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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알뜰주유소는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

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2011년 12월 알뜰주유소

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2018년 11월 알뜰주유소는 1,157개로 증

가하였다. 이는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에 해당한다.

알뜰주유소의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 촉진 효과에 대한 긍정

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정책 초기에는 정

부의 알뜰주유소 도입 정책을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었

다. 하지만 저유가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부터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면서 최근까지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기초자료를 통해 분석 대상을 확장하고 정

책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

지의 6개 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전국의 10,244개의 주유소의 휘발

유 가격 및 경유 가격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은 오피넷이 제공하는 석유제품의 일일 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알뜰주유소 도입이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미친 효과와 경쟁 주유소들의 가격 격

차 감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알뜰주유소 인근에 위치한 경쟁주유소는 그렇지 않

은 주유소보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1원, 경유의 경우 리터당

7.6원 가량 더 낮게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

은 결과는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에 로그를 취하여 분석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주유소들은 그렇지 않은 주유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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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가격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인근 주유소들의 경우 상위 25% 가격과 하위 25% 가격간의 차이

가 그렇지 않은 주유소들에 비해 0.5% 더 적었으며, 상위 25%의

가격이 가솔린은 37.28원, 경유는 44.43원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알뜰주유소의 도입이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쟁 주유소들 간의 가격 분산을

감소시킨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이 정유 4

사가 과점하고 있는 석유제품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판매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가격, 시장 경쟁

학 번 : 2015-2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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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석유제품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과 현대오일뱅크의 정유 4사가 과점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정유 4

사의 국내 경질유 제품 공급은 전체의 99%에 이른다. 나머지 1%를 37

개의 수입사가 나누어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유 4사의 점유

율은 지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지난 10년 동안 큰 변동

이 없었다.

<그림1> 정유 4사의 국내 경질유시장 점유율 현황

출처: 대한석유협회 자료

경질유의 유통경로는 <그림2>에서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직접 주유소에 공급하거나 정유사가 대리점을 통해

주유소에 판매하면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이를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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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경질유 제품의 유통경로

하지만, 상당수의 대리점이 정유사 계열일 뿐만 아니라 점점 대리점의

역할 자체도 감소하는 추세다. 게다가 많은 주유소가 정유4사와 상표 계

약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 독점적 판매계약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통의 수직계열화에 따라 공급단계의 과점구조가 소매단

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주유소 중 정유 4사의 브랜

드를 내건 주유소는 88%에 이른다. 이에 따라 10,000여개의 주요소들 간

의 경쟁이 소비자에게는 브랜드 정유사들과 비 브랜드 주유소들의 경쟁

으로 보여 지는 것이다.

<그림3> 주유소 브랜드 점유율

출처: 오피넷 자료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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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알뜰주유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11,565 1,157 3,456 2,416 2,203 2,107
100% 10% 30% 21% 19% 18%

이러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부터는 전국 주유소의 실시간 판매

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2012년부터 석유제품 전

자상거래 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가격 결정의 투명성 및 거래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석유제품 혼합판매가 가능해지기도

했다.

2011년 12월에 도입된 알뜰주유소 정책 역시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

진을 목표로 한다. 당시 석유가격 TF에서는 알뜰주유소 보급의 목적이

석유 유통 시장의 경쟁 촉진, 소비자 가격인하 및 안정이라 밝힌 바 있

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와 농협이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하여 공급사를 다

각화하고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하며 알

뜰주유소 보급을 장려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기준,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157개의 알뜰주유소가 보급되었다.

<표1> 주유소 브랜드별 점유율

출처: 오피넷 자료 (2018년 기준)

알뜰주유소 도입 정책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

후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변화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저유가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 시행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효과 분석을 그

동안 축적된 기초자료를 통해 검증 및 확장하고 향후 알뜰주유소 정책의

진행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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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행 연구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인 경제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로는 정준환 이지연 김형건(2013), 정준환(2014), 홍우

형(2016)이 있다.

정준환 이지연 김형건(2013)의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로 전환된 자영

주유소가 인근 주유소에 미치는 휘발유가격 인하효과를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2012년 1월에서 2012년 6월까지 11,560개의 주유소를

관측한 결과, 자영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된 이후 리터당 20원 가량

가격을 낮게 책정했고 인근 3km내의 경쟁주유소 역시 리터당 3~7원 가

량 가격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환(2014)의 연구에서는 사건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차용

하여 알뜰주유소의 진입에 따른 경쟁주유소의 가격 변화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경쟁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는 알뜰주유소의 시장 진입 직후인

1~2주에 크게 나타났으며 1~2개월 기간에 걸쳐 가격 인하가 진행되었다.

1개월 동안 경쟁주유소는 평균적으로 휘발유 3.5원, 경유 3.7원의 가격인

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홍우형(2016)의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시장경쟁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도권에 위치

한 모든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알뜰주유소로의 전환

이 해당 주유소의 가격을 약 20원 가량 영구적으로 감소시켰다. 하지만

인근 주유소의 경우에는 알뜰주유소 진입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후 곧 이전 가격 또는 그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였

다.

비 브랜드 주유소가 인근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대욱 김

종호(2010)의 연구에서는,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한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그 결과 비 브랜드 주유소와 경쟁하는 주유소들은 그렇지 않은 주

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1~17원 가량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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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로는 Hastings(2004)가 있다. 해당 연구는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San Diego에 위치한 260여개의 주유

소 가격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격경쟁을 주도하는 비 브랜드 주

유소가 브랜드 ARCO 주유소로 전환될 때 인근 경쟁주유소의 휘발유 판

매가격이 갤런당 5센트 상승했다. 환율을 1달러=1,000원으로 단순 계산

하는 경우 리터당 13원 가량 가격이 상승한 셈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선행 연구들이 알뜰주유소의 정책 초기 영향

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고 향후 개

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알뜰주유소 정책

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부터 2017년까지의 전국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을 실증 분석한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인근 주유소 가격 변화뿐만 아니라 경쟁 주유소 간의 가격

분산의 변화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알뜰주유소의 진입이 시장 경쟁에 미

치는 영향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자료와 모형을 설명한다. 분석대상이 된 자료와 기초통계량을 소개

하고, 알뜰주유소 도입의 인근 주유소 가격 인하 효과와 인근 주유소 가

격 격차 감소 효과를 추정하는 실증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추정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의 전체적

인 내용을 요약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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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m 기준 개수 설정 범위 해당 주유소 개수
0-2 3km 3,222
3-10 2km 4,785

11-42 1km 3,561

제 2 장 분석 자료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 진입에 따른 시장 경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을 사용한다. 주유소의 제품 판매가

격은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Opinet)에서 제공하는

일일 판매가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2011년 12월에 시

작된 점을 고려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개별

주유소 일일 판매가격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피넷에서 제공하는

개별주유소의 위치정보를 이용했다. <표1>에서처럼, 주유소 간 거리를

구하여 인근 2km이내의 경쟁주유소 개수에 따라 경쟁 대상 범위를 반경

1km, 2km, 또는 3km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반경 2km내에 위치한 경쟁

주유소가 2개 이하라면 경쟁 범위를 반경 3km로 지정하였다. 반경 2km

내 경쟁 주유소가 3개에서 10개 사이라면 경쟁 범위를 반경 2km로, 반

경 2km내 경쟁 주유소가 11개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 범위를 반경 1km

로 지정했다. 도시의 중심가처럼 주유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교

통량 등의 요인에 따라 지방의 외곽지역보다 같은 거리라도 이동 소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주유소 가격 탐색 비용이 높아짐을 뜻

하기 때문에 개별 주유소마다 위치한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경쟁주유

소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표2> 경쟁 대상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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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해당 주유소 개수 (%)
SK에너지 3,797 32.17
GS칼텍스 2,662 22.55

현대오일뱅크 2,353 19.93
S-Oil 2,197 18.61

알뜰주유소 773 6.55
전체 11,804 100.00

제 1 절 기초통계

본 연구는 10,244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11,566개의 주유소 중에서, 오피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

격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주유소를 제외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오피넷에

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주유소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2>는 분석 대상 주유소의 상표 분포이다. 전체 주유소가 11,804개

로 집계된 것은 분석 기간 내에 브랜드를 바꾼 주유소의 경우 중복되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SK에너지가 전체의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했으며, GS칼텍스가 23%, 현대오일뱅크가 20%, S-Oil이 19%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자영 알뜰주유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농

협 알뜰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분류하였으며 분석 대상이 된 알뜰주유소

는 전체의 773개로 전체의 7%이다.

<표3> 주유소의 상표별 분포

분석대상 주유소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에 비해 비도시

지역의 알뜰주유소 보급률이 높다. <표3>을 보면, 전체 주유소의 경우

도시지역에 23%, 비도시지역에 77%가 위치한 반면, 알뜰주유소는 도시

지역이 19%, 비도시지역이 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

체 주유소의 5% 가량의 주유소가 위치하였으나 알뜰주유소는 전체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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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체 주유소 (%) 알뜰 주유소 (%)

서울 496 4.84 21 2.72
부산 397 3.88 24 3.10
대구 340 3.32 14 1.81
대전 232 2.26 17 2.20
광주 272 2.66 16 2.07
울산 218 2.13 17 2.20
인천 331 3.23 30 3.88
세종 59 0.58 6 0.78

도시지역 2,345 22.89 145 18.76
강원 574 5.60 24 3.10
경기 2126 20.75 189 24.45
경남 972 9.49 69 8.93
경북 1,076 10.50 62 8.02
전남 732 7.15 55 7.12
전북 772 7.54 82 10.61
제주 157 1.53 4 0.52
충남 886 8.65 85 11.00
충북 604 5.90 58 7.50

비도시지역 7,899 77.11 628 81.24
총합계 10,244 100.00 773 100.00

의 3%에 그쳤다. 이를 통해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 가격이 저렴한 지역,

즉 시장 경쟁이 비교적 약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

지의 시도를 하였다. 먼저, 인근 주유소 시장 경쟁의 정도에 따라 경쟁

범위를 차등 적용하였고 경쟁 주유소의 개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반경 1km내에 25개의 주유소가 위치한 주유소의 경우 반경 3km

내에도 인근 주유소가 하나도 없는 주유소와 다르게 처리되었다. 이에

더해 관측되지 않은 지역별 특성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시/도별 지역

더미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4> 주유소의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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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휘발유 가격 

(Gasoline)
16,397,410 1,635.87 230.05 1,148 2,900

경유 가격 
(Diesel)

16,397,410 1,431.67 245.83 919 2,615

알뜰주유소와 경쟁여부 
(EconGas)

16,397,410 .30 .46 0 1

경쟁주유소개수 
(CompNum)

16,397,410 5.00 2.92 0 25

셀프주유소 
(Self)

16,397,410 .26 .44 0 1

자영주유소 
(Direct)

16,397,410 .03 .17 0 1

세차장(Wash) 16,397,410 .44 .50 0 1
SK에너지 
(Skenergy)

16,397,410 .35 .48 0 1

GS칼텍스 
(Gscaltex)

16,397,410 .23 .42 0 1

현대오일뱅크 
(Hyundai)

16,397,410 .20 .40 0 1

S-Oil (Soil) 16,397,410 .18 .39 0 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요약통계값은 <표4>에 나타나있다. 알뜰주유소

가 인근 주유소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을 모두 살펴보았고 각각의 가격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실행하

였다. 알뜰주유소와 경쟁여부변수는 개별주유소 i의 반경 2km내에 위치

한 경쟁주유소의 개수에 따라 1km, 2km, 또는 3km로 설정된 범위 내에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경쟁주유소 개수는 개별주유소 i의 경쟁 범위 내에 영업하는 주유소의

개수로서 주유소 i의 인근 주유소와의 경쟁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셀프

주유소 유무, 자영주유소 유무, 세차장 유무, 주유소의 브랜드 등 주유소

의 특성을 설명하는 더미변수가 포함되었다.

<표5> 요약통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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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의 진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경쟁

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와 가격 격차 감소 효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중차분모형을 사용하여 알뜰주유소가 인근 주유소에 미치는 1차, 2차 효

과를 분석하고 알뜰주유소 진입이 주유소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한다.

1. 알뜰주유소의 인근 주유소 가격 인하 효과

먼저, 알뜰주유소 도입의 경쟁주유소 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한 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식(1)에 나타난 회귀식에서 종속변수 P는 휘발유 가격 또는 경유 가

격이며 EconGas는 알뜰주유소와 경쟁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CompNum은 개별 주유소 i의 경쟁 반경 내에 위치한 주유소 개수이고,

이때의 경쟁 반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근 2km내에 위치한 주유소

의 개수에 따라 1km, 2km, 또는 3km로 차등하여 지정하였다. X는 개별

주유소의 특성 정보로 셀프유무, 자영유무, 세차장 유무, 브랜드 더미변

수가 포함되었다. U는 시/도 더미변수, Y는 연도별 더미변수를 나타내며

알뜰주유소 전환 이 외에 관측되지 않는 시간특정효과(time-specific

effects) 및 지역효과(regional effects) 등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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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뜰주유소의 인근 주유소 가격 격차 감소 효과

식(2)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격차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해

당 식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도입이 경쟁 범위 내에 위치한 주유소들의

가격 분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2)

식(1)에서는 개별 주유소 i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반면, 식(2)는 복수

의 주유소 i로 이루어진 풀 j를 살펴본다. 풀 j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S-Oil 주유소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시/

도별 분포에서 전체 주유소가 보이는 지역 분포와 제일 유사하면서도 풀

간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197개의

S-Oil를 각각의 기준으로 하여 반경 1km, 2km, 또는 3km 내에 위치한

주유소들을 그룹처럼 묶어 풀 j를 만들었다. 이 중 풀 안에 포함된 주유

소가 4개 미만인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최종적으로 1,251개의

풀을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는 휘발유 가격 또는 경유의 가격 분산 정도이다. 풀 j에 속

한 주유소들의 가격 분산은 해당 주유소들의 가격 분포에서 75분위와 25

분위의 가격 차이를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한다. 반면, 독립변

수인 EconGas2는 풀 j안에 알뜰주유소가 포함 되어있는 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데 식(1)의 EconGas와 거의 같은 값을 가진다. 다만 식(1)의

EconGas는 모든 브랜드의 주유소의 경쟁 범위 내 알뜰 주유소가 위치하

는 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반면, EconGas2는 S-Oil 주유소에 한하여

그 정보를 담고 있다. U는 시/도 더미변수이며 풀 j가 복수의 지역에 해

당되는 경우 해당 풀을 설정하는 데 기준이 된 S-Oil 주유소가 속한 지

역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Y는 연도별 더미변수이다.



- 12 -

(1) (2)
VARIABLES Gasoline Diesel

EconGas -7.097*** -7.648***
(0.0414) (0.0476)

CompNum -0.832*** -0.654***
(0.00670) (0.00771)

Self -31.63*** -32.46***
(0.0445) (0.0512)

Direct -12.50*** -12.39***
(0.107) (0.123)

Wash 7.495*** 10.14***
(0.0406) (0.0468)

Skenergy 44.27*** 55.69***
(0.109) (0.125)

Gscaltex 31.53*** 41.96***
(0.111) (0.128)

Hyundai 14.76*** 23.49***
(0.112) (0.129)

Soil 20.72*** 29.48***
(0.113) (0.130)

Constant 1,971*** 1,779***
(0.141) (0.162)

Observations 16,397,410 16,397,410
R-squared 0.900 0.884

제 3 장 실증분석 결과

식(1)을 실증분석한 결과인 <표5>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주유소는 그렇지 않은 주유소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6> 알뜰주유소의 인근주유소 가격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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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주유소는 그렇지 않은 주유소보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1원 낮게 가격을 책정하였으며 경유의 경우 리터당 7.6원

낮게 책정하였다. 인근의 경쟁 주유소의 개소가 많은 경우 경쟁정도가

심해 더 큰 가격인하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경쟁

주유소의 개소도 고려하였는데 경쟁 주유소가 하나 증가할 때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0.8원, 경유의 경우 리터당 0.7원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개별 특성 더미 변수를 살펴보면, 셀프 주유소와

직영 주유소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정유 4사

의 브랜드 주유소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순으로

비 상표 주유소들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순서는 주유소의 상표별 분포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에 로그를 취해서 분석을

실시하여도 결과에는 변화가 없었다. <표6>은 <식1>의 가격에 로그를

취해서 분석을 한 결과이다. 알뜰주유소 경쟁더미의 계수추정치는

-0.004로,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주유소는 그렇지 않은 주유소보다 휘

발유 가격을 리터당 0.4%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분석 데이터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35.87원인데, 이

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가 6.54원 가량으로

나온다. 또한, 경유의 경우에는 알뜰주유소 경쟁더미의 계수추정치가

-0.005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는

7.16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표5>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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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VARIABLES ln_Gasoline ln_Diesel

EconGas -0.00419*** -0.00519***
(2.50e-05) (3.07e-05)

CompNum -0.000540*** -0.000564***
(4.04e-06) (4.97e-06)

Self -0.0196*** -0.0231***
(2.68e-05) (3.30e-05)

Direct -0.00702*** -0.00795***
(6.47e-05) (7.97e-05)

Wash 0.00442*** 0.00670***
(2.45e-05) (3.02e-05)

Skenergy 0.0271*** 0.0370***
(6.57e-05) (8.09e-05)

Gscaltex 0.0194*** 0.0277***
(6.69e-05) (8.24e-05)

Hyundai 0.00936*** 0.0148***
(6.74e-05) (8.30e-05)

Soil 0.0129*** 0.0190***
(6.79e-05) (8.37e-05)

Constant 7.585*** 7.482***
(8.51e-05) (0.000105)

Observations 16,397,410 16,389,099
R-squared 0.898 0.895

<표7> 알뜰주유소의 인근주유소 가격 인하 효과 (로그)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본 연구에서는 알뜰 주유소의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와 더불

어 알뜰 주유소의 인근 주유소의 가격 격차 감소 효과를 함께 살펴보았

다. 식<2>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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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VARIABLES Gasoline Diesel

EconGas2 -0.00527*** -0.00525***
(6.22e-05) (0.000109)

Constant 0.0126*** 0.0175***
(0.000154) (0.000270)

Observations 2,477,634 2,477,606
R-squared 0.218 0.115

않은 주유소들보다 가격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알뜰주유소의 인근 주유소 가격 격차 감소 효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풀 안에 알뜰주유소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휘발유 가격

및 경유 가격의 격차가 -0.005만큼 감소하였다. 즉, 알뜰주유소와 경쟁하

는 경우 인근 주유소들의 상위 25% 가격과 하위 25% 가격간의 차이가

0.5%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가격 격차가 감소했다는 것이 반듯이 경쟁

이 촉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가격 담합이 이루어

진 경우 완전경쟁시장처럼 가격 격차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풀 안에 알뜰주유소가 있는 경우 해당 풀에 위치한 주유

소들 중 상위 25%의 판매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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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VARIABLES Gasoline Diesel

EconGas2 -37.28*** -44.43***
(0.362) (0.374)

Constant 1,562*** 1,356***
(0.152) (0.158)

Observations 2,477,634 2,477,606
R-squared 0.840 0.847

<표9> 알뜰주유소의 인근 주유소 상위25% 가격 인하 효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9>에서 보듯이,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풀의 경우 그렇지 않은 풀

보다 상위 25%의 가격이 가솔린의 경우에는 37.28원, 경유의 경우 44.43

원 인하되었다. <표8>과 <표9>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알뜰주유소의

도입이 특히 가격을 높게 책정하던 플레이어들에게 가격 인하의 압박을

주었고 이로 인해 인근 주유소간의 가격 격차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알뜰주유소가 기존 과점시장에 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시장 경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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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이 정부가 의도한대로 국내 석유시

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석유제품 가격 인하 및 안정에 기여 하였는지

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알뜰주유소 도입 정책의 목적을 고려하

여 본 연구는 알뜰주유소 도입의 효과를 인근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와

가격 격차 감소 효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았다.

알뜰주유소 도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알뜰

주유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

일까지의 6개 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전국 모든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

격 및 경유 가격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은

오피넷이 발표하는 일별 석유제품 가격 정보를 이용하였고 한국석유공사

로부터 제공 받은 주유소 상표, 소유구조, 셀프주유소 시설, 세차 편의시

설 등의 개별 주유소 특성 정보를 함께 분석하였다.

경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경 2km내에 위치한 주유소의 개

수를 이용하였다. 인근 주유소 밀도에 따라 1km, 2km, 또는 3km로 경쟁

범위를 차등 적용하여 해당 범위 내에 경쟁 주유소의 개수와 알뜰 주유

소와의 경쟁 유무를 판단하였다.

분석에서는 석유제품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주유소의 판매 가격이 그렇지 않

은 주유소의 판매 가격보다 낮은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알뜰주유

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쟁주유소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대

비 리터당 휘발유의 경우 7.1원, 경유의 경우 7.6원 저렴하게 가격을 책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에 로그를 취한 분석

에서도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이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근 주유소의 가격 격차를 감소 시켰는지도 함

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풀의 경우 그렇지 않은



- 18 -

풀보다 상위 25% 가격과 하위 25% 가격간의 차이가 0.5% 가량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 모두 유사한 결과값을 보

였다. 이에 더해 풀 안에 알뜰주유소가 있을 경우 해당 풀의 상위 25%

판매 가격이 가솔린은 37.3원, 경유는 44.4원 감소하였다.

알뜰주유소의 도입이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을 1차, 2차로 나누어 살

펴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이 인근 주유소의 경쟁

을 촉진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에 주유소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알

뜰주유소의 수를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이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화에 기

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의 보급률은 10% 수준으로 정유 4사의 브랜드 주

유소의 보급률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지역 분포 역시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에, 고속도로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

서의 가격인하효과를 선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가격선도

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의 보급 확대 및 지역적 거점에

알뜰 주유소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알뜰주유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분포함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결

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알뜰주유소가 지역별 편중 없이 정착된

후 알뜰주유소의 정책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의 인근 주유소의 가격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

행하였는데 알뜰주유소의 직접적 가격 인하 효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

는 만큼 알뜰주유소의 마진 및 소유형태에 따른 가격 분석도 추후로 진

행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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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the discount gas

station in Korean retail gasoline

market

Soo Jin Lee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xtraordinary concept of a “discount gas station” wa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to enhance healthy competition and retail gas

distribution structure in Korea. Since its first appearance in the

market in December 2011, the number of discount gas stations has

reached its historic peak with 1,157 stores, marking 10% of the total

gas st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Various studies, both optimistic and pessimistic, have

predicted impact of the introduction, and not surprisingly, the

government has initiated many a project to accurately assess its

market influence in its initial stage. However, oil price decrease in

2015 has made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soci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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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mpact of discount gas station, and therefore, there have been

a limited number of studies which cover relatively latest market

information. It appears to be clear to further analyze its impact with

5+ years of data.

Using 10,244 gas stations’ price data through 6 years

(2012-2017) and daily retail price of each and every gas station in

Korea, this paper finds that gas stations in competitive geographic

nature tend to present from 7.1 to 7.6 KRW retail market price for

gasoline and diesel,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who are free from

market competition with discount gas station. This result remains

unchallenged when log value was used.

Furthermore, there exists relatively less price gap between

stations in discount gas station area. Price gap between the top 25%

and the bottom 25% is 0.5% lower in the competitive region with a

discount gas station, with 37.28KRW and 44.43KRW lower market

price per liter of gasoline and diesel.

The overall finding of this study suggests that an

introduction of a discount gas station tends to lead greater market

competition, causing lower market price and lesser degree of price

dispersion. This paper furthermore assumes that oligopoly Korean

retail gas market benefits from discount gas station introduction in

2011.

keywords : discount gas station, oil price, gasoline market,

market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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