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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하고 송배전망을 통해 수송하여 고객에게 판매한다. 이때 전

기 거래 가격은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용

누진제는 에너지 소비 절약 유도 및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1974년

부터 국내에 도입되었다. 누진제는 이후 수차례 개편되어왔으나

요금체계의 누진 단계와 누진율이 6단계 11.7배수로 10년 이상 유

지되어오다 2016년 12월, 3단계 3배수로 크게 완화되었다.

본 연구는 전력 소비구간별로 누진제 개편이 다르게 적용

되는 2016년 12월 개편안이 각 가구의 기존 전력소비량에 따라 개

편 후 전력수요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이

중차분법 모형으로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 상설

표본조사 자료다. 전력 소비구간별로 정책 개편내용이 다르므로

100kWh 단위로 나누어 가구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수인 가구원 수, 주택 면적, 에어컨 유무 등을 통제하고 정책 개편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0kWh 이하 구간에서는 정책효과 회

귀계수가 각각 양(+)으로 나타났고, 301kWh 이상의 구간에서는

정책효과 회귀계수가 모두 음(-)으로 나타났다. 2016년 누진제 개

편이 요금 할인을 주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특히

301kWh 이상의 구간에 대한 정책효과 계수가 음(-)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들로부터 가구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음(-)인 것

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다.

설명변수 중 냉방도일, 소득 수준, 침실 수, 거실 수, 욕실



수, 주택 유형은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면적 중 33평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 에어컨을

보유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므

로 각각 한 단위 증가 시 가구의 전력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는

2016년 주택용 누진제 개편으로 가구 전력소비량이 누진제 개편

전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다르게 변할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가설에는 부합하지만, 요금이 더 많이 할인된 구간에서 가구

전력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명쾌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 같은 결과는 분석에 포함한 변수만으로 설명하는데 한

계가 있다. 개편 전, 후 두 시점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자료의 한계가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므로 추후 2018년 가

구 전력 소비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를 포함하여 확장된 2016년 누

진제 개편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 전력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사회 맥락을 포함한 분석은 양적

분석을 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에너지 소비 절약과 소득재분

배를 목적으로 도입된 지 약 45년이 지났다. 경제 발전으로 가구

별 가전제품이 늘어났으며 전기가 생활 필수재가 된 지금 소비량

이 증가할수록 가격을 높게 매겨 징벌적인 방식으로 소비를 억제

하는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과 같이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임시방편으로 누진제를 한시 혹은 일부 완화하는 방식의 정책 개

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기 생산원가를 고

려해 소비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소모

적인 논쟁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습관 형성에 효과적

일 것이다. 그보다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요어 : 주택용 전기요금, 2016년 누진제 개편, 이중차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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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크게 전력 생산, 중개 및 판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력 생산은 6개의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회사, 구역전기사업자가

담당한다.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하고

송배전망을 통해 수송하여 일반 고객에게 판매한다.1)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일반 재화처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윤태연·박광수, 2017). 이는

용도에 따라 계약별로 구분되는데 요금체계는 4차례에 걸쳐

변천되어왔으며 1992년에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분류된 후 현재까지 그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은 1973년까지 단일 요금제로 운영되었다. 1차

석유파동 이듬해인 1974년부터 에너지 소비 절약 유도와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누진제가 도입되었다(김준선·강인선, 2018; 유정숙·임소영, 2012).

누진제는 같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더라도 누진 단계와 누진율에 따라

요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제도다. 누진 단계는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전력 소비구간을 나눈 단계를 뜻하고 누진율은 가장

낮은 누진 단계와 가장 높은 단계의 전력량요금 비율을 말한다.

1) 국내전력산업[한국전력공사]. (2019.10.25.).
URL:https://home.kepco.co.kr/kepco/KO/C/htmlView/KOCCHP001.do?menuCd=FN0
50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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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를 바탕으로 각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월 전력

소비구간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기본요금과 전력소비량만큼 부과되는

전력량요금,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때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한 값의

각각 10%, 3.7%가 부과된다.

누진제 최초 도입 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으며 가구 전력 소비는 이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해왔다(유승훈, 2005). 누진제 또한 수차례 개편되어왔는데, 2019년

7월 하계 전기요금 부담 상시완화 이전에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개편은

2016년 12월에 시행됐다. 2004년 기존의 7단계　 18.5배수에서 6단계

11.7배수로 개편된 후 10년 이상 유지되어온 요금체계가 2016년 12월

3단계 3배수로 개편된 것이다. 개편 전 누진제는 최저소비구간과

최고소비구간 전력량요금의 배율이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국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전수연, 2013).

과도한 누진율이 전력가격을 왜곡하고 사회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정한경, 2007; 전수연, 2013; 권오상 외, 2014).

당시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어 개편된 배경에는 2016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불볕더위가 자리한다. 기상청에서 관계부처 합동(2017)으로

발간한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에서 8월 사이 평균

기온은 24.8℃로 평년보다 1.2℃ 높았으며 전국 평균 불볕더위 일수가

16.7일을 기록하여 1973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7월 말-8월 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지속 되어 불볕더위가 22.4일, 열대야가

10.8일간 지속하는 등 대한민국이 더위로 몸살을 앓았다. 견디다 못해

에어컨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국민이 전기요금에 크게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제야 정부와 국회 주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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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T/F(‘16.8.18~11.2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11.24, 12.6,

12.8), 공청회(11.28) 등이 진행되었고 2016년 12월 13일, 12년 만의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당시의

누진제 개편은 누진 단계와 누진율의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관계부처 합동(2018)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폭 개편된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된 2017년 여름은 2016년에 비해 더 덥지는 않았다. 2018년

여름은 무척 더웠는데, 당시 전국 평균 불볕더위 일수는 31.4일(평년

9.8일)로 관측 이래 불볕더위 일수 1위, 온열질환자 수가 4,526명으로

집계되어 2011년 이후 최다였으며 최대 전력수요는 92,478MW(7월

24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정부는 2018년 8월

7일, 총 2761억 원 규모의 불볕더위 대응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불볕더위가 한창이던 8월 초에 발표한

이 대책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2018년 12월 11일부터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019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2019a)는 7~8월만 상시로 누진 구간을 1단계　

0~300kWh, 2단계 301~450kWh로 확대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최근 수년 사이 기존 요금체계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누진제를 급격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2월 개편안은 누진 단계와 누진율이 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당시 정부는

보도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6b)에서 누진제 개편 효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이 15%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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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6b)에는 해당 개편안의 기대효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름과 겨울 냉난방용 가전제품 이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더라도 개편 전보다 요금 증가분이 적도록 해 누진제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주택용

저압을 기준으로 당시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간

기본

요금

(원/호)

전력량

요금

(원/

kWh)

구간

기본

요금

(원/호)

전력량

요금

(원/

kWh)
1 100kWh 이하 410 60.7

1
100kWh 이하

910 93.3
2 101~200kWh 910 125.9 → 101~200kWh

3 201~300kWh 1,600 187.9 개
2
201~300kWh

1,600 187.9
4 301~400kWh 3,850 280.6 편 301~400kWh

5 401~500kWh 7,300 417.7
3
401~500kWh

7,300 280.6
6 500kWh 초과 12,940 709.5 500kWh 초과

[표 1-1]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전후 주택용 저압 전력요금

위 표에 따르면 각 전력 구간별로 할인 금액과 할인율이 다르다. 예

를 들어 101~200kWh 구간과 401~500kWh 구간의 요금 변화를 살펴보

면, 각 구간의 기본요금은 변화가 없으나 전력량요금은 낮아졌으며 할인

율은 101~200kWh 구간의 경우 약 26%, 401~500kWh 구간의 경우 약

33%다. 요금 할인이 구간별로 내용을 달리하므로 정부가 의도한 전기요

금 부담 경감의 효과가 실제로는 기존 전력소비량에 따라 가구마다 다르

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개편내용을 살펴본 결과 기존에 전력소비량이 많았던 가구일수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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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후 할인 폭이 커지므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편

안의 취지는 개편안에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

진제를 도입한 본래의 목적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본 연구는 개편 전 월별 전체 가구 전력소비량의 평균 이상

을 소비하던 가구들이 개편안의 높은 할인율로 전기소비량이 늘어났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력 소비구간별로 누진제 개편이 다르

게 적용되는 2016년 12월 개편안이 각 가구의 기존 전력소비량에 따라

개편 후 전력수요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특히 자

연실험 상황에서 정책 개편 효과를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쓰

이고 있는 이중차분법(Zibin et al., 2017; 정준환 외, 2013) 모형으로 누

진제 개편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

금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

본 연구는 2016년 12월 13일 누진제 개편안(이하 2016년 개편안)

발표 후 해당 개편안이 기존 전력소비량 구간별로 가구 전력 소비에

다른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설을 자연실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 개편 후인 2017년 가구의

전력소비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분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2016년 8월 11일에 시행된

한시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은 7월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2개월의 가구별 전력소비량이 종속변수로 쓰이고,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가구원 수, 소득 수준, 가구 면적 등의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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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로 활용했다. 아울러 전력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온을 대표하는 냉방도일을 지역별로 계산하여 지역 더미변수와

함께 분석에서 통제했다(홍종호 외, 2018; 이경미 외, 2013). 기온자료는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2)에서 취득했다.

제 3 절 연구 방법

국내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주로 전력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가격탄력성을 구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 과도한 누진율이 문제가 되어왔으므로 누진제가 에너지

절약과 소득재분배라는 도입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6년 누진제 체계 개편이 소비구간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편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변화 전과 후 두 시점과 변화가 적용되는 집단과 적용되지 않는 두

집단이 존재하므로 정책 변화가 어떤 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이중차분법으로 분석을 한다.

우리나라는 전국 각 지역에 같은 전기요금제가 적용되고, 2016년

12월에 시행된 누진제 개편이 구간별로 정책 개편내용을 달리하는 중에

201~300kWh 구간은 개편 전후 요금이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개편 전인

2016년 특정 달(7월)의 전력소비량이 이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삼는다. 나머지 전력 소비구간은 구간별로 요금제 개편이

다르게 이루어지므로 처치집단으로 삼아 분석한다. 이중차분법으로

가정용 전기 요금 개편 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드물지만 James(2018)가

2)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data/grnd/selectAsosList.do?pgm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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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를, Zibin et al.(2017)이 중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특히

Zibin et al.(2017)은 본 연구와 같이 정책 변화 전 가구 전력 소비를

기준으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구분해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 2 장 논의의 배경: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

요금 개편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이 전력

소비구간별로 다르게 이루어진 점이 가구 전력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분석에 앞서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내용을 상세히 살펴본다. <표 1-1>에 제시된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월 전력소비량(kWh)에 대한

전기요금(원)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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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전후 월 전력소비량(x축) 및

전기요금(y축)

<그림 2-1>에서 가로축은 월 전력소비량, 세로축은 전기요금이다.

월 300kWh 초과를 소비할 경우 기존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가구일수록 할인 폭이 커지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 전력소비량이 301kWh~400kWh인 경우 전력소비량이

늘수록 개편 후 요금 감소 폭이 커지고, 400kWh일 경우 13090원이

할인되나 401kWh를 소비한 가구는 개편 후 같은 전력을 소비할 경우

10690원이 할인되어 할인 폭이 2400원 감소한다. 400kWh와 401kWh

사이에서 개편 전후 요금 할인 폭이 감소하나 401kWh 이상 소비하는

가구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할인 폭이 증가한다. 위 그림에

따르면 월 1000kWh 가까이 소비하는 경우 누진제 개편 전후 요금

차이가 개편 후 요금보다 많으므로 할인율이 5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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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200kWh 이하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의 경우 개편

후 오히려 요금이 증가하므로 월 전력 소비 200kWh 이하 구간을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구간으로 설정해 전기요금에서 최대 월 4,000원을

할인해준다. 개편 전에는 1~9kWh를 소비할 때만 월 최저 요금

1,130원이 부과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월 전력소비량 43kWh까지 최저

요금이 부과된다.

월 201~30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는 위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주택용 누진제 개편 전후 요금이 같다. 월 200kWh를 소비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17,690원을 내지만 201kWh를 소비할 경우

23,240원을 내야 한다. 201kWh부터 월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 300kWh를 소비한 가구에는

개편과 무관하게 개편 전후 모두 44,390원이 청구되고 301kWh 이상을

소비하는 경우부터는 개편 전보다 요금이 인하된다. 301kWh를 소비한

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47,260원, 개편 후에는 44,610원을 냈다. 누진제

개편 후 월 301kWh의 전력을 소비할 경우 전보다 5.61% 할인을

받는다. 이 할인율은 1kWh씩 더 소비할 때마다 증가하여 월 925kWh

이상을 소비할 경우 개편 전보다 요금이 50% 이상 인하된다.

본 개편안은 ‘슈퍼유저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하여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709.5원/kWh를 부과한다. 누진제 개편 전과 후의 요금이 다르지 않은

200~300kWh 소비구간과 마찬가지로 개편 전과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누진제 보도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6b)에서

‘슈퍼유저제도’의 배경으로 누진제 도입의 본래 목적인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를 제시했다.

<표 2-1>에 2016년 12월 개편 전인 2015년 누진 단계별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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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전력소비량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3)

누진 단계 1 2 3 4 5 6
사용량

구간

(kWh)

100

이하

101~

200

201~

300

301~

400

401~

500

501~

1000

1,000

초과

가구 수

(천 가구)
4,364 5,232 7,009 5,247 1,047 262 8

비율

(%)
18.8 22.6 30.3 22.6 4.5 1.1 0.1

<표 2-1> 주택용 누진 단계별 수용분포 (2015년 월평균)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누진제 개편 후 ‘슈퍼유저제도’의 적용을 받을

확률이 높은 월평균 1000kWh 초과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는 전국

가구의 0.1%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누진제 개편 전후 요금이 같은

201~300kWh 구간에는 2015년 기준으로 약 30.3%의 가구가 속한다.

개편 전인 2015년 월평균 기준으로 가장 많은 가구가 위치한 전력

소비구간에 개편의 주 내용인 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가구가 속한 소비구간은 101~200kWh와 301~400kWh로

각각 22.6%의 가구가 분포한다. 그 외 소비구간에서 전국 가구의

18.8%는 100kWh 이하를 소비했으며, 4.5%의 가구는 401~500kWh 구간,

1.1%의 가구는 501~1000kWh 소비구간에 속해 전력소비량이 적은

순으로 많은 가구가 분포해 있었다.

정부는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이전인 같은 해 8월 11일에 「장기

이상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6b). 해당 안은 그해 여름 더위가 9월 초까지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되

3) 출처: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8.jsp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8.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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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기가 8월이므로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진제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을

50kWh까지 확대했다.

본 연구는 기존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각각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개편한 2016년 12월 개편안이 기존 전력 소비구간별

소비자의 전력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기존 전력 소비구간별 소비자는 2016년 누진제 개편 전에 특정 전력

소비구간에 속했던 가구를 말하며 이는 해당 가구가 개편 후에도 같은

구간에 속하는지와는 무관하다. 2016년 8월과 9월은 기존의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한시적 요금 인하 사실이 고지되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3 장 선행연구 고찰

기존 연구는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 위주로

살펴보았다. 2010년대 이전에 국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며, 산업용 전력수요 함수를 추정하거나 국가 전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용 전기 수요 중심 분석이 아닌 전체 전력수요

분석의 일부로 그 분석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권오상 외, 2014; 유정숙

외, 2012; 박준용 외, 2011; 유승훈 외, 2007).

조하현 외(2015), 권오상 외(2014), 유정숙 외(2012) 등은 과거 국내

주택용 전력 소비 분석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가격이 시장원리로 형성되지 않고 정부 규제를 받는다는 점, 전국

각지에 같은 요금체계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 전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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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경우 전력가격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점을 반영할 수 있지만,

구간별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달라지는 가격체계를 분석에서

고려하기 어렵다. 가구 전력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도 과거 연구의 한계였다. 조하현 외(2015)에

따르면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연구에서 내생성 문제와 구간별

가격체계의 고려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나 권오상 외(2014)

등에서부터 이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

개편이 가구 전력 소비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을 전력수요 함수 추정 및 가격탄력성 분석 연구, 정책 개편

시나리오 수립 및 분석 연구, 주택용 전력 소비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해외 연구 중 중국(Zibin et al.,

2017)과 캐나다(James, 2018)에서 이중차분법으로 전기요금 개편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있어 본 장에서 살펴본다.

제 1 절 전력수요 함수 추정 및 가격탄력성 분석 연구

국내에서 전력수요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행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전력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가격탄력성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표 3-1>에 선행연구의 가격탄력성 추정치 및 분석방법 등을

정리했다. 국내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격탄력성은 모두 음의 값을

갖고 있어 가격과 수요에 대한 경제학 이론에 부합한다. 추정치는

대체로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전기가 각 가구에

필수재로 자리 잡았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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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현 외(2015)에서 가격탄력성이 –1.086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자료의 횡단면적 성격이 강할 때 가격탄력성이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연구들에서

가격탄력성이 대체로 –0.6 ~ -0.1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임슬예 외(2013)의 가격탄력성 추정치가 –0.68로 나타난 데서도

확인된다.

저자(연도) 가격탄력성 분석방법 비고

신동현 외(2015)
-0.734 ~

-0.087

도구변수를 활

용하고 소득보

정효과를 고려

한 문턱회귀모

형

한계가격과 평균가격, 모형

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추

정되었으며 범위는 제시한

바와 같음

조하현 외(2015)
-1.086 ~

-0.672

2단계 최소자승

법

가격변수에 따라 분석결과

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자

료의 횡단면적 성격이 강

해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남

권오상 외(2014)
-0.34 ~

-0.21

이산-연속선택

모형의 변형

조하현 외(2015)에 따르면

이산-연속선택모형은 인지

가격에 대한 고려를 반영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

음.

유정숙 외(2013) -0.229 최소자승법
수요함수 추정 후 시나리

오 분석 결과

임슬예 외(2013) -0.68

최소절대편차추

정 량 ( L A D .

L e a s t

A b s o l u t e

Deviation)

횡단면 자료 활용

박광수 외(2011)
-0.535 또는

–0.576
logit 비용함수

<표 3-1> 기존 연구의 가격탄력성 추정치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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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함수를 추정할 때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 체계는 소비자가

어떤 가격을 지불가격으로 인지하는지와 가격변수의 내생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국내 연구 중 신동현 외(2015), 조하현

외(2015), 권오상 외(2014) 등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에서 주로 수도요금 분석에 활용된 도구변수 활용법, 2단계 최소

자승 추정을 시도했다(Olmstead, 2009; Hewitt and Hanemann, 1995).

일부 연구는 수요함수 추정에 더해 요금제 변동에 대한 사회 후생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다(권오상 외, 2014; 임소영, 2013; 유정숙 외, 2012).

전기와 같은 필수재에 대한 누진제는 과소비 억제와 함께 소득재분배,

저소득층 보조를 그 도입 목적으로 하므로 이 같은 연구들은 실제로

누진제 도입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회 후생 분석은 제2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제 2 절 정책 개편 시나리오 분석 연구

국내에서 수행된 주택용 누진제 분석 연구 중 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이전에 수행됐다.

이러한 시나리오 연구는 최적의 요금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시나리오 설정으로 사회에서 대안으로 논의되고

유승훈 외(2007) -0.2643
단변량, 이변량

모델

서울 내 380가구 설문자료

활용

유병철(1996)

단기: -0.16

또는 –0.025

장기: -0.38

~ 0.59

용도별, 계약종

별 전력 수요함

수 추정

유병철(1996)에 따르면 가

격탄성치의 신뢰도가 낮고

내생성이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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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격체계 개편을 가정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개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앞서 추정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는 주로 전력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기존의 6단계 11.7배수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만든 후 전력수요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신동현 외, 2015; 조하현 외, 2015; 권오상 외, 2014;

유정숙 외, 2012). 전수연(2013)은 사용량별(50kWh, 150kWh, 250kWh,

350kWh, 450kWh, 601kWh)로 현행(2016년 12월 개편 이전) 누진

요금과 개편 시 요금을 계산해 그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연구 시나리오들은 ‘한전의 현행 판매수익이

유지된다(revenue neutrality).’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저자(연도) 시나리오 사용량 구간(kWh)

신동현 외

(2015)

3단계 11.7배(S1), 3단계 24배

(S4)
-

6단계 6배(S2), 6단계 24배(S3) -

조하현 외

(2015)

6단계 3배수(S1), 6단계 6배수

(S2)

~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
3단계 3배수(S3), 3단계 6배수

(S4)
~250, 251~340, 341~

권오상 외

(2014)
3단계 3배수(S1, S2)

~200, 201~400. 401~

(시나리오별로 구간 내 고정

요금과 한계가격을 다르게 설

정함)

전 수 연

(2013)

3단계 3배수(S1), 4단계　 8배수

(S2)

S1: ~200, 201~400, 401~

S2: ~200, 201~400, 401~600.

601~
임 소 영

(2013)

6단계 3배수(S1), 구간없음(S2),

3단계 3배수(S3)

S1: ~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

<표 3-2>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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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생 측면에서 시나리오 분석이 수행되어 일부 연구는

소득분위별로 시나리오 정책 개편 효과를 분석했다(신동현 외, 2015;

조하현 외, 2015; 임소영, 2013). 신동현 외(2015) 연구는 한국의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6단계

11.7배수에서 누진 단계를 줄이면 저소득층의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고소득층의 전력 소비는 감소한다. 누진율 축소는 전력 소비를 소폭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탄력성은 임소영(2013), 조하현

외(2015) 등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신동현

외(2015)에서는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동현 외(2015) 연구가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앞으로 전기화(electrification)가

도시 외 지역에도 퍼질 경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개편에 참고할

수 있다.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모두 축소하는 시나리오는 신동현

외(2015)뿐만 아니라 조하현 외(2015), 권오상 외(2014), 임소영(2013)

등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누진제도 완화 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가구들에

대한 별도의 복지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S3: ~260, 261~340, 341~

유정숙 외

(2012)

6단계 3배수(S1)
~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

단일요금 적용(S2), 기본요금 적

용(S3)
구간 없음

3단계 동일 기본요금 (S4-1), 3

단계 구간 차등 기본요금(S4-2)
~260, 261~340, 341~

3단계 동일 기본요금(S5-1), 3단

계 구간 차등 기본요금(S5-2)
~100, 101~20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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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6년 12월 개편안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개편 후 오히려 요금이 증가하는 200kWh 이하

구간에 대해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요금을 월

4000원씩 인하해준다. 이러한 논의는 제3절에서 정리할 주택용 전력

소비 결정요인 분석 연구와도 이어진다. 가구 전력 소비에 소득이 주요

설명변수로 고려되기 때문에 전력소비량이 낮은 가구들이 개편 후

요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형평성 저하를 우려하여 별도로

요금을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구 전력 소비가 가구원 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 비교적 소득이 높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점과 맞물려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인지 논란이 있다.

제 3 절 주택용 전력 소비행태 및 결정요인 분석에 관

한 연구

홍종호 외(2018)는 1인 가구 및 고령 가구 위주로 가구 구성에 따라

가구 에너지 소비행태에 특색이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상설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자료 출처가 같아 가구 전력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정하고 가공하는 데 참고할 수 있었다. 2013년~2015년 사이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이 연구는 자료가 가구 패널로 주어졌으나 기간이 짧아

임의효과 패널 분석을 수행했다. 전기요금 가격변수는 내생성을

해결하고자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을 시도했다. 홍종호

외(2018)에서는 가구 에너지소비량을 전력에만 한정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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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로 1인 에너지소비량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나 가구원 수, 에어컨, 소득 등의 변수가 전력소비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참고했다.

김용래 외(2017)는 가구를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어

1분위와 5분위 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전력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력 소비가 가장 적은 구간인

1분위의 경우 가구원 수와 냉방방식이,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5분위

구간의 경우 주거면적이 종속변수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 소비구간별로 정책 개편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므로

김용래 외(2017)를 바탕으로 전력 소비구간별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다.

노정녀(2014)는 가구 구성원 특성, 가구별 가전제품의 보유 및 사용

여부, 거주 주택의 특성, 난방용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가구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2008년 국내 가정용 전력 사용 자료를

실증 분석한 이 연구에 따르면 방의 개수, 가구 소득, 성별 등의 변수가

여러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가구 내 전력 사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박광수(2012)는 가구 전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 전반에 미치는

변수로서 기온과 에너지 소비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기온변화의 영향이 더 커졌다. 에너지

수요함수를 추정할 때 기온 대신에 냉방도일과 난방도일을 활용하여

기준온도를 바꾸어 분석해본 결과 계수의 크기만 차이가 나고 추이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로부터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먼저, 노정녀(2014)와 홍종호 외(2018)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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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면적, 가구 소득, 방의 개수, 가구원 수 등의 가구특성을 가구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삼았다. 노정녀(2014)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성별의 경우 가구상설표본조사 자료에는 가구주의 성별만

제시되어 있어 제외했다. 박광수(2012)를 바탕으로 기온을 대표하는

변수로 냉방도일을 활용하고, 기준온도를 18℃와 24℃로 삼아 각각

분석에 활용한다. 김용래 외(2017)은 구간별 정책 개편 효과 분석에

설명변수를 다르게 활용하는 데 참고했다.

제 4 절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이중차분법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전기 요금체계 개편 효과 실증분석

사례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웠으나 해외 연구 중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효과를 이중차분법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었다.

Zibin et al.(2017)은 중국 광둥의 한 도시에 기존에 전기요금이 단일

요금제였으나 2012년 6월을 기점으로 누진제가 도입되어 그 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누진제 도입 전인 2011년 월 전력소비량이

260kWh 이하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통제집단, 260kWh 초과 600kWh

이하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첫 번째 처치집단, 600kWh 이상의 월 전력

소비 양상을 보이던 가구를 두 번째 실험집단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개편 전 단일 요금제였다가 개편 후 구간이 나누어지는

점을 고려해 퍼지회귀불연속 접근을 시도했다. 그 결과 누진 요금제

하에서 한계가격이 비교적 작은 규모(약 8%)로 증가하면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반응하지 않고, 그보다 큰 변동에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한계가격이 약 40% 증가할 경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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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약 35% 줄어든다. Zibin et al.(2017)은 개편 전 2011년 8월과

9월, 개편 후 2012년 8월과 9월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James (2018)은 인구통계학적으로 비슷한 특색을 지닌 캐나다의 두

지역(Newfoundland의 LAL 지역과 Labrador의 ISL지역)을 대상으로

1996년에 있었던 가격 충격(price shock)의 효과를 분석했다. 두

지역에는 기존에 월 전력소비량 700kWh 이하, 700kWh 초과 1000kWh

이하, 1000kWh 초과의 구간별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1996년 후반부터 LAL 지역에는 누진 요금제가 폐지되어 기존의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의 요금 대신 전체 구간의 소비량에 첫 번째 구간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적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누진제에서 단일

요금제로 체계가 개편된 LAL 지역을 실험집단으로, 기존의 3단계 누진

요금제가 계속해서 적용되는 ISL 지역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했다. 각

지역의 정책 충격 전후 연평균 전력소비량을 두 번 차분하여 20년 장기

가격탄력성 추정치로 제시했다. 추정치는 –1.20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2016년 12월에 있었던 누진제 개편 효과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되, 연구 시점에 취득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계절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편 전인 2016년과 개편 후인 2017년 자료 중

개편 전인 2016년과 개편 후인 2017년 자료 중 7월 자료를 활용한다.

정책 개편이 누진 단계와 누진율 변화를 주 내용으로 하므로 전력

소비구간을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James(2018)보다 Zibin et al.(2017)과 더 유사한 상황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Zibin et al.(2017)은 이중차분법으로 누진 요금제 개편

효과를 전력 소비구간별로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구간별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설정하는데 근거가 된다. 다만 Zibin et al.(2017)은 개편

후를 기준으로 개편 전에 첫 번째 구간에 속하는 요금이 적용된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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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해 통제집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주어진 상황이 다르다.

본 연구는 2016년 정책 개편 이전에 이미 수십 년간 누진제가 지속하여

왔으므로 개편 전 201~300kWh 구간에 속했던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삼는다.

제 5 절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국내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가구 전력

소비 변화를 실증분석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전력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정책 개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개편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므로 가구 내 전력은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인

필수재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후인 2017년 가구 전력

소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누진제 개편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기존

문헌들은 주로 소득 구간별로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가 전기요금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봤다. 가구 소득은 가구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은 소득 구간보다도 기존 전력 소비구간에 맞춰져 있다.

특히 201~300kWh 구간에서는 누진제 개편 전후 가격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조성진 외(2015)에서도 기존에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

가격체계 및 전력소비량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언급된

이중차분법을 활용한다. 조성진 외(2015)는 이중차분법 적용의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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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편 전후의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과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분이

모든 지역에 단일한 요금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 이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2016년 개편은 12월을

기점으로 국내 전 지역에 적용되지만, 개편 전후 전기요금이 같아

누진제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 201~300kWh 구간에 속하는 가구들을

통제집단으로 삼고 이외 구간을 처치집단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누진제 개편 이후에는 실증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2017년 가구별 전력 소비자료가 2019년 하반기 중 공개되었다. 따라서

개편 후 가구 전력 소비자료로 전력 수요함수를 추정하거나 개편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누진제 개편 과정 및

기대효과를 서술한 연구만 일부 찾을 수 있었다(장광남, 2017;

김준선·강인성, 2018).

제 4 장 연구 자료 및 분석

지금까지 총 3장에 걸쳐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개관, 최근

3년 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개편 논의의 배경과 대폭 완화된 개편안

내용,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특히 누진

요금제 개편에 따른 효과의 실증분석을 시행하되 주로 전력수요 함수

추정으로 시도된 분석을 이중차분법으로 시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가설은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이 기존의 가구 전력 소비구간별로 개편

후의 전력소비량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 23 -

개편으로 요금 할인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진 전력 소비구간에서 가구

전력 소비가 더 많이 증가했는가를 보기 위해 제4장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개요와 기초통계량을 살펴본 후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연구 결과를 차례로 제시한다.

제 1 절 자료 개요 및 기초통계량

  1. 자료 개요 및 자료 처리 
(1) 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HESS:

Household Energy Standing Survey)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매년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252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추적하여 수행하는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이 조사는

표본가구가 이사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추적하여 조사하므로 가구 패널

조사와 같으나 여러 사정으로 더는 같은 가구에 대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표본가구가 거주하던 주택에 이사 온 가구를 새 표본으로

설정하므로 가구 패널과 거처패널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각각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인 2016년,

개편 후인 2017년에 연도별 주택과 가구특성, 에너지소비량, 가전기기

등에 대한 설문이다. 본 연구에는 주택과 가구특성 중 가구 전력 소비에

주로 영향을 주는 가구원 수, 소득, 에너지소비량 중 일반 전력소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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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했으며 가전기기는 냉방장치 중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재가공해 활용했다.

개편 전후 2년간 양 조사 시점 모두 조사 자료가 있는 가구를 추려

2년 균형패널을 만들자 각 연도에서 조사된 2520가구 중 846가구가 탈락

하고 1674가구만 남았다. 본 자료는 설문 조사 자료이므로 계량기로 측

정되어 자동 입력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료 탐색의 결과 관측 기간인 24개월 중 한 달이라도 전력소비량

이 0kWh인 가구는 123가구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에서는 냉장고나 조명

등의 가전기기 이용으로 인한 대기전력4) 소비가 발생해 월 전력소비량

이 0kWh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료는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24개월 중 한 달이라도 월 전력소비량이 1000kWh 이상으로 관측된

가구는 44가구가 있었다. 같은 기간 월 전력소비량이 0kWh인 달과

1000kWh 이상인 달이 모두 존재하는 가구는 3가구 있었다. 관측 기간

중 월 전력소비량이 한 달이라도 0kWh이거나 1000kWh인 것으로 조사

된 가구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소비패턴의 일관성이 없어 자료의 신뢰도

가 낮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전력소비량이 대체로 0kWh이

거나 200kWh 안팎이다가 특정 달에만 월 전력소비량이 1000kWh 이상

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거나 2016년도에만 매달 1000kWh 이상을 소

비했고 2017년도 연간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194kWh, 최곳값은 222kWh

로 나타난 가구도 있었다.

이 같은 탐색적 분석을 거쳐 1674가구의 균형패널 자료의 관측 기간

24개월 중 한 달이라도 0kWh 이하거나 1000kWh 이상인 164가구의 자

료를 탈락시키자 1510가구가 남았다. 추가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2016

4) 기기가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 기기의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 (출처: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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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2017년의 가구원 수가 같거나 2017년 가구원 수가 더 많고 소득이

같은데 2016년보다 2017년 월 전력소비량이 현저히 감소한 가구들이 관

찰되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은 기존 연구에서 가구 전력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 언급된 바 있다(홍종호 외, 2018; 김용래 외, 2017;

노정녀, 2014). 연중 한두 차례 월 전력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력소

비량이 전달이나 다음 달과 비교해 수백 kWh가 차이나는 가구들이 관

찰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구들은 총 108가구로 자료 취득 과정에서 수행

된 설문에서 가구원 수가 연 1회만 조사되어 연중 가구원 수 변화를 파

악할 수 없는 자료의 한계로 보고 분석에 영향을 주므로 삭제했다. 따라

서 분석에 자료를 활용한 가구는 총 1402가구다.

(2) 냉방도일

홍종호 외(2018), 이경미 외(2013)등에 따르면 기온은 가구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다.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기상청에서

취득한 2016년, 2017년 기온의 일평균 값을 활용하여 냉방도일을

계산하고 분석에 활용했다. 냉방도일 계산은 이경미 외(2013)를 참고해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계산을 수행했다.


  






N은 분석 기간, 는 일 평균 기온(℃), 는 기준온도(℃)이고 수식

오른편 위에 있는 + 부호는 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의 차이가 양(+)일

때만 그 값을 취한다는 의미다. 박광수(2012)는 냉난방도일의

기준온도가 에너지 소비 분석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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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제시했고, 본 연구에서도 기준온도를 18℃와 24℃로 각각

수행해본 결과 분석결과가 소수점 한자리 이하에서 미세하게 변하는

것이 확인되어 기준온도를 24℃로 한 냉방도일 값만 분석에 활용하기로

한다. 아래에 제시한 냉방도일은 최초 분석에 활용한 자료이며, 대상

기간은 7월 1일 ~ 7월 31일이다. 이때 지역별 대표기온은 행정구역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관측소의 값을 활용했다.

관측지점 108 159 143 112 156 133 152 119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16년 80 50 79.8 54.1 94.3 85.8 51.9 73.8

2017년 90.6 64 119.8 58.8 118.4 96.7 97.2 77.8

관측지점 114 131 232 146 168 138 155 184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년 63.6 77.5 43.6 81.4 46.6 74 73.4 104.9

2017년 53.5 95.4 48.9 96.4 66.5 109.2 97.2 161

<표 4-1> 시도별 냉방도일 (기준온도 24℃, 기간: 7/1~7/31)

(3) 가구 전력소비량 검침일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에는 검침일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자료에 제시된 7월 전력소비량이 실제 7월 1일 ~ 7월 31일 사이에 사용

한 전력에 대한 계량이 아닐 확률이 높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냉방도일

산정 시 가구 전력소비량 검침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한국전력공사

에 따르면 가구 전력 소비 대상 검침은 월 7회, 총 21일에 걸쳐 이루어

진다.

5)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1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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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청구일
1 ~ 5 11 ~ 18
8 ~ 12 19 ~ 23
15 ~ 17 25 ~ 28
18 ~ 19 29 ~ 익월 1
22 ~ 24 익월 2 ~ 익월 5
25 ~ 26 익월 6 ~ 익월 10
말일 익월 11

<표 4-2> 전기 검침일 및 청구일

<표 4-2>로부터 실제 사용기간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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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사용 시작 사용 끝 청구월일
07월 16일 06월 16일 07월 15일 7/25~7/28
07월 17일 06월 16일 07월 16일 7/25~7/28
07월 18일 06월 17일 07월 17일 7/29~8/1
07월 19일 06월 18일 07월 18일 7/29~8/1
07월 22일 06월 21일 07월 21일 8/2~8/5
07월 23일 06월 22일 07월 22일 8/2~8/5
07월 24일 06월 23일 07월 23일 8/2~8/5
07월 25일 06월 24일 07월 24일 8/6~8/10
07월 26일 06월 25일 07월 25일 8/6~8/10
07월 31일 06월 30일 07월 30일 8/11
08월 01일 07월 01일 07월 31일 8/11~8/18
08월 02일 07월 02일 08월 01일 8/11~8/18
08월 03일 07월 03일 08월 02일 8/11~8/18
08월 04일 07월 04일 08월 03일 8/11~8/18
08월 05일 07월 05일 08월 04일 8/11~8/18
08월 08일 07월 08일 08월 07일 8/19~8/23
08월 09일 07월 09일 08월 08일 8/19~8/23
08월 10일 07월 10일 08월 09일 8/19~8/23
08월 11일 07월 11일 08월 10일 8/19~8/23
08월 12일 07월 12일 08월 11일 8/19~8/23
08월 15일 07월 15일 08월 14일 8/25~8/28
08월 16일 07월 16일 08월 15일 8/25~8/28
08월 17일 07월 17일 08월 16일 8/25~8/28
08월 18일 07월 18일 08월 17일 8/29~9/1
08월 19일 07월 19일 08월 18일 8/29~9/1
08월 22일 07월 22일 08월 21일 9/2~9/5
08월 23일 07월 23일 08월 22일 9/2~9/5
08월 24일 07월 24일 08월 23일 9/2~9/5
08월 25일 07월 25일 08월 24일 9/6~9/10
08월 26일 07월 26일 08월 25일 9/6~9/10
08월 31일 07월 31일 08월 30일 9/11

<표 4-3> 전기 검침일, 사용 기간 및 청구일

<표 4-2>를 바탕으로 7월 전력소비량에 대해 실제 사용 기간을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검침이 8월에 이루어진 경우, 두

번째는 7월 중 15일 이상이 실제 사용 기간에 포함된 요금 청구자료에

기반한 전력소비량일 경우다. 첫 번째 경우의 사용　기간은 7월 1일 ~　

8월 30일이며, 두 번째 경우는 6월 16일 ~ 8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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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지점 108 159 143 112 156 133 152 119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16년 220 173.1 202.4 169.6 220 223.9 139.2 204.5

2017년 167.9 157.6 201.3 122.4 215.8 172.5 161.5 142.5

관측지점 114 131 232 146 168 138 155 184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년 182.3 210.3 131.5 198.1 166.3 192.2 183.8 241.8

2017년 91 175.2 87.7 176.9 167.7 177.6 201.2 305.9

<표 4-4> 시도별 냉방도일 (기준온도 24℃, 기간: 7/1~8/30)

관측지점 108 159 143 112 156 133 152 119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16년 227.7 173.1 215.4 169.6 225.3 234.9 142.9 211.2

2017년 185.9 157.8 221.8 123.2 227.8 193.2 163.9 148.1

관측지점 114 131 232 146 168 138 155 184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년 192.4 220.7 134.2 202.2 166.3 204.6 186.8 245.2

2017년 101.3 196 90.7 182.3 167.7 186.9 202.8 306

<표 4-5> 시도별 냉방도일 (기준온도 24℃, 기간: 6/16~8/16)

울산, 전남, 경남, 제주도 지역은 두 경우 모두에서 2017년에 2016년

보다 냉방도일이 더 많았으며, 전력 소비 기간이 6월에서 8월까지 걸친

경우는 대구 및 광주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표 4-1>에서 강원도

를 제외한 지역에서 2016년보다 2017년의 냉방도일이 더 많았던 것과 차

이가 있다. 즉, 7월만 대상으로 할 경우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

도에서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더웠다면, 6월과 8월이 포함될 경우 전

국 16개 시·도 중 과반수가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 여름이 더 더웠음

을 알 수 있다.

2.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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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논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를 정리하고 변

수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가를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 변수 소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변수들은 가구에너

지상설표본조사에서 제공한 변수 중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구 전력 소

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들을 위주로 선정했다.

변수 단위 변수 특성 기준 범주
월

전력소비량
kWh - -

가구원 수 명 - -

주택 면적 평
7~13(389가구), 14~25(436가구),

26~32(439가구), 33~80(300가구)
7~13

에어컨 -
선풍기와 에어컨 동시 사용 시 에

어컨으로 분류

에어컨이 없거나 선

풍기만 사용

소득수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1~9까지

범주화된 변수
-

주택유형 - 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 기타 단독

침실(방)

수
개 - -

거실 수 개 - -

욕실 수 개 - -

냉방도일 ℃·일
서울(108), 부산(159), 대구(143),

인천(112), 광주(156), 대전(133),
기준온도 24℃

<표 4-6> 변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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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평균 기온 정보를 활용한 해당 지역의 기상관측소 번호임

(2) 기초통계분석

먼저 주요 분석 대상인 전력소비량 자료를 이상치가 제거된 2016년,

2017년 2년간의 균형패널 1,402가구에 한해서 7월 전력소비량 분포를 상

자그림으로 살펴보았다. x축은 각 월을, y축은 전력소비량(kWh)을 나타

낸다.

울산(152), 경기(119), 강원(114),

충북(131), 충남(232), 전북(146),

전남(168), 경북(138), 경남(155),

제주(184)*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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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6년 7월(왼쪽), 2017년 7월(오른쪽) 가구

전력소비량(kWh)

상자그림으로부터 2017년 7월의 평균, 중윗값, 2 사분위 수, 3

사분위 수 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7월은 500kWh에서

600kWh 사이 구간에 일부 가구가 관측된다. 2017년 7월은 100kWh

이하와 700kWh 이상의 구간에 속한 가구가 관측되었다. 같은 자료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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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최솟값 중윗값 평균 최댓값 표준편차

2016.07 8 250.0 256.6 633.0 90.95176

2017.07 22 277.0 283.7 800.0 101.2285

<표 4-7> 가구 전력소비량 기술통계분석 (단위: kWh)

표에서도 2017년 7월에 기초통계량 값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

된다. 상자그림에서 2017년 7월에 100kWh 이하, 700kWh 이상의 값이

2016년 7월보다 더 많이 관측되는데, 이 사실이 반영되어 2017년 표준편

차가 2016년보다 더 크다.

전력소비구간

(단위: kWh)
~100

101~

200

201~

300

301~

400

401~

500
501~

2016년

7월

가구 수 42 345 608 322 71 14

비율(%) 3.0 24.6 43.4 23.0 5.06 1.0

2017년

7월

가구 수 40 210 611 389 112 40

비율(%) 2.85 15.0 43.6 27.8 7.99 2.85

차이

가구 수 -2 -135 +3 +67 +41 +26

비율

(%p)
-0.15 -9.6 +0.2 +4.8 +2.93 +1.85

<표 4-8> 전력 소비구간별 가구 분포

위 표에는 2016년과 2017년 7월 전력 소비구간별 가구 분포와 그

변화분을 제시했다. 2017년 7월에는 전년 7월보다 200kWh 이하 소비구

간에 속한 가구가 137가구 감소했으며 나머지 소비구간에서는 0.2~4.8%p

규모로 가구 수가 증가했다. 2개년의 자료가 균형패널이므로 연도별로

조사된 가구는 같으나 <표 4-8>의 분포만으로는 2016년을 기준으로 각

구간에 속한 가구들이 정책 개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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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해 2016년 소비구간을 기준으로 각 구간에 속했던 가구들의

2017년 7월 전력소비량 평균을 구해보았다.

전력소비구간 ~100
101~

200

201~

300

301~

400

401~

500
501~

2016년 평균 67 162 251 340 440 546

2017년 평균 153 220 282 335 423 448

<표 4-9> 2016년 7월 전력 소비구간 기준 가구별

2017년 7월 전력소비량 평균 (단위: kWh)

2016년 7월 300kWh 이하를 소비하던 가구들의 전력 소비는 <표

4-9>에 따르면 2017년 7월에 전년보다 평균적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누

진제 개편 전 300kWh 이상을 소비하던 가구들은 개편 후 7월 전력 소

비가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4-2> 2016년 전력 소비구간별 2017년 전력 소비 분포(각 그림 왼쪽:　

2016년 7월, 오른쪽: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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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위쪽의 세 그림은 2016년 7월 전력 소비가 300kWh 이

하인 경우로 2017년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기존 구간보다 더 많은 쪽

에 분포한 가구가 많다. 누진제 개편 전 월 전력소비량이 300kWh 이상

인 가구는 <그림 4-2> 아래쪽에 있으며 2017년 전력소비량이 기존 소

비량 구간보다 적은 쪽에 분포한 가구가 많다.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이 201~300kWh 구간의 경우 개편 전후 전기요금 변화가 없고 200kWh

이하와 300kWh 이상의 소비구간에서 기존 전력 소비가 많을수록 할인

폭이 커지도록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기존에 300kWh 이상을 소비한 가

구의 개편 후 전력 소비패턴은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

인다. 평균값과 그림으로 보기에 기존 전력소비량이 301kWh 이상인 가

구는 전력소비량이 많을수록 개편 후 가격이 많이 할인되나 오히려 전력

수요가 감소한 가구가 더 많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은 앞

서 살펴본 모든 선행연구에서 가구 내 전력의 가격탄력성을 음(-)으로

추정한 것에도 반한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가구 전력 소비 양상이 어느 정도로 정책 개편

에 기인한 것인지 분석해본다. 분석에는 <표 4-6>에서 개요를 제시한

변수들을 활용한다. 이 변수들은 기존 연구에서 가구 전력 소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구원 수, 소득, 에어컨 유무, 냉방도

일, 가구 면적, 방의 개수, 주거 형태 등을 포함한다. 실제 분석과 그 결

과를 논의하기 전에 이러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먼저 파악해본다.

가구 전력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주로 가구특성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구원 수의 경우 연도별 가구원 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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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합

2016년 213 419 267 378 104 17 3 1 1402

2017년 241 436 265 363 81 15 1 0 1402

<표 4-10> 연도별 가구원 수 분포 (단위: 가구)

2017년에는 전년보다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가 28가구, 2명인

가구가 17가구 늘었다. 다른 가구들에서는 가구원 수가 모두 줄었는데

가구원 수가 3명인 가구는 2가구, 4명인 가구는 15가구, 5명인 가구는

23가구, 6명인 가구는 2가구, 7명인 가구는 2가구, 8명인 가구는 1가구

감소했다. 균형패널 자료이므로 2016년에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이었던

가구 중 일부 가구의 가구원 수가 1명 혹은 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해 가구원 수는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모평균

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F t-Value Pr < t

1401 5.2888 0.0000001427

<표 4-11> 가구원 수 대응표본 모평균 차이 검정결과

p-value가 유의수준 5%보다 작으므로 “누진제 개편 후 가구원 수의

변화가 없거나 작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따라서 두 해

가구원 수는 균형패널로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되었음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가구원 수는 가구

전력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정책 개편 전후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도 설명변수로 활용되어야 한다.

가구원 수만큼 관련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활용된 가구

소득은 조사 자료에 세금공제 전 연간 총소득을 9개 구간으로

명목화하여 서열 척도로 제시되었다. 이를 가구별 월 소득으로 가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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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을 4개로 단순화하면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 200 초과

400만 원 이하, 400 초과 600만 원 이하, 600만 원 초과 범주 중 하나에

드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표에 각 소득 구간별 가구 수를

제시했다.

200 이하
2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2016년 439 491 373 99

2017년 445 488 367 102

<표 4-12> 월 소득 수준별 가구 수(단위: 만원, 가구)

<표 4-12>에 따르면 두 해 모두 월 소득이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월 200만 원 이하, 4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600만 원 초과 순으로 가구가 분포했다. 2017년에

월 200만 원 이하, 월 600만 원 초과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년보다

각각 6가구, 3가구 늘었고 2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수준의 가구

수는 줄었다. 두 해 가구 소득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므로 다음과 같이

모평균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DF t-Value Pr < t

1401 1 0.3175

<표 4-13> 가구 소득 대응표본 모평균 차이 검정결과

p-value가 유의수준 5%보다 크므로 “누진제 개편 후 가구 소득

변화가 없거나 작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따라서 두 해 가구

소득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에어컨 변수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를 0, 있는 경우를 1로 나타냈다. 2017년에는

에어컨이 있는 가구가 1090가구로 전년보다 44가구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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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에어컨이 없음 에어컨이 있음

2016년 356 1046

2017년 312 1090

<표 4-14> 에어컨 유무

본 연구에서는 <표 4-9>와 <그림 4-2>와 같이 가격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개편이 전기요금 할인 폭이 큰 소비구간에서 오히려

소비가 감소한 것이 정책 개편 효과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설명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한다.

제 2 절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를 이용하여

2016년 개편안이 개편 후인 2017년 가구 전력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이중차분법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적용된 집단과

적용되지 않은 집단이 구분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전력소비량이

201~300kWh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2016년 개편 전후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같으므로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통제집단이다. 2016년

7월에 전력소비량이 0-200kWh, 301-kWh에 속하는 가구는 2016년

개편안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어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이다.

황관석·박철성(2015)에 따르면 이중차분법은 기본적인

최소자승추정법 (Ordinary Least Squares, OLS) 형태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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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다.

 × × ××

는 시점에 관찰된 구간에 속한 가구의 월 전력소비량(kWh), 

은 절편, 는 누진제 개편 전후의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2016년 개편안으로 인한 전기요금 변화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다.

는 누진제 개편 시점과 적용 소비구간 더미변수 교차항의 계수 값으로

누진제 개편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분 추정치다. 는 오차항을 나타낸

다.

가구 전력소비량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가구원 수와 같은 가

구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연도의

7월을 분석 대상으로 하므로 여름철 전력 소비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하는

냉방도일 및 가구별 에어컨 유무 또한 가구 전력소비량을 결정하는 주요

인일 것이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가구별로 이러

한 특성변수가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누진제 개편의 효

과로 인한 전력소비량 변화를 분석해내기 위해서 기본 OLS 모형에 특

성변수들을 로 표현하면 모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특성변수에는 앞서 설명변수로 제시한 가구원 수, 소득 수준, 가구 면

적, 에어컨 유무, 주택 유형, 냉방도일, 지역 더미변수가 포함된다.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자료가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에 조사되었을 경

우  . 개편 후인 2017년에 조사되었을 경우  로 두었으며

는 시간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다. 처치효과는 통제집단인 201~300kWh

에 =0, 이외 소비구간에 =1로 두어 계수 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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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 및 해석

전력소비량의 경우 소비구간별로 가구 소득 혹은 가구원 수 등 모집

단의 특성이 다르므로 201~300kWh를 통제집단으로 두되 이외 전력 소

비구간을 여러 경우로 구분하여 각 구간을 하나의 실험집단으로 보고 통

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성해 각각 분석했다. 실험집단은 100kWh 이하,

101~200kWh, 301~400kWh, 401~500kWh, 301kWh 이상, 401kWh 이상,

501kWh 이상으로 구분한다. 분석결과 정책 개편 효과는 <표 4-15>와

같이 분석단위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00이하 101-200 301-400 401-500 301이상 401이상 501이상

정책

효과
+60.1 +27.3 -34.4 -47.0 -39.1 -58.9 -125.5

유의

수준
0.1% 0.1% 0.1% 0.1% 0.1% 0.1% 0.1%

<표 4-15> 전력 소비구간별 정책효과 계수 (단위: kWh)

이 결과는 <표 4-9>에서 제시한 개편 전 전력 소비구간별 가구의

2017년 7월 전력소비량 평균과도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개편 전

200kWh 이하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개편의 효과가 +27.3 ~ +60.1로 양

의 값으로 나타났다. 개편이 요금 할인을 주 내용으로 하고 200kWh 이

하 구간에서도 할인이 이루어졌으므로 개편의 효과로 전력 소비가 증가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바다. 그러나 소비구간이 클수록 할인 폭이

커지는데 월 100kWh 이하를 소비하던 가구보다 101~200kWh를 소비하

는 가구의 전력소비량 증가 폭이 작은 것은 분석결과만으로 설명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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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마찬가지로 300kWh 이상을 소비하는 가구들도 전력 구간이 더 높

을수록 정책 개편 효과로 가구 전력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표 4-9>를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와는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요금 할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개편의 효과가 선행연

구들로부터 가격탄력성이 음으로 나타나는 가구 전력 소비행태를 설명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 제시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냉방도일이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냉방 수요가 발생하

는 7월을 대상으로 분석했고 에어컨은 모든 분석단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에 제시한 7월 1일~7월 31일 사이 냉방도일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이를 다시 살펴보면 강원도를 제외한 시도에서 모

두 냉방도일이 2016년보다 2017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면 냉방도일이 음(-)으로 나와 냉방도

일이 한 단위 증가하면 전력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변수를 포함해서 분석하자 냉방도일 계수 추정치가 양으로 나타났는

데, 그 값은 이하 분석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고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100kWh 이하 101~200kWh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221.8*** 16,1 222.7*** 12.5

시간효과 13.8*** 4.1 30.9*** 3.5

처치효과 -196.8*** 12.2 -81.3*** 4.0

정책효과 60.1*** 16.6 27.3*** 5.5

가구원 수 6.2*** 1.8 3.7** 1.4

에어컨 26.6*** 4.8 9.9** 3.1

<표 4-16> 분석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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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도일 0.1 0.1 -0.02 0.07
주택면적

(14~25평)
3.1 8.8 8.8 5.6

주택면적

(26~32평)
4.1 9.3 9.2 6.02

주택면적

(33~80평)
11.4 9.9 24.2*** 6.6

침실(방) 수 0.6 3.0 -0.8 2.2

거실 수 1.7 11.0 -13.0 9.0

욕실 수 -0.13 4.2 3.4 3.2

연립/다세대 -10.1 6.8 -2.8 4.7

아파트 -1.0 4.3 -1.2 3.1

기타주택유형 10.7 10.0 2.1 7.3

소득수준 1.1 1.17 0.6 0.9

지역-부산 25.2*** 7.6 30.3*** 6.4

지역-대구 7.8 8.8 11.1 7.8

지역-인천 -5.4 13.1 11.1 9.6

지역-광주 -17 9.5 -4.8 7.8

지역-대전 -19.1* 9.2 10.2 6.8

지역-울산 -14.2* 8.6 -1.8 7.8

지역-경기 14.2256 9.0 1.2 6.9

지역-강원 1.6 11.8 13.1 8.1

지역-충북 -0.6 10.1 10.7 7.2

지역-충남 -29.4** 9.2 4.4 6.7

지역-전북 -21.8* 10.3 2.8 8.4

지역-전남 -2.1 10.6 -6.1 7.7

지역-경북 -19.07* 8.7 18.4** 6.1

지역-경남 23.05** 7.8 7.6 6.66

지역-제주 27,2* 12.4 38.2*** 11.2

변수 301~400kWh 401~500kWh

<표 4-17> 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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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227.6*** 12.6 224.4*** 15.2

시간효과 30.0*** 3.4 30.0*** 3.7

처치효과 83.5*** 3.9 180.0*** 7.5

정책효과 -34.4*** 5.4 -47.0*** 10.3

가구원 수 3.7** 1.3 4.8** 1.7

에어컨 10.4** 3.4 13.0** 4.2

냉방도일 0.0 0.1 0.0 0.1
주택면적

(14~25평)
5.9 7.0 6.1 8.1

주택면적

(26~32평)
12.4 7.2 11.5 8.6

주택면적

(33~80평)
26.4 7.6 23.8** 9.2

침실(방) 수 -1.8 2.2 -1.5 2.7

거실 수 -11.0 8.7 -12.8 10.9

욕실 수 -2.4 3.1 0.3 3.8

연립/다세대 -3.6 4.7 -4.98 5.7

아파트 -0.7 3.2 0.4 3.9

기타주택유형 -3.1 7.4 1.9 9.4

소득수준 1.4 0.9 -0.13 1.04
지역-부산 26.0*** 5.4 25.1*** 6.8
지역-대구 12.9* 6.4 11.6 8.5
지역-인천 1.5 9.1 7.7 11.5
지역-광주 -4.5 6.8 -5.3 8.7

지역-대전 0.1 6.3 1.6 7.7

지역-울산 8.5 6.9 7.3 8.1

지역-경기 4.6 6.3 -0.6 7.5

지역-강원 12.5 8.3 14.3 10.6

지역-충북 3.1 7.6 -2.8 9.4

지역-충남 -4.1 6.7 -4.5 8.1

지역-전북 -8.1 7.3 -7.7 9.6

지역-전남 12.8‘ 7.3 13.7 9.9

지역-경북 3.1 6.1 8.6 7.2

지역-경남 21.3*** 5.6 14.3 7.3

지역-제주 26.0* 10.1 31.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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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301kWh 이상 401kWh 이상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205.4*** 14.3 209.6*** 15.6

시간효과 28,9*** 4.1 29.5*** 3.9

처치효과 105,9*** 4.3 197.7*** 7.3

정책효과 -39.1*** 6.0 -58.9*** 10.0

가구원 수 5.4*** 1.5*** 4.8** 1.7

에어컨 11.4** 4.0 11.2* 4.4

냉방도일 0.1 0.1 0.1 0.1
주택면적

(14~25평)
5.8 8.1 5.1 8.5

주택면적

(26~32평)
11.7 8.5 8.9 8.9

주택면적

(33~80평)
27.5** 8.9 19.2* 9.5

침실(방) 수 -0.8 2.5 -0.7 2.8

거실 수 0.4 9.6 0.9 11.0

욕실 수 -3.1 3.5 0.84 3.9

연립/다세대 -6.1 5.4 -6.0 5.9

아파트 -1.7 3.6 0.9 4.1

기타주택유형 -2.1 8.4 8.4 9.5

소득수준 0.8 1.0 -0.6 1.1
지역-부산 25.6*** 6.1 27,4*** 7.03
지역-대구 9.0 7.2 15.6‘ 8.8
지역-인천 -1.7 10.3 7.1 11.7
지역-광주 9.4 7.6 9.9 8.8

지역-대전 -0.8 7.2 4.4 7.9

지역-울산 17.8* 7.6 6.6 8.3

지역-경기 1.8 7.0 -1.0 7.8

지역-강원 6.0 9.7 15.0 11.08

지역-충북 -1.7 8.9 -2.1 9.8

지역-충남 0.04 7.6 -5.4 8.5

지역-전북 -12.7 8.3 -9.0 10.0

지역-전남 4.8 8.5 14.4 10.3

지역-경북 4.7 7.0 7.4 7.5

<표 4-18> 분석 결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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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남 18.1** 6.3 14.1 7.6

지역-제주 30.9** 10.6 25.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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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501kWh 이상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 214.0*** 15.0

시간효과 30.0*** 3.6

처치효과 283.2*** 15.4

정책효과 -125.5*** 21.3

가구원 수 4.34** 1.7

에어컨 11.23** 4.1

냉방도일 0.02 0.08
주택면적

(14~25평)
4.3 7.8

주택면적

(26~32평)
9.8 8.3

주택면적

(33~80평)
22.4* 8.9

침실(방) 수 -1.4 2.7

거실 수 -0.8 10.7

욕실 수 1.8 3.8

연립/다세대 -6.07 5.7

아파트 -3.4 4.0

기타주택유형 3.8 9.0

소득수준 0.13 1.1
지역-부산 28.6*** 7.01
지역-대구 19.5* 8.7
지역-인천 8.4 11.22
지역-광주 5.8 8.7

지역-대전 4.6 7.7

지역-울산 3.6 8.4

지역-경기 10.0 7.9

지역-강원 14.4 10.4

지역-충북 -1.5 9.2

지역-충남 -7.9 8.5

지역-전북 -0.2 10.1

지역-전남 14.3 9.7

지역-경북 5.1 7.3

지역-경남 14.9‘ 7.6

지역-제주 19.5 11.9

<표 4-19> 분석 결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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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장 1절 1. (3) 가구 전력소비량 검침일에서 본 바와 같이 냉

방도일은 대상 기간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표4-4>와 <표4-5>

에 제시했듯 대상 기간이 다른 경우 연도별 지역별 냉방도일의 크기나

대소관계가 달라졌다. 냉방도일 대상 기간에 따라 다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0이하 101-200 301-400 401-500 301이상 401이상 501이상
정책

효과

+60.5**

*

+27.1**

*

-34.8**

*

-47.05*

**

-39.7**

*

-59,24*

**

-125.8*

**
냉방

도일
0.1 -0.1 0.14‘ 0.13 0.16‘ 0.08 0.01

<표 4-20> 전력 소비구간별 정책효과 및 냉방도일 계수

(단위: kWh, 기간: 7/1~8/30)

100이하 101-200 301-400 401-500 301이상 401이상 501이상
정책

효과

+60.5**

*

+26.98*

**

-34.9**

*

-47.03*

**

-39.8**

*

-59.21*

**

-125.5*

**
냉방

도일
0.1 -0.07 0.14‘ 0.13 0.17‘ 0.08 0.00

<표 4-21> 전력 소비구간별 정책효과 및 냉방도일 계수

(단위: kWh, 기간: 6/16~8/16)

<표 4-15>에서 <표 4-19>까지의 결과와 <표 4-20>, <표 4-21>의

결과를 비교해봤을 때 정책효과 계수 추정치는 분석단위별로 한 자리수

범위 이하에서 달라졌다. 지역별로 연도별로 값이 다른 냉방도일을 설명

변수로 하여 새로 분석을 했음에도 정책효과 계수의 크기와 부호, 통계

적 유의성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냉방도일 추정계수도 큰 변화가 없었

으나 냉방도일 기간 7월 1일 ~ 8월 30일의 경우(<표4-20>) 301~400kWh

에서 0.14가, 301kWh 이상의 구간에서 0.16가 유의수준 5% 하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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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6월 16일 ~ 8월 16일 기간의 경우

(<표 4-21>) 301~400kWh 구간에서 유의수준 5% 하 냉방도일이 한 단

위 증가할 때 가구 전력 소비가 0.14kWh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냉방도일 기간을 7월 1일 ~ 7월 30일, 7월 1일 ~ 8월 30

일, 6월 16일 ~ 8월 16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정책효과 및

냉방도일 계수 추정치를 본문에 제시했다. 냉방도일 기간을 7월 1일 ~ 7

월 30일로 분석한 경우 냉방도일 회귀계수가 1kWh 미만의 매우 작은

값으로 추정되고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냉방도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

다(신동현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서 주어진 월 전력소비량이 실제 가구의 전력

소비 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침일을 참고하

여 실제 사용 기간과 요금 청구일 등을 고려해 분석 대상인 7월 전력소

비량으로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냉방도일 두 경우를 선정해 추가로

분석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정책효과 계수 추정치의 경우 7월 1일~

7월 30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고 냉방도일 회귀계

수 추정치도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값이 작고 신뢰

하기 어렵다. 다른 변수들의 회귀계수도 냉방도일을 7월 1일 ~ 7월 30일

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가구 면적 변수는 모든 분석단위에서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가졌으

며 그중 가장 면적이 넓은 33평~80평 가구에 대해서만, 100kWh 이하 및

301~400kWh 구간을 제외하고 다른 구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 면적이 33평 이상일 경우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관련 효과를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침실(방), 거실, 욕실 수를 분석에 포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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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런 변수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소득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누진제의 후생 효과를 분석

할 때 분석단위로 사용되는 주요 변수다. 본 연구에서는 연 총소득을 기

준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변수로 분석을 했으나 회귀계수 추정치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구원 수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는 구간에 따라 3.7~ 6.2

사이 값으로 추정되었다. 임소영(2013)에서 소득분위별 가구원 수별 전

기소비량 표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같아도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에 따라 전기소비량이 달라

질 수 있다는 분석을 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지 않았는데, 회귀 식에 설명변수로 두 변수를 활용한 본 연구로부터

가구원 수가 소득보다 가구 전력소비량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

석을 할 수 있다. 조하현 외(2015)에서는 임소영(2013) 연구에 대해 구간

별 가격체계에서 소비자 수요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비선형 예산선에

의해 결정되어 발생하는 소득보정효과를 고려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를 위해서는 가격변수로 한계가격과 평균가격 중 어떤 것을 반영할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개편 효과를 분석하

면서 가격변수를 분석에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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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고 있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

로 그중에서도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대폭 개편한 2016년 개편안이 전력

소비구간별로 다르게 요금 인하 효과를 보임에 주목했다. 전력 소비구간

별로 2016년 개편안에 의한 전기요금 할인 폭이 다르므로 이로 인해 소

비자 행동 또한 기존에 어느 전력 소비구간에 속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 가설을 설정했다. ‘누진제 개편 전 전력 소

비구간을 기준으로 개편 후 전력소비량이 구간별로 다르게 증감할 것 인

가‘라는 연구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정책 개편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쓰이는 이중차분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는 기존 전력 소비구간별로 누진제 개편 효과가 다르게 나

타날 것이라는 연구 가설에는 부합하나 정책 개편이 할인이 더 많이 이

루어진 구간의 소비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명쾌히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선행연구에서 가구 전력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인

으로 제시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통제하며 분석을 진행했으나 <표

4-9> 및 <그림 4-2>에서 보인 기초통계량 분석결과는 정책효과 외 변

수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음에도 정책효과

항의 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아 오히려 그 결과가 강건하다고 할 수 있겠

으나 가격이 낮아지는데 수요도 감소하는 패턴은 가구 전력이라는 필수

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결과다. 정책효과 추정치와 달리 가

구원 수, 가구 면적, 에어컨 변수 등은 계수 추정치가 선행연구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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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인 정책효과 항에 대해 분석결과가 예상결과와 다르게 나

온 것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정책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중차분법이 효과적으로 쓰이지만, 가격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누진제 개편에서 선행연구에서 누진제 연구가 어려운 주

요인으로 꼽히는 가격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이 요금 할인을 주 내용으로 하므로

가구의 월 전력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삼고 이중차분 추정치를 구하는 본

연구에서의 시도는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

James(2018)도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이중차분으로 전력수요의 장기 가

격탄력성을 구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축소 혹은 확대하면서 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했을 때, 전력소비량은 누진 단계와 누진율 설정뿐만 아니라

구간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도 부호가 바뀔 정

도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누진제 개편이 가격 인

하를 주 내용으로 하고 개편 효과로 구간별로 할인 폭이 다르므로 수요

는 할인이 많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

할 때는 모형에 선행연구에서 누진제 연구의 어려움으로 손꼽는 원인 중

하나인 가격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중차분

모형에 가격변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존 연구에서도 논란이 있는

인지 가격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연구를 더 발전시

키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둘째,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본 분석은 2년 사이의 두 시점만

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정책 개편 효과가 충분히 소비패턴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수요에 대한 단기 가격탄력성은 일반적으로 장기 가격

탄력성보다 비탄력적이다. 특히 전기의 경우 실시간으로 소비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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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소비와 동시에 소비량을 파악하기보다는 소비 후에 소비량을 확인

하고 누진제로 인해 소비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소비자들이 필수재

의 가격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기에 어려운 만큼 2016년 12월 누진제

가 개편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전력 소비는 가격변화, 즉 정책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당시의 예상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

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분석 자료에 제공되지

않은 중요한 설명변수를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

다.6)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해 본 바는 기존 연구에서 주택용 누진제

를 주제로 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전기 검침일에 따라 전기를 실제 소비

하는 기간과 이에 따른 냉방도일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비록

냉방도일이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나왔으나, 연구에 따라

유의하게 나온 경우에는 냉방도일을 실제 전력 소비 기간을 고려해서 정

하는 것이 연구 정확도를 높이는데 중요할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에너지 소비 절약과 소득 재분배

를 목적으로 도입된 지 약 45년이 지났다.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가전기

기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 보급이 일상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6)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석탄 및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

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해다.

같은 해 6월에는 고리 1호기가 국내 원전 최초로 폐쇄되었고 여름께부터 신고

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수년 전부터 주요 사회문제

로 떠오른 미세먼지로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

있음과 더불어 이 같은 정치·사회 배경이 가구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 저감 잠재력이 높은 가구 전력 다소비 구간에 속한

가구들이 요금이 할인되었음에도 소비를 줄이도록 노력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러

한 분석은 양적 분석을 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넘는

것으로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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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대응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전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누진제 특성상 전력 소비가 증가할수록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이 크게 증가한다. 최근 여름철 건강을 위협할 만큼 불볕더

위가 빈번해져 각 가구가 평상시 전력 소비 수준 이상으로 소비할 가능

성이 커진 것이 문제다. 정부는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날이 더워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거나 일

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

우리는 누진제가 도입된 45년 전과 아주 다른 오늘을 살고 있다. 전

기는 생활 필수재가 되었고,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을 높게 매겨 징

벌적인 방식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은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생산원가를 고려해 소비한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습관 형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현대인은 생활에 필수재인 전기를 소비하되 효율적으로 소비해

야 하며 그보다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

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주먹구구식의 누진제 완화

보다도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누진제 논란의 근

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제 2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으로 누진제 개편이 가구 전력 소비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정책효과 추정치가 예상결과와 반대로 나타났

다.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했고 정책 개편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해 본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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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이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가구 전

력 소비에 영향을 주었을 정치·사회 맥락을 분석에 고려하지 못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당시 정황이 이례적이었던 만큼 이를 추후 연구과제로 남

긴다.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가구에너지상설표

본조사에서는 가구특성 변수가 연중 1회만 수집된다는 점이다. 연중 동

일한 인원의 가구원이 상시 거주하는 상황은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현실

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일부 가구원의 이사 혹은 장기 부재가 나타난다.

전력소비량은 매월의 자료가 있으나 가구원 수, 소득 수준 등의 경우 연

도별로 가구당 하나의 자료밖에 없어 한해 중 여러 달의 월 전력소비량

으로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때 주요 가구 특성변수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 해 열두 달 중 한 달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다.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분석 기간이 누진제 개편 전후로 각 1년

씩이라는 점도 연구의 제약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2018년 가구에너지상

설표본조사자료가 공개되면 이를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격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한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격탄력성은 장기와 단기 모

두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나 단기 가격탄력성의 경우 가격변화에 따

른 수요 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전기 수요

에 대한 가격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정책 개편으로 인한 가격변화를 이중

차분법으로 분석할 때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 효과를 이중차분법으로

시행한 첫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으나 가구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친 정

책 개편 효과를 추정 후 명쾌히 설명하지 못했고 자료의 한계도 있으므



- 55 -

로 향후 유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분석의 정확

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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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uth Korea,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purchases locally produced electricity and sells electricity to 
customers by transporting it through a transmission network. The 
price of electricity is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not by market 
principles. The progressive residential electricity billing system was 
introduced in South Korea from 1974 aimed at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redistributing income. The billing system has been 
reformed multiple times. The residential electric rates governed by 



- 61 -

a six-stage system and 11.7 times the rate for the top category 
and the lowest stage had remained over 10 years but overhauled to 
the three-stage and the three times the rate for the highest and 
lowest stage in December 2016.

The study paid attention that December 2016 reform plan, in 
which each block was subject to different progressive changes, 
would have a different effect on the demand based on the 
household’s consumption pattern before the reform. It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December 2016 reform empirically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and discuss the direction for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reform. This study analyzed the 
Household Energy Standing Survey data from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Since the policy change varies by consumption 
block,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household electricity consumption 
such as the number of residents, housing area and air conditioning, 
were controlled and the effect of policy reform was analyzed in 
units of 100kW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licy reform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positive for each block below 200kWh, 
while the coefficients were all negative for each block above 
301kWh. Considering that the overhaul of the progressive billing 
system in 2016 mainly focuses on rate discounts, the policy effect 
coefficient for blocks above 301kWh resulting negative sign cannot 
be explained by prior studies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residential 
electricity demand is negative.

Among the explanatory variables, the cooling degree days, 
income level, the number of bedrooms, living rooms and bathrooms 
and the type of housing were analyzed to be of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housing area over about 110 square meters, the 
number of residents and air-conditioning were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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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and their regression coefficients had positive values 
resulting in that an increase by one unit each in those variables 
increases the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While it i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of the study that the reform in 
progressive residential electricity billing system in 2016 would 
change the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differently based on 
the consumption pattern before the revision of the billing system, it 
does not clearly explain how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has 
decreased in the blocks with higher rates discounts. There are limits 
to explain the results using only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is. Using data only for the two points, before and after the 
reform, works to limit the scope of the study. Therefore using the 
data surveyed in 2018 when it becomes available would be able to 
expand the analysis. Including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that may 
affect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which goes beyond the 
scope of this research adopting quantitative analysis as its main 
research methodology will be left for future study.

About 4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ogressive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redistributing income for residential electricity bills. It might be 
inappropriate to set prices in a punitive manner now that household 
appliances increases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that electricity 
has become a necessity for life. Recent policy reforms in temporary 
ways considering negative public opinion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Rather having people pay as much as they consume based 
on the production costs for electricity would decrease wasteful 
arguments in our society and be effective in shaping consumer’s 
rational consumption habits. More than that, an effort to produce 
electricity i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way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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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first. 

keywords : Residential electricity bill, Progressive electricity bill 
reform in 2016,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Student Number : 2018-2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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