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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 가정에서 빠르게 전력화가 일어나고 있어 가정의 전력 

소비량 및 전력 소비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취사 연료가 가스에서 전기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력 수요 변화의 성격을 파악하고 최종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이해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 

취사 연료가 전환되고 있는 현상에 집중하여 취사 연료의 선호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취사 연료 선호에 개인의 환경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환경교육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취사 연료 선호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산선택모형을 

구축하였고 프로빗 모형을 통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응답자들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763개의 표본이 모형 

구축에 활용되었다. 모형 추정 결과, 개인적 특성 중에는 나이, 혼인 상태, 

건강관심도, 전기 취사 경험 여부가 취사 연료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의 특성 중에는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가스요금, 

주거지 특성 중에는 도시 여부가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환경 행동 변수는 

취사 연료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까닭은 

건강관심도와 취사 연료 선호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건강관심도는 환경 행동을 매개로 

취사 연료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정요인 분석 결과, 앞으로도 전기 취사가 계속 확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건강 및 환경 측면에서 전기 취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전기 

생산방식 하에서는 취사 연료의 전력화가 환경에 더욱 유해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야 하며, 전기 



 

 ii 

취사가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환경 행동 변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환경 행동 증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건강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경제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행하는 

행동이 환경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과 구별될 수 있도록 환경 행동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취사 연료, 가스 취사, 전기 취사, 이산선택모형, 소비자 선호, 환경 

행동 

학   번 : 2017-2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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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민주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존의 ‘공급 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최근에는 ‘수요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토론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비구조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최대화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에너지 소비 실태와 

최종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또한 전력 수요 변화의 성격 파악은 국가 

에너지 정책 결정에도 매우 중요하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소비자들은 

더이상 주어진 에너지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수취인(recipient)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선택 및 소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Socolow, 1978). 따라서 에너지 소비 행태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련 정책 효과를 예측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량은 

20,780천toe으로, 가정 부문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는 2013년 대비 연평균 2.0% 

감소하였고, 1인당 소비는 2.6%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림 1]과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의 전력 소비량 및 전력 소비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가정에서도 전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력으로의 소비 대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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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의 보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예컨대, 

최근 전기자동차, 전기레인지, 의류건조기, 에어프라이어, 전동칫솔, 

식기세척기 등 가전기기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에너지원이 전기로 

대체되거나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지 않던 가사가 전력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형태의 청소기는 충전용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 등으로 대체되면서 

기기당 전력소모량과 가동 시간이 늘어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의 이러한 활발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정 에너지 

소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산업 및 수송 분야에 비해 연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가정 부문 에너지는 난방, 

온수, 취사, 조명, 전기 기기의 다섯 가지 용도로 나눌 수 

있는데(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가정 에너지 소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주제는 주로 난방 에너지로 치우쳐져 있었다(김연배·신성윤, 2002; 김영희, 

2016; 정재훈, 2010). 다른 부문에 비해 취사 에너지가 최근에 들어 새롭게 

전력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반해, 취사 에너지 취사 에너지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 취사에너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연도별 가정부문 전력 소비량(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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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정 부문 에너지원 별 소비 비중(산업통상자원부, 2018)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최종 도시가스 미공급 잔여 

지역은 단 13개 지역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정부주도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는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세이다(최봉석·노남진, 2017). 이러한 현황을 반영한 듯, 국토교통부는 

2018년 소규모 주택에 대한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１  기존에는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법률 규정에 따라 에너지 형평을 위해 모든 주택에 가스 설비가 

공급되도록 했지만 최근 들어 취사 수요가 적은 1～2인 가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가 불필요해진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생긴 것이다.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하고 

가스레인지 대신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전기레인지로 취사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기본 법안은 예외 없이 

도시가스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단지 밖 간선시설부터 단지 내 

간선배관, 동별 입상배관, 세대 내 말단배관까지 과다한 건설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의 등장은 1970년대 이후로 취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했던 

도시가스가 전기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전기레인지 보급률은 

                                            
１ 본 개정안은 2018년 6월 20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그 이후의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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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 등에서 80~90%를 육박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15%정도다. 

하지만 2006년 13만대 수준이었던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 규모가 2013년 

30만대, 2016년 54만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중부매일, 2018.04.19) 추세를 

볼 때, 향후에도 전기레인지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며 취사에너지가 

가스에서 전기로 전환되는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방에서 이러한 새로운 취사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취사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가구의 선호에 대한 분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는 일상 속의 선택인 만큼 가구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희(2016)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시계열 분석이나 현황파악에 한정되어 있고, 가구의 선호나 의사결정 

패턴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어 최근 요청되고 있는 에너지 복지 및 

수요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각종 에너지정책을 효과적으로 고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에너지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세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개인의 

특성이 각각 얼마나 취사 연료 선호에 영향을 끼치는지 계량화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가 특히 주의 깊게 탐색하고자 한 변수는 환경 

행동이다. 친환경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취사 연료를 

선호하는지 탐색해 봄으로써 최종 에너지 소비와 재화의 선택에 있어서 

환경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행동 

변수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환경교육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취사 연료가 

가스에서 전기로 전환되는 현상을 집중 탐구하도록 하며 이는 에너지 선택에 

관한 연구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연구과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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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취사 연료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적절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가. 

ㆍ 연령, 교육 수준, 성별, 환경 행동 등의 개인적 특성은 취사 연료의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ㆍ 가족 구성원 수, 가구 총소득과 같은 가구의 특성은 취사 연료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ㆍ 주택 유형, 주거지가 도시에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주거지의 특성은 

취사 연료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취사 에너지 소비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셋째, 취사 에너지 소비의 변화가 앞으로 환경 교육 및 에너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수요 관리가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최근에 들어 

미시 단위에서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사 연료에 대한 가구들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은 수요관리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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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내용 및 구성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가정의 에너지 선택 및 취사 연료의 특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가정의 에너지 선택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개발도상국을 배경으로 한 연구와 선진국을 배경으로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어 각각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와 모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취사 

에너지 선호에 대한 기존의 문헌이나 데이터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데이터를 습득했으며, 다양한 변수들을 문항에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가설을 제시하고 종속 변수와 각 

설명 변수를 정의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계량 모형을 선택하게 된 타당한 이유와 이론적 

설명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각 변수들의 기초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취사 연료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결정요인이 되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여 취사에너지의 수요 

전망을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환경교육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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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연구의 고찰 

 

 

제 1 절 가정의 에너지 선택 

 

가정부문 에너지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크게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에너지 사용 패턴이 다른 만큼 연구의 대상 및 목적도 상이했다. 

가정부문 에너지는 크게 취사용, 조명용, 난방용, 냉방용, 수송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Danlami, Islam, & Applanaidu, 2015).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취사 연료의 선택 결정요인을 다룬 반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난방 및 수송 에너지의 선택 결정요인을 

다루었다. 소비자들의 에너지선택에 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 자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취사 방식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했다. 또한, 취사 연료 선택의 결정요인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통 연료가 비교적 깨끗한 연료로 전환되는 

요인 탐색을 주제로 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스에서 

전기로의 취사 에너지 전환을 거의 설명하지 못 한다. 

 

1. 개발도상국의 가정 에너지 결정요인 

 

개발도상국을 배경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취사 부문의 연구들이었다. 

개발도상국은 지리적 특성상 난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수송 등의 에너지 수요도 거의 없어 취사 에너지가 거의 모든 

가정 에너지 수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IEA, 2006). 저개발국에서는 

나무, 바이오매스 등의 고체 연료를 태워서 취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막화를 가속화하며,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양되고 있다. 전세계 개발도상국 인구의 절반인 27억명이 

아직도 취사를 위해 바이오매스, 석탄, 등유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해 매년 가정 내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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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는 인구수가 26만명에 달한다(IEA, 2018).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전기 및 깨끗한 취사 연료에 접근 

불가능했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하라 이남 지역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취사 연료를 전통적인 

에너지원에서 현대적이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구들의 연료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3] 현대 에너지(modern energy)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수 (IEA, 2018) 

 

개발도상국에서의 취사 연료 선택의 주요 결정요인을 논한 기존 문헌들 

중 대부분은 ‘에너지 사다리 모형(Energy ladder model)’의 실증분석을 

시행한 연구들이었다. 에너지 사다리 모형은 이성적 선택이라는 

미시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하며, 소득에 따라 취사 연료의 에너지원의 전환이 

선형적으로 일어남을 설명한 모형이다. 에너지 사다리 모형([그림 4])에 

따르면, 제1단계에서는 가축 분뇨, 곡물 찌꺼기 등의 바이오매스에 취사 

연료를 의존한다. 이 가구가 더 높은 소득 구간으로 진입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전통적 연료를 과도기적 연료인 땔감, 석탄, 등유 등의 연료로 

전환하게 된다. 이 가구의 소득이 더욱 증가해 최종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깨끗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인 도시가스, 천연가스, 전기로 취사 에너지를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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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전적인 에너지 사다리 모형(Energy ladder model)                

(Kowsari & Zerriffi, 2011) 

이 모형은 모든 형태의 연료(전통적인 연료부터 현대적인 연료까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선호하는 연료의 전체 집합이 있으며, 가구원들의 경제적 

상태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자마자 이들이 사다리를 올라가기로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한다(Kowsari & Zerriffi, 2011). 다수의 연구들이 취사에너지 

전환에서 소득이 주요 결정요인임을 밝혔다(Akomolafe & Ogunleye, 2017; 

Atanassov, 2010; Hosier & Dowd, 1987; Narasimha Rao & Reddy, 2007; 

Rahut, Behera, & Ali, 2016a). 그러나 소득 외에 교육 수준(Alem, Beyene, 

Kö hlin, & Mekonnen, 2016; Pundo & Fraser, 2006), 가구원 

수(Akomolafe & Ogunleye, 2017; Heltberg, 2004; Ouedraogo, 2006), 

가구 구성원들의 직업(Narasimha Rao & Reddy, 2007), 문화와 

전통(Atanassov, 2010; Masera, Saatkamp, & Kammen, 2000), 주거지의 

위치(Rahut et al., 2016a) 등 다양한 결정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취사 

연료 소비의 결정요인이 됨을 다수의 문헌들이 밝혔으며, 소득이 

결정요인임을 밝힌 연구들도 취사 에너지 전환이 고전적인 에너지 사다리 

모형과 같이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실증연구를 통해 하나의 에너지원이 그 다음 단계의 

에너지원으로 단순히 대체되기보다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취사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fuel stacking(연료 쌓아두기)’이 나타나는 현상을 

입증하였고(Brouwer & Falcão, 2004; Campbell, Vermeulen, Mango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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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bugu, 2003; Leach, 1992; Masera et al., 2000; Van Der Kroon, 

Brouwer, & Van Beukering, 2013) 에너지 사다리 모형이 그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Van Der Kroon et al., 2013) 반증한다. Masera et 

al.(2000)은 가구의 소득 수준이 충분히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취사 연료가 계속 사용되는 

현상으로 미루어봤을 때, 하나의 연료가 다른 연료보다 확실히 더 나은 

선호의 사다리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연료가 모두 장단점을 지닌 

상태로 공존하며, 이는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 예로, 멕시코에서는 토르티야(tortilla) ２ 를 전통적 방식으로 

요리하기 위해 고소득층에서도 현대적 연료와 더불어 장작불을 여전히 취사 

연료로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Masera et al., 2000). 즉, 에너지 

사다리상 가축 분뇨보다 땔감이, 땔감보다 가스가 더 우월한 재화라는 것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의 대체가 완전히 선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소득수준에서도 두 가지 이상 연료의 동시적 사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개발도상국의 가정에너지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 사례는 (<표 1>)과 같다. 

 

 <표 1> 개발도상국의 가정 에너지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 사례 

저자 (연도 )  국가 연구방법 결정요인 

Akomolafe and 

Ogunleye 

(2017) 

나이지리아 다항 로짓 
소득, 아내의 연령, 아내의 교육 

수준, 가구원 수 등 

Alem, Beyene, 

Gunnar, and 

Mekonnen 

(2013) 

에티오피아 
확률효과 

다항 로짓 

가구주의 경제적 지위, 대체 

에너지원의 가격, 교육 수준 등 

                                            
２ 옥수숫가루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팬에 구워 만든 멕시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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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nassov 

(2010) 
모잠비크 

Perception 

mapping 

survey,  

그룹 인터뷰 

문화적 결정요인(맛의 선호, 

조리법 등), 소득 등 

Heltberg(2004) 

브라질, 가나, 

과테말라, 

인도, 네팔,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

화국, 베트남 

프로빗, 

다항 로짓 

연료 가격, 전력화 정도, 지출 

수준, 교육수준(가구주와 배우자), 

가구원 수, 수돗물 유무 등 

Heltberg(2005) 과테말라 

엥겔곡선 

회귀분석, 

다항 로짓 

땔감의 가격, 가구원 수, 

교육수준, 토착 민족, 전기 

접근성, 1인당 지출액 등 

Hosier and 

Dowd(1987) 
짐바브웨 다항 로짓 소득, 거주지 위치, 연료 가격 등 

Joshi and 

Bohara(2017) 
네팔 

다항 로짓, 

이항 로짓 

산림 위치,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경제적 지위 등 

Masera et 

al.(2000) 
멕시코 로지스틱 

인구학적 조건, 지역의 조리법, 

전통과 선호와 관련된 문화적 

요인, 건강에 대한 영향 등 

Narasimha Rao 

and 

Reddy(2007) 

인도 다항 로짓 

1인당 소득, 주택 면적, 가구주의 

교육 수준, 가구원들의 직업, 

거주지 위치 특성 등 

Ouedraogo 

(2006) 

부르키나 

파소 
다항 로짓 

낮은 소득, 주요 에너지 또는 2차 

에너지로서의 전기 접근성, 낮은 

생활 수준, 가구원 수, 특정 

음식의 조리 빈도 등 

Pundo and 

Fraser(2006) 
케냐 다항 로짓 

아내와 남편의 교육 수준, 주로 

요리하는 음식, 자가소유여부, 

주택 형태 등 

Rahut et 

al.(2016a) 
부탄 

다변량 프로빗, 

토빗, 

Heckman 

Two-Step 

selection 

models 

소득, 가구의 부,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전기의 접근성, 

자녀 수, 거주지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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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의 가정 에너지 결정요인 

 

개발도상국의 연구들은 취사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의 

경험적 연구는 취사보다는 난방, 교통 분야에서 주로 행해졌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 있었다(Gaspar & Antunes, 2011; Rennings, 2012). Gaspar 

and Antunes(2011)는 환경 태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에너지효율등급을 덜 고려하는 반면, 환경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에너지효율등급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Rennings(2012)는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을 구매에 있어 가구의 특성이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등급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은 가전제품의 종류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진국들의 취사방식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개발도상국을 배경으로 한 연구에 비해 가구의 특성이나 문화적 변수보다 

연료의 가격이나 소득 등 경제적인 변수들이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가정에너지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 사례는 (<표 

2>)와 같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난방 에너지 수요에 관해 

행해졌다. 김연배·신성윤(2002)은 비용 변수들이 난방 연료 선택에 영향을 

주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난방연료로 등유에 비해 가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는 가스의 가격이 등유에 비해 높은 

이유와 더불어 지역의 가스관 설치 여부가 가구 소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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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진국의 가정에너지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 사례 

저자 (연도 )  국가 분야 연구방법 결정요인 

김연배, 

신성윤 

(2002) 

한국 난방 다항 프로빗 
연료 가격, 소득,  

서울 여부 등 

김영희 

(2016) 
한국 난방 

이산연속선택

모형, 다항 

로짓 

주택형태, 주택 면적, 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난방방식의 특성 등 

윤태연 

(2014) 
한국 난방 

CVM, 

이중투표모형 

◦ 소득, 교육수준, 난방비 

지출, 에너지 절약행위 등 

정재훈 

(2010) 
한국 난방 

조건부 수요 

분석, 

MDCEV 

가구원 수, 소득, 주거지 

면적, 난방도일 등 

Bartlett, 

Dagsvik, 

Olsen, and 

Strøm 

(1987)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난방 

이산연속 

동적 선택 

모형 

연료 가격, 소득, 

난방도구의 가격 등 

Ewing and 

Sarigöllü 

(2000) 

캐나다 수송 다항 로짓 
자동차 주행 능력, 자동차 

특성 등 

Gaspar and 

Antunes 

(2011) 

아일랜드, 독일,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가전 

제품 

인터뷰, 

설문조사, 

회귀분석 

환경 태도, 환경 행동 등 

Giulietti, 

Waddams 

Price, and 

Waterson 

(2003) 

영국 
가스 

공급자  

설문조사, 

Double 

hurdle 모형 

탐색비용, 전환 비용, 인식, 

거주 지역 등 

Laureti and 

Secondi 

(2012) 

이탈리아 난방 다항 로짓 

사회경제학적 특성(가족 

총소득, 가족 구성 유형 등), 

주거지의 특성(설립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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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ur, 

Mendelsoh

n, and 

Morrison 

(2008) 

미국 . 

다항 이산 

연속 선택 

모형 

해당 장소의 온도 등 

Rennings 

(2012) 
독일 

가전 

제품 
MLE 

가전제품 타입, 주택 

설립년도, 은퇴 여부, 

가구원 수, 학력, 컴퓨터 

유무 등 

Song, 

Aguilar, 

Shifley, 

and 

Goerndt 

(2012) 

미국 난방 

Left-

censored 

토빗 

도시/ 농촌 위치, 

도시지역에서의 가구원 수, 

소득 수준 등 

Vaage 

(2000) 
노르웨이 난방 다항 로짓 에너지 가격, 소득 등 

 
 

제 2 절 취사 연료의 특성 

 

도시가스의 건강 유해성 정보 확산, 인구 감소, 2인 이하 가구 비중 증가, 

전열기·대체 난방 취사 기기 보급, 건축 단열재 개선, 정부의 효율개선 정책 

등이 최근 주택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수요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최봉석·노남진, 2017). 가스에 비해 전기 기기의 편의성 및 다양성이 

더 높아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2017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 전환 단계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최봉석·노남진, 2017) 

문헌도 존재했다. 

본 절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건강 유해성, 비용,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의 가스 취사 및 전기 취사를 비교하였다. 각 취사 연료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국내의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경제성 평가 비교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신뢰도 높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5 

1. 건강 유해성 
 

일반적으로 LNG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국내 공동주택에서

는 실내에서의 취사과정 중에 불완전연소를 통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

세먼지 등 실내공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임재한, 김선요, 송승영, 

2014). 가스레인지 취사 시, 온도, 습도, CO, CO2, 미세먼지(PM10) (민병수·

이상우, 2002; 임재한 외, 2014),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민병수·이상우, 

2002) 모두 상승하며 후드 등을 사용해 적절한 환기가 수반되면 허용기준 이

내로 유지되지만 CO2 농도는 환기 후에도 허용기준 이상으로 나타난다고(임

재한 외, 2014) 밝혔다. 도시가스의 실내 공기 오염 및 건강에 끼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전기레인지 확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

다. 상대적으로 실내 오염이 적다고 생각되는 전기레인지에 대한 소비가 늘

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 취사 방식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전기 취사를 하면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 발생을 일으키

지 않는 대신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경각심

은 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인덕션

들은 최소 220mG에서 최대 284mG의 전자파를 방출해 국제 비이온화 방사

보호위원회의 국제 권고 기준치인 62.5mG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

다(<동아일보> 2016.06.10). 또한 가스 취사는 가정 내 실내 공기를 오염시

키는 반면, 전력이 석탄 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정도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비흡연자인 아시아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조리 과정에 

있음이 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취사 연료가 발병률을 높이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서양에 비해 여성 흡연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특히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여성 폐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현상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그 원인을 탐색하였다. 주요 발병 원인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연기(COF: cooking oil fume) 때문이었는데 중국 음식은 

높은 온도로 기름에 볶고 튀기는 조리 방식을 주로 취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폐암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Gao et al., 1987; He, Chen, Liu, & Chapm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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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atius, Chiu, Au, Wong, & Tang, 2006; Ko et al., 2000; Sun, Schiller, 

& Gazdar, 2007; Yu, Chiu, Au, Wong, & Tang, 2006). 즉,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조리법 때문에 폐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이지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의 사용 자체가 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조리법을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에서 각각 시행했을 때의 폐암 발병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는 발견하지 못 하였으므로 본고에서 폐암 발병에 

대한 영향은 논외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스 취사가 배출하는 

실내오염물질과 전기 취사가 발생시키는 전자파 및 전기 생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 비용 
 

최봉석·노남진(2017)은 월 전기사용량 300kWh 이하 가구 조건에서 

취사 기기의 사용요금 비교 시 가스레인지 사용요금이 전기레인지 사용 요금

에 비해 약 4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낮

아서 가스 취사 기기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전기 

소비에는 누진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 취사로 조리하는 횟수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폭등하게 된다. 취사 기기와 취사 연료 가격 모두 전기가 

더 높다. 

 

3. 에너지 효율 
 

Adria et al.(2013)은 전기 인덕션은 전기 투입량에 비해 90%의 효율을 

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석탄 화석 발전소에서 생산되므로 1차 

에너지에 비해서는 35%의 효율 수준에 그침을 지적하며, 1차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가스레인지가 가장 효율적인 취사 도구임을 역설했다([그림 5]). 

발전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각 가정으로 전달된 뒤, 다시 

가정에서 열에너지로 교환해 취사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스는 직접 열 손실이 255 kWh에 달해 57 

kWh인 인덕션보다 직접 열손실이 훨씬 높지만 발전 손실이 없다는 면에서는 

최고의 연료이다 (EC, 2011; VHK, 2010). 전기의 대부분이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이상 천연가스가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 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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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취사 연료로서는 최선의 대안일 것이다(Adria et al., 2013).  

 

[그림 5] 취사도구에 따른 1차 에너지 효율과 편리성 (Adria et al., 2013) 

현재 국내의 전력 발전량은 2016년 기준으로 90%이상을 석탄 화력 

발전 및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4%에 

불과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그림 6]), 현 상황에서는 가스가 가장 

효율적인 취사 연료임을 언급하는 문헌들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전기 생산과정에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건강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전 손실이 커 에너지 효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림 6] 2016년 에너지원별 전력 발전량(에너지경제연구원,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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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 행동 
 

1. 환경 행동의 정의 

 

환경 행동은 환경과 관련한 사람의 심리 및 행동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환경교육의 목적 및 내용을 설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금지헌, 2011a). 환경 행동과 관련하여 비슷한 의미의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주로 ‘환경 행동(environmental 

behavior)’이 국내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 ‘환경친화적 행동 또는 

친환경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 ‘책임있는 환경 행동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환경적으로 중요한/유의미한 행동(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생태적 행동(ecological behavior)’ 등이 사용되고 있다. 

금지헌(2011b)은 ‘환경 행동(environmental behavior)’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의미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연구자들 

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환경 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환경 행동(environmental behavior)은 개인 또는 집단이 결정, 계획, 

실행, 반영 등 의도된 전략을 통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환경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Emmons, 1994; 금지헌, 2011a 재인용). Paul C. 

Stern(2000)은 ‘환경적으로 중요한 행동(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자연으로부터의 물질과 

에너지의 가용성을 변화시키거나 생태계 또는 생물권 자체의 구조나 역학을 

전환시키는 영향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Kollmuss and Agyeman(2002)은 

‘친환경적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의 정의를 ‘자연 또는 인공의 

세계에 개인의 행동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적으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행동 등을 예로 들었다. 박희서, 노시평, 김은희(2007)는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재화와 용역을 선택·사용·폐기하는 소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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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며,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소비의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의 행태”라고 정의하여 행동뿐만 아니라 ‘관심’과 ‘인식’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 환경 행동 이론 

 

환경교육 분야의 고전적인 연구들은 ‘지식(knowledge)-태도(attitude)-

행동(behavior)’의 선형적 모델(KAB 이론)을 주로 지지하였다.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적 지식을 많이 전수하면 이것이 친환경적인 태도를 

증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동기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다.  

국내에서 환경 행동에 대해 깊이 연구한 금지헌(2011a)은 환경 행동 

이론이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B: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이론(Hines, Hungerford, & Tomera, 1987), 시민행동(CB: citizenship 

behavior) 이론(Hungerford & Volk, 1990), 가치-신뢰-신념(VBN: value-

belief-norm theory) 이론(Paul C Stern, Dietz, Abel, Guagnano, & Kalof, 

1999) 순으로 발전해왔다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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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es et al.(1987)은 REB(책임 있는 환경 행동 모델)을 통해 실천 의도, 

통제 소재, 태도, 개인적 책임감, 지식 등이 행동과 높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그림 7]). 본 모델은 Ajzen and Fishbein(1977)의 합리적 행동 

이론(TRA)을 바탕으로 하며, 환경 행동 연구에서 고전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림 7]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B) 모델(Hines et al., 1987) 저자가 번안 

 

Hungerford와 Volk(1990)는 REB 이론을 보완하여 환경 행동의 변인을 

세 가지 단계적 범주(초기단계 변인, 개인화 변인, 권한 부여 변인)로 구분한 

시민행동 이론(CB: citizenship behavior)을 제시하였다([그림 8]). 

초기단계(entry-level) 변인은 개인의 의사 결정을 향상시키는 전제조건이며, 

개인화(ownership) 변인은 환경 쟁점을 자신의 문제처럼 개인화시키는 

변인이다. 마지막 단계인 권한 부여(empowerment) 변인은 인간이 변화를 

만들고 주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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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민행동(CB) 모델(Hungerford & Volk, 1990) 저자가 번안 

 

Paul C Stern et al.(1999)는 Schwartz(1977)의 도덕적 규범 활성화 

이론(moral-norm activation theory)과 Dunlap and Van Liere(1978)의 

new environmental paradigm(NEP) 조합하여 가치-신념-규범 이론(VBN: 

value-belief-norm theory)을 제안하였다([그림 9]). 현재 환경 행동이론 

중에서는 VBN이 환경 행동 연구의 근거이론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금지헌, 2011a) 

 

 

[그림 9] 가치-신념-규범(VBN) 이론(Paul C Ster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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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데이터 

 

1. 설문조사의 구성 

 

우리나라 취사 연료 선호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가정의 에너지 소비에 있어 결정 

요인이라고 언급되어온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1) 종속변수의 조사 

종속변수는 ‘취사 연료의 선호’로 선택지를 ‘도시가스’와 ‘전기’로 두었다. 

우리나라의 주 취사 연료 비율에 관한 최근의 통계는 찾지 못 했지만 일반 

가구의 경우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도시가스의 비중이 5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전력(26.7%), 석유(10.7%) 순이며(산업통상자원부, 2018), 거의 

모든 가정이 가스와 전기로 취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 두 개의 취사 

연료만을 선택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취사 연료의 선택은 연료와 취사 도구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취사 제품에 대한 가구의 구체적인 선호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Van 

Der Kroon et al., 2013). 따라서 본고에서는 취사 연료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 취사 연료 자체(가스, 전기)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취사 제품(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 입장에서도 취사 연료 자체보다 취사 

도구를 떠올리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의 편의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쉬울 

것이다. ‘현재 사용하시는 취사 제품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다음 중 더 

선호하는 취사 제품은 무엇입니까?’로 선호를 물었으며, 선호도에 있어서 

무차별한 사람들에게 한 쪽의 답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외에 ‘둘 다 비슷하다.’의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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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변수의 조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명변수를 크게 개인적 특성, 가구의 특성, 

주거지 특성으로 나누었다.  

 

(1) 개인적 특성 

2장에서 언급한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주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개인적 특성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나이, 성별, 

혼인 상태, 자녀 유무, 교육년수, 본인이 주로 취사하는지 여부, 전기 취사 

경험 유무를 포함했으며,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변수인 환경 

행동과 건강관심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Hungerford and Peyton(1976)가 친환경 행동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이 고전적인 틀에서 약간씩 변형하여 환경 행동 

지표가 구성되어 왔다. Hungerford and Peyton(1976)은 ‘소비자 

행동(consumerism)’, ‘환경관리 행동(ecomanagement)’, ‘설득 

행동(persuasion)’, ‘정치적 행동(political action)’, ‘법적 행동(legal 

action)’으로 환경 행동을 구성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ungerford and Peyton(1976)의 큰 틀 안에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1년 설문지(김지범 외, 2017)와 이성재(2018)가 사용한 지표를 참고해 

환경 행동 문항을 구성하였다. 위에 언급된 연구들을 비롯하여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환경 행동 지표들에는 ‘환경 단체에 기부하는지 여부’와 

‘환경 관련 집회 참여 여부’를 포함한 연구들도 많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의미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 없어(박희제·허주영, 2010) 해당 문항은 배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환경 행동 문항은 <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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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경 행동의 측정을 위한 문항 

1. 유리, 깡통(캔), 플라스틱, 신문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 배출하는 노력을 

들인다. 

2.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을 끈다. 

3. 가능한 한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한다. 

4. 장을 볼 때 주로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사용한다. 

5. 여름철에는 대개 에어컨 희망 냉방온도를 26도씨 이상으로 설정한다. 

6. TV는 볼 때만 켜놓는다. 

7. 환경적인 이유로 특정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8. 유기농 과일이나 채소를 구입하려고 노력한다. 

9.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민이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10.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한다. 

 

 

특정 재화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Masera et al., 

2000) 개인의 ‘건강관심도’ 변수를 결정요인 분석에 포함시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의 실내 대기 오염 및 건강에 대한 

유해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민병수·이상우, 2002) 전기로의 취사 연료 전환 

과정에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염려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편적이고 권위있는 건강관심도 및 건강염려도 측정도구는 따로 발견할 수 

없었다. Pilowsky(1967)가 개발한 Whiteley index 등 건강염려증의 척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들은 다수 있었으나, 건강염려증이란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해 과도한 불안 또는 우울증을 겪거나 심할 경우 자살기도까지 

하는 정신과적 질병으로(이인혜, 2004),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염려의 정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본고에서는 황창주 

and 이상엽(2010)이 제시한 5개 문항의 ‘건강관심도’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동의의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5개 문항의 총점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건강관심도를 측정한 문항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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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건강관심도의 측정을 위한 문항(황창주 & 이상엽, 2010) 

1. 나는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건강관련 서적이나 방송을 챙긴다. 

4. 건강에 관심이 많다. 

5.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 

 

(2) 가구의 특성 

취사는 가구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원이나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 등도 취사 연료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 구성원 수,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전기요금을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취사 연료는 가구 내의 공동재이며, 가정의 삶의 질과 가전제품은 가구 

총소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대신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을 

조사하였다. 세금공제 이전의 금액으로 조사하였으며, 모든 동거/비동거 

가구원들의 수입을 근로소득, 이자, 임대소득, 연금, 각종 보조금 혹은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돈 등을 모두 합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참여자들의 응답에 대한 부담 및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간별로 적당한 수의 표본을 유지하기 

위해 300만원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취사 연료의 선호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물었으며, 이 역시 구간별로 

적절한 표본 수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5만원 구간, 가스요금은 2만원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다만 현재 전기레인지로 주로 

취사하는 가구에서는 전기 요금이 높게 나타나고, 개인 난방 방식을 취하는 

가구는 가스 요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 요금 차이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구가 취하고 있는 취사 및 난방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에 취사 및 난방방식을 적절히 통제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주 

취사방식’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난방방식’을 통제하여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취사 연료 선호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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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 특성 

다수의 연구들이 주거지의 위치(Hosier & Dowd, 1987; Narasimha Rao 

& Reddy, 2007)나 주택의 유형(Pundo & Fraser, 2006) 등의 주거지 특성이 

취사 연료 선택의 결정요인임을 밝힌 바, 도시 여부와 주택 유형, 난방 

방식을 설명 변수로 고려하였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더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촌에 있는 사람들보다 질이 높은 가전제품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Hosier & Dowd, 1987)에 따라 비교적 

새로운 기기인 전기레인지에 대한 도·농 간 선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 

여부를 변수로 살펴보았다. 도시 여부는 행정구역 단위가 ‘동’이면 도시, ‘읍’ 

또는 ‘면’이면 농촌 지역으로 판단해 더미 변수로 고려하였다.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으로 조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2018)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는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의 영구 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연립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의미한다. 

난방 방식의 각 유형에 대한 아래의 설명은 산업통상자원부(2018)의 

정의를 따른다. 중앙난방은 난방과 온수를 중앙보일러(기계실)에서 단지 내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지역난방은 지역별로 열병합 발전소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단지 내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개별난방은 각 세대에 소형보일러를 설치해 난방과 급탕을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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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의 실시 

 

모형의 마련 및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018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한국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웹기반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만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주민들을 2018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추출하였으며,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 패널 중 본 설문조사에 응한 최고 연령은 69세였다.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인원은 1010명이나,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A-11문항 ‘현재 사용하시는 취사 제품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다음 중 더 선호하는 취사 제품은 무엇입니까?’의 ‘1. 

가스레인지’와 ‘2. 전기레인지’를 택한 표본을 남기고 ‘3. 둘 다 

비슷하다’라고 응답한 표본을 제거하였다. ３  ‘둘 다 비슷하다’를 제거한 

이유는 해당 선택지를 선택한 사람들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이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이산선택모형’ 구축에 적합하도록 ‘가스’나 ‘전기’의 두 

선택지를 남기기 위함이다. 면접 등의 질적 방법을 추가적으로 이용해 취사 

연료의 선호가 없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테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못 했다는 한계를 밝힌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표본수는 763개이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표 5>와 같다. 

 

 

 

 

 

 

 

 

 

 

 

 

 

                                            
３ 본 문항의 응답자 수는 가스레인지 425명(42.12%), 전기레인지 337명

(33.4%), ‘둘 다 비슷하다’ 247명(24.4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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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구성 

변수 변수 값 표본 수 비율(%) 

나이 20대 145 19% 

 30대 165 21.63% 

 40대 167 21.89% 

 50대 173 22.67% 

 60대 113 14.81% 

    

성별 여성 370 48.49% 

 남성 393 51.51% 

    

지역 서울특별시 154 20.18% 

 부산광역시 50 6.55% 

 대구광역시 38 4.98% 

 인천광역시 44 5.77% 

 광주광역시 25 3.28% 

 대전광역시 25 3.28% 

 울산광역시 16 2.1% 

 경기도 192 25.16% 

 강원도 20 2.62% 

 충청북도 25 3.28% 

 충청남도 30 3.93% 

 전라북도 27 3.54% 

 전라남도 28 3.67% 

 경상북도 32 4.33% 

 경상남도 42 5.5% 

 제주특별자치도 9 1.18% 

 세종특별자치시 5 0.66% 

    

혼인 상태 미혼 226 29.62% 

 기혼 495 64.88% 

 이혼, 별거, 사별 등 42 5.5% 

 

자녀 유무 

 

자녀 무 

자녀 유 

 

274 

489 

 

35.91% 

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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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2절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취사 연료 선호의 결정 요인을 크게 개인적 특성, 

가구의 특성, 그리고 주거지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결정요인으로 나이, 성별, 혼인상태, 자녀의 

유무, 교육년수, 환경 행동, 건강관심도, 본인 주 취사 여부, 전기 취사 사용 

경험의 유무를 선정하였다. 가구의 특성에 해당하는 결정요인으로는 가구원 

수,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전기요금, 월평균 가스요금을 

선택하였으며, 주거지 특성과 관련된 결정요인으로는 도시 여부, 주택 유형을 

고려하였다. 

 

1) 개인적 특성 결정 요인: 나이, 성별, 혼인상태, 자녀의 유무, 

교육년수, 환경 행동, 건강관심도, 본인 주 취사 여부, 전기 취사 

사용 경험의 유무 

 

(1) 나이: 나이가 적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 

  Fernandez(2001)는 가구주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경향이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나이가 더 많은 

가구원의 선호가 더 천천히 바뀌기 때문이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전기 취사 

방식은 최근에 등장한 취사 형태이므로 높은 연령층에서는 아직 

선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성별: 여성들이 전기 취사를 더 선호한다. 

   요리를 주로 담당하는 기혼자 여성들은 조리로 인한 건강 

유해성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 가스 취사방식은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사 도구에 대한 

결정권이 주로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기혼 남성의 경우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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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가 아닌 배우자의 취향을 답한 답변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 요리하는 남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특별한 

선호가 약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3) 혼인상태: 기혼자들이 전기 취사를 더 선호한다. 

미혼인 사람들은 요리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가구주가 아니거나 책임지고 있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취사로 인해 

발생하는 실내 오염에 대해 기혼자들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반면, 2장에서 언급했듯 전기 취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영향에 대한 국내의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기혼자들의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자녀의 유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전기 취사를 더 선호한다. 

아이들의 호흡 속도는 어른들보다 2배 더 빨라 체중에 비해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므로 어른들보다 더 대기오염의 피해에 

취약하다(Friedrich, 2017).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욱 전기 취사를 더 선호할 것이다.  

 

(5) 교육년수: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더 새로운 연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므로(Akomolafe & Ogunleye, 2017; Alem et 

al., 2013; Heltberg, 2004, 2005; Rahut et al., 2016a), 교육년수가 

긴 사람일수록 전기 취사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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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 행동: 환경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가스/전기 취사를 

선호한다. 

환경 행동과 취사 연료 선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모두 

가능하다. 초기 선형적 친환경 행동모델(KAB)처럼 환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환경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전기가 현재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오염 물질이 가스보다 더 많으며, 전기 

취사 방식의 생산 대비 에너지 효율도 현저히 떨어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 행동을 더 자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 환경에 더 

이로운 가스 취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스 취사보다 전기 취사가 환경적으로 

깨끗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환경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일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7) 건강관심도: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 

건강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가스레인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민병수·이상우, 2002)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환기나 후드 

사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현재 가스 

취사보다 전기 취사가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예상된다. ４  건강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8) 본인 주 취사 여부: 본인이 주로 취사할수록 가스 취사를 

선호한다. 

이 변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먼저, 주로 불 

앞에서 취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오염물질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다.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설은, 취사를 주로 담당하며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가스라는 취사 연료가 주는 화력과 조리법을 

                                            
４ 취사연료에 대한 실제 인식 조사 결과는 5장 [그림 35]에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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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않고 싶어할 것이다. 이것은 Masera et al.(2000)가 언급한 

‘문화적, 전통적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찌개문화, 생선구이, 삶기 등의 조리법을 통해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맛을 내기 위해 가스 취사를 선호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9) 전기 취사 사용 경험 유무: 전기 취사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  

전기 취사를 가정 내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리조트, 콘도, 식당 등에 안전 등의 이유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사람들을 전기 취사 사용 경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 취사를 경혐해 봤다면 가스 취사와 다른 편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호를 더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구 특성 결정 요인: 가구원 수,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전기요금, 월평균 가스 요금 

 

(1) 가구원 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 

가구원 수와 취사 연료의 선호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정의 실내 공기오염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전기 취사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Akomolafe and Ogunleye(2017)는 

나이지리아 실증연구를 통해 가구원 수가 전기의 보급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했음을 밝혔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구원 수가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인 전기를 

사용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GDP가 개발도상국에 비해 훨씬 높고, 전기의 누진제를 

강화한다거나 전기요금을 늘리는 정책안들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가정에 보급되는 전기의 요금은 도시가스와 비교했을 때 가정의 

생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 않다. 따라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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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에너지 사다리 모형([그림 4])에 

따르면 전기가 가스보다 에너지 사다리상 상위에 있는 에너지원이다. 

전기가 상대적으로 고급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전기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3) 월평균 전기요금: 월평균 전기요금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스/전기 

취사를 선호한다. 

월평균 전기요금이 높은 가구일수록 전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구간 하에서는 

월평균 전기요금이 높은 가구일수록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도 높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특정 구간 이상에서는 오히려 

월평균 전기요금이 높을수록 가스 취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기취사가 전기요금을 누진적으로 증가시켜 큰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기 취사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기요금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현재 주 취사방식을 

통제하여 계수를 살펴보았다. 

 

(4) 월평균 가스요금: 월평균 가스요금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스 

취사를 선호한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가스요금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스에 대한 선호가 높아 가스 취사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현재 주 취사방식과 난방 방식을 통제하여 현재 가구 

내에서 취하고 있는 에너지 방식과 상관없이 에너지 사용량과 취사 

연료 선호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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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 특성 결정 요인: 도시 여부, 주택 유형 

 

(1) 도시 여부: 도시에 거주할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더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촌에 있는 사람들보다 질이 높은 가전제품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Hosier & Dowd, 1987).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인 전기 취사에 대해 더 높은 선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2) 주택 유형: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 

Pundo and Fraser(2006)는 더 현대적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더 

깨끗한, 최신의 연료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현대적인 주택 형태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스에 비해 전기를 취사 연료로 

선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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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선호하는 취사 연료’인 전기와 가스이다.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특성의 두 가지 취사 연료 중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하는데, 이 선택은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인 형태를 띤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소비자의 취사 연료 소비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분석 및 모형 

구축은 STATA 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행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순서형이 아닌 선택 모형은 확률 효용 모형(random utility model)으로 

나타낼 수 있다(Maddala & Flores-Lagunes, 2001). 응답자 i(i=1,…,n)가 

2개의 선택지(전기, 가스) j=1,2 중 효용이 최대화되는 대안을 하나 선택할 

때, 효용 Uij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ij = 𝛽𝑗𝑥𝑖 + 𝜀𝑖𝑗 

 

Uij: 소비자 i가 취사 연료 j에 대해 얻는 실제 효용 

𝛽𝑗𝑥𝑖: 연구자가 관측 가능한 소비자의 효용 

    𝛽𝑗: 소비자가 선택지 속성에 부여하는 효용 가중치 

    𝑥𝑖: 개인의 특성 등 설명변수 

𝜀𝑖𝑗: 소비자의 효용에는 포함되나 연구자가 관측 불가능한 확률적 요인 

 

 𝑥𝑖 는 연령,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등의 설명변수들이고 𝛽𝑗 는 알고자 

하는 계수이며 𝜀𝑖𝑗 는 오차항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얻는 효용인 Uij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관측 가능한 효용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관측 가능한 효용인 𝛽𝑗𝑥𝑖 를 이산반응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산반응모형(Binary response model)은 소비자 i가 취사 연료 

j를 선택할 확률에 대한 등식을 제공한다. 종속변수가 0과 1인 이산변수일 

때 사용되는 모형이며, 로짓 모형(logit model),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이 대표적이다. 이하는 Wooldridge(2013)의 논의를 따른다. 

이산반응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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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 = 1|𝑥) = 𝐺(𝛽0 + 𝛽1𝑥1 +⋯+ 𝛽𝑘𝑥𝑘) = 𝐺(𝛽0 + 𝛽𝑋) 

 

G는 G(z)의 값을 0과 1사이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함수이며, z은 

실수이다. 프로빗 모형의 G는 표준 정규 누적 분포 함수(cdf)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z) = Φ(z) = ∫ (2𝜋)−1/2 exp (−
𝑣2

2
)𝑑𝑣

𝑧

−∞

 

 

에너지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들은 대부분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또는 다항 프로빗(multinomial probit)을 

사용하였다(Ewing & Sarigö llü , 2000; Laureti & Secondi, 2012; Narasimha 

Rao & Reddy, 2007; Vaage, 2000; 김연배·신성윤, 2002). 다항 로짓 또는 

다항 프로빗은 종속변수가 이산적인 3개 이상의 변수값을 가질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기존 에너지 선택 연구들은 ‘임산연료, 숯, 등유, 도시가스 등의 

취사 연료’나 ‘등유, 열에너지, 가스 등의 난방연료’ 와 같이 3개 이상의 

선택지를 가지는 연구들이 대다수여서 다항 로짓의 적용이 적절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기 취사와 가스 취사만 종속변수로 가지기 때문에 이항 

프로빗(binary probt)을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로짓과 프로빗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제학자들은 오차항에 대한 정규성 가정을 선호하여 

계량경제학에서는 프로빗을 주로 사용한다(Wooldridge, 2013).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효용함수의 계수 𝛽 를 추정하기 위해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하였다. 

최우추정법은 관측된 데이터의 발생가능성(likelihood, 우도)이 최대가 되게 

하는 계수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우도 함수와 로그-우도 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f(y|𝑥𝑖; 𝛽) = [𝐺(𝑥𝑖𝛽)]
𝑦[1 − 𝐺(𝑥𝑖𝛽)]

1−𝑦, 𝑦 = 0,1 

 

ℓ𝑖(𝛽) = 𝑦𝑖 log[𝐺(𝑥𝑖𝛽)] + (1 − 𝑦𝑖)log[1 − 𝐺(𝑥𝑖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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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빗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유사 

결정계수(pseudo 𝑅2 )가 사용된다. McFadden(1973)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 결정계수를 추정하였다. 

 

1 −
추정 모형의 로그우도함수

절편이 하나인 로그우도함수
 

 

표본 전반에 영향을 준 각 부분 효과의 평균을 내기 위해 평균 부분 

효과(average partial effect, APE) 또는 평균 한계 효과(average marginal 

effect, AME)를 사용한다. 프로빗 모형에서 평균 부분 효과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𝑛−1∑ [𝜙
𝑛

𝑖=1
(�̂�0 + 𝑥𝑖�̂�)�̂�𝑗] = [𝑛−1∑ 𝜙

𝑛

𝑖=1
(�̂�0 + 𝑥𝑖�̂�)] �̂�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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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초 통계 분석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들의 변수 값 및 기초 통계는 <표 6>, <표 7>과 

같다.  

프로빗 모형에는 설명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 

취사 연료 사용 현황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위해 ‘현재 주 취사 연료’를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1. 주 취사 연료 사용 현황 조사 결과’에서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취사 연료 선호도 조사 결과를 ‘2. 취사 연료 선호 조사 결과’에 

제시하였다. 설명 변수는 크게 개인적 특성, 가구의 특성, 주거지 특성으로 

나뉘는데, 각 분류에 따라 취사 연료별 선호를 기초 통계로 정리하였다(3.~5. 

참조).  

 

<표 6> 연속형 변수의 기초통계량 

분류 변수 범위 평균 SD 

개인적 

특성 

나이 19-69 43.53 12.83 

교육년수 0-22 15.27 2.36 

환경 행동 10-50 36.81 5.69 

건강관심도 5-25 17.10 3.32 

가구의 

특성 
가구원 수 1-7 3.06 1.18 

 

 

 

 

 

 

 



 

 39 

 

 

 

<표 7> 범주형 변수의 기초통계량 

분류 변수 범위 빈도 % 

종속 

변수 

선호하는 

취사 연료 

전기=1 

가스=0 

337 

426 

44.17 

55.83 

통제 

변수 

현재 주 난방방식 

중앙난방=1 

지역난방=2 

개별난방=3 

기타=4 

68 

146 

545 

4 

8.91 

19.13 

71.43 

0.52 

현재 주 취사 연료 

연탄=1 

석유=2 

프로판, 부탄=3 

도시가스=4 

전기=5 

기타=6 

1 

5 

35 

594 

125 

3 

0.13 

0.66 

4.59 

77.85 

16.38 

0.39 

개
인
적 

특
성 

성별 
남자=1 

여자=0 

393 

370 

51.51 

48.49 

혼인 상태 

미혼=1 

기혼 =2 

이혼, 사별, 별거=3 

226 

495 

42 

29.62 

64.88 

5.50 

자녀 유무 
자녀가 있음=1 

자녀가 없음=0 

489 

274 

64.09 

35,91 

본인 주 취사 여부 
본인이 주로 취사=1 

본인 외 가족이 주로 취사=0 

368 

395 

48.23 

51.77 

전기 취사 

경험유무 

전기 취사 경험 유=1 

전기 취사 경험 무=0 

695 

68 

91.09 

8.91 

가
구
의 

특
성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300 만원 미만=1 

300~600 만원=2 

600~900 만원=3 

900만원 이상=4 

190 

362 

144 

67 

24.90 

47.44 

18.87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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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전기요금 

5 만원 이하=1 

5~10 만원=2 

10~15 만원=3 

15만원 초과=4 

465 

235 

39 

24 

60.94 

30.80 

5.11 

3.15 

월평균 가스요금 

1 만원 이하=1 

1~3 만원=2 

3~5 만원=3 

5~7 만원=4 

7 만원 초과=5 

148 

223 

174 

120 

98 

19.40 

29.23 

22.80 

15.73 

12.84 

주
거
지 

특
성 

도시 여부 
동=1 

읍, 면=0 

674 

89 

88.34 

11.66 

주택 유형 

단독주택=1 

아파트=2 

연립, 다세대 주택=3 

오피스텔, 기숙사, 기타 =4 

99 

506 

129 

29 

12.98 

66.32 

16.91 

3.80 

 

 

 

1. 주 취사 연료 사용 현황 조사 결과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취사 연료 사용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귀 댁에서 취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연료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표본 수는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인 1,010명이며, 조사 결과는 

[그림 10]와 같다. 도시가스를 주 취사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788명, 78%), 그 다음을 전기(152명, 15%)가 차지했다.  

현재 시점에서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에서 기술한 2015년 기준 전기레인지 가구당 

보유수였는데 가구당 0.04대로 가습기, 비디오/DVD 플레이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본 설문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기레인지의 시장 

규모가 최근에 들어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최근 3~4년 새에 

보급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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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 취사 연료 사용 현황 

 

다음은 취사 제품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귀 댁에는 

다음의 취사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의 설치 여부에 대해 각각 답하도록 하였다. 총 1010명 표본 중에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75명이었으며,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3명이었다([그림 11]). 주목할 점은,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39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었다고 답한 표본 263명 중 

52.85%가 가스레인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취사 

연료가 전환될 때 이전의 것을 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연료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연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연료 쌓아두기(fuel stacking) 

현상을 보여준다(Brouwer & Falcão, 2004; Campbell et al., 2003; Leach, 

1992; Masera et al., 2000; Van Der Kroon et al., 2013). Masera et 

al.(2000)은 기존의 취사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 

사용하는 현상이 일반적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로 다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에너지 수요의 다양화를 

가져온다(Van Der Kroon et al., 2013). 둘째, 한 에너지의 가격이 오를 경우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여 연료 안보를 최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연탄 석유
프로판, 

부탄
도시가스 전기 기타

(명) 1 7 58 788 15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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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를 사용한다(Davis, 1998). 셋째, 문화와 전통의 이유 때문에 기존의 

연료를 버리지 않는다(Masera et al., 2000). 예로부터 내려온 토착 음식의 

조리법을 따르기 위해 특정한 취사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온 집에 이미 빌트인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취사 기기를 추가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취사 제품별 설치 여부 
 

가정에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263명을 대상으로 설치된 

전기레인지의 종류를 조사하였다([그림 12]). 전기레인지의 종류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설치된 전기레인지는 전기레인지 중 최초에 

등장하였던 하이라이트 방식이다. 하이라이트 방식은 화구에서 빨간 불이 

나오며 열에너지로 전기레인지 상판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다. 인덕션에 

비해 가열 속도가 느리고 상판이 뜨겁게 달궈져 조리 후에도 잔열에 의한 

화상 위험이 높으나 모든 조리용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인덕션은 

상판을 가열하지 않고 자기장이 철 성분을 통과할 때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해 냄비만 가열한다. 하이라이트 방식에 비해 가열 속도가 훨씬 빠르고 

상판 자체를 뜨겁게 달구지 않아 화상의 위험이 비교적 적다. 하지만 주철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하나만 설치됨 736 124

둘 다 설치됨 13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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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의 용기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냄비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주로 보급되는 방식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함께 있어 두 방식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에는 가장 오래된 형태인 하이라이트(115, 43.73%)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소한 차이로 인덕션이 그 뒤를 

이으며, 가장 최근에 나온 형태인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전기레인지 설치 가정 중 약 17.5%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가정에 설치된 전기레인지의 종류 

 

이사 또는 입주한 주택에 이미 설치된 기존 방식에 따라 취사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레인지가 설치된 가구들이 어떤 경로로 

설치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그림 13]). 이사 온 후에 전기레인지로 

교체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 분양 주택으로 

입주시 전기 취사 방식을 선택해 설치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33명이었다. 

이 두 유형은 본인 가구의 선호에 따라 직접 전기 취사 방식을 선택한 

응답자들로 263명 중 총 189명(71.86%)이었다. 이는 이사를 오기 전부터 

전기레인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사람들(67명, 

25.4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전기 취사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이브리드

(명) 115 10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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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기레인지 설치 경로 

 

 

2. 취사 연료 선호 조사 결과 

 

종속변수가 되는 ‘취사 연료 선호’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3장 제1절에서 밝혔듯, 취사 연료 자체의 선호를 물어보는 것보다 취사 

제품에 대한 선호를 묻는 것이 응답자로 하여금 더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질문은 ‘취사 제품’에 대한 선호로 구성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취사 연료는 도시가스(426명, 42%)였으며, 전기(337명, 33%)는 

현재 주 취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표본(15%, [그림 10])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산선택모형 구축을 위해 ‘둘 다 비슷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표본에서 제외하고 ‘가스’와 ‘전기’에 대한 선호만 종속변수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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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선호하는 취사 제품 

 

 

 

 

 

 

3. 개인 특성별 취사 연료 선호 조사 결과 

 

3.~5.는 각 특성별 취사 연료 선호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부터는 ‘둘 다 비슷하다’라고 답한 ‘선호에 있어서 무차별한 표본’을 

제거하고 수치를 계산하였다. 선호 무차별 집단을 제거한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 특정 선호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변수가 없어 이 집단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적절한 이산선택모형의 

구축을 위함이다. 

그래프에 표시한 백분율은 각 집단별 가스 취사 선호와 전기 취사 

선호를 각각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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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과 취사 연료 선호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취사 연료를 정리하였다([그림 15]).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가스 취사 선호 비율이 줄어들고, 전기 취사 선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눈에 띄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대는 전기 

취사에 비해 가스 취사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취사 

선호는 30%에 그쳤다. 하지만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0대가 36%, 40대가 44%, 50대가 54%, 60대는 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16]). 

 

 

[그림 15] 연령대별 취사 연료 선호 

 

[그림 16] 연령대별 전기 취사 선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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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과 취사 연료 선호 

 
 

성별에 따른 취사 연료 선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았다([그림 

17]). 여성과 남성 모두 전기에 비해 가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47%가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데에 반해 남성은 41%가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성별과 취사 연료 선호 
 

 

3) 혼인 상태와 취사 연료 선호 

 

취사라는 행위는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의 혼인 상태가 취사 

연료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혼인 상태별 취사 연료 선호도를 

조사하였다([그림 18]). 미혼인 응답자들은 가스 취사를 훨씬 

선호하였지만(71%) 그 외의 응답자들은 가스 취사에 비해 전기 취사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은 71%가 가스 취사를 선호한 반면, 

기혼은 가스와 전기에 대한 선호가 거의 비슷했다. 이혼, 사별, 별거 집단은 

가스에 비해 전기 선호율이 가장 높은 집단(5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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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혼인 상태와 취사 연료 선호 

 

4) 자녀 유무와 취사 연료 선호 

 

자녀의 유무와 취사 연료 선호에 관한 조사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은 가스 취사에 대한 선호(68%)가 훨씬 더 높았던 반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은 가스와 전기에 대한 선호가 거의 비슷했으며, 

전기에 대한 선호가 약간 더 높았다(51%). 

 

 

[그림 19] 자녀 유무와 취사 연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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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년수와 취사 연료 선호 

 

편의를 위해 기초 통계 분석에서는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으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석사 이상 집단에서만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57%)가 가스 취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20]). 

 

 

[그림 20] 교육년수와 취사 연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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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 행동과 취사 연료 선호 

 

환경 행동과 취사 연료의 선호는 [그림 21]과 같다. 편의를 위하여 각 

집단에 적당한 표본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5점씩 같이 나누어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환경 행동을 제일 적게 하는 사람들이 속하는 30점 이하 그룹과 

31~35점 그룹은 전기 취사 선호가 36%와 35%로 거의 비슷한 선호율을 

보이는 데 반해, 환경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집단으로 갈수록 전기 취사 

선호율이 46%, 56%, 58%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1] 환경 행동과 취사 연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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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관심도와 취사 연료 선호 

 

건강관심도와 취사 연료 선호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13점 미만에서는 66%가 가스 취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전기 취사보다 2배 가량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건강관심도 19점을 기점으로 가스 취사보다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각 구간별 전기 취사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13점 미만에서 

34%, 13~14점 구간에서 35%, 15~16점 구간에서 37%, 17~18점 구간에서 

40%, 19~20점 구간에서 55%, 21점 이상에서 60%로 나타났다. 

 

 

 

[그림 22] 건강관심도와 취사 연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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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 주 취사 여부와 취사 연료 선호 

 

가구 내에서 주로 취사하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취사 경험이 더 풍부해 

각 취사 방식에 대한 편익과 본인의 필요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주로 취사를 하는지의 여부와 선호하는 취사 연료의 관계를 

알아보았다([그림 23]). 본인 외 가족 등이 주로 취사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40.3%(159명)가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반면, 본인이 주로 

취사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48.5%(178명)가 전기 취사를 선택했다. 

 

 

[그림 23] 본인 주 취사 여부와 취사 연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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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 취사 경험여부와 취사 연료 선호 

 

현재는 식당, 리조트 등에 전기레인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 

취사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전기 취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전기 취사의 

경험 유무와 취사 연료의 선호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그림 

24]). 전기 취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54%가 가스 취사를 선호하는 반면,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71%가 가스 취사를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그림 24] 전기 취사 경험 여부와 취사 연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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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의 특성별 취사 연료 선호 조사 결과 

 

가구의 특성에는 가구원 수,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전기요금, 

월평균 도시가스요금이 각각 취사 연료의 선호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확인해보았다. 

 

1) 가구원 수와 취사 연료 선호 

 

가구원 수별로 선호하는 취사 연료를 탐색해본 결과,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인 가구(51%)와 5인이상 가구(50%)였다.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1인 가구(38%)였으며, 

기술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구원 수에 따른 취사 연료 선호의 특정한 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그림 25]).  

 

 

[그림 25] 가구원 수와 취사 연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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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과 취사 연료 선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300만원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총소득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전기 취사 선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6]).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38%만 전기 

취사를 선호한 반면, 300~600만원 집단은 43%, 600~900만원 집단은 49%, 

900만원 이상 집단은 60%가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과 취사 연료 선호 

 

 

 

3) 월평균 전기요금과 취사 연료 선호 

 

월평균 전기요금의 모든 구간에서 가스 취사의 선호 비율이 전기 취사 

선호 비율보다 높았다([그림 27]). 5만원 이하인 집단에서는 전기 취사 선호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던 반면, 15만원 초과인 집단에서는 42%로 가장 

선호가 낮았다. 기술 통계 상 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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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월평균 전기요금과 취사 연료 선호 

 

4) 월평균 도시 가스요금과 취사 연료 선호 

 

월평균 가스요금이 5~7만원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만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가 가스 취사에 대한 선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1만원 이하인 집단부터 요금이 높은 집단으로 가면서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율이 계속 증가하지만 7만원 초과 구간으로 가면서 가스 

취사에 대한 선호율(64%)이 갑자기 높게 나타난다.  

 

 

[그림 28]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과 취사 연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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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지 특성별 취사 연료 선호 조사 결과 

 

주거지 특성은 도시 여부, 주택 유형이 설명변수로 사용되었다.  

 

1) 도시 여부와 취사 연료 선호 

 

행정구역이 ‘동’인 도시는 도시가스 선호율(57%)이 전기 

선호율(43%)보다 높았다([그림 29]). 행정구역이 ‘읍’ 또는 ‘면’ 등이었던 촌 

지역은 전기 선호율(54%)이 도시가스 선호율(46%)보다 높아 도시와 비도시 

간에 선호하는 취사 연료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29] 도시 여부와 취사 연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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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유형과 취사 연료 선호 

 

주택 유형별로 취사 연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선호도에 

있어서 눈에 띄는 큰 차이는 기술 통계상 발견하지 못 했다([그림 30]). 전기 

취사 선호 비율이 가장 높은 주택 유형은 아파트였으며(46%), 가장 낮은 

유형은 오피스텔, 기숙사, 기타였다(38%). 

 

 

[그림 30] 주택 유형과 취사 연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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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취사 연료 선호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1. 결정요인 분석 결과 

 

프로빗모형을 통해 구축한 계량 모형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위해 McFadden의 유사 결정계수(Pseudo 

𝑅2 )와 AIC, BIC를 이용하였다. 선형회귀모형에는 결정계수(𝑅2 )를 사용하지만 

프로빗모형은 로그우도함수의 추정을 통해 결정계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를 

유사 결정계수(Pseudo 𝑅2)라고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기초 통계로 살펴본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여 ‘기본 모형’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주로 보고자 했던 ‘환경 행동’의 유의미한 해석이 

어려웠다. ‘환경 행동’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변수는 없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건강관심도’가 r =0.49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moderate positive relationship)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강관심도’ 변수를 제거한 모형 2를 추가로 구축하였더니 ‘환경 행동’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되었다. 즉, 모형 2는 환경 행동이라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구축된 모형이므로 기본적인 모형 해석은 모두 기본 모형을 

기준으로 한다. 두 모형의 비교 및 ‘환경 행동’과 ‘건강관심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통해 환경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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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취사 연료 선호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설명변수 기본 모형 모형 2 

통제 

변수 

현재 취사 방식 (포함) (포함) 

현재 난방 방식 (포함) (포함) 

개
인
적 

특
성 

나이 0.013** 

(0.006) 

0.016*** 

(0.006) 

성별 여성 ref. ref. 

 
남성 0.008 

(0.118) 

0.021 

(0.117) 

혼인 

상태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등 

ref. ref. 

0.466** 

(0.236) 

0.506** 

(0.234) 

 
0.692** 

(0.321) 

0.723** 

(0.320) 

자녀가 있음 
-0.118 

(0.242) 

-0.150 

(0.240) 

교육년수 
0.028 

(0.022) 

0.029 

(0.022) 

본인이 주로 취사 
0.185 

(0.121) 

0.206* 

(0.120) 

전기 취사 경험 유 
0.402** 

0.181) 

0.429** 

(0.180) 

건강관심도 
0.042** 

(0.018) 
(미포함) 

환경 행동 
0.009 

(0.010) 

0.020** 

(0.009) 

가
구
의 

특
성 

가구원 수 
0.049 

(0.055) 

0.049 

(0.055) 

월평균 

총소득 

300만원 미만 ref. ref. 

300~600만원 0.087 

(0.133) 

0.082 

(0.133) 

 
600~900만원 0.072 

(0.170) 

0.098 

(0.169) 

 
900만원 이상 0.442** 

(0.213) 

0.47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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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미함을 의미. 

괄호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월평균 

전기 

요금 

5만원 이하 ref. ref. 

5~10만원 
-0.150 

(0.122) 

-0.139 

(0.121) 

10~15만원 
0.009 

(0.245) 

0.003 

(0.245) 

15만원 초과 
-0.086 

(0.317) 

-0.085 

(0.315) 

월평균 

도시 

가스 

요금 

1만원 이하 

1~3만원 

 

3~5만원 

 

5~7만원 

 

7만원 초과 

ref. ref. 

0.039 

(0.156) 

0.067 

(0.156) 

0.282* 

(0.169) 

0.293* 

(0.169) 

0.514*** 

(0.191) 

0.530*** 

(0.190) 

-0.022 

(0.209) 

0.029 

(0.208) 

주
거
지 

특
성 

도시 거주 
-0.317* 

(0.162) 

-0.335** 

(0.162) 

주택 

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ref. ref. 

-0.132 

(0.172) 

-0.120 

(0.172) 

0.011 

(0.195) 

0.003 

(0.195) 

-0.275 

(0.316) 

-0.270 

(0.315) 

상수 -1.695* -1.662* 

사례 수 

McFadden 𝑅2 

AIC 

BIC 

763 

0.156 

948.899 

1101.885 

763 

0.150 

952.373 

1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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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 효과 

 

위 결과의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를 구해 정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한계효과는 독립변수의 변화가 공변량(covariate)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방법이다. 한계 효과에 대한 해석은 

기본 모형을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한계효과 추정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한 살 더 많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할 확률이 약 0.4%p 증가한다. 미혼에 비해서 기혼은 약 15.3%p 정도, 

이혼, 별거, 사별 상태의 사람들은 약 23.1%p 정도 더 전기 취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 취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기 취사를 선택할 확률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약 12.8%p 정도 더 높다. 건강관심도가 1점 

늘어날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할 확률이 약 1.4%p 증가하며,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 월평균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약 14.8%p 더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1만원 이하인 사람들에 비해 3~5만원인 사람들은 9.3%p, 5~7만원인 

사람들은 17%p만큼 전기 취사를 선호할 확률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전기 취사를 선호할 

확률이 10.6%p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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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취사 연료 선호의 결정요인 분석 한계효과 

 설명변수 기본 모형 모형 2 

통제 

변수 

현재 취사 방식 (포함) (포함) 

현재 난방 방식 (포함) (포함) 

개
인
적 

특
성 

나이 0.004** 

(0.002) 

0.005*** 

(0.002) 

성별 여성 ref. ref. 

 
남성 0.003 

(0.039) 

0.007 

(0.039) 

혼인 

상태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등 

ref. ref. 

0.153** 

(0.076) 

0.167** 

(0.075) 

 
0.231** 

(0.106) 

0.242** 

(0.106) 

자녀가 있음 
-0.038 

(0.078) 

-0.049 

(0.078) 

교육년수 
0.009 

(0.007) 

0.010 

(0.007) 

본인이 주로 취사 
0.061 

(0.040) 

0.068* 

(0.040) 

전기 취사 경험 유 
0.128** 

(0.055) 

0.138** 

(0.055) 

건강관심도 
0.014** 

(0.006) 
(미포함) 

환경 행동 
0.003 

(0.003) 

0.007** 

(0.003) 

가
구
의 

특
성 

가구원 수 
0.016 

(0.018) 

0.016 

(0.018) 

월평균 

총소득 

300만원 미만 ref. ref. 

300~600만원 0.029 

(0.044) 

0.027 

(0.044) 

 
600~900만원 0.024 

(0.056) 

0.032 

(0.056) 

 
900만원 이상 0.148** 

(0.071) 

0.160** 

(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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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미함을 의미. 

괄호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월평균 

전기 

요금 

5만원 이하 ref. ref. 

5~10만원 
-0.049 

(0.040) 

-0.046 

(0.040) 

10~15만원 
0.003 

(0.081) 

0.001 

(0.082) 

15만원 초과 
-0.028 

(0.104) 

-0.028 

(0.104) 

월평균 

도시 

가스 

요금 

1만원 이하 

1~3만원 

 

3~5만원 

 

5~7만원 

 

7만원 초과 

ref. ref. 

0.012 

(0.050) 

0.021 

(0.050) 

0.093* 

(0.054) 

0.096* 

(0.054) 

0.170*** 

(0.061) 

0.176*** 

(0.061) 

-0.007 

(0.067) 

0.010 

(0.067) 

주
거
지 

특
성 

도시 거주 
-0.106* 

(0.054) 

-0.113** 

(0.054) 

주택 

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ref. ref. 

-0.044 

(0.057) 

-0.040 

(0.057) 

0.004 

(0.065) 

0.001 

(0.065) 

-0.090 

(0.101) 

-0.08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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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찰 

 

본 절의 ‘1. 취사 연료 선호의 결정 요인’에서는 기본 모형의 각 

변수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논하며, ‘2. 환경 행동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2와 기본 모형의 차이점이 나타난 이유에 집중해 환경 행동 변수가 보이는 

의미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 취사 연료 선호의 결정 요인 

 

취사 연료 선호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 중 나이, 혼인 상태, 전기 취사 

경험, 건강관심도가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향력의 방향은 나이(+), 기혼(+), 이혼, 사별, 별거 등(+), 전기 취사 경험 

유(+), 건강관심도(+)로 나타났다. 나이는 가설과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가설과 

일치했다. 성별, 자녀의 유무, 교육년수, 본인 주 취사 여부, 환경 행동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의 특성에 해당하는 설명변수 중에는 월평균 총소득 구간 중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과 월평균 도시가스요금이 ‘3~5만원’인 집단, ‘5~7만원’인 

집단이 (+)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이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과 일정 부분 일치하여 월평균 총소득이 

9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월평균 도시가스요금은 7만원 이하의 집단에서는 ‘월평균 

가스요금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스 취사를 선호한다’는 가설과 반대로 

가스요금이 높은 가구일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했다. 도시가스요금이 7만원을 

넘어가면서 계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7만원 초과 

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 하였다. 가구원 수, 월평균 

전기요금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입증하지 못 하였다. 

주거지 특성에는 도시거주 여부만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도시거주 

여부는 (-) 방향으로 나타나 도시에 거주할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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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특성이 취사 연료 선호에 미치는 영향 

취사 연료 선호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 중 건강관심도, 나이, 혼인 상태, 

전기 취사 경험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건강관심도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가설과 

일치하였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실내 유해물질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했듯, 전기레인지도 전자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가스의 유해성보다 경각심이 

적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관심도가 높은 사람이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는 결과는 다른 변수들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50~60대와 20~30대의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를 비교하였다([그림 31, 32]). 50, 60대 중 전기 취사를 선호한 사람은 

160명이었으며, 20대, 30대 중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9명이었다. 50, 60대의 전기 취사 선호자들 중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 

‘가족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기 취사를 선호한다고 답하여 

‘건강’이 선호 이유의 1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20, 30대는 ‘건강’을 선호의 

가장 큰 이유라고 답한 응답자가 4%에 불과했으며, 과반수 이상인 59%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라고 답하여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를 

‘안전’으로 들었다. 또, 50, 60대는 ‘안전’이 전기 취사 선호의 두 번째 주요 

이유로 꼽혔으나(34%), 20, 30대는 ‘새로운 기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14%로 두 번째 주요 이유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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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50, 60대의 전기 취사 선호 이유 

 

[그림 32] 20, 30대의 전기 취사 선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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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 더 강하고 큰 질병을 겪는 사람이 적어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염려가 

적은 편이어서 취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에 덜 민감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의 데이터를 이용해 건강관심도와 연령을 회귀분석한 

결과(<표 10>), (+) 방향으로 매우 높은 유의 관계를 보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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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젊은 층은 가스 

사고를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본 경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70년대에 

우리나라에 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는 안전 장치 등의 개발이 덜 

이루어져있어 가스 누출 및 폭파 사고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가스의 

위험성을 경험해왔던 연령층이 가스 취사에 비해 전기 취사를 선호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 건강관심도와 나이의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표준 오차 P value 

나이 0.089*** 0.009 0.000 

상수 13.242*** 0.400 0.000 

사례수: 1010 

주: ***는 유의수준 0.01에서 추정치가 유의미함을 의미. 

 

그렇다면 나이가 적은 응답자들은 왜 가스 취사를 선호할까? 20, 30대 

응답자 중 가스 취사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에게 ‘가스레인지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림 33]과 같다. 20, 30대 응답자 

중 109명이 전기 취사보다 가스 취사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과반수 

이상(54%)이 가스레인지가 전기레인지보다 ‘조리 시간이 더 적게 걸려서’ 

가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전기레인지에 최신 기술이 적용되면서 점점 

성능이 개선되고 있지만 전기 취사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전기레인지가 

가스레인지에 비해 화력이 약하고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인식을 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해석들을 종합해보면, 50, 60대는 ‘건강’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30대는 ‘건강’보다 ‘조리 시간의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스 

취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가 많은 50, 60대에 비해 20, 

30대는 주로 학생 또는 직장인 신분이므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50, 

60대보다 높다. 따라서 젊은 층은 더 짧은 시간에 취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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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 30대의 가스 취사 선호 이유 

 

미혼인 사람들에 비해 기혼 및 이혼, 사별, 별거 상태의 사람들이 전기 

취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사람들이 나이가 더 어린 

경향이 있으므로, 나이 변수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미혼이 아닌 

사람들은 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으로써, 가구원들의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기 때문임으로 생각된다. 

유의수준 0.01에서 전기 취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Zajonc(1968)의 ‘단순 노출 

효과(mere exposure effect)’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사용해 설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어떤 대상의 노출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대상에 대해 더욱 

친근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개념이다. 전기레인지 사용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그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전기레인지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기레인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립되어 선호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구의 특성이 취사 연료 선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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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성을 확보하였다. 

월평균 총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유의수준 0.05에서 전기 취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장 선행연구 고찰에서 논의한 ‘에너지 사다리 

모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기가 가스보다 상위의 

사다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스에서 전기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가스에서 전기로의 변화가 단순히 대체되는 

선형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고전적인 ‘에너지 사다리 

모형’과 차이점을 보인다. 기초 통계로 살펴본 결과,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50% 이상이 가스레인지를 동시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그림 11]), 연료 쌓아두기(fuel stacking)이 일어난다는 

실증연구들의 결과와(Masera et al., 2000)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료 쌓아두기(fuel stacking)가 일어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문화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랜시간 육수를 우려내는 ‘탕’ 문화를 갖고 있다. 오랜 시간 

고아내는 곰탕이나 사골국을 요리할 때는 긴 시간동안 취사 연료를 

사용해야하는데 전기는 오랜 시간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이며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열할수록 요금의 증가폭이 더 커진다. 

이러한 음식 문화 때문에 전기레인지와 더불어 가스레인지를 함께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이사간 집에 빌트인(built-

in)으로 취사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인이 선호하는 취사 기기와 다를 

경우, 기존의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선호하는 기기를 추가 설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3~5만원’인 집단은 0.1 유의수준에서, 

‘5~7만원’인 집단은 0.05의 유의수준에서 (+)방향으로 나타났다. 7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 1만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월평균 

요금이 더 높은 집단이 전기 취사를 선호하였다. 현재 난방방식과 취사 

방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1만원 이하인 집단에 속한 

가구들은 집에서 거의 취사를 하지 않는 집일 것이다. 이런 가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사를 많이 하는 가구들은 가스로 요리하는 횟수가 많아 가스 

취사가 배출하는 실내오염물질에 더욱 신경을 기울일 것이고 이것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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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의 선호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월평균 요금이 

7만원을 초과하면서 부호가 (-)로 바뀌는데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전기로 전환될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스 

취사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7만원 초과’ 

집단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못 하였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과 같이 가구원 

수 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 하였다. 월평균 

전기요금과 취사 연료 선호의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지의 특성이 취사 연료 선호에 미치는 영향 

주거지 특성에는 도시거주 여부 변수가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기존에 도시에 거주할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지만 

도시거주 여부의 계수는 (-) 방향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시골에 

거주할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는 

선행연구를 찾지 못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전국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82%로 수도권의 보급률은 93.1%에 

달하지만 지방은 70.4%에 그쳐(최봉석·노남진, 2017)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 면 지역들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들은 존재하지만 전력은 전 지역에 보급되고 

있어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문항에 

‘도시가스 배관의 설치 여부’를 포함했다면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해당 문항의 부제는 본 연구의 한계로 남기는 바이다. 두 번째는 

농촌지역에서 세련되고 도시적인 재화에 대한 선호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취사 연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무려 83.45%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스레인지에 비해 전기레인지를 더 세련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더 

새롭고 현대적인 재화에 대한 욕구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주택 유형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 해 가설을 입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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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행동 분석 결과 

 

모형 2(<표 8> 참조)에서는 기본 모형에서 ‘건강관심도’만 제거하여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기본 모형과 모형 2를 비교 

검토하여 환경 행동 변수에서 나타난 통계적 현상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한다. 

‘건강관심도’ 변수를 포함한 기본 모형에서는 ‘환경 행동’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되지 못 했지만 ‘건강관심도’를 설명변수에서 제거한 모형 

2에서는 ‘환경 행동’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p<0.05, +방향)이 확보되었다. 

이는 두 변수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취사 연료 선호에 있어서 

‘건강관심도’가 ‘환경 행동’보다 더 설명력 있는 변수가 된다는 의미이다. 

건강관심도와 환경 행동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r =0.49로 두 변수가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moderate positive relationship)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경 행동이 건강관심도와 취사 연료 선호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취사 연료 선호’는 연속형이 아닌 이산형이기 때문에 

Baron and Kenny(1986)을 변형하여 사용하여야 하지만 Sobel test는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사용한 후 Sobel test로 검증한다(Hayes, 2017). 

‘건강관심도(독립변수)-환경 행동(매개변수)-취사 연료 선호(종속변수)’의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환경 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단계 모델 B SE 𝛃 𝑹𝟐 F 

1 건강관심도 → 환경 행동 0.832 0.054 0.486*** 0.236 235.76*** 

2 건강관심도 → 취사 연료 

선호 
0.025 0.005 0.171*** 0.029 23.14*** 

3 
건강관심도, 

환경 행동 
→ 

취사 연료 

선호 

0.019 

0.007 

0.006 

0.003 

0.130*** 

0.084* 
0.034 13.76***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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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매개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표 11>의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건강관심도(β=0.486***)는 환경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도 건강관심도(β=0.171***)가 종속변인인 취사 

연료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건강관심도와 환경 행동을 설명변수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환경 

행동이 취사 연료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0.05 수준으로 떨어졌다.  

1단계와 2단계에서 도출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3단계의 

건강관심도 계수(β=0.130***)가 2단계의 건강관심도 계수(β=0.171***)보다 

작기 때문에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의 관계가 성립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307(p<0.05)로 산출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는데, Z값이 

+1.96보다 크므로 환경 행동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환경 행동은 건강관심도와 취사 연료 선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34]와 같다. Sobel test를 위해 이산형 변수를 단순 

회귀분석했으므로 𝛃 값의 크기는 별도로 표기, 해석하지 않았다. 

 
[그림 34] 환경 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도식도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건강관심도는 환경 행동을 매개로 하여 취사 

연료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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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지난 수년간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은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전력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전기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기기가 보급, 확대되고 전기차 등 전력으로의 

소비 대체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의 보급이 가속화되며 취사 연료의 전력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석탄 화석 발전에 주로 의존하는 

전기 생산 방식 하에서 전기 취사는 가스 취사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며,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사 연료가 가스에서 전기로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자들의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수요관리 정책의 마련 과정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취사 연료 선택 및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산선택모형을 구축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가구의 특성, 주거지 

특성에 따라 변수들을 분류하여 각 변수들이 취사 연료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취사 연료 선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환경 행동과 건강관심도를 변수로 포함하여 

환경 행동과 건강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고전적인 소비 이론은 소득이나 상대적인 가격만을 수요의 결정요인으로 

다룬 반면, 다양한 사회적, 심리학적 요소들을 결정요인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미혼에 비해 기혼 

또는 이혼, 별거, 사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 취사를 식당 등에서 경험해본 사람들은 두드러지게 전기 

취사를 선호하며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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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월평균 총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유의미하게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소득이 900만원 초과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평균 가스요금이 1만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3~5만원인 집단과 

5~7만원인 집단이 전기 취사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지 특성 중에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에너지의 수요를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월평균 총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는 가구들이 전기 취사를 선호하므로 경제 성장에 

따라 가구 월평균 소득이 특정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는 가구들이 많아지면 

전기 취사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전기 

취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전기 취사의 

보급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전기 취사는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억지로 막을 수 없다. 전기 취사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취사 문화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전기 취사가 건강에 더 이롭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점점 더 높아지면 

전기 취사 선호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전기의 생산을 주로 석탄 화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미세먼지와 온실 가스가 배출된다. 오염물질의 

발생 장소를 집 안으로 한정해서 보면 가스레인지가 더 유해하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전 국토를 대상으로 보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온실 가스가 더 유해할 수 있다. 게다가 집 안으로 한정해서 생각한다고 

해도 전기 취사가 전혀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아니다. 전자파가 발생해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레인지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공유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알고 있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의식이 아직 부족해 경각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스 취사와 전기 취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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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해 보고자 조사한 결과, [그림 35]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ㅇ

 

[그림 35] 인식 조사 결과 

 인식 결과를 살펴보니 경제성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가스 취사보다 

전기 취사의 인식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점차 도시가스가 전기에 비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최봉석·노남진, 2017) 이유도 국민들이 가스에 비해 

전기를 더 고급 취사 연료로 인식하고 있는 조사 결과로 일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인식 조사 결과들이 

눈에 띈다. 위에서 논한 건강과 더불어 환경친화성이 그것이다. 80% 이상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전기가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답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전기 생산 방식 하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1차 에너지 대비 35% 수준에 

그치므로 가스 취사에 비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는 

전기의 생산을 주로 석탄 화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인 대량의 미세먼지와 온실 가스가 배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Adria et 

al.(2013)은 “전기의 대부분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이상 

천연가스가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 가스 배출 측면에서 최선의 취사 

연료”라고 하였다.  

전기 취사의 확산이 막을 수 없는 새로운 하나의 조리 문화이고, 

대중들은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제언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사람들의 인식과 같이 전기 

취사가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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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기 취사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 인식과 환경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전기레인지가 발생시키는 전자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이 

전자파가 어느 정도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캠페인과 홍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한편, 전기 취사가 가스 취사보다 더 

건강하고 환경적이라고 답한 것은 전기가 현재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뉴스에서 본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슈가 본인의 취사 문제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가 석탄 화력 발전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또, 환경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단순히 환경적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비나 

재화의 선택 하나하나의 환경적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발해야 한다. 사람들은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정보에는 자주 노출이 되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먼 북극의 이야기일 뿐, 내 집에서 사용하는 취사 기기가 

이 현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하지 못 하고 있다. ‘나와 

환경을 연결해주는 교육’, 그리고 ‘소비자 교육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전기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전기 취사는 새로운 트렌드이고 사람들은 전기를 건강하고 환경적인 

에너지로 인식하고 있다면, 정부에서는 전기가 실제로 건강하고 

환경적이도록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전기의 생산 대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전력 생산 방식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한다. [그림 36]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World Energy Outlook 2018에서 밝힌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예상 그래프이다. 아래 그래프의 ‘Future is Electric 

Scenario’는 세계 최종 소비에너지에서 전기의 비중이 3분의 1까지 차지할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땔감, 등유 같은 전통 연료에 비해 



 

 78 

전력화(electrification)는 지역 내 오염을 눈에 띄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늦출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종소비자 단계에서 일어나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력발전소로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전력화 자체로는 기후변화를 늦출 수 없으므로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력 대부분을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로 나아가야함을 제시했다. 따라서 전기 취사의 

확대와 가정에서의 전력화 현상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늦출 수 없으며,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6]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예상(IEA, 2018) 

본고는 관찰이 어려운 가구들의 취사 연료 선호를 파악하였으며, 

가스에서 전기로 취사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최초로 실증적인 

검증을 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선호는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반영해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므로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가 에너지 수요 조절을 위한 전략을 시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 결과를 

사용한다면, 가구의 반응을 예측하고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수요 전략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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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환경교육적 함의 

 

4장 3절에서 확인했듯이 건강관심도는 환경 행동을 매개로 취사 연료 

선호에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관심도와 환경 행동은 중간 정도 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존재하지만 Hungerford and Peyton(1976)을 비롯한 환경교육계의 

초기 학자들이 설정했던 환경교육의 목표는 ‘환경 행동의 증진’이었다. 

시민들로 하여금 분리배출, 에너지 절약, 동식물 보호 등 친환경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제공했던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큰 목표 아래 학생들과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시대의 환경교육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하위 목표 중 하나일 

것이다. 매개 효과 검증을 통해 환경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강’ 

프레임의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경에 이롭다’라는 

설명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롭기 때문에 실내 냉난방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건강에도 이롭기 때문에 유기농 식품을 소비해야 

한다’ 등의 건강 프레이밍을 부여한다면, 사람들의 환경 행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환경 행동’이 상당부분 ‘건강관심도’ 변수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환경 행동’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 행동 지표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환경을 위한 이유가 

아닌 건강을 위한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행하는 행동들이 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을 끄는’ 행동이나 ‘TV는 볼 때만 켜놓는’ 행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행할 가능성이 많으며, ‘유기농 과일이나 채소를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은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환경에 대한 의식 

때문에 친환경 행동을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Diekmann and Preisendö rfer(1998)는 환경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략 중 하나를 ‘저비용 전략(low-cost strategy)’이라고 

칭했다. ‘저비용 전략’이란 개인의 행동이 큰 비용과 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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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만 본인의 환경의식과 맞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 행동’은 

이타적인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경제학적으로 해석한다. 김은지·윤순진(2015)은 

제품 선택에는 다양한 동기가 작용해 환경적인 요인만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환경적 동기가 강한 행동과 아닌 행동을 구별해야 한다며 

‘고부담’과 ‘저부담’으로 이를 구별해 소비 규모를 반영한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환경교육계에서는 오랜 기간 ‘환경 행동’에 대한 연구를 행해왔지만 

학계에서 통용되는 환경 행동 지표는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환경 

행동’이라고 써왔던 지표들에 언급된 행동들이 환경적인 이유로 행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주로 경제적 유인 혹은 건강을 이유로 행하는 행동이었다면 

이를 최대한 선별해 환경적 동기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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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에너지 선택에 있어서 가격과 가스배관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측정의 어려움과 설문조사의 미비 때문에 두 

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지 못 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가스 취사와 전기 

취사의 선택에 있어 취사 기기의 가격 및 에너지 가격, 가스배관의 유무가 

소비자의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봐야 한다.  

또한, 결정요인에 대한 가설의 일치 또는 불일치에 대해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없었다. 개인, 가구, 거주지의 특성에 따라 왜 특정 

에너지가 더 선호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최대한 타 

연구들을 참고하였지만 직관과 경험에 미루어 해석한 변수들이 다소 

존재했다. 차후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누적되면서 각 결정요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가스 취사와 전기 취사 중 어느 방식이 경제적, 환경적, 

건강상 바람직한 방식인지를 논의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가스 취사와 전기 

취사를 비교한 연구는 Adria et al.(2013)가 거의 유일해 두 방식에 대한 

평가는 해당 연구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따라서 ‘가스가 현재까지 최선의 

취사 연료다’라는 전제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외국의 연구와 국내의 연구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국내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는 국가에서는 가스 취사의 

비용효율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천연가스가 생산되지 않아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를 수 있고 비용 효율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탐사 및 채굴 작업을 한 후 LNG 

수송선을 통해 천연가스를 수송하는데 2017년 기준 도입량은 33,063천 

톤에 달한다고 한다(한국가스공사, 2018).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각 에너지의 

전과정 평가를 시행하고 정확한 경제성 분석 및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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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Household electricity consumption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s household electrification has occurred. 

Especially, there is a prominent pattern in which cooking fuel is being 

converted from gas to electricity recently.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se changes in demand and understanding the end-users’ 

consumption behavior is crucial for determining national energy 

policies and for achieving successful energy transi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that the main cooking fuel of Korea is 

being converted and explains what factors the preferences of cooking 

fuels are due to.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cooking fuel preferences are influenced by environmental behavior of 

individual.  

A discrete choice model was construct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cooking fuel preference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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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using the Probit model. A survey of respondents aged 19 

years or older in Korea was conducted and 763 samples were used for 

model construction. As a result of model estimation, it was estimated 

that age, marital status, health concern, and experience of electric 

cook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ference of cooking fuel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monthly average gross income, monthly average gas rate 

were determinants. Lastly, among th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rural 

location was the determining factor. Environmental behavio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ference of cooking fuel because it 

mediates between health concern and preference for cooking fuel. As 

a result of the mediating effect test,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th 

concern affects the preference of cooking fuel through environmental 

behavior.  

As a result of the determinants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electric cooking will continue to expand and spread in the future. 

However, respondents were found to have misperceptions of electricity 

cooking in terms of health and environment, and under current 

electricity production, it is feared that the fueling of cooking fuels will 

have a more detrimental impact on th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eople through various 

education and publicity including environmental education, to help 

them to have a proper awareness.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proper policy so that electric cooking can be improved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nvironmental behavior variable, it was considered that it would be 

effective to use health frame when constructing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aiming at environmental behavior promotion.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behavior indicator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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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ctions for economic or health reasons can be distinguished from 

actions that are carried out with environmental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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