는 전력을 적게 소비하지만 에너지 효율적인 가구보다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의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오프라인 고지서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가구의 전력 소비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33)  

  국내 고지서가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Opower는 이웃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절약방법이라는 대안도 제시한다. 이러한 절약 방법은 전력소비를 줄

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정재환·강승진(2017)은 가구가 전기절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와 함께 절약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하지만 국내 고지서는 이러한 절약 방법이 포함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절약 행동이 적을 수 있다. 

 

2. 사업 효과의 지속성 분석 결과

  <표 4-3>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지

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4-2>와 마찬가지로, 고지서 사업을 당해 연도

부터 적용했을 때와 다음 해부터 적용했을 때의 효과를 함께 정리하였다. Ⅰ과 

Ⅲ은 고지서 사업을 시행한 후 1년이 지났을 때의 효과를 살펴본 것이고, Ⅱ와 

Ⅳ는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의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 시행연도를 언제로 하는가에 따라 결과 값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Ⅰ을 보면, 이 사업이 시행된 시점에서 전력소비가 

0.30% 감소하고 1년 후에 추가로 0.37% 감소한다. 즉, 1년 후에 감소되는 총

량은 약 0.67%이다. Ⅱ에서는 전력소비가 처음에 0.32% 감소하고 1년 후 

3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이지스엔터프라이즈에서 관리하는 웹 사이트나 아파트아이
(APTi)라는 앱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구와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력 소비량이 평균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좋고 나쁨을 평가
한다. 하지만 오프라인 고지서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이 앱을 
활용하는지도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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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2년 후 0.38% 정도 감소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년 후 총 감소될 양은 

0.96%이다. 즉, 고지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반등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전력소

비가 일정한 폭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Ⅲ에서는 사업 시행 후 바로 0.51%가 감소하고 다음년도에 0.33%가 

추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난시점에서 전력소비가 총 0.84% 

줄어든 것이다. Ⅳ에서는 처음에 전력소비가 0.50% 줄어들고 1년이 지난 후에

는 추가로 0.37% 감소한다. 다만, 2년이 지난 시점을 나타내는 변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지서 사업의 시작시점을 1년 

후로 잡으면서 시계열이 짧아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절약

형 고지서는 전력소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차 년도의 감축양이 시행

연도보다 줄어든 것은 사업 시행연도에 이미 어느 정도 전력소비를 절약하여, 

1년이 지난 후에는 절약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설명변수
당해 연도 적용 다음 연도 적용

Ⅰ Ⅱ Ⅲ Ⅳ

고지서 효과()
-0.0030**

(0.001)

-0.0032***

(0.001)

-0.0051***

(0.001)

-0.0050***

(0.001)

시간에 따른 

차이

1년 후 효과()
-0.0037**

(0.002)

-0.0026*

(0.001)

-0.0033*

(0.002)

-0.0037**

(0.002)

2년 후 효과()
-0.0038*

(0.002)

0.0011

(0.002)

냉난방도일
냉방도일

O O O O
난방도일

연도 고정효과 O O O O

개체 고정효과 O O O O

관측치(그룹 수) 5,047 5,047 4,350 4,350

Within R2 0.5385 0.5386 0.5299 0.5299
주 :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괄호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표 4-3> 사업 효과의 지속성 분석 결과

  

  사업 시행연도를 당해 연도로 볼 경우 아파트 단지 중 연말에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을 시작하는 곳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고지서로 인한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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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인 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 다음 연도에 시

작한 것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음 연도

를 시행 시점으로 볼 경우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의 참여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

에 2년 이후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는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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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및 토의

  본 연구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규범을 고려

한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아파

트 단지의 전력 소비량 데이터(2011~2015년)를 활용하였고, DID 및 이원고정

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는 가정의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였고,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전력소비 비교 정보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비가격 개입 방식이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Opower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연구보다는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가구의 전력소비가 미국에 비해 효율적이고 국내 고

지서 디자인이 Opower에 비해 미흡한 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웃과의 비교는 전력 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

재 도시가스의 경우 과거 소비량 추세 정보는 제공하고 있으나, 이웃과의 소비

량을 비교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만일 도시가스도 수요관리가 필요하게 

된다면, 이 정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정보는 고지서 뿐 아니라 스마

트 미터나 스마트 홈 시스템 등에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신규 아파트를 중

심으로 이러한 기술이 점차 보급되고 있다.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가 

전력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시스템에 이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전력소비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보이나, 보다 

높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Opower의 HER에 포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지서에 개별 가구에 맞는 구체적인 절약 방안을 

제시한다면, 일정 부문 절약효과가 향상될 수 있다(Ek․Söderholm, 2010; 정재

환·강승진, 2017). 개별 소비자의 소비량에 맞게 태양광 모듈 설치나 LED 전등 

교체, 대기전력 차단에 따른 전력 감소 효과 등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고지서에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

는 가구와 비교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보는 평균보다는 소비

가 적으나 에너지 효율적인 가구보다는 소비가 많은 가구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적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HER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행동경제나 심리학34)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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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 회피와 프레이밍 효과를 고려하여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다. Asensio·Delmas(2015)는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이 아

이들의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했을 때, 전력소비 절감 효과

가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아이를 가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국내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사람들의 이러

한 성향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Opower의 정보를 

추가하거나 행동경제 및 심리학 이론을 활용할 경우, 실험을 통해 먼저 사람들

의 반응이나 효과를 지켜보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없이 일괄

적으로 정보를 추가한다면, 개입의 효과가 없거나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경

우 비용만 발생할 것이다. 

34) <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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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및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
 

제 1 절 분석 개요

  이번 장은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에 포함된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에서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고지서에서 비교 대

상은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사회적 규범을 고려한 고지서

는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만 전력을 줄이도록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는 전력 다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 가정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에너지를 낭

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나, 가구 특성상 전력소비가 이웃보다 적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을 통해 비교 대상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먼저, 가구

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가구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요

인을 추정한다. 이 연구는 가구 및 주거 특성, 난방 및 취사 특성, 에너지절약

형 고지서 참여 여부, 에너지 절약 행동, 가전제품 보유량 등 가구의 전력소비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이 분석 후에는 에너지절약형 고지

서를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두 연구 결과를 비교한다면, 비교 대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데이터로는 홍종호 외(2017)의 설문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설문

은 전국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약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지역 고정효과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이 사용된다. 지역 고정

효과는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에 활용된다. 특히 이 연구는 지역 임의

효과(random effect)로도 분석을 진행하며, Hausman 검정을 통해 두 모형 중 

적절한 모형을 선정할 것이다. 프로빗 모형은 이웃 대비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구의 특성 분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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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가 진행된다. 먼저, 2절에서는 분석에 활

용되는 설문데이터를 소개한다. 3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모형인 지역 고

정효과 모형과 프로빗 모형을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

요인과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

며, 두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해볼 것이다. 5절에서는 결론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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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이번 장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전력소비자 행태분석을 통한 에너지기술혁

신 방안 연구」 과제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다(홍종호 외, 

2017). 이 설문은 가구의 전력소비행태, 비가격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인식 및 반

응 분석, 분산전원 및 신기술 관련 인식과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국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대상이며, 2017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진행

하였고, 설문응답자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설문은 각 응답자에게 자신의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웹에 올리도록 하여,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참여 유무를 확인할 뿐 아니라 전력 소비량 정보

의 정확성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은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와 경기 등 9개 광역자치단체, 세종을 포함

하여 17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별로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비중을 할

당하였다. 이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1,032명이며, 이들은 무작위 추출을 전

제하였을 경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 포인트이다. 설문에 참여

한 가구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가 포함된 

집단과 포함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 설문은 2016년 11월과 12월 전력 소비량 및 2015년도 12월 전력 소비

량, 2016년 12월의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한다.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고 있

는 가구를 대상으로 단지 내 평균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거나 적은지 여부 

및 몇 % 많거나 적은지에 대한 정보도 존재한다. 또한 가구 및 주택특성, 난방 

및 취사 정보, 이웃과의 전력소비 비교 관련 정보, 에너지 절약 인식 및 행동 

관련 정보, 가전제품 보유 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다.35) 

  먼저, <표 5-1>은 가구 및 주택특성과 난방 및 취사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

다. 가구 특성에는 가구주의 성별, 가구원수, 자녀 수, 가족구성원 전체의 월평

균 소득이 포함된다. 주거 특성으로는 거주 주택의 소유 여부, 거주 주택의 면

적, 1층 여부, 현주택거주년수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난방 및 취사는 전기난

방 및 전기취사 여부, 하루 취사 준비 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35) 이 설문은 더 많은 정보가 포함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정보만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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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변수 특성

가구 특성

가구주 성별 남성 1, 여성 0

가구원수 연속형 변수

자녀 수 

유아~초등학생

연속형 변수중고등학생

대학생

가족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300~599만원, 

600~899만원, 900만원 이상

주거 특성

거주 주택의 소유 여부 자가 소유 1, 그 외 0

거주 주택의 면적(m2) 연속형 변수

아파트 층수(1층 여부) 1층일 경우 1, 그 외 0

현주택 거주년수 연속형 변수

난방 및 취사 

전기난방 여부 전기난방 시 1, 사용안할 시 0

하루 취사 준비 수 
3일에 1번 – 0.3, 2일에 1번 – 0.5,

1일 1번 – 1, 1일 2번 – 2, 1일 3번 – 3

전기취사 여부 전기취사 시 1, 사용안할 시 0

주: 거주 주택의 소유 여부에서 그 외는 전세나 임대 등이 포함된다. 

<표 5-1> 가구, 주택, 난방 및 취사 특성

  <표 5-2>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에 관한 변수이다.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고 있는지 유무, 이웃과의 비교 시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거나 적은지 여부, 

이웃보다 얼마나 많거나 적은지 여부, 이웃보다 적거나 많은 소비 규모의 지속

성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이웃 평균보다 전력 소비량이 많거

나 적은지 여부는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

용된다. 

변수 변수 특성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여부 참여 시 1, 비참여 시 0

이웃보다 많거나 적은지 여부 많을 경우 1, 적을 경우 0

이웃보다 얼마나 많거나 적은지 몇 % 많거나 몇 % 적은지로 표기

이웃보다 많거나 적은 소비 규모의 지속성 여부 2016년 12월 이전에도 많거나 적었는지 

<표 5-2>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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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은 에너지 절약 관련 인식 및 행동에 대한 변수를 보여준다. ‘전기

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는다’, ‘세탁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둔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 행위에 대한 것

이다. 반면, ‘집에 있을 때 시청여부와 상관없이 TV를 켜놓는 편이다’는 에너지

를 낭비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4가지 사항은 행동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으며,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고지서를 꼼꼼히 보는 

편이라는 항목은 고지서를 구체적으로 볼 경우 에너지 소비에 더 민감할 것으

로 판단하여 포함시켰다. 가전제품 구입 시 가능하면 용량이 큰 제품을 구입한

다는 것은 용량이 클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을 수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변수 변수 특성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는다 동의 여부 - 4점 척도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동의 여부 - 4점 척도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둔다 동의 여부 - 4점 척도

집에 있을 때 시청여부에 상관없이 TV를 켜놓는 편이다 동의 여부 - 4점 척도

고지서를 꼼꼼히 보는 편이다

아예 안보거나 금액만 

보는 편 – 0

꼼꼼히 보는 편 – 1

가전제품 구입 시 가능하면 용량이 큰 제품을 구입한다
작은 제품 – 0

큰 제품 - 1
주 : 동의 여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으면 1점, 대체로 동의하지 않으면 2점, 대체로 
동의하면 3점, 매우 동의하면 4점으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음.  

<표 5-3> 에너지 절약 인식 및 행동

  <표 5-4>는 설문에서 고려한 가전제품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는 가을과 

겨울철이라고 볼 수 있는 11월과 12월의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을 

및 겨울과 관련된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고려하였다. 즉, 가습기나 난방 등에 중

점을 둔 반면, 제습기나 에어컨 등 냉방 용품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대

부분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핸드폰 등

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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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가전제품 특성

TV LCD, LED, 3D, 일반형 포함

세탁기 드럼형 및 일반형 포함

냉장고
일반냉장고 양문(일반형) 및 양문(홈바형) 포함

김치냉장고

컴퓨터 데스크탑, 노트북, 테블릿PC

공기청정기

가습기

전기인덕션

전기난방제품 전기온돌침대, 전기난로, 전기장판 포함

핸드폰

<표 5-4> 가전제품 보유

  <그림 5-1>는 2016년 11월과 12월의 지역별 난방도일을 나타낸다. 설문에

서는 17개 지역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18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경기

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누었고, 강원의 경우 영동과 영서로 분류하였다. 

세종시의 난방도일은 충청남도와 동일하다. 난방도일은 모든 지역에서 11월에 

비해 12월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5-1> 지역별 난방도일(2016년 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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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및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가구의 전

력소비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지역 고정효과 모형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이

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에 활용되는 프로빗 모형을 살펴볼 것이

다. 

1. 지역 고정효과 모형

  본 연구는 가계부문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Longhi(2015)가 제시

한 모델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축하였다.36)

ln          

  ln는 월 번째 가구의 1인당 전력 소비량에 대한 로그변환 값이다. 

는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가구주 성별, 가구원수, 자녀 수, 가족구

성원의 월평균 소득이 포함된다. 는 가구의 주택특성과 난방 및 취사를 나

타내는 변수이며, 거주 주택의 소유 여부, 아파트 면적, 1층 여부, 현주택거주년

수, 전기 난방 여부, 취사 횟수, 전기 취사 여부가 포함된다. 는 가구의 에

너지 절약 인식 및 행동 등을 보여주며, 에너지 절약 행위에 대한 동의, 관리비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지 여부, 용량이 큰 제품을 구매하는지를 포함한다. 

는 가정의 가전제품별 보유량에 대한 변수로, 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가습기, 공기청정기, 전기인덕션, 전기난방제품, 핸드폰을 포함한다. 는 가

구의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 참여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는 기

온변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난방도일로만 한정한다.    

  은 지역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 고유 특성으로 인해 전

36) Longhi(2015)는 1인당 에너지, 전기, 가스 비용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 특성, 주택 특
성, 가구의 에너지 관련 행동을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Longhi(2015)의 모델에 가전제품별 보유량과 기온 변수, 지역변수,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 유무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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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소비량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 연

구는 Brounen et al.(2012)처럼 지역특성을 고정효과로 처리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특성을 고정효과로 처리한 모델과 함께 임의효과(random effect)로 처리한 

모델을 추정한 후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여 최종모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

다.37) 

  본 연구의 가구패널 데이터가 몇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구축이 되었다면, 가

구를 대상으로 임의효과나 고정효과를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

구는 1회성 설문이므로 개별 가구의 특성을 고정효과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

서 본 연구는 가구 간 특성이 다른 설명변수와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가정

하고 임의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2. 프로빗 모형

  본 연구는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산반응모

형(binary response model)을 적용하였다. 이산반응모형은 종속변수가 0과 1인 

이산변수(binary variable)일 때 사용되는 모형이며, 특정 설명변수가 종속변수

를 발생시킬 확률을 구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이산반응모형은 선형확률모형

(linear probability model, 이하 LPM), 프로빗 모형, 로짓 모형(logit model) 

등의 접근법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LPM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프로빗이나 로짓 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LPM은 선형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 값이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이산 변수인 형태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확률도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

게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확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LPM은 선형함수

이기 때문에 확률을 예측한 값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확률이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하며 확률과 x가 비선형인 관계를 나타내는 프로빗 혹은 로짓 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프로빗과 로짓은 비선형 함수의 모양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이산 변수일 때 

37)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결과값은 LSDV(Linear Square Dummy Variable, 최소제곱더
미변수)를 통한 추정량과 동일하다. LSDV는 17개의 지역 패널 개체를 모두 더미변수로 
생성하여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더미변수 중 하나를 제외하거나 상수항을 제외
하여 설명변수간 완전한 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방지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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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프로빗 모형은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로짓 모

형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오차항의 

정규성 가정을 선호하여 프로빗 모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Wooldridge, 

2006). 본 연구도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하는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였다. 프로빗 

모형은 아래의 수식에서 G의 분포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    

  

  프로빗 함수에서 는 다음과 같은 표준 정규 누적확률분포함수를 나타낸

다. 

     ≡
 ∞



 exp 

  

  프로빗 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ielihood Estimation, MLE)을 통해

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이나 LPM이 최소제곱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면, 비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최우추정법이 활용된다. 최

우추정법은 관측된 데이터의 발생가능성(likelihood, 우도)을 가장 크게 만드는 

값을 추정하는 것이다. 아래 식은 우도 함수를 나타낸다. 

             

  아래처럼, 우도함수에 로그를 취하면 보다 편리하게 최우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log  log  

 

  프로빗 모형을 통해 값을 추정하면,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

다. 프로빗 모형은 를 해석하는 경우,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할 때 특정 변

수 값이 1단위 변할 시 종속변수의 평균값 변화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 이유

는 프로빗 모형의 경우 가 다른 x값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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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빗 모형에서 는 x가 증가할 경우 y=1이 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해석하

거나 계수의 부호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또는 한계 효과를 

다시 추정하여 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다. 한계 효과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각 설명변수마다 평균값을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균한계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추정 방법의 결과 값

은 거의 동일하다.   

  프로빗 모형의 경우 회귀분석의 R2과 유사한 개념으로 pseudo R2이 추정된

다. 아래 식은 이에 관한 추정식을 나타낸다. 이 추정은 제한되지 않은 로그우

도 값(현재 추정한 모형)과 제한된 로그우도 값(오직 절편 값)을 비교한 것이

다. 만일 설명변수가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제한된 모형은 제한되지 않은 

모형과 동일하며 R2은 0이 될 것이다.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아

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이웃의 전력 소

비량보다 많은 가구(1)와 적은 가구(0)이다.38) 설명변수는 가구의 전력소비 결

정요인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들과 거의 유사하다. 프로빗 모형은 가구의 특성

이나 주거 특성, 에너지 절약 관련 인식 중 어떠한 요소가 이웃보다 전력 소비

량을 많게 나타나게 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38)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가구 중에서 12월만 전력 소비량이 많거나 적다고 한 가구
나 전 달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가구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전력 소비량 데이터
만 고려하였다. 설문응답자 중에서 평균과 동일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없었다. 



- 75 -

제 4 절 분석 결과 및 해석

  본 절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의 기초통계량과 앞 절에서 살펴본 모형들

을 통해 도출된 결과 값을 정리하였다. 

1. 기초통계 

  본 연구는 모형에 따라 표본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초통계도 모형별로 구

분하였다.39) 아래의 표들을 보면, 모형 (1)은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의 

표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고, 모형 (2)는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

성 분석에서 활용한 표본을 정리한 것이다.40) 

  <표 5-5>는 기본 모형 중 연속형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전

력 소비량 및 아파트 면적, 현주택거주년수, 가구 구성원 수, 자녀 수, 난방도일

에 대한 값이 정리되어 있다. 모형 (1)과 (2)를 비교했을 때, 전력 소비량을 제

외하고는 값이 거의 비슷하다. (1)의 가구당 전력 소비량은 251.4kWh이고 (2)

는 244.7kWh로 약 6.7kWh 정도 차이가 있다.41)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이 

80.8kWh이고, (2)는 78.4kWh이다. 평균 아파트 면적은 101.7~102.3m2이며, 

현주택거주년수는 평균 5.4~5.7년 정도이다. 가구원수는 평균 3.4명이고, 초등

학생 이하 자녀는 0.8~0.9명, 중고등학생 자녀는 0.3명, 대학생 자녀는 0.2명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난방도일은 약 385~389이다. 

  

39) 원래 설문에 참여한 가구는 1,032가구이지만, 가구 중 2016년 11월과 2016년 12월 데
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가 패널 구조라는 것을 
무시하고, 기초통계를 정리하였다.    

40) 본 연구는 설문 데이터 중 전력 소비량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예를 들어, 99999) 제외하였다. 남자가구주인지 여자가구지인지 파악이 어려운 가구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전제품의 경우, TV를 7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세탁기가 가구원
수보다 많은 가구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1) 본 연구는 1인당 전력 소비량에 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나, 기초통계에서
는 가구당 전력 소비량 등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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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1) (2) (1) (2) (1) (2) (1) (2)

가구당 전력 소비량(kWh) 251.4 244.7 89.4 88.6 55 55 732 642

  로그 가구당 전력 소비량 
  (kWh)

5.5 5.4 0.4 0.4 4.0 4.0 6.6 6.5

1인당 전력 소비량(kWh) 80.8 78.4 43.7 42.0 14.2 16.8 663 460

  로그 1인당 전력 소비량 
  (kWh) 

4.3 4.3 0.4 0.4 2.7 2.8 6.5 6.1

아파트 면적(m2) 101.7 102.3 28.9 27.5 13 13 360 225

현주택거주년수(년) 5.7 5.5 5.4 5.4 0 0 32 32

가구 구성원 수(명) 3.4 3.4 1.0 1.0 1 1 6 6

  초등학생 이하 자녀 수(명) 0.8 0.8 0.9 0.9 0 0 4 4

  중고등학생 자녀 수(명) 0.3 0.3 0.6 0.6 0 0 3 3

  대학생 자녀 수(명) 0.2 0.2 0.5 0.5 0 0 3 3

난방도일(HDD) 389.0 384.5 100.2 100.5 114.2 114.2 555.2 555.2

<표 5-5> 연속형 변수의 기초통계량

  <그림 5-2>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고 있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의 

평균 전력 소비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 고지서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 전력 소

비량 및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참여 유무에 따른 전력 소비량 비교

  <그림 5-3>는 고지서를 받고 있는 가구 중 이웃보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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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적은 가구의 전력 소비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웃 대비 전력 소비량이 적

은 가구가 전력 다소비 가구에 비해 전력소비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3>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와 저소비 가구의 전력 소비량 비교 

   

  <표 5-6>은 범주형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가구주연령대, 남

성 가구주, 고지서 참여 여부, 이웃 대비 전력 소비량이 높은 가구, 자가 소유, 

취사 횟수, 아파트 1층 여부, 전기보조난방, 전기취사, 소득수준이 정리되어 있

다. 모형 (1)과 (2)는 표본 수의 차이로 인해 빈도가 다르나, 비중은 비슷하다.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구주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으로 나타났다. 소

득수준은 월평균 300~599만원이 가장 높다. 표본 중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고 있는 가구는 약 73% 정도이고, 이 중 이웃 대비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

구는 318명으로 약 30.6%를 차지한다. 현 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약 75%로 나

타나, 설문응답자의 자가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5~6% 정도를 차지한다. 

  전기보조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약 69%로 나타났으며, 전기취사는 약 11%

로 나타났다. 가구의 취사횟수를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하루 2번 취사이

고, 그 다음으로 하루 3번, 하루 1번순이다. 대체적으로 설문응답자들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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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

 변수
빈도 %

(1) (2) (1) (2) (1) (2) (1) (2)

남성 가구주 1,606 953 88.8 88.1 아파트 1층 93 64 5.1 5.9

소
득
수
준

300만원 이하 318 180 17.6 16.6 전기보조난방 1,254 742 69.4 68.6

전기취사 202 123 11.2 11.4300-599만원 1,095 665 60.6 61.5

취
사
횟
수

안함 2 2 0.1 0.2600-899만원 306 184 16.9 17.0
3일에 1번 24 18 1.3 1.7900만원 이상 89 53 4.9 4.9
2일에 1번 21 14 1.2 1.3

고지서 참여 1,325 1,082 73.3 100
하루 1번 320 185 17.7 17.1

이웃 평균 이상주) - 318 - 29.4 하루 2번 942 562 52.1 52.0
자가 소유 1,348 821 74.6 75.9 하루 3번 499 301 27.6 27.8
주 : 이웃 평균 이상은 이웃 대비 전력 소비량이 많다는 의미. (1)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지 
    않는 가구도 존재하여 표기하지 않음. 

<표 5-6> 범주형 변수의 기초통계량

  <표 5-7>은 에너지 절약 인식 및 행동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다. 모형 (1)과 

(2)의 값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는다’의 경우 평균 3.1점이 

나왔고, ‘세탁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는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둔다’의 경우에도 2.9점으로 나타났다. 반

면, ‘집에 있을 때 시청여부에 상관없이 TV를 켜놓는 편이다’라는 것은 에너지 

소비를 낭비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 1.8점이 나타나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설문응답자의 에너지 절약 인식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지서를 꼼꼼히 보는 편이다’는 평균 0.7이 나타나 설문응답자들이 고지서

를 꼼꼼히 보는 편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용량이 

작은 제품을 구입한다’는 0.6으로 나타났으며, 큰 제품을 구입하는 가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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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인식 관련 변수
평균값

(1) (2)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는다 3.1 3.1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3.4 3.4

집에 있을 때 시청여부에 상관없이 TV를 켜놓는 편이다 1.8 1.8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둔다 2.9 2.9

고지서를 꼼꼼히 보는 편이다 0.7 0.7

가전제품 구입 시 가능하면 용량이 큰 제품을 구입한다 0.6 0.6

<표 5-7> 에너지 절약 인식 및 행동 변수의 기초통계량 

  <표 5-8>은 가전제품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며, 모형 (1)에 대해서만 정

리되어 있다. TV, 세탁기, 일반냉장고, 컴퓨터, 전기난방제품, 핸드폰은 평균 1

개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전기인덕

션 등은 평균 1개미만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TV 1.4 0.7 0 6

세탁기 1.1 0.3 0 3

냉장고
일반냉장고 1.0 0.3 0 2

김치냉장고 0.8 0.6 0 3

컴퓨터 2.2 1.1 0 7

공기청정기 0.4 0.5 0 3

가습기 0.5 0.7 0 3

전기인덕션 0.2 0.4 0 3

전기난방제품 1.3 1.2 0 6

핸드폰 2.8 1.0 1 6

<표 5-8> 가전제품 변수의 기초통계량

2.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 결과 

  <표 5-9>는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 및 주택 특성, 난방 및 취사 특성, 난방도일, 고지서 사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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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한 기본 모형((1), (3))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본 모형에 에너지 절약 

인식 및 행동과 가전제품 보유 등을 추가로 고려한 모형((2), (4))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임의효과의 차이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효율성에서의 이점(efficiency gain)을 감안하더라도 임의효

과 모형의 편의(bias)가 통계적 허용치 이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최종 모형으

로 지역 고정효과 모형을 선정하였다. 해석은 이를 바탕으로, 모형 (1)과 (2)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R2값을 보면, (1)은 0.4553이고, (2)는 0.5497로 나

타났다. 에너지 관련 인식 및 가전제품의 유무를 포함시킨 것이 모형의 설명력

을 높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42)

42) R2는 종속변수의 변동성이 X(독립변수)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R2가 크다
는 것은 X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며, 작다는 것은 X로 설명될 수 있는 부
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생략된 변수들로 인해 가 올바르게 추정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많다면 를 정확히 추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Wooldridge, 2006). 본 연구의 경우 R2가 높은 편은 아니나, 샘플 
수가 많기 때문에 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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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FE RE

(1) (2) (3) (4)

가구
특성

가구원수 -0.689***
(0.039)

-0.718***
(0.036)

-0.701***
(0.039)

-0.735***
(0.036)

가구원수 제곱항 0.065***
(0.006)

0.060***
(0.005)

0.067***
(0.005)

0.062***
(0.005)

자녀 수

초등학생 이하 -0.001
(0.016)

0.042***
(0.016)

0.005
(0.016)

0.047***
(0.016)

중고등학생 0.013
(0.019)

0.023
(0.017)

0.016
(0.018)

0.029*
(0.017)

대학생 0.020
(0.020)

0.0219
(0.018)

0.023
(0.020)

0.023
(0.018)

남성세대주 가구 0.076***
(0.025)

0.076***
(0.023)

0.079***
(0.025)

0.079***
(0.023)

소득수준

300만원 이하 -0.113**
(0.042)

-0.052
(0.039)

-0.098**
(0.042)

-0.043
(0.038)

300-599만원 -0.133***
(0.037)

-0.100***
(0.034)

-0.130***
(0.037)

-0.100***
(0.034)

600-899만원 -0.106**
(0.040)

-0.083**
(0.036)

-0.101**
(0.040)

-0.081*
(0.036)

주거
특성

거주 주택의 소유 여부 -0.004
(0.019)

-0.014
(0.017)

0.003
(0.019)

-0.008
(0.017)

거주면적 0.003***
(0.000)

0.002***
(0.000)

0.003***
(0.000)

0.002***
(0.000)

아파트 1층 여부 0.062*
(0.035)

0.082**
(0.032)

0.061*
(0.035)

0.086***
(0.032)

현주택거주년수 0.026***
(0.004)

0.018***
(0.004)

0.026***
(0.004)

0.018***
(0.004)

현주택거주년수 제곱항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난방 전기보조난방 0.061***
(0.017)

-0.006
(0.019)

0.070***
(0.017)

-0.0004
(0.019)

조리
조리횟수 0.049***

(0.011)
0.051***
(0.010)

0.044***
(0.011)

0.048***
(0.010)

조리_전기 0.077***
(0.024)

0.091***
(0.025)

0.077***
(0.024)

0.088***
(0.025)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참여 -0.023
(0.018)

-0.029*
(0.016)

-0.023
(0.017)

-0.029*
(0.016)

에너지
관련
행동

전기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 뽑음

-0.063***
(0.010)

-0.063***
(0.010)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

-0.017
(0.013)

-0.016
(0.013)

냉장고를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둠

-0.021*
(0.011)

-0.021*
(0.011)

집에 있을 때 시청여부에 
상관없이 TV 켜놓음

0.026***
(0.009)

0.025***
(0.009)

관리비를 꼼꼼히 살핌 -0.039**
(0.017)

-0.044***
(0.016)

용량이 큰 제품을 구입 0.031**
(0.015)

0.036**
(0.015)

<표 5-9> 가구의 1인당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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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FE RE

(1) (2) (3) (4)

가전
제품

TV 0.216***
(0.041)

0.226***
(0.040)

세탁기 0.005
(0.021)

0.004
(0.022)

냉장고 0.148***
(0.026)

0.154***
(0.026)

김치냉장고 0.112***
(0.014)

0.112***
(0.013)

컴퓨터 0.022***
(0.007)

0.018***
(0.007)

공기청정기 0.051***
(0.014)

0.052***
(0.014)

가습기 0.009
(0.011)

0.005
(0.011)

전기인덕션 -0.022
(0.018)

-0.015
(0.018)

전기난방 0.042***
(0.007)

0.043***
(0.007)

핸드폰 0.030***
(0.011)

0.028**
(0.011)

난방도일 0.0002*
(0.000)

0.0002*
(0.0001)

0.00004
(0.000)

0.00003
(0.000)

R2 0.4354 0.5378 0.4223 0.5295

응답자수 1,808 1,808 1,808 1,808

Wu-Hausman() 40.78 31.32

주 :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괄호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표 5-9> 가구의 1인당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 결과(계속)

1) 가구 특성

  가구 특성은 가구원수, 가구원수의 제곱항,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 남성 가구

주, 소득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다. 반면, 중고등학생 자녀

수와 대학생 자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가구원수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 인원이 증가할수록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

를 보였다. 가구원수가 증가하면 전자제품을 공유하거나 1인당 면적이 감소하

여 1인당 전력 소비량도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력을 효

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Huang, 2015). 하지만 가구원수가 증

가할 때마다 1인당 전력소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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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가구원수의 제곱항이 양(+)의 방향인 것을 통

해 유추할 수 있다. 

  자녀수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만 모형 (2)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유란 외(2011)는 초등학생이 다른 연령대

에 비해 전력소비가 높은 이유가 재실 시간이 길기 때문으로 보았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컴퓨터 및 게임 장치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학업 등

으로 인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적을 수 있다. 통계청(2016)에 따르면, 영유

아와 초등학생이 실시간 방송(TV)을 포함한 미디어 이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

타났다.  

  가구소득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에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너지 절약 인식 및 가전제품을 고려할 경우 소득수준

이 가장 낮은 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

는 가전제품 등을 고려할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와 가장 낮은 가구

의 전력 소비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수준이 가전제품 

보유량과 어느 정도 연결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남성 가구주인 가정이 여성 가구주인 가정에 비해 전력소비가 더 많은 것은 

소득수준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여성 가구주가 

혼자서 자녀양육 및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맞벌이가 가능한 남성 가구주인 가

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김혜원, 2009). 실제로 이 연구에서 

남성 가구주인 가정의 소득이 여성 가구주인 가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 가구주

인 가정이 남성 가구주인 가정에 비해 전력소비가 낮도록 만들 수 있다.

2) 주거, 난방 및 취사, 난방도일 

  주거 특성으로는 거주주택의 소유 여부, 거주면적, 아파트 1층 여부, 현주택

거주년수를 살펴보았으며, 주택 소유 여부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1층에 거주할 경우 전력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1층은 

지면으로부터 냉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호선 외, 2004). 바닥의 

냉기는 전기 난방을 포함한 난방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43) 또한 

- 84 -

거주면적이 증가할수록 전력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 

유사하다(최문선, 2013; 노정녀, 2014; 신동현 외, 2015). 주택면적이 넓을수록 

전등이나 가전제품의 크기도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소비도 증

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면적이 넓을수록 가전제품 구매 시 

규모가 큰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많았다. 

  본 연구는 현주택거주년수가 늘어날수록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 다만, 제곱항이 음수가 나와서, 연수 증가 시 전력 소비량이 완만하게 증가

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 주택에 오래 거주하는 것은 이사 등

을 잘 다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구는 불필요하거나 에너지비효율

적인 가전제품을 정리 및 교체하지 않고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전력소

비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2017)은 가전제품의 구매요인이 이

사나 집안정리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난방 및 취사는 전기보조난방, 전기취사, 취사횟수를 고려하였으며, 모든 변

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기보조난방 및 전기취사는 전기로 

난방이나 취사를 하는 것으로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전기난방은 가스 및 지역난방 등 기존 난방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전기

취사는 가스 등을 대체한다. 다만, 모형 (2)에서는 전기보조난방 사용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가전제품에 난방제품을 포함한 것이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집에서 취사를 많이 할수록 전력소비가 높은 

것으로도 나왔다. 집에서 취사 시,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의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 집에서 취사를 많이 하는 것은 가구원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난방도일은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난

방도일이 증가할수록 전력소비가 많아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참여 유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의 영향은 모형 (2)에서만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성

이 확보되었다.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을 경우 약 3% 정도 전력소비가 더 

43) 다만, 여름철에는 바닥의 냉기로 인해 냉방 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소비가 감소할 가능성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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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결과는 4장의 결과보다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장의 경우 고지서 효과가 과대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설문에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가구의 비중이 높고, 특히 그 

중에서 약 65% 정도가 이웃보다 전력을 적게 소비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이 설문을 통해서는 가구가 이 사업에 언제 참여하게 되었는

지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또한 고지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소비량을 비교하

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

4) 에너지 절약 인식 및 행동

  이 연구는 에너지 절약 행동에 동의할수록 전력소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너지 절약 행동에 동의할수록 실제로 절약 행동

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

를 뽑는 행동에 동의할수록 전력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플러그를 뽑는 행동에 동의하여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가전

제품의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전력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세탁물을 모아서 한

꺼번에 세탁하는 것은 음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옷 

세탁은 매일 진행하는 행동이 아니며,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빈도에 차이가 존

재할 수 있어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44)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두는 것은 음의 부호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냉장

고를 비워두는 행위가 전력소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면, 집에 있을 경우 시청여부에 상관없이 TV를 틀어놓는 것은 음의 부호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TV를 항시 켜놓는 습관은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습관도 전력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볼수록 자신의 전력 소비량 및 전기요금을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웃과의 비교 정보도 더 자세히 관찰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에 민감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가전제품 구매 시 용량이 큰 제품

을 구매하는 것은 양의 부호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가전제품의 용량이 클수록 전력소모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44) 이는 가전제품에서 세탁기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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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5) 가전제품 유무

  가전제품을 고려할 경우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예상한 바와 같이 양의 부호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V45),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공기

청정기, 전기난방, 핸드폰 등은 사용 빈도가 높아 전력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

다. 특히 전기난방은 기온이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만 사용되지만, 사

용 시 취침시간에 지속적으로 켜놓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길다. 12월부터는 기

온 하락으로 인해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세탁기나 가습기, 전기인덕

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

용할 경우 하루 최대전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매일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

서 월 단위로 봤을 때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 결과

1) 분석 결과 

  <표 5-10>은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가구의 가전제품 총 보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2)는 이를 고려한 

것이다.46) 대부분의 변수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지만, 아파트면적, 난방

도일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는 동일 면적에 거주하는 이

웃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여, 변수로 면적을 고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난방도일의 경우에도 동일 단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려하

지 않았다. 변수의 제곱항도 고려하지 않았다. 먼저, pseudo R2에 대해서 살펴

보면, (1)에서는 0.1836이 나왔고 (2)에서는 0.1996이 나타났다, 가전제품의 총 

45) 이 결과는 TV 개수가 1개 이상인 경우를 모두 1로 보고 이산 변수로 만들었을 때 결과
이다. TV 개수를 연속형 변수로 고려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가정에 TV가 많다고 하여 이를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6) 이 연구는 개별 가전제품별 개수가 아닌 가구의 총 가전제품 개수를 고려하였다. 이 파
트에서는 총 가전제품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을 확률이 얼마나 높
아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 87 -

보유량을 고려할 경우 pseudo R2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구특성에서는 가구원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특성이나 난방 및 취사, 에너지 절약 인식 및 

행동, 가전제품 등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주택거

주년수가 길수록, 아파트 1층에 거주할수록, 전기 취사 및 난방을 사용할수록, 

취사 횟수 등이 많을수록 이웃보다 전력 소비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기보조난방의 경우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에서와 마

찬가지로 가전제품을 고려 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난방용품 

개수가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 인식 및 행동의 경우 앞의 연구와 통계적 유의성은 차이가 있지

만, 부호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에너지 절약 행동을 하는 가구에

서 이웃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구에서 전력소비가 많

은 것은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이 결과는 가정의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가전제품 보유량이 많을수록 이웃보다 

전력 소비량이 많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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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1) (2)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가구
특성

가구원수 0.315*** 0.078 0.192** 0.083

자녀 수

초등학생 이하 -0.112 0.90 0.026 0.092

중고등학생 -0.019 0.100 -0.020 0.101

대학생 -0.008 0.111 -0.053 0.113

남성세대주 가구 -0.075 0.148 -0.141 0.148

소득수준

300만원 이하 -0.110 0.235 0.060 0.241

300-599만원 -0.228 0.209 -0.104 0.213

600-899만원 -0.540** 0.225 -0.462** 0.229

주거
특성

거주주택의 소유 여부 0.058 0.112 -0.0002 0.113

아파트 1층 여부 0.348* 0.182 0.340* 0.183

현주택거주년수 0.034*** 0.009 0.031*** 0.009

난방 전기보조난방 0.291*** 0.098 0.152 0.103

조리
조리횟수 0.237*** 0.069 0.246*** 0.070

조리_전기 0.408*** 0.135 0.398*** 0.137

에너지
관련 
행동

전기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 
뽑음

-0.335*** 0.061 -0.322*** 0.061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 -0.107 0.085 -0.074 0.086

냉장고를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둠 -0.312*** 0.068 -0.287*** 0.069

집에 있을 때 시청여부에 
상관없이 TV 켜놓음

0.155*** 0.054 0.149*** 0.055

관리비를 제대로 보지 않음 0.035 0.105 -0.009 0.106

용량이 작은 제품을 구입 0.442*** 0.095 0.390*** 0.097

가전제품 총 보유량 0.067*** 0.014

절편 -0.580 0.507 -1.420*** 0.544

pseudo R2 0.1808 0.1979

응답자수 1,082 1,082
주 :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괄호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표 5-10>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 결과

  이 연구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이웃보다 전력 소비량이 많을 확률이 높아진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증가는 총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켜 이웃보

다 전력소비가 많도록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전력소비 결

정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다.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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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증가 시 1인당 전력소비를 감소시키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

는 것과도 연결되었다. 하지만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에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이웃보다 소비량이 많을 확률이 증가하여, 가구원수 증가

에 따른 에너지 효율적인 특성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현재 고지서는 1~2인 가구가 전력을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더라도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적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전력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다가구인 경우,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더라도 이웃보다 소비가 많다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가구는 더 이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

지서를 통한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작을 수 있다. 이러한 비교 대상에 

대한 한계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의 전력소비 감축 효과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 한계 효과 

  여기서는 위의 결과를 한계효과로 정리한 값을 보여준다. 한계효과는 다른 

변수들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표 5-11>는 한계효과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평균값은 기초통계에

서 살펴본 값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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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추정계수

가구
특성

가구원수 3.412

자녀 수

초등학생 이하 0.803

중고등학생 0.279

대학생 0.211

남성세대주 가구 0.881

소득수준

300만원 이하 0.166

300-599만원 0.615

600-899만원 0.170

주거
특성

거주주택의 소유 여부 0.759

아파트 1층 여부 0.059

현주택거주년수 5.520

난방 전기보조난방 0.686

조리
조리_전기 2.056

조리횟수 0.114

에너지
관련 
행동

전기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 뽑음 3.071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 3.422

냉장고를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둠 2.923

집에 있을 때 시청여부에 상관없이 TV 켜놓음 1.818

관리비를 꼼꼼히 살피는 편 0.743

용량이 큰 제품을 구매 0.598

가전제품 총 보유량 16.657

<표 5-11> 변수의 평균값 정리

  <표 5-12>는 <표 5-11>를 바탕으로 구한 한계효과이다. 모형 (1)은 가전제

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모형 (2)는 가전제품을 고려한 것이다. 한계효과를 

추정한 경우에는 방향 뿐 아니라 계수 값도 해석이 가능하다. 모형 (1)에서 가

구원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을 확률이 10.1% 포인트 

정도 증가한다. 가전제품을 고려할 경우에는 가구원수 1명 증가 시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을 확률이 6.1% 포인트 증가하며, 약 4% 포인트 정도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영향이 낮아진다. 

  1층에 사는 경우에는 다른 층에 비해서 약 11% 포인트 정도 이웃보다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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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약 

1% 포인트씩 이웃보다 소비량이 높을 확률이 증가한다. 전기난방은 (1)에서만 

유의하며, 사용 시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을 확률이 9.3% 포인트 높아진다. 

전기 취사는 약 13% 포인트 정도 이웃보다 소비가 많을 확률이 증가한다. 집

에서 취사를 하는 빈도가 1번 증가할 때, 약 8% 포인트 정도 확률이 높아진다.

  에너지 절약 인식이나 행동의 경우에는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용량이 큰 제

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12~14% 포인트 정도 이웃보다 전력 소비량이 많을 확

률이 높아진다. 가전제품의 총 보유량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이웃보다 소비가 

높을 확률이 2.1% 포인트 정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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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1) (2)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가구
특성

가구원수 0.101*** 0.025 0.061** 0.026

자녀 수

초등학생 이하 -0.036 0.029 0.008 0.029

중고등학생 -0.006 0.032 -0.006 0.032

대학생 -0.003 0.036 -0.017 0.036

남성세대주 가구 -0.024 0.047 -0.045 0.047

소득수준

300만원 이하 -0.035 0.075 0.019 0.076

300-599만원 -0.073 0.067 -0.033 0.068

600-899만원 -0.172** 0.075 -0.147** 0.073

주거
특성

거주주택의 소유 여부 0.019 0.036 -0.0001 0.036

아파트 1층 여부 0.111* 0.058 0.108* 0.058

현주택거주년수 0.011*** 0.003 0.010*** 0.003

난방 전기보조난방 0.093*** 0.031 0.048 0.033

조리
조리횟수 0.076*** 0.022 0.078*** 0.022

조리_전기 0.130*** 0.043 0.126*** 0.044

에너지
관련 
행동

전기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 
뽑음

-0.107*** 0.019 -0.102*** 0.019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 -0.034 0.027 -0.023 0.027

냉장고를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둠 -0.100*** 0.022 -0.091*** 0.022

집에 있을 때 시청여부에 
상관없이 TV 켜놓음

0.049*** 0.017 0.047*** 0.017

관리비를 꼼꼼히 살피는 편 0.011 0.033 -0.003 0.034

용량이 큰 제품을 구매 0.141*** 0.030 0.124*** 0.031

가전제품 총 보유량 0.021*** 0.005

주 :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표 5-12>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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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및 토의

  이번 장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에서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비교 대상은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인 분석 및 이웃 대비 전력 다소

비 가구의 특성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

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였

으며, 지역 고정효과 모형과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였다. 가구의 전력소비를 증

가시키는 요인들은 대부분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이 나올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가구원수의 경우에는 두 연구에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

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전력소비는 감소하나,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

을 확률은 높아졌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

고 볼 때, 현재 고지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에너지

절약형 고지서의 총 효과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점차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미래에도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2017)은 1~2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53.3%에서 

2045년 7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 

거주하는 이웃 중 1~2인 가구의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고지서는 비교 대상을 동일 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가구원수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 대상의 세분화는 1~2인 가구의 절약 행동

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고지서 사업의 총 효과를 높

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교 대상으로 1층 거주 여부 및 자녀수를 고려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나, 가정에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요소들이다. 현재 Opower는 이러한 가구별 특성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자 고

객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다 상세한 전력소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고 있다. 고객은 집 크기, 스파 및 사우나, 수영장, 난방에너지, 주택 종류, 태

양광 설치 현황, 18세 이상 어른의 수, 18세 이하 어린이의 수 등을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비교 대상을 상세하게 조정하는 것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내 고지서에 가구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에너지 고지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적용을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향

후 스마트 홈 시스템 등에 가구 특성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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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연구는 비교 대상을 세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 외에 에너지 절

약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행동에 동의할수록 전력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 행동에 동의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현주택거주년수가 증가할

수록 전력소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한 집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

으로 에너지 진단 등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가구의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지서에도 

이러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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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로 인한 태양광 설치 

영향 분석

제 1 절 분석 개요

  이번 장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태양광과 같은 전력 생산 제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가정의 

전력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

은 가정의 외부 전력 구매 비중을 일정 수준 줄이는 역할을 하며, 전기요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가정에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인하며, 고지서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의 태양광 설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비가격 및 가격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비가격 

요인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참여 유무, 이웃의 미니태양광 설치에 따른 효과

(이웃 효과), 에너지 절약 의식 등이 포함된다. 가격 요인은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 가정의 소득수준이 해당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

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설이 타당한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가설 1.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의 영향    

  첫 번째 가설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가정에서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가이다.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고민

하게 될 수 있다.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는 냉난방 온도 조절이나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절약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lcott, 2011a; Ayres et al., 

2013). Allcott·Rogers(2014)에 따르면, 이러한 고지서 형태가 에너지 효율 제

품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단순히 생활패턴을 변

경하여 소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구매 행동의 변화를 통해 절약을 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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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특히 가정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고지서에 나오는 전력 소비량을 

낮춰주는 효과가 존재하므로 구매를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다. 

  

가설 2. 이웃의 미니태양광 설치에 따른 효과(이웃 효과) 

  두 번째 가설은 미니태양광 설치에 이웃 효과(peer effect)가 존재하는가이다. 

이웃 효과는 사람들이 이웃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

며, 본 연구의 핵심 이론인 ‘인간이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와 연

결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웃의 태양광 설치가 그 지역의 태양광 확산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도 동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있을 때 단지 내 태양광 보급이 확대될 수 있

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공동체가 미니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도 

주요하게 관찰하고자 한다. Graziano·Gillingham(2015)은 지역 내 공동체의 태

양광 보급 활동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가설 3. 에너지 절약 의식(환경의식)

  세 번째 가설은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절약 의식(환경의식)이 높을수록 미니

태양광 설치에도 적극적일 수 있는가이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의식이나 

에너지 절약 의식이 높은 개인이나 지역에서 태양광 설치가 많다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환경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진 태양광 발

전소 설치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정에 태양광을 설

치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여,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있는 가

구에서 설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가설 4. 보조금 정책

  네 번째 가설은 보조금 정책이 사람들의 미니태양광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가이다. 정부 및 지자체는 태양광 사업이 가진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 보

조금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보조금 지원은 태양광 설치비용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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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 중에는 정부의 지원 

방식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분석을 통해 국내 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설 5. 소득수준

  다섯 번째 가설은 소득수준이 미니태양광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태양광 모듈은 가격이 비싸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

나, 태양광 설치와 소득 간에 상관이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소득

수준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장은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별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2014-2016년)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참여 유무, 아파트 단지의 전년도 미니태양광 누적 설치 개수, 에너지 

절약 의식, 에너지자립마을 참여 유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유무, 아파트 단

지의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 분석 방법은 종속변수가 개수(count 

data)일 때 주로 활용되는 가산 자료 모형(count data model)을 사용한다. 특

히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산 자료 모형 중 음이항 모형(negative binomial 

model)과 영과잉 모형(zero-inflated model)을 적용하였다.  

  이 장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다. 2절에서는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소개하고, 4절에서는 가

산 자료 모형을 정리할 것이다. 5절에서는 미니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다. 6절은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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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울시의 미니발전소 정책 소개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하나줄이기 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서울시의 전력자립률을 20%로 끌

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는 2012년에 시행되었고, 현재는 에너지 살

림도시라는 명칭으로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

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통해 외부에서 구매되는 전력을 줄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과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 LED 

조명 교체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보급은 서울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청사, 학교, 주택, 건물 옥상과 지붕에 

200M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태양의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서울

에 거주하는 세대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가구가 태양광 발전에 참

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울시는 가정에서 태양광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택형, 베란다형, 건물형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6-1>은 

현재까지 설치된 미니발전소 현황을 보여준다. 설치 개수가 베란다형 미니발전

소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설치 개수가 많다고 

하여 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 설치 개수는 베란다형이 가장 많지만, 용량은 주

택형이 가장 많다. 이는 베란다형의 경우 용량이 200~1,000W인 반면, 주택형

은 3kW 내외로 훨씬 큰 것과 관련이 있다. 

  

연도
합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기타

개수 용량 개수 용량 개수 용량 개수 용량 개수 용량

2014 2,680 3,233 1,777 420 903 2,813 - - - -

2015 5,469 5,327 3,258 902 1,223 3,675 5 427 983 323

2016 10,894 7,486 8,311 2,187 1,662 5,117 10 141 911 41

2017 20,509 12,179 18,605 5,121 1,896 5,911 8 1,147 - -
합계 39,552 28,225 31,951 8,630 5,684 17,516 23 1,715 1,894 364
주: 용량은 kW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표 6-1> 서울시의 미니발전소 형태별 보급 현황(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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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중 베란다형 미니발전소(이하 미니태양광) 사업은 공

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아파트 단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4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되

었다. 기존 주택 태양광은 규모가 커서 설치공간이 넓어야 하지만, 미니태양광

은 태양광 모듈의 크기가 작고 초소형 인버터 등으로 구성되어 아파트 베란다 

등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사할 때 해체가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시, 2017).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콘센트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전

기를 생산 및 소비할 수 있다. 가정에 260W급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양문

형 냉장고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요금을 낮출 수 있다.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사업은 소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설치비를 2016년까지 최대 50% 정도 

보조하였고, 2017년부터는 최대 75%까지 보조하고 있다. 보조금은 연도별로 

총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도 구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260W급 미니태양광

의 시중가격이 약 61~68만 원이라고 할 때, 시에서 약 40~48만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5~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 부

산, 대구 등 여러 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림 6-1>은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별 미니태양광의 설치 개

수를 보여준다. 노원구의 미니태양광 설치가 가장 많고, 양천구, 도봉구, 구로구 

순으로 그 뒤를 따른다. 용산구는 미니태양광 설치가 가장 적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단지가 많거나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설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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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6-1> 자치구별 미니태양광 설치개수(2017년 기준)



- 101 -

제 3 절 데이터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여러 변수들을 선

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아파트 단지의 연도별 신규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가 

활용된다. 독립변수는 비가격 변수와 가격 변수로 구분된다. 비가격 변수는 에

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 참여 유무, 동일 단지의 전년도 누적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 에너지자립마을 참여 유무, 아파트 단지의 에코마일리지 점수, 아파트 특

성 변수 등이 포함된다. 가격 변수는 지자체의 미니태양광 보조금 사업, 아파트

의 전력 소비량 및 공시지가 가격, 임대 및 분양 여부를 고려하였다. 

1. 아파트 단지의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 

  이 연구는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의 연도별 신규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가 종

속변수이다. 아파트 단지의 미니태양광 개수는 아파트 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인 참여나 SH공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여 설치된 것들의 총합이

다. 본 연구는 설치용량이 아닌 설치개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미

니태양광 사업의 경우 참여자 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47) 데이터

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으로 설정하였다.48)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사업이 2014년에 시작하여, 이 데이터도 2014년부터 존재한다. 다

른 지역들은 2017년 이후에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파트 단지는 최근에 에너지 정책의 참여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아파트는 동

일 단지 내에서도 면적 차이가 존재하는 곳이 있지만, 대체로 사회·경제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천현숙·윤정숙, 2001). 

선행연구에서는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

47) 이 연구가 태양광 대여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설
치용량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별 미니태양광만 고려한다면, 용량단위는 오히
려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설치 용량의 경우 태양광 설치에 참여한 가구는 적
지만 용량이 큰 제품을 설치한 주민이 많은 단지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48) 이번 장은 4장과 시간적 범위에 차이가 있다. 4장은 2011년부터 2015년을 시간적 범위
로 하였고, 이 장은 2014년부터 2016년을 범위로 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미
니태양광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여서 서울시에 설치된 미니태양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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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번호(zip code)를 기준으로 태양광 개수나 용량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  

2. 비가격 변수

 

1)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참여 유무

  이 연구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단지 내 주민들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증가

시키는지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참여 유무는 

아파트 단지 중 이 고지서를 받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설정하였

다. 고지서의 참여 시점은 사업이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2012년에 고지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

로 보았다. 현재 데이터는 아파트별로 고지서 사업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파악

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고지서 사업의 시행연도를 다음연도로 봐서, 연말에 고

지서 사업이 시작되나 연초에 미니태양광 설치가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자 하

였다.49) 

2) 동일 단지의 전년도 누적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

  아파트 단지의 미니태양광 설치에 이웃 효과(사회적 영향)가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 단지의 전년도 누적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를 고려하

였다. 미니태양광이 2014년부터 보급되므로 2014년에는 이 값이 존재하지 않

는다. 2015년은 2014년에 설치된 개수, 2016년은 2014년과 2015년에 설치된 

개수가 변수 값으로 사용된다. 이 값이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이웃 효과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자립마을 참여

  본 연구는 공동체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자립마을 참

49) 미니태양광 사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데,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연말에 처음 
시행된 아파트는 고지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당해 연도를 시
행연도로 보면, 미니태양광 설치에 고지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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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부를 변수로 고려하였다. 에너지자립마을은 2012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너지자립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들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자

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동체 주민들이 에너지자립을 추구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성과평가를 진행

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총 3년 동안 지원한다. 에너지자립마을에 참여한 

아파트는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웃의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높다. 

  주민들의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사업은 에너지자립마을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자립마을과 미니태양광 사업은 둘 다 연

초에 사업이 진행되므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시작한 연도를 참여 연도로 

설정하였다.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진행되므로, 단지의 사업 참여 기

간을 3년으로 적용하였다.  

  

4) 아파트 단지의 에코마일리지 점수    

    

  아파트 단지별 에코마일리지 점수는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의

식과 관련이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가정과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수도·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을 일정 기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에코마일

리지에 가입한 회원은 전기를 필수로 최소 2개 이상 등록을 해야 하며, 가입한 

월의 다음 월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회원

은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5~10% 미만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10~15% 미

만 시 3만 마일리지, 15% 이상 절감 시 5만 마일리지를 지급받게 된다. 에코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에너지 절약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 의식이 높은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미니태양광 사업과 연동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서울시에서 

미니태양광 설치나 건물에너지효율화(Building Retrofit Project, 이하 BRP) 사

업에 참여한 가구의 경우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데이

터들이 연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별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누

적된 점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정책이 진행되

기 전이므로 미니태양광 설치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에코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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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점수를 세대수로 나눈 값을 활용하여, 세대수가 많아서 점수가 높은 아파

트 단지를 제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는 10,000점 단위로 

받게 되는데, 점수가 상당히 높은 아파트들이 존재하여 10,000으로 나눠서 사

용하였다. 

5) 아파트 단지의 여러 특성 

  아파트의 여러 특성 중 비가격적인 요소로 가구당 연면적, 세대수, 동수, 건

축년도 등도 포함시켰다. 먼저, 거주면적을 고려하고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m2)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아파트 단지는 주택 크기가 동일한 곳도 있지만, 단

지 내 여러 평수가 혼합된 경우도 있다. 이 연구는 아파트 단지가 동일한 주거 

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값을 사

용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 세대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총 가구수를 의미한다. 세대수

가 많을수록 다양한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 단지의 동수는 단지

가 대단지인지, 소단지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건축년도는 아파트 단

지가 지어진 시기를 나타내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숫자가 작다. 오래된 아파

트는 가까운 미래에 재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가격 변수

1)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

  

  보조금 정책은 대표적인 가격 변수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의 보조금 지원은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 연구는 서울시의 보조

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만 변수로 고려하였다. 서울시

의 지원 정책은 서울에 위치한 모든 아파트가 대상인 반면, 자치구의 보조금 

지원은 해당 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만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그래서 자치구

에 따라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가 다르다. 

  <표 6-2>는 자치구별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의 시행 시기 및 지원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설치 가구에 5~10만원을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고, 1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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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자치구

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총액을 산정하고,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유무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자치구

별로 지원 금액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현재 데이터로는 이를 반영하는 것

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노원구의 경우, 2014년에 보조금 지원 방식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고려가 어렵다. 노원구는 2014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

기 전까지 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에서 8월에 지원을 시작한 후에는 

보조금 지원 방식을 10가구 이상 지원 시 5만원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2014년 2015년 2016년
강동구 - - 10가구 이상 - 5만원
구로구 - 가구당 10만원 가구당 10만원

노원구

가구당 30만원

(서울시 보조금 지원 전)

10가구 이상 - 5만원

가구당 5만원

(10가구 이상 시 5만원 

추가 지원)

가구당 5만원

도봉구 - - 가구당 10만원
동대문구 - - 가구당 10만원
마포구 - - 가구당 10만원
서대문구 - - 가구당 10만원
서초구 - - 가구당 10만원
성동구 - - 가구당 10만원

송파구 - -
10가구 이상 – 5만원

20가구 이상 - 10만원
양천구 - 가구당 10만원 가구당 10만원
영등포 - - 가구당 10만원
중구 - 가구당 10만원 가구당 11만원
주: 그 외 다른 자치구들은 2017년이나 2018년부터 보조금 사업 진행

<표 6-2>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현황

  

2) 아파트 단지의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

  아파트 단지의 가구당 전력 소비량도 가격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전력소

비가 많은 아파트 단지는 전기료 누진제의 영향을 받는 가구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50) 미니태양광은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누진 구간이 높

50)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이나 분석 대상이 되는 시점인 2014-2016년까지는 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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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구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다만, 서울시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

도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별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 변수로 2011년부터 2015년의 

평균값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전력소비의 평균값은 아파트 단지가 

에코마일리지나 다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영향을 받는 문제를 어느 정도 배제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2016년 전력 소비량 정보를 고려할 경우, 500세대 

이하 단지는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이

후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만 전력 소비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 가격 

  아파트 단지의 1m2당 공지시가는 해당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나

타내는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소득수준은 미니태양광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연결된다.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의 2011-2016년 공시지가 평

균값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 가격이 상

승한다고 하여 단지 내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공시지가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4) 분양이나 임대 여부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의 소득수준과 관련된 변수로 분양형태도 고려하였다. 

분양형태는 분양, 임대, 분양+임대로 구분된다. 분양+임대는 분양과 임대가 함

께 존재하는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다. 임대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

조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분양 아파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가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임대 아파트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하여 미니태양

광 설치가 적은 것은 아닐 수 있다. 현재 SH공사는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임대 아파트 내 저소득 가구에게 미니태양광을 무

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임대 아파트의 미니태양광 개수

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계로 설정되어 있었다. 누진 구간이 올라갈수록 전기요금도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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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은 위에서 살펴본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범주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신규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 연도별 설치 개수(2014-2016)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참여 유무 당해 연도 사업 시행 여부

이웃 효과
단지별 미니태양광 전년도 

설치 개수

전 시점 기준 아파트 단지의 누적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

공동체 효과 에너지자립마을 참여 유무 참여 후 3년 동안 사업 진행

친환경성 세대당 에코마일리지 점수
2010-2013년까지의 에코마일리지 

총합 / 세대수

아파트 단지의 특성

세대당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 세대수

세대수

동수

건축년도

보조금 정책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유무 지자체별 보조금 사업 시행 시기

아파트 단지의 특성

- 소득수준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
2011-2015년 평균 

가구당 전력 소비량(로그)

아파트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2011-2016년 평균 

개별공시지가(로그)
임대 및 분양 분양, 임대, 분양+임대

<표 6-3> 분석에 활용된 변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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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파트 단지별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는 가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에 따라 미니태양광이 1개 이상 설치된 경

우도 있고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즉, 자료의 형태가 0, 1, 2

인 음이 아닌 정수이다. 가산 자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선형 모형은 설

명변수의 계수 값에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Wooldridge, 2006). 그

래서 가산 자료의 경우에는 주로 가산 자료 모형51)이 활용된다. 포아송 회귀분

석은 가산 자료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먼저, 포아송 분포는 다음과 

같다. 

 

  


 



      

  는 고정된 시간동안 사건이 발생한 수를 나타내고, 는 비율이나 강도 매

개변수(rate or intensity parameter)를 의미한다. 포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한 동등 분산(equidispersion)을 따른다(Cameron·Trivedi, 2010). 포아송 모

형은 전형적인 이분산적(heteroskedastic)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p′

 

  포아송 분포를 활용한 포아송 회귀분석은 최우추정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

출하며, 아래 로그우도함수를 통해 최대화되는  값을 찾게 된다. 

ln  
  



′ exp′ ln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위배하는 경우가 

51) 본 연구는 Kwan(2012)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Kwan(2012)은 지역 내 태양광 
설치 개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 영과잉 음이항 모형(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을 사용하였다.  



- 109 -

많아서 포아송 분포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Wooldridge, 2006). 가산 자료

는 과도하게 한 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으며, 이를 과도 분산(overdispersion)

이라고도 부른다. 과도 분산은   인 상황을 의미하며, 이런 경

우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추정하면 일치추정량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분석 방법

이 요구된다.

  데이터가 과도 분산된 경우에는 음이항 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를 활용한 회귀분석이 주로 적용된다. 음이항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포아송 분포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다. 음이항 분

포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는 감마함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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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항 회귀분석의 로그우도함수를 도출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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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exp′

 ln ′
 

  가산 자료 중에는 0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영과잉(excess zero)이라고 부른다. 영과잉된 상태를 무시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Zuur et al., 2009). 첫 번째는 추정된 파

라미터와 표준오차가 편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제로가 많으면 과

도분산이 발생할 수 있다. 0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포아송 

모형이나 음이항 모형보다 영과잉 모형(zero-inflated model)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영과잉 모형은 영과잉 포아송(zero-inflated Poisson, 이하 ZIP) 모형과 

영과잉 음이항(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이하 ZINB) 모형이 존재한다. 

가산 자료가 영과잉으로 인한 과도 분산이면 ZIP 모형이 활용되고, 영과잉이면

서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인해 과도 분산된다면 ZINB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Zuur et al., 2009).  

  영과잉 모형에서 가산 자료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집단 1은 오직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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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false zero)를 포함하며, 집단 2는 실제 제로(true zero)와 0보다 큰 값을 

생산하는 가산 자료를 나타낸다. 여기서 실제 제로는 그 값이 실제로 0인 경우

를 나타내는 구조적 오류(structural error)를 의미한다. 거짓 제로는 샘플링 등

에서 비롯된 오류(design error), 관찰자의 잘못된 관찰에서 발생한 오류

(observer error), 좋은 장소이나 그 곳에 대상이 있지 않는 오류(bird error) 등

을 포함한다(Zuur et al., 2009).52)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중 

누구도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0이 나타난다. 이 중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미니태양광 사업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실제 제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거짓 제로는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

었을 수 있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0으로 나온 아파트 단지53), 미니태양광 

사업을 알았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었지만 그 당시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보

도 없어서 참여한 사람이 없는 아파트 단지 등은 거짓 제로라고 할 수 있다. 

  영과잉 모형은 두 개의 개별 모델을 생성한 다음 결합한다. 먼저, 로짓 모형

을 통해 0이 집단 1에 속할지 아니면 집단 2에 속하는지를 예측한다. 다음으

로, 집단 1이 아닌 값(개수)을 예측하기 위해 포아송이나 음이항 모형이 활용된

다. 우리가 측정한 값이 실제 가산 자료(1 이상의 개수)가 나올 확률은 집단 1

이 나오지 않을 확률과  · 를 곱한 값이다. 여기서  · 가 포아송 분포를 따

른다고 보면 ZIP 모형이 되고,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보면 영과잉 ZINB 모

형이 된다. 아래 그림은 이를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Pr        if   
   if   

  마지막으로, 영과잉 모형은 위의 두 모델을 결합하게 된다. 아래 식은 이 모

형의 로그우도함수이다. 는 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0일 때는 그대로 0이 

되는 값을 나타낸다. 

52) 다만, 가산자료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0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단지 0이 아닌 가산 자료가 집
단 2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Zuur et al., 2009).  

53)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가구의 주소 데이터는 2014년의 경우 간혹 주소가 모호한 것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미니태양광이 1개 혹은 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도 0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거의 제외하였으나, 간혹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과잉 모형을 통해서도 고려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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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본 연구로 보면, 다음의 연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0에 관한 부분

으로, 아파트 단지의 미니태양광이 없는 이유가 단지 내 주민들이 미니태양광 

사업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알지만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를 예측한다. 다음

으로, 아파트 단지 내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가구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 음이항

이나 포아송 모형이 생성된다. 분석을 위해서는 두 모델에 활용되는 변수를 지

정해야 한다. STATA에서는 개수 모델에 사용되는 변수를 지정한 후, 집단 1을 

예측하는 변수를 지정한다. 개수 모델은 앞 절에서 살펴본 변수를 모두 활용한

다. 집단 1을 예측하는 모형은 이 변수 중 지역의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정

책, 에코마일리지 점수, 에너지자립마을만 포함시켰다. 이 변수들은 미니태양광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식 등과 관련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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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초통계 

  <표 6-4>는 연속형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모형 (1)은 분양, 임대, 

분양+임대 아파트가 모두 포함된 경우의 기초통계량이고, 모형 (2)는 분양 아

파트만 포함된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를 두 개로 구분한 것은 임대 아

파트의 경우 미니태양광 설치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SH공사의 지원

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임대 아파트 포함 여부에 

따른 모형 계수 값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두 모형을 함께 살펴보았다.  

  아파트 단지 당 신규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는 (1)에서는 평균 1.6개이고, (2)

에서는 평균 1.0개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 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설치 개수의 

평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6-5>를 보면, 실제로 임대가 분양에 비해 

약 9배 정도 설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당 주택면적은 (1)은 평균 

80.2m2이고 (2)는 83.8m2이다. 아파트 단지는 모형에 관계없이 평균 약 7개 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 세대수는 (1)에서 평균 624.3세대, (2)에서 

평균 594.9세대이다. 건축년도는 평균 1996~1997년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

지의 세대당 에코마일리지 점수는 두 모형 모두에서 평균 0.5점이다. 가구당 평

균 전력 소비량에 로그를 취한 값은 평균 약 8.4kWh이고, 1m2당 아파트 공시

지가에 로그를 취한 값은 평균 15.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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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1) (2) (1) (2) (1) (2) (1) (2)

아파트 단지별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개)

1.6 1.0 14.2 6.7 0 0 470 185

전년도 기준 총 설치 개수(개) 0.8 0.7 5.7 3.3 0 0 227 72

세대당 주택면적(m2) 80.2 83.8 23.7 21.0 24.1 32.8 302.7 302.7

아파트 단지 동수 7.0 7.0 7.6 7.7 1 1 122 122

아파트 단지 세대수 624.3 594.9 631.2 611.6 147 147 6,864 6,864

건축년도(년) 1997 1996 7.6 7.7 1971 1971 2010 2010

세대당 에코마일리지 점수(점) 0.5 0.5 0.6 0.6 0 0 6.1 4.7
로그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 
(kWh)

8.4 8.5 0.2 0.2 7.1 7.1 9.5 9.5

로그 1m2당 아파트 공시지가 
(원)

15.1 15.1 0.4 0.4 13.2 13.2 16.3 16.3

주: (1)은 임대, 분양+임대를 포함한 경우이고, (2)는 임대, 분양+임대를 제외한 경우이다. 

<표 6-4> 연속형 변수의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분양 1.03 0.11 0.81 1.25

임대 9.51 3.19 3.27 15.76

분양+임대 1.23 0.49 0.26 2.19

<표 6-5> 분양형태별 평균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

  <표 6-6>은 범주형 변수의 기초통계를 보여준다.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에 참

여한 단지는 (1)에서 935단지, (2)는 836단지이며, 전체 데이터 중 약 23.7%를 

차지한다. 에너지자립마을의 경우에는 26개 단지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비중은 1%가 조금 안된다. 아파트 단지의 분양형태는 분양이 약 90%로 압

도적으로 높고, 그 외 임대가 6.2%, 분양+임대가 3.3%를 차지한다. (2)에서는 

임대, 분양+임대를 제외하여, 기초통계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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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빈도 %

(1) (2) (1) (2)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참여 935 836 23.7 23.7

에너지자립마을 참여 26 26 0.7 0.7

아파트 

분양형태

분양 3,554 3,554 90.5 100

임대 245 . 6.2 .

분양+임대 128 . 3.3 .

<표 6-6> 범주형 변수의 기초통계량

  <그림 6-2>는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별 아파트 단지 수를 보여준다. 아파트 

단지별 신규 미니태양광 개수는 대부분 0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0의 비중은 전체 중 약 78.9%를 차지한다. 이는 분석 모형에서 본 것처럼, 

영과잉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2>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별 아파트 단지 수

2. 분석 결과 정리

  본 연구는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아송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 후 과도 분산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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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dispersion test)을 진행하였다. Deviance와 Pearson 적합도 검증에서 검정

통계량 모두 p값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

른다는 가정을 기각하였다. 이는 포아송 분포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과도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이항 분포 모형을 사

용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에 0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고려하고자 ZIP 모형과 

ZINB 모형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ZIP 모형이나 ZINB 모형의 적절성을 평

가하는 Vuong test를 실시한 결과에서 ZIP 모형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나타났다. 데이터가 영과잉으로 인해 과도 분산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연구 결과는 <표 6-7>에 정리되어 있다. 모형 (1)과 (2)는 음이항 모형을 통

해 추정한 결과이고, (3)은 ZIP 모형, (4)는 ZINB 모형을 통해 추정한 값이다. 

(1)과 (2)는 임대 아파트를 분석에 고려하느냐 유무로 구분된다. (1)은 분양, 임

대, 분양+임대가 혼합된 형태이고, (2)는 분양만 포함된 모형이다. (3)과 (4)는 

(2)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ZIP 모형과 ZINB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값을 

나타낸다. ZIP나 ZINB 모형은 두 가지 분석이 진행되나, 여기서는 아파트 단

지 내 주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산 자료 모형과 관련된 결과만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Vuong test를 바탕

으로 하여, ZIP 모형을 중심으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비가격 요인을 먼저 살

펴본 후에 가격 요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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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Negative binomial 
Model

Zero-inflated model

(1) (2) (3) (4)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
0.263**
(0.124)

0.128
(0.120)

0.001
(0.044)

0.123
(0.120)

이웃 효과
아파트 단지 전년도 
누적 설치개수

0.042***
(0.013)

0.050***
(0.017)

0.009***
(0.001)

0.049***
(0.017)

공동체 영향 에너지자립마을 참여
4.206***
(0.503)

4.193***
(0.460)

2.277***
(0.047)

4.180***
(0.458)

에너지 절약 
의식

에코마일리지 점수
0.376***
(0.080)

0.292***
(0.074)

0.152***
(0.026)

0.280***
(0.075)

아파트 단지 
특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0.007*
(0.004)

0.011***
(0.004)

0.006***
(0.002)

0.011***
(0.004)

동수
-0.001
(0.014)

-0.005
(0.015)

-0.041***
(0.004)

-0.005
(0.015)

세대수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건축년도
0.071***
(0.009)

0.089***
(0.009)

0.054***
(0.003)

0.089***
(0.009)

보조금 효과
자치구의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1.685***
(0.119)

1.568***
(0.114)

0.361***
(0.041)

1.576***
(0.116)

아파트 단지의 
소득수준

가구당 전력 소비량
-0.799**
(0.403)

-1.386***
(0.396)

-0.696***
(0.116)

-1.407***
(0.397)

아파트 단지의 
개별공시지가

-0.615***
(0.143)

-0.474
(0.136)

-0.469***
(0.060)

-0.476***
(0.136)

분양
형태

임대
1.129***
(0.230)

분양+임대
-0.327
(0.290)

절편
-128.2***

(17.80)
-161.0***

(17.46)
-94.6***

(6.59)
-161.1***

(17.46)
시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관측치 3,927 3,554 3,554 3,554

Vuong 6.73*** 0.71
주 :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괄호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표 6-7> 미니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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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가격 요인

  비가격 요인에서는 기존 태양광 설치개수, 에너지자립마을, 에코마일리지 점

수, 아파트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다. 에너지절약

형 고지서는 양의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모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가구가 미니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지가 중요한 연구 가설 중 하나였다.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변수는 

모형 (1)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하지만 임대를 

제외한 다른 모형들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는 (1)에 임대 및 분양+임

대 아파트가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자

발적인 참여가 아닌 만큼 고지서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하여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미니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지서가 미니태양광의 설치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에 비용이 드는 행동을 꺼리는 

성향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Steg(2008)는 사람들이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

는 절약 행동을 선호하며, 비용이 드는 행동은 잘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 보았다. 즉, 본 연구와 연결시킨다면, 고지서를 받더라도 미니태양광처럼 초

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행동보다는 냉난방 조절이나 대기전력 차단 등 비용

이 들지 않는 단순한 절약 방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에 미니태양광과 같은 에너지 절약 정

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과 관련될 수 있다. Allcott·Rogers(2014)에서 활용한 

Opower의 HER은 에너지효율 제품 설치에 따른 전력소비 감축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HER에 에너지공급업체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정보

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제품 등의 구매

에 따른 효과나 지역의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가 없다. 이러한 정

보의 한계로 인해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에 아파트 단지 내 미니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아파트 단지의 미

니태양광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

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웃이 베란다에 설치한 태양광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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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보면서,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웃의 설치가 많을수

록 그 제품이 가진 성능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존재하여 설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자립마을 참여도 미니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이 미니태양광 설치를 영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에너지 절약

이나 태양광 제품 관련 행사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태양광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민간의 교류를 확대시키며, 주민 간 신뢰

를 바탕으로 태양광에 관한 입소문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에

서 태양광 설치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확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조금 사업의 효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에코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아파트에서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코마일리지 점수는 에너지 절약 행동

이나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단지

에서 미니태양광 설치에도 더 관심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에코마일

리지 점수가 환경인식을 나타낸다고 볼 때, 미니태양광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이라는 점이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보면,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세대수, 건축년도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동수는 모형에 따라 유의성에 차이

가 존재한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설치가 많은 것은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세대수가 많으면 아파트 단지에 미니태양광이 설치될 확률이 높아지고, 최

대로 설치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진다. 

  최근에 건축한 아파트일수록 미니태양광의 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몇 년 내에 재건축을 진행할 확률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이사를 가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람들은 설치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신규 아

파트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설치 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양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면적이 넓을수록 총 전력 

소비량이 많으면서 미니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동수의 경우에는 ZIP 모형에서만 음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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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파트 동수가 적을수록 주민들의 교류가 활발할 

수 있고, 입소문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가격 요인

  가격 요인은 보조금 정책 및 아파트 단지의 전력 소비량, 공시지가, 분양형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보조금 지급이 미니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자치구에서 보조금

을 지급할 경우,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아직은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인 상황에

서 보조금이 보급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양 형태는 모형 (1)에서만 고려를 하였는데,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아파트

보다 미니태양광을 더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에서 임대 아파

트 단지 내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태양광 모듈을 무료로 설치해준 것이 보

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력 소비량이 적거나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미니태양광 설치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

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태양광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거나 소득수준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전력 소비량이 낮을수록 설치가 높은 이유는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기준

으로 월평균 전력 소비량이 500kWh 이하인 가구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력 다소비 가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전력 다소비 가구는 보조금 없

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설치가 늘어난다는 결과도 전력 소비량이 높은 가구가 

지원에서 배제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는 

에너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여, 미니태양광 설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

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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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소결 및 토의

  이번 장에서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미니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별 미니

태양광 개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가산 자료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참여 유무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이 변수들은 이웃 효과, 에너지 절약 행동, 단지 특성 등 비가격 요인과 자치구

의 보조금 정책, 공시지가, 전력 소비량 등 가격 요인으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는 미니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 행동을 추구할 때, 비용이 드는 행동보다

는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지서

에 미니태양광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 외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정의 태양광 설치에 이웃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자립마을도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에코마일리지 점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에너지 절약 의식이 높

을수록 설치 개수가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 면적이나 세대수

가 늘어날수록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동수와 건축년도는 줄어들

수록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격 요인에서는 보조금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보조금 자체가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력 

소비량이나 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사람들이 이웃의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고지서나 주민들

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승강기 등)에 아파트 내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가구의 

현황이나 이웃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 절감한 비용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Opower는 사람들이 이웃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HER에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가구의 절약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6-3> 참조).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소통공간인 스마트폰 앱(빌리진아이, 아파트너 등)을 활

용하여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

한 앱은 이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입소문 효과를 확대시켜, 주민들의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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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racle(2018)

<그림 6-3> 에너지 효율적인 가구의 절약 방법 소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미니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미니태양

광 설치로 인한 전력소비 감축 효과나 비용 절감 효과, 지자체의 지원 정책 등

을 소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Opower의 HER 디자인 중에서

는 전력공급사(utility)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존재한다

(<그림 6-4 참조>). 이러한 정보는 이웃과의 전력소비 비교로 인해 에너지 절

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구에게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 Oracle(2018)

<그림 6-4> 지자체의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소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설치가 많다는 결과를 통해서는 미니태양광의 

경우 이사 시에도 쉽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신규아파

트의 경우에는 미니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SH공사는 실제로 2018년부터 신축공공아파트에 태양광을 의무로 도입하

고 있는데, 일반 기업에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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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특성 중 현상유지편향을 활용하여,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민에게 미니

태양광 설치를 기본옵션으로 제공하고 설치를 반대할 경우에만 제공하지 않는 

방식도 유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조금 지급이 미니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이 안정화된다면, 보조금이 점차 줄

어들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부터 보조금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

로 접근하는 중이다. 서울시나 지자체는 설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구의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액만큼을 태양광업체에 제공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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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으로 비가격 개입에 주목하고, 국내 에너지

절약형 고지서 사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 및 개선 방향 등을 고찰

하였다.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는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 자신의 

과거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여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비가격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양한 실험을 통해 효과성 등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가격 개입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분석 방법이나 고려한 변수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에 대해 총 세 개의 작은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 세 가지 연구는 문제의식, 데이터, 방법론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첫 번

째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고지서 형태가 전력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다섯 

개 시도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전력 소비량 데이터(2011~2015년)를 활용하

였고, DID 및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가구의 전력소비를 0.4~0.6%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며, 시간이 지나

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고지서는 전력소비 절감 효

과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가구의 전력소비가 미국에 비해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고지

서에 미국과 달리 에너지 절약 정보나 에너지 효율적인 가구와의 비교 정보 등

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웃과의 비교 정보

는 타 에너지원이나 스마트 홈 시스템 등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

형 고지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정보나 행동경제 이론 등을 고려

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실험

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이나 효과를 보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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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연구는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에서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

를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이 다

르며, 고지서의 총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가구의 전력소비 결정요

인 분석과 이웃 대비 전력 다소비 가구의 특성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

여 비교 대상을 고찰하였다. 전자는 가구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종속변수이며, 

방법론으로는 지역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후자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가구 중 이웃보다 전력이 많은 가구와 적은 가구가 종속변수이며, 프로빗 

모형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된 설문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전력소비는 감소하나,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많을 확률은 높아졌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 고지서는 가구의 

총 전력 소비량만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구원수로 세분화하여 

비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비교 대상으로 1층 거주 여부 및 자녀수를 

고려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

여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가정 내 태양광 설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가정의 전력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별 미니태양광 설치 개

수(2014-2016년)를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가산 자료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연

구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참여 유무 외에도 이웃의 미니태양광 설치에 따른 

효과(이웃 효과), 에너지 절약 의식, 보조금 정책, 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태양광 제품의 구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

해 비용이 드는 행동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정에 태양광 설치는 초

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방안을 고민할 수 있

다.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에 태양광 설치에 따른 효과 등이 제공되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웃 효과나 공동체 활동, 에너지 절약 

의식, 보조금 정책 등은 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람들이 이웃의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고지서 등에 이웃의 미니태양

광 현황이나 태양광 설치로 인한 효과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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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전력소비 감축 효과나 비용 절감 효과, 지자체의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에 의무 적용하거나 입주자에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보조금 외에 다른 금융 지원 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 가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국내 에너지절약형 고지서가 전

력소비를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내용이나 디자인 면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

요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고지서가 디자인, 내용, 효

과 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에 현 고지서로 변경되어 보급

이 확대되었다. 국내 고지서 사업은 2012년에 보급이 시작된 이후, 스마트폰 

앱이나 웹 페이지가 개발되기는 했으나 오프라인 고지서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한전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고지서에 이웃과의 비교 정보 등을 

추가하였으나, 아파트 고지서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도 이웃이라는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54) 도시가스 고지서의 경우에는 이웃과의 비교 정보가 포

함조차 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식이 제대로 확대되지 않는 이유가 외

부 시스템적인 제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먼저, 국내 아파트 고지서 업체

의 경우 에너지 수요관리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파트 고지서 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아파트 단지의 전력

소비를 절감시킨다고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

민들이 지불한 전기요금은 고스란히 한전에 지불될 뿐이다. 아파트 고지서 업

체는 디자인의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55)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일 동기가 부족하다.  

  또한 한전이나 도시가스 회사 등 에너지 공급업체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없다. 현재 국내 에너지 시장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

급하고, 도시가스 공급 업체는 특정 지역을 독점하여 가스를 제공하는 형태이

다. 즉, 현재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어떠한 경쟁도 없이 에너지를 

54) 한전에서 제공하는 이웃과의 전력 소비량 비교 정보는 거주 지역(예를 들어, 양천구) 주
택용(주거용) 고객의 평균사용량이다. 이는 5장에서 제기한 문제가 그대로 발생할 수 있
으며, 오히려 비교 대상이 광범위하여 절감 효과가 더 낮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55) 한국에너지공단(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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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며, 판매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서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수요관리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부 시스

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에너지 시장이 경쟁체계로 전환되거나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주처럼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course 

Standards, 이하 EERS)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기업들은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고객의 에너지 수요

관리에도 신경을 쓸 것이다. 정부가 EERS를 통해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해도, 기업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 Opower와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은 전력시장에 규제가 존재하

는 지역과 경쟁시장 체제가 도입된 지역 모두에서 존재한다.56) Allcott(2011a)

은 시의 비영리 에너지 공급업체 및 EERS 정책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에너지 공급업체들에서 Opower의 고지서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 규제와 시장 자율화가 함께 진행된 나라에서도 

Opower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력 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되었

지만 가스 및 전력 공급자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도 부과된 상황이다.57) 이

로 인해, First Utility이나 E.ON을 비롯한 영국의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Opower와 파트너쉽을 맺고 가정에 HER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

부가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EERS

를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한전을 2018년 시범사업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한전은 2년 전인 2016년 전력판매량에 비해 0.15%를 절감해

야 하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EERS 제도의 대상

이 다른 에너지 공급업체들로 확대되면, 이 기업들도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감축 의무가 부과된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Opower

와 같은 수요저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한전 등이 아파트

의 전력소비 감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아파트 고지서 업체와의 협업도 발

56) 이 자료는 Opower에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이다. IEA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iea.org/media/workshops/2015/eeuevents/behave1103/S3Gioffreda.pdf

57) 정경화(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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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다. 이는 고지서 업체가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현

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의 확대는 다양한 비

가격 개입 방식의 적용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각 장별로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제 4 장은 해외 연구에

서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아파트 단지의 전력 소비량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의 이사로 인한 전력소비 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전력소비 정보는 단지 내 주민들의 전력소비와 공용 전기가 함

께 포함되어, 전력소비 절감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파트 단

지별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시행시기를 연도별로 파악하여, 해외 연구처

럼 일별이나 월별 분석이 불가능한 것도 한계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시

간적 범위가 5개년 밖에 되지 않아서, 효과의 지속성을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

서 살펴보지 못하였다. 향후 시계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여 효과의 지속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지서의 감축 효과가 해외에 비해 적은 이유로 

국내 고지서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검토

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Opower와 동일한 내용 및 디자인을 제공한 가구와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

하는 가구의 전력소비 차이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 5 장은 이 연구가 1회성 설문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가구의 특성을 고정

효과로 처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가구 패널 데이터가 몇 년에 걸쳐 장기적

으로 구축이 되었다면, 가구를 대상으로 임의효과나 고정효과를 처리할 수 있

었을 것이다. 현재 설문 데이터는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사업의 전력소비 절감 

효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이웃보다 전력소비가 적은 가구의 비중이 높

은 점 등은 설문 샘플링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데이터는 가구가 이 사

업에 언제 참여했는지를 알 수 없고, 고지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소비량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어서 효과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 장은 제 4장과 마찬가지로. 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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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 연구는 단지 내 주민들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단지 내 주민들 간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나 지자체의 미니태양광 사업 홍보 유무, 아파트 단지 내 입

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 등 리더의 인식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보조금 사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금액이나 지원 방식 변수가 

아닌 지자체 더미 변수로만 활용한 것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제 6 장은 지리 정보 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를 활용하

여 아파트 단지별 미니태양광 설치 개수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추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향후 아파트 단지에 미니태양광뿐 아니라 옥상 태양광 설

치 사업이나 태양광 대여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설치용량을 종속변수

로 고려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전력소

비 절감 효과를 추정하는 것도 중요한 후속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가정 내 태

양광 설치는 다른 에너지 효율 제품처럼 반등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

등효과는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자립률 향상을 방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지서 사업이 에너지 효율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BRP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적절한 비가격 개입방식을 도출하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에서는 전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시

도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너지자립마을을 대상으로 스마트미

터를 보급한 후 여러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에 맞는 비가격 개입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이 진행된다면, 국

내 에너지 소비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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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아래 그림은 현재 Opower의 HER 디자인을 보여준다. 과거 HER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현재는 에너지 효율적인 이웃

이 적용하고 있는 절약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Opower의 HER은 아래 버전 

외에도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출처: Oracle(2018)

<그림 A-1> Opower의 현재 고지서 양식(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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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racle(2018)

<그림 A-2> Opower의 현재 고지서 양식(뒷면)



- 139 -

Abstract

Reducing consumption and inducing 

self-production of household energy 

consumption through non-pric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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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energy transition with a focus on 

renewable energy, and final energy demand management is emerging as a 

major issue. Demand management needs to be carried out not only by 

industry but also by home and business sectors. In the household sector, 

residential energy conservation efforts are a key element to demand side 

management. However, people tend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energy conservation but fail to practice it. Thus, energy policy makers are 

devising multiple interventions to encourage people to participate. Recently, 

non-price interventions utilizing theories from psychology or behavioral 

economics have been developed and expanded in this area.

  Social norm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theory of behavioral 

economics in the field of energy saving. The theory states that people tend 

not only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but also tend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values and norms of society. Opower’s energy bill is a typical 

case of social norm theory. Opower’s bill contains information 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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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comparison with neighbors. This information can serve as a 

norm for people. Numerous studies related with Opower’s energy bill have 

shown that the bill reduced energy consumption by about 2%. 

  In Korea, energy bills including a comparative analysis with neighbors’ 

energy consumption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12. In the domestic 

literature, the bill has been effective in inducing energy conservation. 

However, previous studies are limited in terms of methodology and data. 

The business has been in progress for seven years, but studies have only 

examined short term effects.

  This article posed three questions concerning the energy conservation bill.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the bill makes people save energy and 

whether the effect lasts.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the range of 

neighbors in the energy saving bill is appropriate. The third question is 

whether the bill encourages households to install solar panels, or become 

an energy producer. Self-production is one of the way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compared to neighbors.

  These questions lead to three studies. The first study analyzes the 

reduction of electricity consumption due to the energy saving bill based on 

each apartment’s electricity consumption data(2011-2015) in five districts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s(DID) to estimate the effect. The results show 

the energy saving bill reduces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by 

0.4~0.6% in each household and the effect continues over time. This 

implies that non-price intervention can affect energy consumption. 

However,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e effect of the bill was small. 

The differences in electricity consumption between domestic and US 

households may cause the effectiveness to differ. Korean households use less 

energy than US households on a per capita basis. Also, the fact that the 

domestic energy saving bill does not include energy saving information or 

comparative information with energy efficient households, unlike the US 

energy saving bill, may be a factor. As domestic bill projects have been 

shown to reduce electricity consumption, they need to be applied to city 

gas and smart home systems. In addition, energy saving methods, 

comparative information with energy-efficient households, and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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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ice intervention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bills to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However, such information should be applied after verification 

by various experiments. 

  The next study examines whether the range of neighbors in the energy 

saving bill is appropriate using data from the questionnaires on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It conducted the analysis in two parts. The first is 

an analysis of household electricity consumption patterns. The other is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hich consumed more compared to 

its neighbors who received the bill. District fixed effect and Probit model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 larger household size 

reduces household electricity consumption per capita, but increases 

probability of consuming more than their neighbors. Although single or 

two-member households are inefficient on a per capita basis, the energy 

saving bill may not catch this inefficiency. In the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many members are in each household in the energy bill, 

especially because the number of single and two-member households are 

on the rise. Other characteristics such as whether the household is located 

on the first floor or the number of children need to be considered.  

  The last study analyzes whether the energy saving bill affects at home solar 

panel installation using mini solar photovoltaic count data(2014-2016) by 

each apartment in Seoul. Seoul city encourages citizens to install solar panel 

at home through subsidization since 2014. This study uses count data model 

for analysis and considers the effect of variables such as peer effect, energy 

saving behavior, subsidization, income, etc.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variables affect solar panel installation except participation in the energy 

saving bill.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hen people practice energy 

conservation behavior, they are reluctant to implement costly options such as 

solar panel installation. It may also be related to the lack of information on 

mini solar panels. It would be meaningful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neighbors’ solar installation in the bill in light of peer effect. It may also be 

effective to include information about how to reduce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or save costs with solar installation. 

  Korea’s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y is changing. In the pa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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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was less interested in energy demand management. Apartment 

bill companies did not benefit from reductions in electricity consumption. 

This was true also for KEPCO, the sole electricity distributor in Korea – 

energy demand management might cause profits to fall. However,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nergy demand management and 

enforced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EERS) this year(2018). 

KEPCO is the first company to achieve the goal of reducing its electricity 

sales volume. This policy may lead energy suppliers to apply energy 

demand management systems. Non-price intervention will be an 

opportunity to explore new ways of demand side management and further 

reduce energy demand.

Keywords: Energy Saving bill, non-price intervention, factors of residential 

solar panel, energy consumption comparison with neighbors, 

social norm, behavio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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