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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에 있어서 석유의 비중은 1992년도에 64%에서 

2013년에 50%로 감소하는데 비해, 전기사용의 비중은 1992년도에는 

11%에서 2001년은 15%, 2013년에는 20%로 크게 상승했다. 전기사용

은 꾸준히 증가하고 석유 등의 에너지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의 원인은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

상을 억제하여 에너지원별간 가격체계를 왜곡하여 잘못된 가격 시그널

을 시장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된 가격시그널에 의한 타

에너지원에서 전기로의 대체현상은 산업체에서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경제규모가 커져서 전기사용 규모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게 아

니고 정책적인 이유로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1차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2차에너지인 전기는 효율이 좋지 않은 

에너지원이다. 사용편의성 및 기업의 수익성을 이유로 전기사용이 급증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발전원료인 석유 및 석탄 

등 1차에너지원을 외부에서 수입해야하므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력공급 수준을 초과한 전력수요는 전력 계통망의 부담을 

가져와서 블랙아웃이라는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전력수요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전력가격에 큰 영향을 받

게 되며, 다른 에너지원과 상대가격에 따른 대체성에도 영향을 받게 된

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난방을 위하여 전기보일러와 석유보일러라는 

두가지 형태의 난방이 있다고 할 때 석유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면, 전

기보일러의 사용이 높아져서 결국 전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원간 소비측면에서 대체관계가 있는 전기, 천연가

스, 유류간의 상대가격, 소비량 등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서 대체관

계 유무와 대체성의 영향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타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 변화는 전기소비량의 변화에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체관계를 보이는 유의성을 보인다. 용도별로 보

면, 상대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반용으로 나타나고 산

업용의 경우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용의 

경우 대규모 설비이므로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차이가 커진다고 하더

라고 기존 설비를 전기설비로 대체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계절 수요변화로는 주택용, 일반

용이 가장 계절에 민감하고 산업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형태

를 보인다. 

  이처럼 타에너지간에는 대체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국가 에너지 소비

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에너지간 상대가격에 따른 에너지간 대체성의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에너지 소비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전체적

으로 에너지효율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에 있

어서 정상적인 가격 시그널을 보내야 산업계 등 전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활동을 할 것이고, 그 결과 국가적인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 시그널

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원가 및 사회적 비용 반영,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요금

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즉, 기획재정부(물가안정)와 산업통산자원부(산업

경쟁력)로부터 독립적인 전기요금 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는 환경적 요인, 법률적 규제요인, 과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전기과 타 

에너지원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원간 대체효

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전기 용도별 수요량, 가스∙전기 상대가격, 유류∙전기 

상대가격, 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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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에너지는 현대 인간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적 차원의 일

상생활 및 경제활동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산업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전기, 천

연가스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에너지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전기보급의 경우, 근대화 이후 산업발달의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거의 100% 달하는 보급률을 보이며 이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

로 증가가 예상된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 유류파동이후 에너지 도입 다변

화 정책에 따라 1980년대부터 발전용 수요와 도시가스 보급의 확대로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 후생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도시가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2002년까지 연평균 17.2%

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전국적 배관망의 완성이후 2002~2011년에는 도

시가스 수요의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발전용 수요의 증가로 인해 연평

균 8.0%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소비의 13.7%를 차지하며 전국 가정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6%를 상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급률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네트워크 에너지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 뿐 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에너지 사업은 

공기업 형태의 기관이 주로 공급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규모의 경

제가 있는 사업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자

본이 소요되므로 합리적인 수요예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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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제적 또는 정책적인 이유로 타에너지간 대체규모가 커지면 

합리적인 수요예측이 어려워진다. 특히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

급이 일치해야 하며, 저장을 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공급규모

를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블랙아웃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만다. 

  실제로 2011년 9월 전기수요의 급증으로 공급을 초과한 상황까지 가

서 전국토를 암흑으로 만드는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었다. 이 현상의 중

심에는 유류, 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화현상1)이 심화되는데 있

다.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에너지 총조사”에 의하면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에 있어서 전기의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다른 에너지원에서의 전

기로 대체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에서 전기의 비중

은 1992년 11%였으나, 2001년 15%, 2013년에는 20%로 크게 증가했

다. 

  이는 전기사용의 편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

서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제하여 기업들은 수

익성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다. 

  실제로 일본의 어느 기업은 우리나라의 전기를 수입하고 싶어 했다. 

한-일 HVDC 해저 케이블 사업을 원했다. 그것이 어려우니, 다음엔 전

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부문인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한국으로 

이전했다. 또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철업체에서는 전기요금이 상대

적으로 저렴한 수준이 지속되자, 등유를 태워 용광로를 덥혀서 만든 열

로 철광석을 만드는 대신, 전기를 사용하여 선철을 만드는 전기로를 늘

리는 방식으로 설비를 확대했다. 

 또한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에 쓰는 유류보일러 대신 요금이 

싼 전기로 난방을 하는 등 전기중독 현상은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전기 소비의 증가는 산업부문만의 책임은 아니다. 상품이 가치

1) 한국경제 “에너지요금 모순 해결이 먼저다”(2013년 2월 27일)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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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이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한다. 산업과 기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값싼 전기를 많이 사

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따른다.

  1차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2차 에너지인 전기는 효율이 낮다. 부

존자원이 없어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효율이 낮은 2차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여 더 많은 에너지원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은 1차에너지(유류, 천연가

스) 보다 저렴한 2차에너지인 전기요금에서 파생된 시장구조 왜곡에 있

다. 잘못된 가격신호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술과 설비에 투자를 안하

게 하여 계속적인 비효율적인 체질을 가지게 한다. 또한 전기요금의 적

정요금수준이하로의 억제는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의 재무상황도 크

게 악화시킨다.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수용성도 낮아져서 새로운 발전설비도 어

려워지고, 전기를 운반하는 밀양 송전선로 등 송전망의 건설도 점점 어

려워져서 전기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체관계에 있는 천연가스, 유류와 전기의 상대가격 

변동이 전기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영향이 어

느 정도인지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전

기수요량 변화를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검증을 통해 에너지원별 

수요 예측에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각 에너지원간 대체가능성도 고려해

야 한다는 시사점과 전기수요와 타에너지 수요간의 대체수요 변화를 효

율적으로 반영하는 바람직한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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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전기수요와 대체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와 석유

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상가 및 공공건물),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등으로 용도별로 분류되다. 이 중에서 전기 용도

별에서 사용량 비중이 높고, 다른 에너지원과 대체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일반용, 주택용, 산업용에 대해 다른 에너지원과의 영향을 보고자 한다.

  사용하는 자료는 200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매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전기소비량은 한국전력 영업통계시스템, 도시가스 소비량은 

가스공사의 자체통계시스템, 경유∙등유의 경우는 석유공사의 자체통계시

스템을 활용하였다. 

  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용도별 전기소비량에 미치는 전기 및 타에너지

간 상대가격(비율)의 영향을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월마다 차이가 나는 

소비량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1~12월을 각각 계절성 변수를 두고 

에너지원간 상대가격과 용도별 에너지원과의 영향을 고려하려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기술한다. 

제2장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특성

과 우리나라에서 해당 에너지 산업의 구조 및 도소매 요금결정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은 이론적 논의로서, 수요함수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인 가격탄력성

과 여러 가지 수요예측 모델을 보인다.

제4장은 선행연구로서, 본 논문과 유사한 선행연구의 사례를 분석함으로

써 본연구에서 나올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본다.

제5장은 연구설계로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을 하기위한 적용 변수(전기, 

가스, 석유)에 대한 과거 추세와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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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은 실증분석은 제5장에 대한 연구설계에 따라 진행된 분석결과를 

용도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결과가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 결과의 요약과 정책점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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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 1 절 에너지 산업 이해

1. 에너지산업의 특성

  에너지 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적인 부문이 비슷하며, 표

준화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최종단계인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인 전체적인 공

급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인 LNG 경우에도 채굴, 액화, 수송, 저

장, 공급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에서의 운영방식과 기술적 부문

은 이미 체계화되어 있고 전세계적으로 유사하다.

  둘째, 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설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규

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 독점의 특성을 갖는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로 인

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기존 사업자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

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가격에 대한 결정력을 행사하게 된다.  

  셋째, 산업전체로 볼 때 발전부문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판매부문에 이르는 전 과정이 강력한 수직연계의 형태로 운영된다. 막대

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이를 

생산, 공급, 판매하는 거래 상대방은 매우 적은수로 한정되어 있다.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한 발전회사가 전력을 생산하여 송∙배전회사에 판매하려

고 하면 거래상대방이 소수인 관계로 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다. 또는 반대의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 일어난다. 다시말해 거래의 상대

방이 시장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대규모 설비투자

를 하고 생산을 한 상대방은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러



- 7 -

한 구조는 해당기업들이 전∙방산업간 통합하는 내부거래로 만들 유인이 

존재하게 되며, 이 결과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산업은 수직통합적 구조

를 보이게 된다. 

  넷째, 에너지산업은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에 이르기까지 국

가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기초사업으로 공공성이 매우 크다. 에너지

가 부족하면 국가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또한 에너지 가격

은 산업재부터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가격에 영향을 주며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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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산업 구조 및 요금결정방식 

  전력산업은 과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전-배전-판매까지 수직

통합적인 구조를 보였으나, 200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발전부문을 

자회사 형태로 독립시키는 큰 구조변화가 있었다.

  현재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부문으로 발전자회사 6사(한국수력원자

력, 남동, 남부, 서부, 중부, 남동), 민간발전회사, 구역전기사업자로 이

루져있고, 발전부문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KPX)을 거쳐 한국전

력(송전∙변전∙판매)의 전력망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림 1] 전력산업 도매시장 구조

  

  국내에서 운영되는 시장형태로 보면, 국내전기시장은 발전회사들이 전

기거래소를 통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시장과 한전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시장으로 구분된다. 도매시장은 한전과 별도의 전기구입계

약(PPA)를 체결한 발전회사를 제외한 발전회사에서 생산한 모든 전기는 

전기거래소를 통해 거래해야만 하는 강제전기시장(compulsory pool)이

다. 

  도매시장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되

어 있다. 시장가격은 비용기준(cost based pool, CBP)에 의하여 계통한

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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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루전에 예측된 전기수요곡선과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기들로 

형성된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시장가격 결

정을 위한 발전계획 프로그램은 공급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의 경제성 우

선순위(보통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등의 기저발전기가 

먼저 해당한다)에 따라 발전기 가동여부와 발전출력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발전기를 한계가격 결정발전기로 처리하고, 

이 한계가격을 그 시간대의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표 2-1] 도매시장에서 전기요금 산정방법

도매가격 = 에너지요금( 변동비 + (SMP-변동비)*보정계수 ) 

+용량요금(CP) 기타비용

[표 2-2] 전기시장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31조 (전기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기시장운영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시장에서 전기거래를 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3조 (전기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전기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의 거래가격(이하 "전기거래가격"이

    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기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매시장의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따른다. 전기요금 산정기준 7~9조에서는 전기요

금 산정에 대해 언급되어있으며, 전기요금은 전기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발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 비용인 적정원가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인 적정투자보수(사업이익)를 더한 것이다. 이를 합

하여 총괄원가라고 한다.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공공요금 결정원칙 공급을 위한 총비용 적절한 사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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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으로는 전기요금은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

나,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을 위하여 투자보수율 규제를 통해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총괄원가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억제하도

록 하고 있다. 이는 유가가 급등한 2008년이후 이루어 졌으며, 전기요금 

생산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전받지 못한 한국전력의 재무상황은 급격

히 악화되었다.

[표 2-3] 한전 당기순이익 및 부채비율(2002년 이후)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유 가
(두바이
$/bbl)

23.9 26.8 33.7 49.6 61.6 68.4 94.3 61.9 78.1 106.0 109.0 105.3 96.6

당기
순이익
(십억원)

3,059 2,315 2,880 2,448 2,070 1,556△2,952 △77△1,478△3,514△3,227 238 1,040

부 채
비 율
(% )

50.0 50.0 46.3 46.0 47.9 49.1 63.3 70.3 91.9 113.3 133.2 135.8 129.9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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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전기요금 산정기준 7~9조

 제7조(목적) 제2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요금수준)

  ①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기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인규제 방식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전기

판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제9조(요금산정 대상기간)

  ① 전기요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

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

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

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국내 천연가스 산업구조는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서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의 도입 및 도매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수행

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가스공사 이외의 도입사업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판매 사업은 도매부문과 소매부문으로 이원

화되어 있으며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소매부문은 32개의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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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회사가 지역독점 형태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생산국에서 생산된 LNG를 평택, 인천 등에 위치한 인수기지로 운송하

고, 인수기지에 저장된 천연가스는 기화 및 부취제 첨가 등의 공정을 거

쳐 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을 통하여 한전의 화력부문 발전자회사와 민자

발전소 등 대량 수요처와 도시가스회사의 수급지점까지 공급된다. 각 도

시가스 회사는 공급받은 고압의 천연가스를 압력조정을 거친 후 권역별

로 운영하는 배관을 통하여 일반가정이나 업무용, 산업용 등 최종소비자

에게 공급한다. 

  천연가스요금결정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가격결정과 지역 도시가스회

사의 최종 소비자 가격결정으로 구분된다. 현행 도매요금은 발전자회사

들에 공급하는 발전용,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용 요금으로 

나누어진다. 판매단가는 LNG 도입가격에 도입부대비용을 합한 원료비

에 한국가스공사의 제조, 공급비용을 합한 후 용도별로 이를 배분하여 

산정되고 있다. 도매단계의 공급가격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거

하여 LNG 도입가격에 도입부대비용을 합한 원료비에 한국가스공사의 

제조, 공급비용을 합하여 책정된다.

  가스요금 산정의 법률적인 근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기요금 

수준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전기요금 산정기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스요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은 산업통

산자원부 고시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상”에 명시되어 있다.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은 전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총칙에서는 산정기준의 목적, 요금수준, 요금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요금수준결정은 제1장 제2조에서는 있으며, 총괄원가와 투자

보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스요금 

수준 결정이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투보율 규제를 받음

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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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도시가스법 20조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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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

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그림 2] 투보율 규제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공공요금 결정원칙 공급을 위한 총비용 적절한 사업이익 .

   차이가 있다면 전기요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연료비 연동제’와 ‘유인규제’에 대한 조항들이 시행과 동시에 유보되어 

이행되고 있지 않는데 반해 가스요금의 경우 1998년 8월부터 아래 제 

4조에 규정된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는 가스 공사 내부 규정인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연료비 

이외에 사업자가 요금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

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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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류제품가격은 1997년 국내 유류시장이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가격의 결정을 시장

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을 지급함으로써 유류제품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유류제품의 가격체계는 아래 표과 같다. 국내유류제품의 가격은 정

유사에서 결정한 정유사 판매가격에 정부의 각종 유류세가 부과되어 각 

지역의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되고, 마지막으로 대리점과 주유소에서 

유통마진과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어 최종소비자가격이 결정된다. 정유사

의 유류제품 공장도 판매가격은 각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LPG

의 경우는 사우디 아람코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2)

  
[표 2-6] 유류제품 및 LPG 가격체계

제품 유류제품 LPG

소비자가
격

= (원유수입 비용+정제비 및 마
진)+유통비용 및 마진 +세금 및 
부과금

=(원유수입 비용+정제비 및 마진)+
유통비용 및 마진 +세금 및 부과
금

세금 및 
부과금

=관세,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
경세), 교육세, 손질 및 판매부과
금,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품질
검사 수수료 등

=관세, 특소세, 교육세(부탄), 부가
가치세, 안전관리부담금, 판매부담
금, 품질검사 수수료

자료 : 한국석유공사

2) 석유산업의 이해(201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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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유류제품 가격제도 변천 
구분 시기 제도 세부내용

정부고시 '48~'64.7 통제
가격제도

∙ 손질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고시하고,   
  물량배급제를 시행
∙ 상공부장관은 도매가격 고시,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소매가고시

가격
제도

'64.8~'69.2 고정가격제도 ∙ 유공(울산)의 공장가격을 고정한 후 수송거리를 
  감안, 지역별 판매가격을 차등 고시

'69.3~'93.12 최고가격제도
∙ 공장도가격은 최고가격제, 소비자가격은 지역차등 
  → 최고가격제
∙ 용제, 항공유, 납사 가격자유화

'94.1~'94.10 원유가
연동제

∙ 유가자유화 대비 한시적 제도
∙ 전월 원유도입가격 및 환율을 고려 
세전공장도가격 
  최고가격을 월 1회 변동
∙ 세전공장도가격 = 유종별 연동기준 가격 × (1 + 
  도입원유가와 환율의 변동비율 + 직적 3개월간 
  환차손익 변동비율)

'94.11~'96.12 국제제품가
연동제

∙ 전원 원유도입가격에서 전월 국제유류제품가격
 (싱가포르 현물가격)으로 변경, 월 1회 변동
∙ 유종별 세전공장도가격 = 전월 국제유류제품가격 
  + 도입비용 + 국내공급비용 ± 보정요인

유가
자유
화

'97.1~'01.중반 원유가기준 ∙ 유류산업의 해외 개방으로 정부의 가격통제 불가
∙ 정유사별로 원유가격을 참고하여 자율산정

'01.중반~현재 국제제품가
∙ 정유사별로 국제제품가격을 참고하여 
  자율산정('04.1월까지 월간, '04.2월 이후 주간)
∙ LPG 가격자유화 실시('01.1월)

                                              자료 :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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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에너지 산업별 수요 추이 및 현황

  1992년~2013년 기간 동안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두배

(89,313천toe → 200,347toe)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기는 4배이상

(9,8523천toe → 40,353천toe)의 증가를 보였다. 모든 에너지원이 증가

하였으나, 특히 전기, 도시가스의 소비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는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안정정책을 위하여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억제

하여 상대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원간 상대적인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전영역에서 대체현상이 일

어났다. 실제로 일본의 어느 기업은 우리나라의 전기를 수입하고 싶어 

했다. 한-일 HVDC 해저 케이블 사업으로 한국의 저렴한 전기를 직접 

공급받기를 원했다. 그것이 어려우니, 다음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

업부문인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한국으로 이전했다. 또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철업체에서는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 지

속되자, 등유를 태워 용광로를 덥혀서 만든 열로 철광석을 만드는 대신, 

전기를 사용하여 선철을 만드는 전기로를 늘리는 방식으로 설비를 확대

했다. 이런 타에너지에서 전기로의 대체현상은 전영역에서 일어났으며, 

전기화 중독3) 현상을 만들었다. 

  그 결과 전기의 경우 소비구조 비중이 11.1%(’92) → 20.1%, 도시가

스의 경우 2.6%(’92) → 13.7%로 급증하였다. 

3) 한국경제 “에너지요금 모순 해결이 먼저다”(2013년 2월 27일)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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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 추이 
                                                            (단위 : 천toe, %)

1992년 2001년 2007년 2010년 2013년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석 유 57,261.7 64.2 89,030.1 62.2 99,486 57.9 101,170 55 100,621 50.2

석 탄 18,909.9 21.1 16,586.5 11.6 19,353 11.3 21,827 11.9 26,189 13.1

가 스 6,996.4 2.6 12,580.1 8.8 18,824 11 23,329 12.7 27,391 13.7

전 력 9,852.9 11.1 21,272.1 14.9 29,924 17.4 33,430 18.2 40,353 20.1

기 타 935.5 1.0 3,725.3 2.6 4,278 2.5 4,157 2.3 5,792 2.9

합 계 89,312.7 100 143,194.0 100 171,865 100 183,912 100 200,347 100
                              자료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 총조사”

    “전기화 현상 심화” 

연간 2,000toe 이상을 소비하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중 전기의 

비중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에

너지 소비의 전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전기 소비 비중(%) : (’07) 48.0 → (’10) 50.4 → (’13) 55.7

  * 도시가스 소비 비중(%) : (’07) 38.1 → (’10) 35.5 → (’13) 32.4

  * 유류 소비 비중(%) : (’07) 5.2 → (’10) 3.6 → (’13) 1.4 

 자료 : 산업통산자원부 “2014년 에너지 총조사”(’15년 7월 30일 발표)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낮은 전기요금이 지속되면서 전기수요

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겨울에는 커지

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전기예비율이 크게 하락하여 전기공

급이 부족하는 위기상황이 여러번 발생하곤 했다. 실제로 2011년 9월 

15일에는 블랙아웃직전까지 가게 되어 전국토가 정전사태가 발생할 위

기가 발생하려 한 적도 있다. 이것의 원인은 전기의 공급보다 수요가 초

과해서 생기는 것이지만, 타에너지 가격상승대비 전기요금의 가격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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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억제해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정책방향의 문제도 있을 것이

다. 

[표 2-9] 전기수요량 추이(‘01~’14년)

                                                (단위 : 억kWh, %)

기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판매량 2,577 2,785 2,936 3,121 3,324  3,487 3,686 3,851 3,945 4,342 4,551 4,666 4,748 4,776 

증 가 7.60 8.04 5.44 6.30 6.51 4.91 5.70 4.47 2.44 10.06 4.82 2.53 1.77 0.58 

2001~2014년 증가율 평균 : 5.08%
2001~2011년 증가율 평균 : 6.03%

자료 : 한국전력공사 영업통계시스템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사용용도에 따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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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책적 고려에 의해 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용도별 부하패턴의 

차이에 따른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하패턴이 유사한 소비부

문별로 구분한 것이 용도별 구분의 취지이다. 용도별 판매량 비중을 보

면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이 전체 판매량 비중의 91%를 차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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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용도별 전기수요량 비중 추이(’01~’14년)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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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기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산업용 55.2% 54.3% 53.8% 53.3% 52.6% 52.5% 52.9% 52.8% 52.5% 53.6% 55.3% 55.3% 55.9% 57.1%

일반용 20.4% 20.6% 21.0% 21.6% 22.2% 22.3% 22.3% 22.5% 22.7% 22.4% 21.9% 21.8% 21.5% 21.1%

주택용 15.6% 15.6% 15.8% 15.9% 15.7% 15.5% 15.1% 15.0% 15.1% 14.6% 14.0% 14.0% 13.9% 13.5%

기  타 8.8% 9.5% 9.4% 9.3% 9.5% 9.7% 9.7% 9.6% 9.7% 9.4% 8.9% 8.9% 8.7% 8.3%

2001~2011년 비중 평균 : (산업용) 54.1% (일반용) 21.7% (주택용) 15.0% (기타) 9.2%

자료 : 한국전력공사 영업통계시스템

[표 2-11]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구 분 적용범위 요 금 체 계

주택용 주거용
• 6단계 누진요금제 (11.7배)
• 저압, 고압

교육용 학교, 박물관 등
• 계절별 차등 (7~8월 고율), 1,0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 저압, 고압A, 고압B

산업용 광업, 공업용
• 계절별 차등 (7~8월 고율), 고압이상 시간대별 차등
• 저압, 고압A, 고압B, 고압C

농사용 농업, 어업용
• 용도별 차등(갑, 을)
• 저압, 고압A∙B

가로등 가로, 보안등
• 단일요금
• 갑(정액), 을(종량)

심야 전 종별 • 갑(난방), [을(냉방), 농(갑)∙가로등∙예비∙임시 제외]

일반용 공공, 영업용
• 계절별 차등 (7~8월 고율), 고압이상 시간대별
• 저압, 고압A, 고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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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는 공급초기에 천연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낮

은 요금정책과 천연가스 공급권역 확대, 고급에너지 선호경향 확산, 지

방자치단체의 천연가스 보급증대 시책 및 지속적인 청정연료 의무사용 

대상 확대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다.                 

[표 2-12] 국내 도시가스 수요량 추이(‘02~’14년) * 발전용 제외

  (단위 :백만NM3)

13,755 

24,852 
23,064 

-

10,000 

20,000 

3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단위 : NM3,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스량 13,755 14,754 15,380 17,302 17,195 17,873 19,084 19,405 21,920 22,890 24,665 24,852 23,064 

증감 7.3 4.2 12.5 -0.6 3.9 6.8 1.7 13.0 4.4 7.8 0.8 -7.2

2001~2014년 증가율 평균 : 4.55%
2001~2011년 증가율 평균 : 5.91%

 

자료 : 한국가스공사

  현행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체계는 크게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으로 

구분한다. 주택용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7년 이후로는 감소

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은 10%대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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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국내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량 추이

(단위 :백만NM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택용 8,270 8,918 9,018 10,101 9,680 9,671 9,617 8,741 9,555 9,469   9,702   9,449   8,791 

비중 14.6% 13.6% 13.0% 11.6% 11.7% 11.2% 10.5% 10.4% 9.2% 8.8% 8.2% 8.1% 8.7%

산업용 3,712 3,909 4,080 4,385 4,507  4,853 5,549 5,546 6,899 7,888   9,015   9,526   8,710 

비중 60.1% 60.4% 58.6% 58.4% 56.3% 54.1% 50.4% 45.0% 43.6% 41.4% 39.3% 38.0% 38.1%

일반용 1,008 1,191 1,368 1,579 1,629  1,714 1,759 1,768 1,826 1,838   1,901   1,891   1,883 

비중 27.0% 26.5% 26.5% 25.3% 26.2% 27.2% 29.1% 28.6% 31.5% 34.5% 36.6% 38.3% 37.8%

합  계 13,755 14,754 15,380 17,302 17,195 17,873 19,084 19,405 21,920 22,890  24,665  24,852  23,064 

자료 : 한국가스공사



- 22 -

[표 2-14] 도시가스 용도별 구분 기준

구 분 용도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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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 및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업무난방용
○ 지방세법 제 104조 2항의 건축물(주택 외 기타건축물)의 난방용

   가스

일반용

○ 계절별 수요가 비교적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로 단순 건물난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점업, 이미용업에서 사용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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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량분리를 전제로

   - 업무용 건물의 구내식당, 급탕전용, 학교의 급식시설, 병원의 

     소독용, 약국의 약탕기용, 세탁소의 세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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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 및 제조업체 

   부지경계내의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가스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

   하는 가스는 산업용 수준으로 경감 적용

열병합용1 ○ 열병합용 2를 제외한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적용

열병합용2 ○ 집단에너지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제외)의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적용

열전용

설비용

○ 열병합용 1 및 2와 연계되 열전용보일러에 적용 

○ 단, 공동주택의 자가용 열전용설비용은 주택용을 적용함

수송용 ○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자료 :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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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부문에서 소비되는 제품은 2002년이후 1%이하의 낮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품별로는 나프타, 경유, LPG, 휘발유, 경유 등이 있다. 

이중에서 나프타가 40%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유, LPG 순

을 따른다.

[표 2-15] 유류 제품별 소비 추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LPG 기타 계

2002 64,078 58,464 138,046 245,309 91,415 165,556 762,868 

2003 60,483 52,875 145,367 252,417 88,605 163,194 762,941 

2004 58,152 43,090 143,801 262,871 88,432 155,982 752,328 

2005 59,560 39,391 142,530 273,250 91,668 154,680  761,079 

2006 59,875 31,449 142,434 287,003 93,451 151,308  765,520 

2007 62,501 26,171 145,327 316,858 97,143 146,945  794,945 

2008 62,937 27,657 134,514 311,368 101,881 122,284  760,641 

2009 65,872 25,989 132,307 322,622 106,320 125,370 778,480 

2010 68,931 29,353 134,646  331,819 105,175 124,354 794,278 

(비중) 8.7 3.7 17.0 41.8 13.2 15.7 100.0

자료 : 한국석유공사

  나프타는 유류화학산업과 관련이 있고, 휘발유의 경우도 자동차 연료

와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에너지원간의 대체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

다. 다른 에너지원과 대체성이 높은 등유와 경유만 본 연구에서는 고려

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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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등유, 경유 수요량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등유 58,464 52,875 43,090 39,391 31,449 26,171 27,657 25,989 29,353 25,431 22,009 18,813 15,430 

증감 　 -9.6% -18.5% -8.6% -20.2% -16.8% 5.7% -6.0% 12.9% -13.4% -13.5% -14.5% -18.0%

경유 138,046 145,367 143,801 142,530 142,434 145,327 134,514 132,307 134,646 134,157 136,724 143,020 144,841 

증감 　 5.3% -1.1% -0.9% -0.1% 2.0% -7.4% -1.6% 1.8% -0.4% 1.9% 4.6% 1.3%

자료 :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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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수요의 가격탄력성

1. 수요 결정요인 및 수요함수

  (1) 수요 결정요인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란 소비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

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수요량은 소비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

고자 하는 양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요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증

요한 성질을 가진다.4)

  첫째, 수요란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수요량이

란 주어진 조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얼마나 구매하는 가를 

나타내는 의도된 양이지 결코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양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재화의 양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

면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양이 그가 실제도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도 이에 미달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수요량이란 의도된 구매량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재화의 존재량 

또는 공급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둘째, 수요는 어떤 기간 동안의 구매의 흐름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는 

어떤 기간당 얼마라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에 대한 

수요가 백만kW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기간동안의 수요인가가 명시되

어야 한다.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는 경제적 요인뿐 

4) 이준구 “미시경제학(제 5판, 22p~32p)”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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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입맛, 유행, 제도, 관습 날씨 등 수없이 많은 非경제적 요인들도 

존재하나, 모두 다 고려 대상에 포함시킬수는 없다. 경제분석 측면에서

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의 결정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경제분석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다음의 다섯 가

지를 들 수 있다.  

  ①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그 재화의 시장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일반적으로 그 재화의 시장가격이 높을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

는 적고 그 재화의 시장가격이 낮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많

다. 

  ②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다른 재화들의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예를 들어 LNG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유류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처럼 관계에 놓인 두 재화를 대체제라

고 한다. 반대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른 재화가격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보완재

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두 재

화를 독립재라고 한다.

  ③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가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

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하며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

라고 한다.

  ④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들의 기호 및 선호에 의하여 영향

을 받는다. 

  ⑤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그 경제사회의 인구크기와 인구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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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요 함수

  (1)에서의 수요결정 요인을 고려해보면,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다음과 같은 함수형태로 표시 할 수 있다.

       ···

  여기서 은 n재의 가격  ···은 n재 이외의 재화의 가격, 

Y는 소비자들의 소득, T는 소비자의 기호, 는 그 경제 내에서의 구매력

을 가진 인구를 나타낸다. 그런데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서 그 재화의 가격이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직접적이며 나

머지 요인들이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

다.

  

2. 가격탄력성, 대체성에 관한 이론

  앞에서 말한 수요량이 그것의 주요 결정인자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가에 관해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엄

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수

요의 탄력성은 각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 줌으로써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

요량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A의 B탄력성이라

고 하는 것은, B라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 종속변수 A가 얼마나 민

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A와 B의 상이한 조합에 따라 여

러 가지 다른 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가격탄력성

  어떤 상품의 가격에 생진 변화는 수요곡선 위의 운동을 일으켜 수요

량에 변화를 가져온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상품 가격에 작은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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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을 때 그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상대적 크기로 측정된다. 

예컨대 상품가격에 생긴 1%의 가격상승이 수요량을 3%만 감소시켰다

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 된다. 

   (2) 교차(대체) 탄력성

  한 상품의 가격에 생긴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얼마나 민감

하게 반응하는 가를 나타낸다. 예컨대 Z재의 가격에 생긴  만큼의 

작은 변화가 X재의 수요를 변화시킨다면 교차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구

해질 수 있다. 

               

 재의가격의변화율
재의수요량의변화율





∆



∆

∆

∆
×



  교차탄력성은 고려의 대상이 되는 두 재화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 부호 및 크기가 달라진다. 만약에 X재와 Z재가 대체

될 수 있다면 X재 가격의 상승은 Z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교차탄력성은 양의 부호를 갖게 되며 두 재화사이의 대체성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값을 갖게 된다. 반대로 두 상품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면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고, 보완성이 클수록 그 절대값이 

커진다. 만약 교차탄력성이 0에 가깝다면 두 상품에 대한 수요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소득탄력성

  소득탄력성은 소득수준에 생긴 작은 변화에 대해 수요가 얼마나 민감

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에 생긴 변화와 그것으로 인해 

생긴 수요(량)의 변화를 각  ∆∆로 표시하면 소득탄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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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의 변화율
수요량의변화율




∆



∆

  소특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분류해보면,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 상품을 정상재라 부르고,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우

에는 열등재라 부른다. 

제 2 절 수요예측 모델  

1. 한전의 수요예측 모델

  전기수요예측은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예측기간 따

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기와 장기가 그것인데 단기는 주로 2~3

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예측을 말하고 장기란 10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

다. 또한 예측대상에 따라 판매전기량과 최대전기로 나눌 수 있다. 주로 

판매전기량을 먼저 예측하고, 이에 송배전손실율, 부하율과 기상조건 등 

제반 요인을 감하여 최대전기를 예측하고 있다. 한전은 2004년부터 성

균관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ESFOS(Electricity Sales Forecasting 

System)를 이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ESFOS는 계약종별 전기판매

량을 전국 및 지역별로 예측하기 위하여 한전 영업처와 성균관대학교 경

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전기판매량 예측시스템이다. ESFOS는 계

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 향후 2개년의 월별 계약종별 전기판매량 예측

  b. 전국 및 14개 지역별 전기판매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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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거시경제변수 및 기온 변화에 따른 전기판매량의 민감도 분석

  d. 초과확률수준 예측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확률적 시나리오 제공

2. 일반적 수요예측모델

  (1) 개량경제모형5)

 ○ flow-adjustment 모형

  이 모델 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Houthakker-Taylor의 

flow-adjustment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 모델은 전기소비자들

의 희망소비수준은 소득, 가격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 실제 소비수

준은 제도적, 기술적 문제 때문에 희망소비수준과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란 차츰 감소한다고 가정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적정 전기기기 배합을 가정한다. 이 모델은 장단기 탄력성의 

계산이 용이하나 전기수요의 완전한 구구조적 분석을 아니며 또한 오차

항의 자기상관이 있을 경우 추정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약점이 있다.

 ○ stock 모델

  단기에 있어서 전기소비자의 전기기기 이용도 결정과 장기에 있어서 

전기기기 구매결정을 명확히 구분해서 분석하는 구조적 모델이다. 전기

기기 스톡을 전기로 측정하고 전기기기 이용도는 소득, 가격 등의 함수

로 결정하며 장기의 균형수요는 소득, 전기가격, 시장이자율, 할인율, 기

기가격 등의 함수로, 단기는 전기기기 스톡에 해당 전기기기 이용도를 

곱하여 결정한다. 이 모델을 전기소비 형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이용

하므로 flow-adjustment모델보다 우월하나 전기기기 스톡자료의 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5) 한국전력공사 “전력수요 가격탄력성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2004년, 
p62~6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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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경제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은 수요변화량, 요금, GNP 등 수요함

수의 설명변수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치가 많이 달라지는 

약점이 존재한다. 또한 가격탄력성 산출을 위해 부문별 전기수요함수 추

정시 단계별 체증 또는 체감하는 복수요금체계를 대표하는 가격변수로서 

한계가격 도는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모형추정식에서 설명되지 않는 

이유에 의해 종속변수인 전기소비량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에 따라 평균

가격, 그리고 한계소비구간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한계가격까지 변화하

게 되므로 설명변수와 오차항 사이의 확률적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내생성문제라 하는데 보통 최소자승법의 편의 추정치 문

제를 야기시킨다.    

 (2) End-Use 모델

  End-Use 모델은 개별소비자의 전기소비를 소비용도별로 측정하고 예

측하는 미시적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합산된 자료를 사용하는 계량경제 

모델은 합산에 따른 오차가 불가피하고 에너지절약, 수요관리 등 제도적 

효과와 소비행태의 구조변화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

국의 경우 거시적 접근방법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End-Use 모델을 이용

하여 전기수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전기회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

다. 대표적인 예로서 EPRI모델이 있으며, 주택용 전기수요 End-Use 모

델과 상업적 전기수요 End-Use 모델, 산업용 End-Use 모델도 있다. 

EPRI모델은 계량경제학과 엔지니어링기법을 통합한 미시적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전기기기의 구입, 사용효율, 이용도, 

부하패턴 등에 관한 소비자의 모든 결정과 전기가격, 주택 또는 건물의 

특성, 지역적 변수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통계학적으로 추정한다. 미

국의 많은 전기회사들은 소비자에 대한 survey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

는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되어 행해지며 막대한 경비를 요

하지만 전기소비행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용의 경

우 전기사용을 난방, 냉방, 온수, 취사 등의 용도별로 분류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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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Use별로 수요를 분석, 예측하고 상업용의 경우 일차적으로 업종과 

건물형태를 중심으로 사무실, 식당, 도소매업, 학교, 호텔, 병원, 창고. 

조명 등으로 구분하여 소비행태를 분석, 예측한다. 이러한 미시적 분석

의 장점은 상이한 소비단위의 소비결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정부

주도의 수요관리 내지 에너지절약 정책, 기술개발과 에너지 효율개선 등

의 효과를 직접 분석할 수 있다는데 있다.

  (3) Discrete Choice 모델

  Discrete Choice 모델은 소비자의 전기기기 선택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기법이다. 전기기기와 같은 내구재의 소비형태를 분석할 경우 동질적 소

비자의 동질적 전기기기의 사용은 가정에 무리가 있으므로 전기기기 사

용은 연속적 변수로 볼 수 없다. 이질적 소비자에 의한 비동질적 전기기

기 구매는 연속적이 아닌 이산적선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모델에 의

하면 소비자의 불연속적 전기기기 선택은 선택확률로써 설명되는데 소비

자의 전기기기 선택확률은 설치비용, 사용비용, 기기의 신뢰도, 기타 사

회경제적 변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효용의 함수로 표시되며 소비행태

와 확률변수에 관한 가정에 따라 logit modle과 probit model로 구분한

다. 이와 같은 모델들의 추정방법은 계량경제학의 주요 응용분야로서 지

난 20여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경우에 따라 비선형(nonlinear) 

추정방법 또는 최우추정법 등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 무리가 

없을 경우 추정이 간편한 logit 모델이 선호되고 있다.

  (4) Diffusion 모델 

  사회과학에서는 Diffusion과정을 아이디어의 확산적 채택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신제품 내지 신기술의 확산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Diffusion 모델은 신제품의 S자형 시장침투곡선율을 예측한다. 시장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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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율은 사회경제변수의 함수로 설명되며 일반적으로 logit, probit, 또는 

Gompertz함수 등을 사용한다. 전기수요 분석과 관련하여 이 모델은 주

요 가전기기의 시장점유율 분석에 유용한 기법이며 나아가서는 전기, 석

탄, 천연가스, 유류 등 각종 에너지의 시장점유율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계열 모델, 추세분석기법 등이 전기수요함수 추정에 사용

되고 있다. 여기서 설명된 개량경제모형, end use 모델, discrete choice 

모델, 그리고 diffusion 모델들은 상호대체적 보다는 보완적인 체계를 가

지는 기법들이므로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기법들의 종합적인 사

용이 바람직하다.



- 34 -

제 4 장 선행연구

제 1 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해당 논문은 에너지원별간 상대적 가격변동에 따른 전기수요량의 변

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크게 나누어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에 대

한 논문과 가격변화에 따른 에너지원별 대체성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았

다. 특히, 에너지원별간 대체에 대한 논문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았으며, 

선행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어떤 통계툴을 사용했는지 참

고하였다.    

  1. 에너지원간 대체성에 관한 연구 

   최충식(2012 "네트워크 에너지요금 규제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최종 에너지 소비부문에서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천연 가스와 전기의 상대가격 변동이 전기 및 가스 상대소비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그 결과 전기 가격은 전기 

소비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

었다. 전기 가격이 1% 상승할 때 최종 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차지하는 

전기 소비량은 0.22% 줄어든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도시가스 가격은 전기 소비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형규(2011 "등유가격 규제가 심야전기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는 

등유 가격의 변화에 따른 심야 전기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등유 가격이 심야전기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단, 심야전기의 주된 용도인 난방에너지로서 대체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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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인 도시가스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산업용, 일반용, 주

택용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전기 shift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임두순(2014 "전기∙가스 상대가격이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용도별(주택, 일반, 산업용) 전기와 가스간의 상대가격의 

변화가 도시가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두 개의 에너지를 

같이 비교하기 위해 상대적인 비율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에너지 수요

량 추이의 특징인 계절성을 고려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용도별 상대가격의 변화가 도시가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박채수(2009 "도시가스 요금 및 등유가격이 전기소비에 미치는 영향

“)는 상업용 전기수요에 미치는 영향으로 도시가스 요금과 등유가격을 

고려하였다. 과거 10년간 혹은 20년간 전기, 도시가스, 등유의 소비량 

추이와 가격 추이 관찰을 통해 대체제 관계를 증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대체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07)에서는 전기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타 에너지 가격을 고려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난방 에너지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많은 문제는 상당부분 에너지 가격 정책의 왜곡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특히, 가스와 전기산업의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간 이해 균형을 위

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 생산과 공급비용 반

영 가격이라는 두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네트워크 에너지 요

금 결정 관행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였다고 한다. 분

석결과 난방 에너지 사이에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을 보여 서로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입증했다. 

  단, 이 보고서에서는 난방 에너지로서 심야전기, 도시가스, 유류, 연탄 

등을 비교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업용 전기에 대한 대체제 관계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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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박광수(2005 "환경규제에 따른 산업부문의 에너지원간 대체관계 및 

온실 가스배출 저감효과분석")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부문의 

에너지원간대체효과를 분석하여 에너지원간 대체효과를 분석하여 에너

지원 선택에 있어 환경정책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부

문 에너지원간대체에 환경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원의 자기가격 및 교차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환경규제 변수를 포함시킬 경우 탄력성이 더욱 

낮아 졌다. 이러한 낮은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가 산업부분 에너지 소비

행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에너

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부문과 난방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체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나 가정․상업부문을 포함하는 에너지원간 대체관계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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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의 연구

  유병철(1996 “전기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요금조정반안”) 연구에서는 

1980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용도별 전기수

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이용된 설명변수는 실질소득, 실질가격, 추세변수, 

기상효과 등이다. 그 결과 주택용의 가격탄력성은 유의하지 않고 부호도 

정(+)의 값을 보였으며, 일반용 저압, 고압과 산업용(갑)의 저압 및 고

압을 제외하고는 가격탄력성 추정치가 정(+)의 값을 보이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최소자승법(OLS), 정준공적분회귀

(CCR) 자기회귀시차모형(ARDL)등의 방법을 사용하나, 전기수요 가격

탄력성 추정의 결과는 바람직한 결과가 안나온다고 주장한다. 이는 설명

변수의 내생성 문제와 명목가격 적용문제가 있고, 가격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격변화에 따른 변동보다는 소득효과로 인한 영향이 

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전기(1997)은 OLS를 이용하여 용도별 전기수요함수를 추정하였

다. 추정결과를 보면 주택용의 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을 보였으나 통

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용 역시 가격탄력성이 

음(-)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산업용의 경우는 가

격탄력성이 모두 음(-)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설정한 전기수요함수의 문제는 전기수요에 대한 설명변수로 

소득과 생산지수, 조업일수 등 같은 성격의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여 추

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중공선성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설명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

한 개별적인 영향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다

중공선성이 초래하는 일반적인 결과인 검정통계량 t값을 부당하게 작게 

하여 추정된 계수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밖에 없게 한다. 

   한국전기 2004년 연구는 최소자승법, 자기회귀시차분포(ARDL) 모형 



- 38 -

등을 이용하여 종별 전기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주택

용의 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을 보였으나 유의성이 낮았다. 그러나 아파트

의 주택용 호당 전기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가격탄력성이 음의 값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산업용의 가격탄력성이 음의 값을 보

였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일반용의 경우 최소자승법으로 추

정한 결과는 가격탄력성 추정치가 음의 값을 보였으나 유의성이 낮았고, 

ARDL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가격탄력성이 정의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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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화

선행 연구 자  료 연구결과 분  석
모  형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 규제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충식, 2012)

’01.1~’11.12
전기, 가스의 
월별 소비량, 

가격

전력 가격은 전력 소비량과 음의 상관관계
를 갖음. 단, 도시가스 가격은 전력 소비량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최소자승법

등유가격 규제가 
심야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형규, 2012)

’01.4~’10.12
등유, 

심야전력(갑)
의 소비량, 

가격

등유 가격이 심야전력 수요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밝혔다

최소자승법, 
2SLS

전력∙가스 
상대가격이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임두순, 2014)

’01.4~’12.12
용도별 전기, 
도시가스 

가격, 소비량

계절별로 민감하게 반응하나 산업용은 
덜 민감하게 반응함.
상대가격 크기가 클수록 가스에서 전기로 
대체됨 

최소자승법

도시가스 요금 및 
등유가격이 

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박채수, 2009)

과거 10년간
전력,가스,등
유의 소비량, 
가격

대체재 관계를 증명하였으나, 내생성등의 
문제로 다른 변수들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 

최소자승법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요금조정반안
(유병철, 1996)

’80.1~’94.12
시간추세, 
실질소득, 

기상효과(계절
더미) 등

전력수요 가격탄력성 추정의 결과는 
바람직한 결과가 안나옴
가격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격변화에 따른 변동보다는 소득효과로 
인한 영향이 터 크다고 보기 때문

최소자승법,
정준공적분
회귀(CCR)
자기회귀
시차모형

한전(1997)

’87.1~’97.7
전력수요, 
판매단가, 

국민소득 등

주택용의 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 일반용 
역시 가격탄력성이 음(-)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최소자승법

한전(2004)

실질소득, 
판매단가, 
시간추세, 
월별더미

주택용의 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을 
보였으나 유의성이 낮았다. 산업용의 
가격탄력성이 음의 값을 보였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일반용의 경우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가격탄력성 추정치가 음의 값을 
보였으나 유의성이 낮음

최소자승법,
자기회귀
시차분포 

모형

  기존의 선행연구는 에너지를 용도별로 세분하지 못하여 상대가격 변화



- 40 -

에 따른 대체수요의 탄력성을 산정 할 수 없어서, 요금정책을 다르게 적

용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리고 에너지원간 대체성을 보이면서 심야전기(갑)과 등유 등 일부의 

국한적인 에너지원만 고려하고 대체관계가 있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등 에너지원별 소비대체를 보이는데 일부만의 관계로 검

증하는 등의 한계가 있으며, 

  또한 에너지원별간 상대가격차이가 작으므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선행연구가 많으나, 본 논문에서는 유가가 급등하였으나 전기요금

의 억제로 인하여 상대가격의 크기가 최대로 되는 08년도 이후부터 현

재까지의 데이터를 적용시킴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자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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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설  계 

제 1 절 변수설명

1. 변수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는 아래와 같다. 2002년 1월부터 2015년 6

월까지의 매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전기소비량은 한국전력 영업통계시

스템, 도시가스 소비량은 가스공사의 자체통계시스템, 경유∙등유의 경우

는 석유공사의 자체통계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변수별 관측치는 각각 

162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1) 상대가격의 정의

  현재 전기요금체계에서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상가 및 공공건물),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등으로 용도별로 분류되고 전압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이다. 여기서는 용도별 구분 중 주택용, 산

업용, 일반용의 월별 평균가격과 전기수요량을 대상으로 하려 한다. 전

기요금은 보통 1년에 한번 계약종별로 차등조정하고 있다. 용도별 조정

내역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고시된다. 지난 2002년부터의 요금

조정내역이 아래표에 표기되어 있다.

  도시가스의 요금체계는 크게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 그리고 

열전용설비용을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서는 전기와의 대체관계를 보이기 

위하여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을 살펴보겠다. 

  유류부문에서의 제품으로는 나프타, 경유, LPG, 휘발유, 경유 등이 있

다. 나프타는 유류화학산업과 관련이 있고, 휘발유의 경우도 자동차 연

료와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에너지원간의 대체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다른 에너지원과 대체성이 높은 등유와 경유만 고려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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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전기요금 조정 내역

요금조정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기 종  합

’02. 6. 1 -0.1% -0.1%

’03. 1. 1 -2.2% -2.0% - 2.5% - - - 0.0%

’04. 3. 1 -2.8% -3.5% -3.0% - - - 8.0% -1.5%

’05.12.28 2.4% 2.8% -15.3% 3.3% --- 3.4% 10.6% 2.8%

’07. 1.15 - - - 4.2% - 4.2% 9.7% 2.1%

’08. 1. 1 - -3.2% - 1.0% - - 17.5% 0.0%

’08.11.13 - 3.0% 4.5% 8.1% - 4.5% - 4.5%

’09. 6.27 - 2.3% 6.9% 6.5% - 6.9% 8.0% 3.9%

’10. 8. 1 2.0% - 5.9% 5.8% - 5.9% 8.0% 3.5%

’11. 8. 1 2.0% 4.4% 6.3% 6.1% - 6.3% 8.0% 4.9%

’11.12. 5 - 4.5% 4.5% - - 6.5% - 4.5%

’12. 8. 6 2.7% 4.4% 3.0% 6.0% 3.0% 4.9% 4.9% 4.9%

’13. 1 2.0% 4.6% 4.5% 4.4% 3.0% 5.0% - 4.0%

’13. 11 2.7% 5.8% - 6.4% 3.0% 5.4% - 5.4%

 

자료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2) 기타 (계절성 더미변수, Time trend)

  전기수요의 경우 계절별, 월별 수요 특성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기 위

해서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감안하여 계산해준다. 전기수요가 매

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Time trend를 사용하였다. 전기소

비함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가 커짐에 따라 전기소비량이 증가

하다는 통념에 따라 GDP 등을 적용하는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GDP변수

를 사용할 경우 가격변화에 따른 변동보다는 소득효과로 인한 효과가 훨

씬 커서 대체효과 정도를 검증하기 힘들어진다.6)

  실제로 본 논문의 데이터로 GDP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나, 가격변동

에 따른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ime 

trend를 조절변수로 하여 대체효과를 검증하려 한다.

6) 유병철 “전기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요금조정방안”(199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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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변수의 출처

구 분 자료출처 구 분 자료출처

용도별 

전기

주택용

한국전력

공사

영업통계

시스템

GDP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일반용(갑⋅을)

교육용

유 류

휘발유

한국유류공사

Opinet
산업용(갑⋅을⋅병) 등유

농사용(갑⋅을⋅병
경유

가로등

천연가스
가스공사

통계시스템심야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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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에 대한 설명

(1) 천연가스와 전기  

  천연가스와 전기의 상대가격 추이를 용도별로 직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고유가가 시작되는 2008년부터 천연가스요금와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차이가 커지기 시작하고, 유가가 100$이 넘어가는 

2011년에는 일반용의 경우 2.56배까지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일반용, 

주택용의 상대가격 차이가 커지는 것과는 다르게 산업용의 경우 상대가

격 크기가 작다. 이는 천연가스요금의 산업용부문에서도 전기요금과 같

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요금인상을 적게 시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표 5-3] 용도별 상대가격(가스/전기) 추이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두바이
($.bbl)

23.9 26.8 33.7 49.6 61.6 68.4 94.3 61.9 78.1 106.0 109.0 105.3 96.6

증가율 12.1%25.7%47.2%24.2%11.1%37.8%-34.3%26.2%35.6% 2.9% -3.5% -8.3%

자료 : 한국전력공사 영업통계시스템,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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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두바이
($.bbl)

23.9 26.8 33.7 49.6 61.6 68.4 94.3 61.9 78.1 106.0 109.0 105.3 96.6

증가율 12.1%25.7%47.2%24.2%11.1%37.8%-34.3%26.2%35.6% 2.9% -3.5% -8.3%

(2) 등유와 전기 

  
  다음은 유류 중에 등유요금과 전기요금간의 상대가격 추이이다. 

2008년 (2007년대비 38%↑) 큰 폭의 유가상승은 등유와 전기요금과의 

상대가격 차이를 340%로 가장 크게 만들었다. 2009년 다시 유가의 하

락으로 상대가격 차이는 200%정도를 유지한다. 그 이후 2010년부터 유

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상대가격은 다시 커지기 시작한다. 이는 국제유

가의 변동으로 국내 등유가격은 바로 조정을 하지만 전기요금은 조정을 

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4] 용도별 상대가격(등유/전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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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유와 전기 

  경유요금과 전기요금간의 상대가격 추이도 등유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표 5-5] 용도별 상대가격(경유/전기) 추이



- 47 -

제 2 절 연구가설과 분석방법

  1992년~2013년간 모든 에너지 소비량은 두배 (89,313천toe → 

200,347toe)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기는 4배이상 (9,8523천toe → 

40,353천toe)의 증가를 보였다.7) 이는 고급에너지인 전기의 편의성에 

따른 선호증가 영향도 있지만,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으로 

전기요금을 억제하자, 기업들은 수익성을 위해 기존의 다른 에너지원으

로 사용하는 것을 전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기공급이 수요

를 못 따라가는 블랙아웃 위험성도 높아졌고, 1차에너지를 사용하여 만

드는 효율이 낮은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 비효율 사용이 

확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기와 타 에너지간의 상대가격이 확대되는 2008년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용도별로 에너지원간 대체성을 검토하려한다.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전기도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존재할 것

이다. 전기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전기의 가격, 타에너지(유류, 천

연가스)의 가격, GDP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전기 전체가 아닌 용도별(주택용, 산업용, 

일반용)로 구분하려 한다. 각 용도별 전기 수요량은 해당 용도별 전기가

격과 대체관계가 있는 타에너지의 가격간 상대비율의 변화에 따른 사용

량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용도별 수요량은 대체관계에 있는 타에너지간 상대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연구가설

  주택용 전기 사용량의 증가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기 난방기

7) 산업통산자원부 “2014년 에너지 총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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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급증가로 보조 난방기기로 사용되던 전기난방이 주난방으로 사용되

던 천연가스와 등유를 대체하여 소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으

며, 이러한 추정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통해 검증

해보고자 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주택용 상대가격(가스/전기)는 주택용 전기소비량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주택용 상대가격(유류/전기)는 주택용 전기소비량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두 재화의 대체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가격 상승시 전기소비량은 (+) 영향이여야 하고, 상대가격 하락시 

전기소비량은 (-) 영향이어야 한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증가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기존의 등

유로 용광로를 덥히던 것을 전기로로 설비를 대체하는 등 전기를 에너지

원으로 하는 설비를 확대하는 등 산업용을 사용하던 등유를 전기로 대체

하여 소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추정이 과연 적

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2-1> 산업용 상대가격(가스/전기)는 산업용 전기소비량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산업용 상대가격(유류/전기)는 산업용 전기소비량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5장 2절 “연구설계, 자료에 대한 설명“부문에

서 유류대비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았고, 산업용에 대해서 요금인상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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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받아 상대가격의 크기도 크지 않았다. 여기서는 가스/전기의 상대

가격으로 인한 대체효과보다 유류/전기의 상대가격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더 큰 것인지를 검증해 보려한다.

  산업용 이외에도 전 영역에서 전기중독 현상이 있어나고 있으며, 에너

지 대체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용 부문에서의 상대가격 차이에 따른 에

너지간 대체현상을 검증하려 한다.

  

<가설 3-1> 일반용 상대가격(가스/전기)는 일반용 전기소비량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일반용 상대가격(유류/전기)는 주택용 전기소비량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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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 에너지 상대가격

    (가스/전기)

    (유류/전기)

∙ 계절성 반영 Dummy

 ∙ 전기 수요량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조절변수

 ∙ 연월별 증가 Trend

2. 연구모형

  용도별 전기량에 미치는 전기 및 타에너지간 상대가격(비율)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소비량 모형을 아래와 같이 추

정해 보았다. 아래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추정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계절

별 가격변수를 추가하여 고려하였다 

< 분석 틀 >

  

ln   ln 
  



   

         

     (종속변수)      : 전기에 대한 수요

     (독립변수)  : 에너지 상대가격     

                       :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 더미변수(2~12월)

     (조절변수)     : 추세를 나타내는 변수

  본 연구에서는 전기수요함수 추정에서 전기요금이 내생적인 경우에 

최소자승법 추정치가 일치추정량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정

부의 물가안정과 국민의 에너지 후생증진 등 정책적 수단에 의해 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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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정되고, 요금 변경의 원인이 발전연료나 천연가스 도입원가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인 전기소비량의 증감이 독립변수인 전기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변수간의 상관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전기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에너지 상대가격 변수에 대한 적용 내용

구   분
적용할 

세부항목1
적용할 

세부항목2
모형에 적용하는 변수

(상대가격)

주택용

주택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전기/가스 가격

주택용 전기 등유, 경유 전기/등유, 전기/경우

주택용 전기 등유 전기/등유

주택용 전기 경유 전기/경우

일반용

일반용 전기 일반용 도시가스 전기/가스 가격

일반용 전기 등유, 경유 전기/등유, 전기/경우

일반용 전기 등유 전기/등유

일반용 전기 경유 전기/경우

산업용

산업용 전기 산업용 도시가스 전기/가스 가격

산업용 전기 등유, 경유 전기/등유, 전기/경우

산업용 전기 등유 전기/등유

산업용 전기 경유 전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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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값 유의수준B 표준 오차 베타
상  수 21.612 .260 83.223 .000

독립변수
(더미)

2월 -.015 .016 -.029 -.947 .3453월 -.146 .017 -.283 -8.807 .0004월 -.108 .016 -.208 -6.657 .0005월 -.179 .017 -.345 -10.487 .0006월 -.161 .017 -.310 -9.628 .0007월 -.132 .017 -.247 -7.899 .0008월 .020 .016 .038 1.254 .2129월 -.066 .016 -.123 -4.079 .000

제 6 장   실 증  분 석

제 1 절 주택용 에너지원간 수요분석 결과

1. 가스와 전기간 수요대체효과

  주택용 전기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다. 

우선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별 더미변수와 추세를 나타내는 Trend, 그리

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상대가격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함수의 형태로 표현하면 
   

ln   ln 
  



 

         

     (종속변수)      : 전기에 대한 수요

     (독립변수)  : 에너지 상대가격    

                       :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 더미변수

     (조절변수)     : 추세를 나타내는 변수

  이를 바탕으로 OLS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표 6-1] 주택용 가스-전기 OLS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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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9 .018 -.335 -9.979 .00011월 -.120 .017 -.224 -7.023 .00012월 -.077 .016 -.144 -4.688 .000조절변수(추세) .002 .000 .699 7.862 .000상대가격(가스/전기) .115 .056 .189 2.051 .042F 값 142.010R2 0.926조정 R2 0.919

   먼저 모형의 설명력은 9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상대가격(가스/전기)은 표준화계수가 0.189이고 Trend의 표준화계수

는 0.699로 종속변수인 전기소비량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은 상대가격보

다는 Trend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보인다. 

  각 주택용 상대가격(가스/전기)와 전기량과의 계수는 0.115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유의수준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주택용 상대가격(가스/전기)가 1% 상승하면 주

택용 전기의 소비량은 0.11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용 가스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더 인상하는 경우 전기 소비량은 더 

증가할 것이다. 

  주택용 전기의 수요는 월별로 계절성을 보이고 있다. 여름에는 낮고 

겨울에는 높은 흐름을 보인다. 단. 2월과 8월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계

절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해당하는 월의 변동성이 연도마다 커서 

유의하지 않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2. 유류(등유, 경유)와 전기간 수요대체효과

  유류 중에서 등유, 경유와 전기간의 대체성을 보이려고 한다. 

아래의 식과 같이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 경유상대가격(경유/전기)을 

독립변수로 두고 통계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ln   ln등유ln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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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상관계수

구   분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 경유상대가격(등유/전기)
등유상대가격
(등유/전기)

Pearson 상관계수 1 .981**유의수준(양쪽) .000N 162 162
경유상대가격
(등유/전기)

Pearson 상관계수 .981** 1유의수준(양쪽) .000N 162 162**.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독립변수인 상대가격간의 높은 상관

관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관정도를 체크해보았다. 

  실제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두 변수간 상관계수는 1에 가까워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높은 

경우 개별계수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 경유상

대가격(경유/전기)를 하나의 수요예측식에 반영하지 않고 각각 반영하여 

서로의 계수 크기를 비교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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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등유-주택용 전기 OLS 분석결과

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값 유의수준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1.364 .090 237.217 .000

독  립
변  수
(더미)

2월 -.015 .013 -.029 -1.176 .241
3월 -.155 .013 -.301 -11.851 .000
4월 -.118 .013 -.229 -9.048 .000
5월 -.192 .013 -.372 -14.482 .000
6월 -.175 .013 -.339 -13.211 .000
7월 -.148 .013 -.276 -10.946 .000
8월 .012 .013 .023 .925 .357
9월 -.076 .013 -.142 -5.728 .000
10월 -.194 .014 -.363 -14.232 .000
11월 -.132 .013 -.247 -9.806 .000
12월 -.085 .013 -.159 -6.415 .000

조절변수(추세) .002 .000 .654 20.825 .000
상대가격(등유/전기) .161 .018 .285 8.718 .000

F 값 214.362
R2 0.950

조정 R2 0.945

[표 6-4] 경유-주택용 전기 OLS 분석결과

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값 유의수준B 표준 오차 베타
상   수 21.243 .074 287.853 .000

독 립
변 수
(더미)

2월 -.016 .011 -.031 -1.427 .156
3월 -.159 .011 -.307 -14.022 .000
4월 -.121 .011 -.235 -10.736 .000
5월 -.196 .011 -.380 -17.139 .000
6월 -.178 .011 -.345 -15.619 .000
7월 -.152 .012 -.284 -13.053 .000
8월 .011 .011 .020 .951 .343
9월 -.079 .011 -.147 -6.851 .000
10월 -.198 .012 -.371 -16.885 .000

 (1) 등유와 전기

 (2) 경유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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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4 .012 -.250 -11.560 .000
12월 -.086 .011 -.161 -7.513 .000

조절변수(추세) .002 .000 .593 21.226 .000
상대가격(경유/전기) .184 .015 .355 12.300 .000

F 값 290.247
R2 0.962

조정 R2 0.959

[표 6-5] 계절성을 나타내는 월별 더미변수의 계수

  먼저 등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독립변수로 하여 통계검증한 모형의 

설명력은 95%, 9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주택용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의 비표준화계수는 0.161이고, 주택용 

경유상대가격(경유/전기)의 비표준화계수는 0.184로서 등유보다 경유가 

대체성의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상대가격이 1% 증가하는 경우 

전기량의 크기는 0.184% 증가할 것이다.

  주택용 전기의 수요는 월별로 계절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월과 8

월은 유의미하지 못하다. 아마도 해당하는 월의 변동성이 연도마다 커서 

유의한 계수를 나타내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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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값 유의수준B 표준 오차 베타
상   수 22.940 .104 219.736 .000

독립변수
(더미)

2월 -.082 .013 -.113 -6.533 .000
3월 -.012 .013 -.017 -.972 .333
4월 -.027 .013 -.038 -2.158 .033
5월 -.031 .013 -.043 -2.486 .014
6월 -.027 .013 -.037 -2.161 .032
7월 .004 .013 .005 .291 .771
8월 -.023 .013 -.030 -1.745 .083
9월 -.046 .013 -.061 -3.546 .001
10월 -.038 .013 -.051 -2.960 .004
11월 -.028 .013 -.037 -2.190 .030
12월 -8.468E-5 .013 .000 -.007 .995

상대가격(가스/전기) .065 .022 .061 2.963 .004
조절변수(추세) .004 .000 .939 49.593 .000

F 값 462.746
R2 0.976

조정 R2 0.974

제 2 절 산업용 에너지원간 수요분석 결과

1. 가스와 전기 수요대체효과

  [표 6-6] 산업용 가스-전기 OLS 분석결과

  먼저 모형의 설명력은 9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상대가격(가스/전기)은 표준계수가 0.061이고 Trend의 표준화계수는 

0.939로 종속변수인 전기소비량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은 상대가격보다

는 Trend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보인다. 

  산업용 상대가격(가스/전기)의 계수는 0.065로 전기소비량과 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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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값 유의수준B 표준 오차 베타
상   수 22.950 .065 355.709 .000

독  립
변  수
(더미)

2월 -.082 .012 -.113 -6.823 .000
3월 -.014 .012 -.019 -1.170 .244
4월 -.031 .012 -.043 -2.539 .012
5월 -.035 .012 -.049 -2.912 .004
6월 -.032 .012 -.044 -2.640 .009
7월 -.002 .012 -.002 -.130 .896
8월 -.028 .012 -.038 -2.312 .022

관관계를 갖으며, 유의수준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다

는 결론이 나온다. 산업용 상대가격(가스/전기)가 1%상승하면 0.065%

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용 가스요금이 전기요금

보다 더 인상하는 경우 전기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산업용 전기의 수

요는 월별로 계절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크기도 주택용에 비하면 크

지 않다. 

2. 유류(등유, 경유)와 전기간 수요대체효과

  주택용과 같이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 경유상대가격(경유/전기)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로 하나의 수요예측식에 두 개의 

상대가격을 동시에 반영하지 않고 각각 반영하여 서로의 계수 크기를 

비교해보려 한다.  

  두 개의 상대가격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

의 계수값이 0.061이고, 경유상대가격(경유/전기)의 계수값이 0.05로서 

경유보다 등유로 인한 대체성의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등유의 상대가격을 독립변수로 하여 통계검증한 모형의 설명력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상대가격(등유/전기)이 1% 증가하는 경우 

전기소비량의 크기는 0.061% 증가할 것이다.

[표 6-7] 산업용 등유-전기 OLS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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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049 .012 -.066 -3.985 .000
10월 -.042 .012 -.056 -3.368 .001
11월 -.031 .012 -.042 -2.549 .012
12월 -.002 .012 -.003 -.173 .863

조절변수(추세) .004 .000 .966 76.452 .000
상대가격(등유/전기) .061 .013 .063 4.669 .000

F 값 502.118
R2 0.978

조정 R2 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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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값 유의수준B 표준 오차 베타
상  수 20.947 .147 142.662 .000

독립변수
(더미)

2월 -.042 .019 -.055 -2.279 .024
3월 -.164 .019 -.214 -8.835 .000
4월 -.200 .019 -.260 -10.737 .000
5월 -.263 .019 -.343 -14.167 .000
6월 -.187 .019 -.244 -10.067 .000
7월 -.045 .019 -.057 -2.373 .019
8월 .100 .020 .126 5.066 .000
9월 -.037 .019 -.047 -1.958 .052
10월 -.255 .019 -.321 -13.437 .000
11월 -.214 .019 -.270 -11.305 .000
12월 -.088 .019 -.110 -4.627 .000

상대가격(가스/전기) .321 .031 .426 10.372 .000
조절변수(추세) .002 .000 .486 12.053 .000

F 값 228.543
R2 0.953

조정 R2 0.948

제 3 절 일반용 에너지원간 수요분석 결과

1. 가스와 전기간 수요대체효과

[표 6-8] 일반용 가스-전기 OLS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9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상대가격(가스/전기)은 표준화계수가 0.426이고, Trend의 표준화계수

는 0.486으로 699로 종속변수인 전기소비량의 증가를 설명하는 것은 

Trend이 상대가격보다 다소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용 상대가격(가스/전기)와 전기소비량과의 계수는 0.321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일반용 상대가격(가스/전기)가 1%상승하면 전기의 소비량은 

0.321%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용 가스요금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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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일반용 등유-전기 OLS 분석결과

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값 유의수준B 표준 오차 베타
상  수 21.396 .093 230.247 .000

독립변수
(더미)

2월 -.045 .018 -.058 -2.539 .012
3월 -.174 .018 -.226 -9.835 .000
4월 -.210 .018 -.274 -11.848 .000
5월 -.278 .018 -.361 -15.657 .000
6월 -.204 .018 -.265 -11.484 .000
7월 -.070 .018 -.088 -3.874 .000
8월 .065 .018 .082 3.578 .000
9월 -.055 .018 -.069 -3.048 .003
10월 -.264 .018 -.332 -14.555 .000
11월 -.226 .018 -.284 -12.534 .000
12월 -.098 .018 -.123 -5.423 .000

조절변수(추세) .003 .000 .684 29.983 .000
상대가격(등유/전기) .217 .019 .270 11.603 .000

F 값 253.938
R2 0.957

조정 R2 0.953

[표 6-10] 일반용 경유-전기 OLS 분석결과

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값 유의수준B 표준 오차 베타
상  수 21.353 .076 282.472 .000

독  립
변  수
(더미)

2월 -.046 .015 -.059 -2.944 .004
3월 -.175 .015 -.227 -11.288 .000
4월 -.211 .016 -.275 -13.595 .000
5월 -.278 .016 -.362 -17.927 .000

기요금보다 더 인상하는 경우 전기 소비량은 더 증가할 것이다. 

  일반용 전기의 수요는 월별로 계절성을 보이고 있고, 주택용과 산업용

보다 계절성의 정도가 가장 큰 형태를 보인다.   

2. 유류(등유, 경유)와 전기간 수요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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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4 .016 -.265 -13.130 .000
7월 -.071 .016 -.089 -4.482 .000
8월 .064 .016 .081 4.043 .000
9월 -.056 .016 -.070 -3.527 .001
10월 -.264 .016 -.332 -16.657 .000
11월 -.224 .016 -.283 -14.232 .000
12월 -.096 .016 -.121 -6.097 .000

조절변수(추세) .003 .000 .655 32.264 .000
상대가격(경유/전기) .223 .015 .307 14.872 .000

F 값 335.160
R2 0.967

조정 R2 0.964
  먼저 등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독립변수로 하여 통계검증한 모형의 

설명력은 96%, 9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주택용과 같이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 경유상대가격(경유/전기)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로 하나의 수요예측식에 두 개의 

상대가격을 동시에 반영하지 않고 각각 반영하여 서로의 계수 크기를 

비교해보려 한다.  

  두 개의 상대가격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

의 계수값이 0.217고, 경유상대가격(경유/전기)의 계수값이 0.223로서 

등유보다 경유로 인한 대체성의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상대가격(등유/전기)이 1% 증가하는 경우 전기소비량의 크기는 

0.217%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등유가격이 전기요금보다 더 인상하는 

경우 전기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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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논문은 전기와 타에너지원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전기 수요의 변

화율이 용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으며, 전기요금과 타에너지 

요금의 변동이 전력수요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았다. 

  첫째, 주택용전기의 소비함수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93~9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월별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한 

주택용 수요는 일반용, 산업용에 비해 계절성에 더 크게 반응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2월과 8월은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보인다. 아마도 

해당하는 월의 변동성이 연도마다 커서 유의한 계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주택용 가스상대가격(가스/전기)과 전기소비량과의 계수는 0.115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유의수준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의 비표준화계수는 0.161이고, 경유상대가격

(경유/전기)의 비표준화계수는 0.184로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등유

보다 경유가 대체성의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산업용전기의 소비함수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97~9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스상대가격(가스/전기)와 전기소비량과의 계수는 0.065로 양의 상

관관계를 갖으며, 유의수준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다

는 결론이 나온다. 즉, 가스상대가격(가스/전기)이 1%상승하면 전기소비

량이 0.06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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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의 계수값이 0.061이고, 경유상대가격(경유/

전기)의 계수값이 0.05로서 경유보다 등유로 인한 대체성의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상대가격(등유/전기)이 1% 증가하는 경우 전기소

비량의 크기는 0.061% 증가할 것이다.

  산업용 전기의 수요는 월별로 계절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크기도 

주택용에 비하면 크지 않다. 

  셋째, 일반용전기의 소비함수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95~9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스상대가격(가스/전기)은 표준화계수가 0.426이고, Trend의 표준화

계수는 0.486으로 종속변수인 전기소비량의 증가를 설명하는 것은 

Trend이 상대가격보다 다소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주택용, 산업용 

보다는 표준화계수의 크기가 큰 편이다.

  가스상대가격(가스/전기)과 전기소비량과의 계수는 0.321로 양의 상관

관계를 갖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다는 결론이 나온

다. 

    등유상대가격(등유/전기)의 계수값이 0.217고, 경유상대가격(경유/

전기)의 계수값이 0.223로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등유보

다 경유로 인한 대체성의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등유상대가격

(등유/전기)이 1% 증가하는 경우 전기소비량의 크기는 0.217%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등유가격이 전기요금보다 더 인상하는 경우 전기소비량

은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를 종합해볼 때, 타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 변화는 전기소비량

의 변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타에너지원의 요금과 전기요금과의 상

대가격이 커질수록 전기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

도별로 분석한 결과, 상대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요는 일반용

으로 나타난다. 일반용은 주로 음식점, 이발소, 미용업, 욕탕업,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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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물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로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행태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산업용은  주택용, 일반용에 

비하여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의 경우 주로 대

규모 설비를 보유하며,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설비를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막대

한 추가투자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월별 더미변수를 이용한 계절 수요변화는 주택용, 일반용이 가장 계절에 

민감하고, 산업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표 7-1] 더미변수의 계수 추이(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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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재화의 최종 가격은 원가상승에 따라 시장에 맞

게 결정되어야 한다.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주된 

내용이다.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전반에 심각한 부작용

을 초래하고 된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면 전기생산하는 비용은 증가하는데 판매단

가인 요금을 억제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재무체질을 

급격하게 안 좋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사회적으로는 전기중독현상이

라는 전기화 현상을 만들고 있다. 기업들은 수익성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스나 유류로 사용하던 설비를 전기설

비로 바꾸어 전기소비량을 늘렸으며, 이러한 전기대체 또는 전기중독현

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은 단기간에 전력수요를 증가시켜서, 전력수

요보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국가 전체 정전인 블랙아웃을 야기

시키려 했다.

  에너지 소비구조측면에서 전력으로의 중독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에서 석유의 경우 2001년도 62%에서 2013년

도에는 50%로 비중이 감소했으나, 전기의 경우 2001년도 15%에서 

2013년도에는 20%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본의 어느 기업은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를 수입

하고 싶어 했다. 한-일 HVDC 해저 케이블을 통하여 전기를 직접 들여

오고 싶어했으나, 그것이 어려우니, 다음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

부문인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한국으로 이전했다. 또한 전기를 많

이 사용하는 제철업체에서는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 지속

되자, 등유를 태워 용광로를 덥혀서 만든 열로 철광석을 만드는 대신, 

전기를 사용하여 선철을 만드는 전기로를 늘리는 방식으로 설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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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에 쓰는 유류보일러 대신 요

금이 싼 전기로 난방을 하는 등 전기중독 현상은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설비의 효율

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용도별, 계절별로 에너지 소비를 구분하여 구

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즉, 소비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해야 하며, 겨울철 전력수요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겨울철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는 전기 수요 및 PEAK를 낮춤으로서 기존의 

전기발전설비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다른 에너지원에서 전기로의 대체현상을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발생하는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유류의 경우에는 유가상승

부분 등 원가증가분이 최종 가격에 반영되지만, 전기∙도시가스는 투자보

수율 규제의 형태로 원가상승이 반영이 되지 않거나 시차를 두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줄이거나 시차를 좁힘으로서 에너지 가격간 왜

곡을 줄이자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에너지를 용도별로 세분하지 못하여 상대가격 변화

에 따른 대체수요의 탄력성을 산정 할 수 없어서, 요금정책을 다르게 적

용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에너지원간 대체성을 보이기 위해 심야

전기(갑)과 등유 등 일부의 국한적인 에너지원만 고려하고 대체관계가 

있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등 에너지원별 소비대체를 

보이는데 일부만의 관계로 검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에너지원

별간 상대가격차이가 작으므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선행연구가 

많으나, 본 논문에서는 유가가 급등하였으나 전기요금의 억제로 인하여 

상대가격의 크기가 최대로 되는 08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적용시킴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자한다. 

  다만,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는 전기에너지의 대체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을 여러개를 고려하였지만, 지역난방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에너지원간의 대체성을 보이기 위해 하나의 전기수요함수에 모든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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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추정하려 했으나,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하나의 수요함수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는 대체성의 

크기를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다중공선성을 제거하여 대체성의 크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요금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의 수차례인상으로 타 에너지원과 

상대가격 크기가 많이 낮아졌다. 상대가격 차이가 변화된 이후 대체효과

의 크기도 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에너지 소비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전체적으

로 에너지효율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에 있어

서 정상적인 가격 시그널을 보내야 산업계 등 전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

을 높이려는 활동을 할 것이고, 그 결과 국가적인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

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 시그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원가 및 사회적 비용 반영,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요금

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즉, 기획재정부(물가안정)와 산업통산자원부(산업

경쟁력)로부터 독립적인 전기요금 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는 환경적 요인, 법률적 규제요인, 과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전기과 타 

에너지원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원간 대체효

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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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Demand for Electricity
According to Change in Energy Prices

Gu-hwan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atio of petroleum in the consumption structure by energy source 
was decreased from 64% in 1992 to 50% in 2013 whereas the ratio of 
electric use was drastically increased from 11% in 1992 to 15% in 2001 
and 20% in 2013. The use of electricity is consistently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energy such as petroleum is continuously decreased. It is 
due to the fact a misguided price signal is being sent to the market by 
distorting price system by energy source as rising electric rates are 
controlled for stabilized prices amid rising oil prices. This substitution 
phenomenon of electric energy source caused by this distorted price 
signal is implemented not only in the industrial sector but also in the 
entire sectors. 
  Increased use of electricity for reasons of governmental policy instead 
of natural expansion of electric use on the back of the growing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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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is not a positive phenomenon. Electricity, the secondary energy 
made with the primary energy, is a less efficient energy source. Soaring 
electric use for reasons of user convenience and corporate profitability 
results in a loss to the country as it requires importation of more 
primary energy sources such as petroleum and coal, the power generation 
fuels. In addition, demand for electricity that exceeds the level of electric 
supply burdens power system to cause such a crisis as blackout.
  According to economic analyses, demand for electricity turns out to be 
heavily influenced not only by electric prices but also by substitution 
caused by relative prices with relation to other energy sources. For 
example, if a household uses two types of heating system such as an 
electric boiler and a petroleum-fueled boiler, and if the price of the 
petroleum goes up, it would lead to increased use of the electric boiler 
eventually expanding demand for electricity.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zing existence and effects of substitutional 
relationship by statistically verifying relative prices and consumption of 
electricity, natural gas and oil that have substitutional relationships in 
terms of consumption of energy sources. 
  As a result of analyses, it turned out that changes in relative prices of 
other energy resources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changes in the 
quantity of electric consumption and have significance in terms of 
substitutional relationship. By usage, the most sensitive response to relative 
prices is registered in general use, and less sensitive response is displayed 
in industrial use. It seems due to the fact that, in case of industrial use 
pertaining to large-scale facilities, although differences in relative prices 
of energy sources become large, massive additional investment is required 
to replace existing facilities with electric ones. As for seasonal changes in 
demand, the most sensitive response is displayed in household u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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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use, and less sensitive response is displayed in industrial demand. 
  As described above, there exist substitutional relationships among other 
energy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consumption of national 
energy, it is necessary to take substitution among energy sources into 
account with regard to their relative prices.  
  Last but not least, Korea needs to put nationwide energy efficiency 
before anything else with respect to consumption of energy as it lacks 
natural resources. Toward this end, accurate price signals need to be sent 
to the entire sectors including industrial areas with respect to energy 
consumption so that efforts need to be made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Then, it would lead to more effective energy consumption at a national 
level. The accurate price signals on energy rate will serve as a national 
growth engine that can induce sustainable growth. 
  The level of electric rate can be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expenses, 
social costs and improved energy efficiency, but market pricing system 
where rates are determined in the market is required in the market 
economy. It means that electric rate system independent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rice stabilization)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required. 
  Energy consumption will ceaselessly change for various reasons such as 
environment, legal regulation and scientific advancement, and the change 
will modify the pattern of consumption of electricity and other energy 
sources. Accordingly, variables that have a great effect on analyses on 
substitution effects of energy sources need to be further examined on a 
continual basis.



Key words: Demand volume by electric use, relative prices of gas and 

electricity, relative prices of oil and electricity & substitu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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