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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기후변

화 완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별히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정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에너지 소비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관련 산업 활동에 대한 규

제가 필요하지만 기후변화의 경우 산업 활동만이 아니라 사회 내 모든

일상 활동과 소비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에서도 일상 활동 속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가정부문 에

너지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 감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가정 부문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또한 서울시는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다른 지역과 비

교해 높다.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

택 거주자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면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및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에너지 소비는 준거집단과의 소

비 비교, 환경에 가져오는 영향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소비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비 가격적인 접근이 향후에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 사용 인식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주거환경

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가정 부문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들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구 특성 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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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였으며 기존에 검증된 요인들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마다 상이한 결과

를 보였다. 전력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였다. 또

한 선행연구들은 회귀분석, 구조방정식을 통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

향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인과관계 외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그룹에 따른 에너지 소비 변화 패턴 대해 파악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가구의 에너지 소비는 다른 가구와의 소비 비

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가구의 에너지 사용 인식을 바

탕으로 분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첫째,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 표본

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려 한다. 셋째, 주거환경요

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데 있어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려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변수의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에서는 양

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하였다. 그리고 객관적 에너지 사용 정도와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에너지 사용 인식을 파악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에너지 사용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흡했다는 양적연구의 한계를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요인 중에서는 주

택형태,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에

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이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정의 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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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은 주택형태였으며, 가

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은 가구원수 였다.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경우, 주거환경요인 중에서는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

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에서는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가정

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은

주택형태,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은 가구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 결과들은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지

만,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요인이나 기존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요인도 존재했다. 그리고 전

력, 도시가스 에너지원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차이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둘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 도

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독립변수 각 요인별로 세 그룹에서 그 패턴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요인들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셋째,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일부 요인과 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관계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이 연구의 독립변수가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매개로 하여 에너지 사용 현황에 까지 이어

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요인 중 거주

면적, 가전대수,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

수, 월평균 총소득 변수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환경요인 중 가전대수, 거주면적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변수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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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심층면접을 통해 실증연구에서 분석한 독립변수와 에너지 사

용의 영향관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를 재확인하였다. 그

리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집단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도 높다고 느끼며, 반대로 실제 사용량이 적은 집단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도 낮다고 느끼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고지서의 객관적인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이 절약 혹은 낭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반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지서의 객관적 정보를 접하지 못

해서 불일치한 것 같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대상자 대부분이 고지서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편으로 밝혀졌으나 고지서의 객관적 소비 비교 정

보 제공이 에너지 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에너지 소비 비교 정보 등은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했다.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효과

적인 방안으로 ‘라디오, TV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교육’, ‘동기부여 방

안 제시, 활동 유도’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

한 향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통

제하는 것만으로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발현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가구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사용자가 전기, 도시가스 소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줄

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나 단체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방안을 시행할 때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 감소의 필요성을 느껴 에너지

사용 인식이 변화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맞춤형

의 소비 지침을 전략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독립변수의 요인을 고려하여 가정

을 대상으로 가족 수, 주택 크기 등에 따라 고지서를 통해 에너지 절약

을 위한 적정 전기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 별로 주거환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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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

향의 차이가 존재함을 실증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룹

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룹에 따른 에너지 소비 감소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면 전력, 도시가스 소비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고민해보고 흥미를 가지게 되며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해 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 결과,

거주자들의 저항,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어 :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매개분석, 다중회귀분석

학 번 : 2019-2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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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의 삶과 문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과학기술과 산업 혁명

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에너지가 제공하는 편익

이 커짐과 함께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문제와 환경문제 등이 늘어

나면서 일반 대중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사

회에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국

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8년 대비

2040년 약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와 같은 에너지자원

가채연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BP, 2019) 기후위기의 진행으로

그나마 매장된 화석연료를 채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

이 강화되고 있다. 화석연료는 연소 시 반드시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므로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1.5℃ 온도 상승

억제목표를 지키기 위해 넘어서는 안되는 탄소 예산(carbon budget) 이

내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 탄소 중립(net zero)이 국제사회의 목표

가 되고 있다.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며, 2019년도의 경우 2000년도에 비해 약 53%로 급격히 증가하

였다(한국에너지공단, 2020). 국민 일 인당 에너지 소비도 1981년 1.2toe

에서 2018년에 5.8toe로 5배가량 증가했다(통계청, 2019). 2020년 KEA

에너지 편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282백만 toe

로 세계 9위이며, 석유소비 8위, 전력소비 7위로 이는 세계 14위인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별히 에너지 소비는 기후변화와 깊은 관

련이 있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6대 온실기체 중 가장 핵심적인 이산화

탄소는 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에너지 관리공단,

2011).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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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은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자원의 절약이라는 차원과 더불어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라는 당위성을 가진다(노승철 외, 2013).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계의 과중한 에너지 비용이 문제 되면서

시작된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연구는 그간 산업부문에 비해 상

대적으로 경시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은 그간 에너지 효율이 높아

지면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주거에너지 소비는 새로운 가

전제품의 개발과 이용,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주거에너지 소비에 대

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영희, 2016). 가정용 에너지 사

용은 필요와 기본에서 레크리에이션 및 고급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복지 서비스 향상이란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가정의 에너지 소비 수준은 잘 이해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차원

에서도 중요하다(정수진 외, 2012). 특별히 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업과 산업부분과 달리 가정의 에너지 소비는

행위의 변화를 통해 비교적 에너지 소비를 빠르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

어서 가정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Ironmonger et al. 1995).

2019년 지역에너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 소비량 약

232,235천 toe 가운데 약 9.8%(22,19천 toe)를 가정 부문이 차지하고 있

는데 가정부문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가정 부문 비중이 줄어들

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 부문이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 비

중은 줄어들어도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는 총 에너지 소비에서 가정 부문

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가정 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는데

1990년 16,366천 toe에서 2019년 22,619천 toe로 38% 증가율을 보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또한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은 대부분 산업

활동을 통해 배출되기에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 규

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산업체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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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사회 내 모든 일상 활동과 소비의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배출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후변화는 특정 산업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

을 가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윤순진, 2009). 가정생활은 일반 시민의

일상 활동과 소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기후위기 상황에서 낭비

적인 소비가 있다면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게다가 국내 총 가구도 2017

년 1,957만 가구에서 2040년 2,265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19).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고정적으로 써야 하는 에너

지 소비량이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기체 배출 감소를 위해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이를 정도로 공

동주택과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많은 도시이다(서울시, 2019). 주거부분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면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및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정수진 외, 2012). 또한 서울시의 경우 산업용 및 발전시설이

많지 않은 반면, 전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와 비교 시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다(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행정구역별로 최종

에너지 소비 중 가정 부문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시(19.6%), 경북(6.6%),

경남(5.2%), 부산(4.5%), 충남(4.5%), 대구(4.4%), 인천(4.4%) 순으로 나

타났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최종에너지 소비 중 가정 부문이 차지

하는 비중의 OECD 평균은 18.4%로 서울시는 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전력과 도시가스의 사용 비중이 높고 증가 추

세를 보인다. 최종에너지 중 전력 비중은 전국 평균이 19.4%인데 비해

서울시는 26.6%로 7.2%p가 높다. 또한 최종에너지 중 도시가스 비중은

전국 평균이 10.4%인데 비해 서울시는 28.1%로 17.7%p가 높다.

2014~2018년 사이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전력 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가정부문 증가율이 가장 높은 4.9%를 기록하였다(서울특별시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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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2020). 서울시의 세대 당 가정용 전력에너지 소비량은 2018년 기준

3.23MWh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서

울시, 2020). 가정 부문의 전력과 도시가스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다. 수도권에서의 전력소비 증가는 변전소와 송전탑 그리고 발전소의 증

가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축

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주거 형태와 에너지 소비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용 전력과 도

시가스 소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가정 부분의 에너지 소비 감소에 대한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시대에 에너지 소비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는 자원 절약이라는 점에

서 당위성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 및 제도가 진행되고 있으

며 관련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Rafsanjani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건물의 물리적인 특성, 기후 특

성, 사용자 행동, 시스템과 사용기기 특성이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민경(2013)은 소득과 주거 면적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가구특성이나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아 소비가 결정

되지만 에너지 사용 인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시스

템이나 사용기기의 특성, 건물의 물리적 특성은 변화를 주는데 많은 투

자비용이 소모되며, 기후 특성은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요소이다(기재

홍 외, 2017). 또한 소득이나 주거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정부가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실행하는 것이 힘들다(김민경,

2013). 현재까지 주거부문의 대표인 에너지 효율 개선정책이 부재한 이

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정부 차원

에서 시행가능하며,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민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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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개발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

한 이해도를 높여 이를 통한 참여를 불러일으킬 때 에너지 제도와 정책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정수진, 2013).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중점으로 비가격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에너지를 재화로 보았을 때 소득, 요금과 같은 전통적

인 요인들도 소비를 결정함에 강조되지만 더 나아가 행동경제학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그 분야가 적용되고 확대되고 있

다. 행동경제학적 접근에서는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알고 그것을 바탕으

로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한다는 기존 경제학의 가정에서 나아가 불확실

한 선택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비합

리적(irrational)과정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다(Kahneman, 2012). 행동경제

학은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가정에 대해 부정하고 불완전한 정보만

을 가진 소비자가 심리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다른 대안적인 방안을 선

택하게 되는 상황을 강조하며 개인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기 위해 발전했다(Goes, 2013). 이는 다시 말하면 에너지 소비에

있어 준거집단과의 소비 비교, 환경에 가져오는 영향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소비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비 가격적인 접근이 향후에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재환, 2017).

우리나라의 경우 감정적, 심리적인 요인이 소비 과정에서 더 작용할

여지가 크다. IMF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

에 동참한 사례와 같이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과의 집단행동이나 정서

적인 공감을 함께 하려고 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사용에 있어 요금 상승과 같은 직접적인 사용 규제보다 준

거집단과의 소비 비교를 통해 소비 수준이 평균적인 수준에서 벗어났다

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정재환, 2017).

이렇듯 에너지 사용 인식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

한 에너지 소비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이므로 주거환경요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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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는 주거환경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소득이나 연령, 가구규모와 같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에 따라서 차이

가 발생한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주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연구들은 가구 에너

지 사용 현황과 관련한 가구의 주택 특성, 기후 특성, 인구 사회적 특성,

에너지 이용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유의미

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이성근, 2004; Shonali Pachauri, 2004; 이강희

채창우, 2008; Ewing, R, and Rong, F, 2008; 강창덕, 2011; 석주일 박기

현, 2017).

이와 같은 국내ž외 선행연구에서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거

환경요인이 가정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성근, 2004;

Shonali Pachauri, 2004; 이강희 채창우, 2008; Ewing, R, and Rong, F,

2008; 강창덕, 2011; 석주일 박기현, 2017)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앞서 분

석된 선행연구들 중 공간적인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한 연구들(강창덕,

2011; 김민경, 2013; 안영수 외, 2014; 정재원 외, 2015; 김기중 외, 2016)

에서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거환경요인을 모두 고려하며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변수들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

요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가정에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요인들이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김진관 외, 2008; 양희진 외,

2011; 김민경, 2013; 노승철 외, 2013; 임슬예 외, 2013; 임현진 외, 2013;

김용인 외, 2014; 노정녀, 2014; 박광수 외, 2014; 안영수 외, 2014; 석주

헌 외, 2017; 김대용 외, 2018; Ewing et al, 2008; Yun et al, 2011;

Wiesemann et al, 2011; Brounen et al, 2012; Huang, 2015; Tilov et al,

2018)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의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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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들을 연구 사례의 축적과 증명을 통해 폭 넓은 이해를 도모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고려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선행연구의 진행 등은 현재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

인에 주목하여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 표본을 세분화하여 진행

된 연구 또한 부족한 편이다. 가구의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 전

력, 도시가스 에너지 소비량도 차등적인 양상을 보인다.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바탕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에

너지 사용 현황에 대한 변수들 간의 포괄적인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강창덕, 2011; 김민경, 2013; 노승철 외, 2013; 안영

수 외, 2014, 정재원 외, 2015; 김용래 외, 2017)에서는 회귀분석, 요인분

석, 구조방정식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외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그룹에 따른 에너지 소비 변화 패턴 대해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주목하여 모형을 세분화하여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그룹 별로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연구는 향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단순히 과거처럼 물리적인 내부, 외부, 주변 환경 등에

국한해서 에너지 사용 현황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을 연계하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기존 이론

과 연구 문헌 검토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서울시 공

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도출하고 검증한다. 또한 주관적 에너

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답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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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그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너지

원에 따라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기존에 간과되었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량을 변수화하여 전력에너지 사

용 현황과 더불어 두 가지 측면의 변수에 대한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의 영향 관계와 그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가정에서 에너지 소

비량을 정상화하고 감소시키는데 자신의 에너지 소비량과 다른 가구와의

에너지 소비를 비교 인식하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려한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주거환경

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 표본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그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규

명하고자 한다. 셋째,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과 에너지 소비 감소 방

안, 에너지전환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영향 관계에서 전

력에너지,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도 추가적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또한 실증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실

증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통해 보충하였고 연구 모형을 뒷받침하였

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중심으로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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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양적 분석과 심층 면접의 두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분석 연구의 대상은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

조사 결과 중, 가정 부문 조사에 관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세부적으로 설문조사 응답자 8,253 가구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공동 주택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이 연구를 위한 재검증 및 에디팅 과정

후 정리된 분석용 마이크로 데이터의 표본 수 1,084가구의 결과를 중심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

중이 67%에 이르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며 공동주택과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많은 도시이다(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18). 또한

서울시는 산업용 및 발전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비중이 높다(서울특별시 기후

환경본부, 2020). 서울시에서의 전력소비 증가는 변전소와 송전탑 그리고

발전소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축이 더욱 필요하며 이에 서울시 공동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심층 면접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거주자

30명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다시 심층면접으로 재

검증한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객관적

에너지 사용 정도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구체

적인 에너지 사용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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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주요 분석의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가정 부문 전력과 도

시가스 소비를 분석한 선행 연구(강창덕, 2011; 김민경, 2013; 노승철 외,

2013; 박광수 외, 2014; 안영수 외, 2014; 정재원 외; 2015; 석주헌 외,

2017; 김대용 외, 2018; Brounen et al, 2012; Huang, 2015; Tilov et al,

2018)의 주요 방법과 결과를 살펴보고 주요 소비 요인의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하여 주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

총조사 자료이다. 에너지 총 조사는 우리나라 전 수요부문에 대한 에너

지 소비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1981년 시작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2017년 13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6년의 에너지 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2017년 조사

는 산업, 수송, 상업·공공, 대형건물, 가정으로 5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조

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가정 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

하였다. 2020년 6월 초 기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www.kesis.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는

2017년 결과만 제공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별히 가정 부문 조사에는 주택 및 가구에 관련된 사항들과, 가구

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형태, 주택 방향, 건축연도, 거주 면적, 난방방식, 신재생 에너지 설

비 용량 등이 조사되었다. 가구에 대한 설문 항목으로 가구주 성별, 연

령, 최종학력, 가구원 수, 가구 구성원 특성, 평균 취사 횟수, 월평균 소

득 등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월별, 연간 소비량 및 에너지 절약

실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조일현, 2019).

이 연구는 양적 분석을 위해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의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분석, 가설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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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은 크게 제4장

의 가구의 전력, 도시가스 사용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

의 효과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

라 표본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독립변수 요인

들이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관적 에너지 사

용 인식과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분석으로 나누어진

다.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 패키지인

SPSS 20.0과 Microsoft Excel 2010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양적연구를 통해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양적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객관적 에너지 사용 정도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에너지 사용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에너지 사용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비했다는 양적연구의

한계를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서론, 논의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제 1장에서 제 2장

에 걸쳐 구성하였다. 논의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국내 에너지

소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전력 및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고 가정 부문

전력, 도시가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후 제 3장에서는 실증연구에서 살펴볼 가설과 연구 모형을 설정한

다. 그리고 실증연구에서 사용할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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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흐름도

그리고 심층면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에너지총조사를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과 다중

회귀분석, 매개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해석한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

집된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해석한다.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의 양적 분석 결과에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보완하여 종합적

인 해석을 시도한다.

5장에서는 조사한 결과 및 해석을 요약하고 최종 결론 및 향후 정책

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한다. 이와 함께 연구의 한계를 검

토하고 향후 관련 연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다음 <그림

1>은 이 연구의 주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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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의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에너지 사용 현황

1) 전국 에너지 소비 현황

에너지는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생활수준의 향상, 인

구의 증가, 경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급격한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다. 에

너지의 종류는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기계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에너지는 또한 소비의 흐름과 공급

에 따라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 최종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 1차 에

너지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에서 제공된 에너지로 태양열, 수력, 지열, 파

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와 천연가스, 석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에너지가

존재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2차 에너지는 산업 및 생활에서 사용

이 쉽도록 1차 에너지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석유제

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종에너지는 가정 및 상업, 산업, 수송 등

최종에너지 소비부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일반적으로 최종에너지가 에너지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다.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그

림 2>와 <표 1>의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세를 살펴보면 2019년에

231.235천toe로, 2005년 171,176천TOE에 비해 35.0% 증가했다. 최종 에

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2.7%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80∼00년 연평균

증가율 7.3%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크게 하락하였다(산업통상

자원부, 2019).

구체적으로 <표 2>에서 에너지원별로 소비를 파악하면 2019년 기준

으로 전국적으로 석유(50.4%)와 전력(19.4%), 석탄(13.8%), 도시가스

(10.4%)순으로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력, 도시가스, 석탄이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력의 경우 연평균 4.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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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로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인다. 도시가스는 배관망 보

급 확대로 연 평균 3.7%이상의 증가세를 보여 평균 이상의 증가세 기록

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석탄 역시 1차 금속 업종 등의 생산증가

로 연 3.2%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준다. 석유의 소비는 연 1.3%이

상 증가세를 보였으나 비중은 2000년 62.6%에서 2017년 기준 50.4%로

감소되는 추세이다.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17년의 기간 동안 산업부문 연 3.2%, 상업부문 연 2.7%

이상의 빠른 소비 증가를 보였다. 수송은 연 1.9%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가정부문은 연 0.4%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가정부문은 1인

가구 증가, 냉난방용 전력소비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그림 2> 전국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세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9)에서 재구성 (단위 : 백만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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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

90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전

국

74,7

01

121,

333

131,

573

144,

541

132,

177

143,

027

149,

958

153,

103

160,

876

164,

550

166,

452

171,

176

174,

135

구

분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전

국

181,

498

182,

490

181,

491

194,

971

204,

788

206,

530

208,

016

210,

139

214,

974

221,

396

230,

019

232,

740

231,

235

<표 1> 전국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9)에서 재구성

(단위 : 백만toe)

<그림 3> 전국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추세

출처：에너지통계월보(에너지경제연구원,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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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석탄
19.7

(13.1%)

28.2

(14.5%)

34.8

(16.2%)

32.3

(14.6%)

33.4

(14.5%)

32.4

(13.9%)

32.0

(13.8%)

석유
93.8

(62.6%)

100.5

(51.6%)

106.9

(49.7%)

114.3

(51.6%)

117.9

(51.2%)

116.8

(50.2%)

116.4

(50.4%)

도시가스
12.6

(8.4%)

21.1

(10.8%)

21.7

(10.1%)

22.2

(10.0%)

23.3

(10.1%)

25.0

(10.7%)

23.9

(10.4%)

전력
20.6

(13.7%)

37.3

(19.2%)

41.6

(19.3%)

42.7

(19.3%)

43.7

(19.0%)

45.2

(19.4%)

44.8

(19.4%)

기타
3.3

(2.2%)

7.8

(4.0%)

10.0

(4.7%)

9.9

(4.5%)

11.9

(5.2%)

13.3

(5.7%)

14.1

(6.1%)

합계
150.0

(100%)

195.0

(100%)

215.0

(100%)

221.4

(100%)

230.0

(100%)

232.7

(100%)

231.2

(100%)

<표 2> 전국 최종에너지 원별 에너지 소비 현황

출처：에너지통계월보(에너지경제연구원, 2020년 3월)

2) 서울시 에너지 소비 현황

서울시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5년 15,182천toe에서 2018년 14,734천

toe로 3.0% 감소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국 에너지 소비량에서 6.3%를 차지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그

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데 반해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2007년 16,008천toe로 최고정

점을 기록한 후 15,000천toe대로 유지되고 있다.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

상으로 향후에도 전국적인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서울특별시. 2019).

특별히 서울시의 경우 산업용 및 발전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

의 최종에너지 소비와 비교 시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다. 행

정구역별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살펴보면 서울시(19.6%), 경북

(6.6%), 경남(5.2%), 부산(4.5%), 충남(4.5%), 대구(4.4%), 인천(4.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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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또한 서울시의 경우 전력과 도

시가스의 사용 비중이 높고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4~2018년 서울시의

전력 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가정용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4.9%를 기록

하였다(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

로 감소중이며 가정, 서비스, 공공 부문의 전력 소비량이 각 4.9%, 3.4%,

3.9%로 증가하였다. 가정 부문의 전력과 도시가스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다.

<표 3>에서 서울시 에너지원별 소비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과 비

교해 서울시는 석탄의 사용 비중이 낮고, 석유(41.3%), 도시가스(28.1%),

전력(26.6%) 순으로 소비 비중이 크다. 1980년대에는 석유가 주 에너지

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사용이 편리한 도

시가스와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석유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어

들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그러한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석유와 석탄 사용 비중이 낮은 대신 전력과 도시가스의 사용 비중이 높

다. 서울은 서비스 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대신 산업용 및 발전시설

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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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

석탄
165

(0.01%)

117

(0.01%)

101

(0.01%)

87

(0.01%)

83

(0.01%)

석유
6,038

(39.7%)

5,800

(36.9%)

6,510

(42.9%)

6,543

(42.4%)

6,185

(41.3%)

도시가스
4,912

(32.3%)

5,127

(32.6%)

3,978

(26.2%)

4,089

(26.5%))

4,205

(28.1%)

전력
3,485

(23.0%)

4,067

(25.9%)

3,903

(25.7%)

3,998

(25.9%)

3,982

(26.6%)

합계
15,182

(100%)

15,717

(100%)

15,189

(100%)

15,434

(100%)

14,990

(100%)

<표 3> 서울시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현황

<그림 4> 서울시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세

출처：제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년)

(단위 : 1000toe)

출처：제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년) (단위 : 1000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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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부문별 소비량(천 toe)
총 소비량

(천toe)

가정부문

비중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1990년 36,144 14,173 16,366 5,206 2,812 74,701 21.9%

1995년 62.695 27,130 19,191 9,902 2,415 121,333 15.8%

2000년 84,237 30,945 21,160 10.993 2,623 149,958 14.1%

2005년 95,211 35,534 22,147 14,189 4,095 171,176 12.9%

2010년 116,160 36,903 21,337 16,090 4,481 194,971 10.9%

2015년 133.001 39,851 20,538 16.483 5,101 214.974 9.6%

2019년 142,730 42,553 22,619 17,833 5,500 231.235 9.8%

1990년

대비

증감률

295% 200% 38% 243% 96% 210%

<표 4> 최종 에너지 소비 내 가정 부문의 비중

3) 가정 부문 전력, 도시가스 소비 변화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9)에서 재구성

증감률 = 100×(변화 시점 소비량- 기준시점소비량)/기준 시점 소비량

다음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9년 기준 231,235(천toe)이며 그 중 가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8%(22,619천toe) 수준이다. 1990년 총 에너지 소비량 대비 가정 부문

소비량의 비중 21.9%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정 부문 소비량 비중이 감소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가정 부문의 절대적 소비량이 감소했다기보

다는 다른 부문의 소비량 증가가 훨씬 더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90년 대비 2019년 가정부문의 소비량 증가율은 38%이나, 산업부문, 상

업부문, 수송부문 등은 295%, 243%, 200% 각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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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량과 전력, 도시가스 소비량 추세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9)에서 재구성

<그림 5>에 따르면,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

해왔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던 소비량이 2014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부문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1990년 이후 가정 부문 전력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기록된 해는 2014년과 2019년으로, 2013년 5,501(천toe)에서 2014

년 5,390(천toe)로 줄었다가 2015년 5,486(천toe)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6,079(천toe)에서 2019년 6,059(천toe)로 줄었

다.

가정 부문 도시가스 소비량도 전력 소비량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1990년 이후 가정 부문 도시가스 소비량

이 감소한 것으로 기록된 해는 2008~2009년과 2012~2015년으로, 2007년

9,723(천toe)에서 2009년 9,267(천toe)로 줄었다가 2010년 9,366(천toe)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 10,125(천toe)에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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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에너지원별 소비량(천 toe)
총

소비량

(천toe)

도시

가스

비중

전력

비중석탄 석유
도시

가스
전력

열에

너지
신재생

1990년 8,627 4,960 455 1,525 68 731 16,336 2.79% 9.34%

1995년 1,355 10,813 3,767 2,434 610 212 19,191 19.63% 12.68%

2000년 536 8,881 7,353 3,191 1,084 115 21,160 34.75% 15.08%

2005년 912 5,781 9,524 4,375 1,466 89 22,147 43.00% 19.75%

2010년 901 3,988 9,366 5,263 1,747 72 21,337 43.90% 24.67%

2015년 672 3,186 9,122 5,486 1,758 243 20,358 44.80% 26.95%

2019년 303 3,163 10,483 6,059 2,195 415 22,619 46.35% 26.78%

1990년

대비

증감률

-96% -36%
2,203

%
297%

3,128

%
-43% 38% - -

<표 5> 가정 부문 내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년 9,124(천toe)로 줄었다가 2016년 9,647(천toe)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483(천toe)을 기

록하였다.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9)에서 재구성

증감률(%) = 100×(변화 시점 소비량-기준 시점 소비량)/기준 시점 소비량

<표 5>에서 가정 부문 내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을 파악하였다. 도

시가스와 전력, 열에너지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력의

비중은 1990년 약 9.34%였다가 2019년 약 26.78%로 증가하였다. 도시가

스의 비중도 1990년 약 2.79%였다가 2019년 약 46.35%로 증가하였다.

지속적으로 석탄과 석유의 소비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

생에너지 소비현황은 2010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보이다가 2015년을 이후

로 소비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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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는 1990년 이후의 가정 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각 에너지원 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석유가 대표적인 에너지원 이었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석유 및 도시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도시가스 및 전력이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되었다. 먼저 석

탄과 석유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석탄은 1990년 이후 급

격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 소비는 199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반대로 전력

소비량과 도시가스 소비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었고, 주거환

경의 변화로 인한 생활의 편리성 및 쾌적성 등의 이유로 전력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석주헌, 2017). 2007년을 기점으로는 전력 소

비가 석유 소비를 추월하였다. 2019년 기준 가정 부문 전력소비량은

6,059(천toe)로 에너지소비량 22,619(천toe) 중 약 26.78%로 도시가스 소

비(10,483천toe, 46.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가정 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추세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9)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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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소비와 관련 이론

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는 가구특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

식으로 접근하여 진행되어 왔다. 에너지 소비에 관련된 이론들은 에너지

소비 감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가정의 개인들의 에너지 사용과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며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

는 분석의 틀을 만들어준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를 분석하는 이론과 접근방식은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적 방법으로 3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Wilson &

Dowlatabadi, 2007).

첫 번째는 경제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추어 에너지 소비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여 효용을 극대화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효용이론은 선택의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선호의 원리(axioms of preference)에서 파생된다. 개인이 선택의 모든

대안을 알고 있으며 변함없는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Tversky, A & Kahneman, D, 1981). 예를 들어 가정에서 에너지 기술

을 수용하도록 선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효율의 기술이 그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효용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Peattie,

2010). 소비자가 에너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며 이러한 에너지의 가격

에 대한 조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경제학적인 접근 방식은 개

인이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대해 숫자를 이용해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학문과 정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Lutzenhiser et al, 2010). 이러한 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은 정확한 결과와

논리를 도출하지만 모든 대안에 대해 다 알고 있지 못하거나, 시간이 변

화함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 유지되지 않거나, 기존 경

험을 효용의 기준점으로 삼아 의존적인 선택을 하는 등을 설명하기는 어

렵다(Kahneman, D et al., 1982; Simon, H. A, 1956; O'Donoghue, T &

Rabin, M, 1999).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에너지의 수요나 소득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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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ker et al., 1989; Nebaskken,

1999; Kriström, 2008;).

두 번째는 사회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구ž사회적인 특성이 동일한

집단과 개인들이 유사한 에너지 소비의 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에

너지 소비에 있어서 태도, 기대감, 수요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것이 아

니라 사회적인 규범과 기술, 인프라 등과 함께 사회구조의 일부로 본다

(Summerton J, 1992).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사회적인 구조와 다양

한 생활양식에 따라 형성된다고 여긴다(Lutzenhiser, 1993,

Gram-Hanssen, 2011;). 이러한 생활양식들은 각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

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적 취향과 자원의 접근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Lutzenhiser, 1993; Lutzenhiser & Gossard, 2000; Lutzenhiser &

Hackett, 1993).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냉방, 난방, 취사, 세탁 등의 활동

들을 하면서 다양한 행위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어진

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들은 사회적 구조, 개인의 경험, 문

화적인 경험으로 서로 연관되어 발생된 결과로 본다(Lutzenhiser, 1993;

Gram-Hanssen, 2011). 이러한 사회학적 접근 방식은 집합적 에너지 소

비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로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 인

구ž사회적인 특성이 유사한 가구 일수록 에너지의 소비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적인 접근방식은 개인과 가구의 행동방식이 에너

지 소비 행태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개인과 가구가 에너지

절약에 대해 인식하고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적인 접근방식에서는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해

이타주의적 행동을 가져오고 에너지 효율의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Lutzenhiser et al., 2010). 또한 지식에서 행동의 변화 시 여러 단계가

있는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한다(Lopes et al., 2012). 개인들

에게 에너지 소비 감소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식을 심어주고 에너지 절약

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한다면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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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비 행태가 변화하게 된다(Hogan, 1978; Held M, 1983). 심리적, 정

신적 과정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접근방식인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행동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Socolow(1987)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 개인의 행동방식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개인의 생활방식이 행동방식과 더불어

가정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연구가

존재한다(Baiocchi et al. 2020).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을 위해 녹

색생활 실천을 강조하는 명수정 외(2010)의 연구도 존재한다. 그러나 관

련하여 개인의 심리적인 인식에 대한 연구와 인식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

을 입증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학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가구의 에

너지 소비에 있어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또한 심리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요인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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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환경요인

주거환경이란 인간이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다. 주거환경은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물리적인 장소로

서 사회성, 안정감, 신뢰감 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환경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윤옥 외, 2016). 이러한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결

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Sirgy et al, 2002).

Kevin Lynch에 의하면 주거환경은 단순한 가로와 건물의 결합이 아

니라 기후, 생태계, 구조물, 자연 공간 등 조직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주

거환경은 연구의 목적, 방법에 따라 의미와 범주가 확대 혹은 축소 해석

되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윤정란, 2002). 대상의 측면에서는 심리적,

내적인 환경에서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공간적인

측면에서 주택 내부와 외부 환경에서부터 도시 전체에 이르기 가지 광범

위한 범주에서 논의되어 지고 있다.

노승철(2014)의 연구에서는 주거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개인 특성, 가구특성, 도시특성과 함께 주택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주택특성에는 주택형태(공동주택), 주택면적, 신규주택, 건축재료, 가전기

기를 측정지표로 정의 하였다. 박종문(2020)의 연구에서는 주택 및 주거

특성으로 주택의 종류, 주택면적, 주거면적, 주택연한 등을 포함하였다.

주거환경요인은 에너지 사용 현황을 설명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된 변수

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

된 바 있다(김민경, 2013; 노정녀, 2014; 최문선, 2013; 노승철 외, 2013;

석주헌 외, 2017; 박종문, 2018; 홍종호 외, 2018; Ewing & Rong, 2008;

Brounen et al., 2012; Tilov & Volland, 2018 등).

이러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주거 특성을 주거환경

요인이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 취사방식으로 주거환경요인으로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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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에너지 사용의 주체인 가구에 관해 가구 특성과 가구주의 인구특성

이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자의 소득, 가구원수, 연령, 습관

등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진관 외, 2009; 강

창덕, 2011; 서현철 외, 2012).

노승철(2014)의 연구에서는 주거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개인 특성, 주택특성, 도시특성과 함께 가구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가구특성에는 소득과 직업, 경제활동 인구, 가구원수, 가구구성, 자가소유

를 측정지표로 정의 하였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은 에너지 사용 현

황을 설명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된 변수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된 바 있다(노승철 외, 2013; 홍

종호 외, 2018; Wiesmann et al., 2011; 김민경, 2013; 석주헌·박기현,

2017; 홍종호 외, 2018; Fong et al., 2007; Huang, 2015 등).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을 가

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가구 및 가

구 활동 요인은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경제활동 가구원수, 가구주 연

령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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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인식이란 대상을 하나의 통일체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식의

활동 혹은 그와 같은 활동에 의해 파악된 내용을 말한다(Paul Janssen,

1976). 또한 사물을 판단하고 분별하여 아는 것이다. 이는 지식 또는 보

편적이고 타당한 지식의 획득과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에너

지 사용에 대해 갖는 인식으로 그것을 하나의 통일체로서 파악하고자 하

는 우리의 의식의 활동이며, 상대적이고 질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이웃과 비교한

에너지 사용 수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에너지총조사에서 ‘귀하

는 현재 귀댁에서 지불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수준/동절기 난방요금 수준

이 귀하와 주택 크기나 가구 구성 등이 비슷한 이웃과 비교해서 어느 정

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사용하여 인식을 측정한다. 에너지

절약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매우 높다’

5점, ‘높은 편이다’ 4점, ‘비슷하다’ 3점, ‘낮은 편이다’ 2점, ‘매우 낮다’ 1

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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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분석

(1)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건축년도,

거주면적 등 주거환경요인과 연령, 소득, 가구원수 등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Guy Hitchcock, 1993; Shonali Pachauri,

2004; Ewing, R, 2008; Olivia Guerra Santin et al, 2009; Shuqin Chen

et al, 2009; Tooraj Jamasb et al, 2010; Estiri,H, 2016; 이성근, 2004; 김

진관 외, 2008; 임기추 외, 2008; 정윤경 외, 2013; 최문선 외, 2013; 김순

복 외, 2014; 안영수 외, 2014; 정재원 외, 2015).

국내외 연구사례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여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주거환경요인, 즉 주택 특성, 물리적인 측면

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박

민용(1998)의 연구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들 중 호텔을 대

상으로 하여 전기설비인자, 건축인자, 공조설비인자가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건물표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성원 외(1999)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및 인근의 신도시를 대

상으로 하여 주택형태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택의 전용면적이

클수록 에너지의 소비량이 높음을 파악하였다.

김유란 외(2011)의 연구는 고밀 주거단지는 냉방에너지 소비량 증가

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도시 열섬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결과를 도출

했다.

이강희 외(2008)는 공동주택 단지를 21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

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과 에너지 소비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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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지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과의 연관성은 엘리베이터 대수, 세대수,

관리면적, 주차 대수, 창면적비, 난방방식, 체적 등의 변인을 사용하였

다. 이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적 양호한 통계량을 보였다.

Guy Hitchcock(1993)의 연구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서 에

너지 효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가구 에너지 소비가 달라짐에 주목하여 연

구하였다. 주택의 물리적 형태는 주택의 유형과 크기, 주택의 노후도, 난

방방식 등의 다양한 주택특성 요인들이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이해해야 함

을 주장했다.

Ewing, R 외(2008)의 연구에서는 주택 특성과 도시 형태가 주거용

에너지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주택규모가 클수록, 다가

구 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오래된 주택일수록 가구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축도시에 비해 주택규모가 크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지닌 도심 교외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가

더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에 따른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다. 이성근(2004)의 연구에서는 가정에너지 소

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가구소

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난방 도일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에

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

로 에너지 사용 행태 특성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절약행태를 비교했다. 가구원 수와 가장의 식자율은 낮은 에너지 소비량

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경옥(2010)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변

수를 조사하였으며 전기에너지 사용량은 가족 수 등 에너지 수요량이 많

은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절약 태도 및 에너지 정보탐색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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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살펴보면, Shonali Pachauri(2004)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지출 혹

은 소득 수준’이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의 변동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거주면적 및 가구주의 연령도 가구의 에

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식별하였다.

Tooraj Jamasb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영국을 대상으로 가구패

널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일련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가계의 에너지 소

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이 많

을수록,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자가 소유의 주택을 가진 가구일수록,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요인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나 인구 사회적 특성

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에 대한 연구사례가 더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별히 공간적인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하고 있는 연구들이 존재한

다. 김민경(2013)은 2010년 에 실시된 서울시 기후ㆍ에너지 DB의 필지별

전력 소비량과 2010년 과세대장 자료를 이용해 전력소비량과 건물의 물

리적 특성의 관계를 이용해 변수들 특성의 크기와 영향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형태별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순서로 에

너지 소비가 많았다. 건물연도는 오래된 건물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구조의 경우 에너지 사용이 목조, 시멘트 블

록/벽돌조, 기타구조, 철근콘크리트 순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며 건물

의 층수는 고층에서 저층의 순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생활권의 경우 동북권, 서남권,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 순서대로

전력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수 외(2014)의 연구는 서울시의 주택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규모, 주택유형, 건축연도의 주거환경요인별 유형이 단위면적당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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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의 차이에 영향이 미치는지 실

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택 형태별 특성에서는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의

에너지 사용량이 차이가 존재했고, 전력과 상수도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

았다. 또한 평균소득분위가 높은 그룹은 주택 규모와 종류에 따라 도시

가스와 상수도 에너지 소비량이 차이가 있었으나 효과는 작았다. 평균소

득이 낮은 그룹은 주택의 건축연도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도시가스와

전력에너지 소비량 차이가 크게 보였다.

강창덕(2011)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행정동을 기준으로 동별 전력과

도시가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공간계량 모형을 이용한 이

연구에서는 전력 소비 모형에서 전력 소비는 기업 밀도와 고용밀도가 증

가할수록 상승하였다. 한편 전력 소비는 가구 밀도와 인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소비 모형에서 도시가스 소비는 기업 밀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반대로 도시가스 소비는 가구 밀도가 증가할수

록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소득 및 생산성 가설에서 전력 소비는 주거용

토지 가격과 상업업무용 토지 가격이 높아질수록 감소, 도시가스 소비는

대체로 상업업무용 토지가격이 오를수록 증가하였다.

김기중 외(2016)의 연구에서도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도

시구성요소가 에너지소비와 도시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정재원 외(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소비하

는 교통, 건물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공간특성과 가구특성

에서 추출하였다. 그리고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이를 분석하여 앞에

서 추출된 요인들이 가정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연

구하였다. 이 연구들의 경우 토지가격이나 아파트 실거래가 등의 경제적

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거나 주택종류, 주택 층수, 구조 등 주택

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재원 외(2015)의

분석에서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거환경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

하였지만 이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들을

고려한 경우가 미비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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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요인과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가구 및 가구 활

동 요인을 고려해 전력 및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시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가정 부문의 전력과 더불어 도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세부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거환경요인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요인은 주택

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 취사방식 등이 있

다. 먼저 이러한 주거환경요인과 전력에너지 소비 간의 관계에 대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를 의미한다. 주택 형태에 따른 가정 내 전력 소비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사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단독주택에 비해 전력 소비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정재원 외(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는데 비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의 전

력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아파트가 전력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석유, 도시가스의 소비와 총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승철 외, 2013; 홍종호 외,

2018). 반대로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전력 소비가 많이 발생 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김민경(2013)의 연구에서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이 단독주택과 비교해서 필지면적당전력소비량이 적게 나타났다. 유

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아파트 거주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가구와 비

교해서 전력의 소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문석, 2013; 노정녀, 2014;

Longhi, 2015). 석주헌 외(2017)의 연구에서도 아파트가 다른 주택 형태

에 비해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주층수가 전력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

사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택 거주층수는 가정

내 전력 소비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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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석주헌 외(2017)의 연구에서는 총 층수가 고층에서 저층의 순서로

전력을 적게 사용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공동주택과 고층화로 에너지 효

율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일반적인 고층 건물의 경우

외피면적이 작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냉ž난방에너지 소비가 적게 나타나

지만(Qin and Han, 2013) 고층은 수직 이동거리가 증가하여 승강기 사

용으로 인한 전력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양희진

외, 2011). 또한 고층의 경우 냉방에너지의 소비가 열섬현상으로 인해 증

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노승철, 2014).

건축년도는 주택의 노후도에 대한 변수이며 연구 사례마다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건축년도가 최근일수록 전력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노승철 외, 2013; 노정녀, 2014; 최문선,

2013; 홍종호 외, 2018; Ewing & Rong, 2008). 가구 단위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간단위 집계자료와 그것에 기반 한 모형을 이용한

Wiesman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건축년도가 증가할수록 전력 에너

지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unen et al.(2012)의 연구에서

는 건축년도가 최신인 주택에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지닌 가구가 거주

하며 에너지 집약적인 전자기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건축년

도가 오래될수록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건축년

도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력의 소비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김민경(2013)의 연구가 존재한다. 또한 Tilov & Volland(2018)의 연구에

서는 주택의 건축연도가 최신에 가까울수록 전력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면적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거주면적이 증가할수록 전력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임슬예 외, 2013; 최문선, 2013;

노정녀. 2014; 안영수 외, 2014; 김지효 외, 2015; 신동현 외, 2015; 조하

현 외, 2015; 김용래 외, 2017; 석주헌 외, 2017; 박종문, 2018; Brounen

et al., 2012; Ewing & Rong, 2008; Huang, 2015; Tilov & Volland,

2018; Yun & Steemers 2011). 방 개수와 거주 면적이 가구의 전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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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노정녀(2014)의 연구가 있다. 해외의

연구 사례에서는 방 개수의 증가는 전력의 소비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면적은 증가 할수록 전력소비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Brounen et al, 2012). 또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거주 면적이

커져 전력소비량이 증가했고, 거주 면적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가구의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Huang, 2015).

가전 대수가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가정 내의 가전제품 대수가 많을수록 전력 소비가 늘어나며 가정

내 에어컨 수와 이용의 빈도, 세탁기 대수와 세탁빈도가 늘어날수록 전

력 소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김지효 외,

2015; 홍종호 외, 2018; Wiesmann et al., 2011; Tilov & Volland, 2018;).

냉장고, 에어컨, TV 등의 가전제품 사용이 전력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파악한 연구도 나타났다(Huang, 2015).

취사 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로 김지효 외(2015)의 연구에서는

취사에 전기밥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취사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파

악된다.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는 기존 연구들에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 취사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였다. 상반되거나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요인들과 연구가 미비한 요인에 대해서 이 연

구를 통해 검증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거환경요인과 도시가스에너지 소비 간의 관계에 대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주택 형태에 따른 가정 내 도시가스 소비의 차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사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박광수 외(2014)의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도시

가스 지출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았다. 특히 다세대ž연립주택에 거주하

는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아파트에 비해 9.2%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와 다세대ž연립주택 간 난방용 주 연료형태의 차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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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Brounen et al.(2012)은

단독주택과 비교해 아파트가 난방 사용량이 적으며 이는 공동주택의 외

피 노출 면적이 작은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했다. Ewing and

Rong(2008)와 Steemer and Yun(2009)에서 공동주택은 난방에너지 소비

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도출하였다. 반면 김대용 외 (2018)의 연구에

서 아파트 비율은 모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 값을 보였

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등에 공동주택이 효율도가 높은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며 단열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너지 소비량이 적게 나

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의 한계가 존재하고, 공동주택이 고층화 됨에 따라 수직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이유로 인해 공동주택의 증가가 에너지 소비 감소에 영향을 반

드시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보이고 있다. 이렇듯 주택 형태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력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노승철 외, 2013).

주택 거주층수는 도시가스 소비에 미치는 효과도 연구사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진관 외(2008)의 연구에서는 도시가스 소

비량을 아파트의 최상층, 중간층, 1층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중간층

의 경우 3개 그룹 중 도시가스 소비량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김용인 외

(2014)의 연구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단지 내 최고 층수와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31층 이상인 단지가 30층 이하인 단지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대부분 도시가스 사용량에 의

해 발생하였고, 전력사용량의 경우 최고층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 박유원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동에 속한 아파트에서도

위치에 따라 소요되는 에너지양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

간층에 위치한 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부하가 1층 측면에 위치한 가구의

난방부하의 75.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아파트 중간층에

위치한 가구의 난방면적이 1층 측면에 위치한 가구에 비하여 크게 적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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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년도는 가정 내 도시가스 소비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인 외(2014)의 연구에서 2009년 이전 사용승인 단

지에 비해 2010년 이후 사용승인 단지가 에너지 사용량이 다소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에너지 절약정책의 강화로 인한 난방부하량의 절감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노승철(2014)의 연구에서 신

규주택 비율이 도시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

다. 즉 최근에 지어진 주택이 노후 주택에 비해 열효율이 높아서 에너지

소비량이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거주 면적이 도시가스 소비에 미치는 효과도 연구사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용인 외(2014)의 연구에서 단지 내 세대 평균

전용면적과 도시가스 사용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대 평균 전용면적

이 클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작게 나타나며, 그 차이가 나타났고 경향도

명확했다. 도시가스와 비교하면 전력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도시가

스에 비해서는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반면 박광수 외(2014)의 연

구에서 주거 면적이 클수록 도시가스, 석유의 연료비 지출이 상승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40평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연료비 지출은

10평 이하의 가구보다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덕(2011)의 연구

에서도 도시가스 소비가 주거용 건물 연 면적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전 대수가 도시가스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력에너

지 소비에 미치는 연구와 달리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사방식

이 도시가스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

다.

국내외 연구는 주로 거주지의 주거환경요인이 가정의 전력, 도시가

스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보인다. 거주면적,

주택 거주층수, 건축연도 등이 에너지 사용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가정의 전력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구 결

과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거환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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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도출되었다. 주거환경

요인이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주택형

태, 주택 거주층수, 거주면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 도출은 문화권이나 국가별로 연구 사례, 사회 문화

적 차이, 공간적 범위에 따른 변수 설정 기준의 차이(1인당, 단위면적,

가구당)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박종문, 2018). 또한 취사방식, 가전대수

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가구의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연구 사례의 축적과 증명을 통해 폭 넓은 이해를 도모할 필요성이 존재

한다.

또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전력을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했다. 특별히 도시가스의 경우 가구의 에너

지원 중 차지하는 비중과 수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각 연구와 대상 지

역에 따라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 할 수 있다.

Broune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전

력과 도시가스 소비의 행태를 분석했으며, 노인 가구들의 경우 전력소비

는 감소하지만 도시가스의 소비는 늘어나는 것을 파악했다. 이처럼 에너

지원에 따라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듯 같은 집단이나 국가 내에서도 에너지원에 따른 소비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구 및 가

구 활동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

득 등이 있다. 먼저 이러한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전력에너지 소비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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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이 전력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

과들이 존재한다.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전력 소비가 감소한다고 제시하

는 경우가 있다. 임현진(2013)의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전력

의 소비를 추정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내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할 경우 전력 에너

지 소비량이 줄어들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생활 습관 등의 영향으

로 가전제품의 보유수준과 관계없이 전력 소비가 적다고 제시하고 있다

(노정녀, 2014). 서울시 비도심지역에서 평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정재원

외, 2015). 금예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시ž도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

하여 전력소비를 추정하였는데 노인인구의 가전제품 사용 빈도와 종류가

적어 전력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

록 냉방 전력의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타난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Yun

& Steemers, 2011). 이와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력소비가 증가한다

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전력의 소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본 연구가 존재한다(석주헌 외, 2017). 노승철 외(2013)의

연구에서도 전력 소비가 65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늘어난다고 제

시하고 있다. 전기장판이나 TV, 조명 등의 사용이 거주시간의 증가로

인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구원수가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전력소비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홍종호 외, 2018; Wiesmann et al, 2011; 노

승철 외, 2013).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취사와 냉방을 공유하는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작아지며 전체 전력 소비량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승철 외, 2013). 1인가구의 경우 전력의 소비

효율성이 감소하여 1인당 전력 소비가 증가한다고 나타난 김민경(2013),

석주헌 외(2017)의 연구도 존재한다. 가구당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사용

한 경우 가구원수가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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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임슬예 외, 2013; 최문선, 2013; 노정녀, 2014; 신동현 외, 2015;

김용래 외, 2017; Druckman & Jackson, 2008; Yun & Steemers, 2011;

Fan et al., 2015; Huang, 2015; Tilov & Volland, 2018).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을 의미하며 이것이 전력 소

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전력 소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노

승철 외, 2013; 임현진 외, 2013; 최문선, 2013; 노정녀, 2014; 신동현 외,

2015; 조하현 외, 2015; 금예진 외, 2018; 2018; Ewing & Rong, 2008;

Wiesmann et al., 2011; Yun & Steemers, 2011; Brounen, et al., 2012;

Fan et al., Tian et al., 2014; 2015; Huang, 2015). 다만 소득수준 증가폭

이 일정 수준 이후로는 둔화된다는 연구도 나타났다. 노정녀(2014)의 연

구에서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더미화하여 전력소비량에 대한 영향을 연

구하였는데, 가구당 전력소비량에 대해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구간가

지는 전력소비가 증가하며, 그 이상은 소득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호 외(2018)의 연구에서는 소득 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1인당 전력 소비량에 대한 소득의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소득구간이 상승하면 1인당 전력소비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상승에 따라 모든 소득 분위에서 전력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남을 제시한 Huang(2015)의 연구 사례가 존재한다.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가구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수를 의미하는데 Huang(2015)의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증가

할수록 전력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했다. 조일현

(2019)의 연구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전력소비와 양의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력에너지 소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도시가스에너지 소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은 도시가스 소

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대용 외 (201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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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도시가스 수요에 음(-)의 추정 값을 가

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Shipper et al(1989)은 주거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고령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에너

지 절약을 하는 성향이 약한 젊은 세대와 비교해 고령층은 주택에서 보

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더라도 절약 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가

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더라도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취사나

난방에 이용하는 도시가스의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즉 고령층은 주택 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주거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성향이 젊은 층 보다 상대적

으로 강해 난방이나 취사를 담당하는 도시가스 수요는 줄 수 있다는 함

의를 담고 있다고 제시한다.

가구원수는 한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를 의미한다. 가구 도시가

스 소비에 있어서 가구원수가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

박광수 외(2014)의 연구에서 가구원 수는 도시가스 소비에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연료비

지출이 55% 많았다. 김대용 외 (2018)의 연구에서 가구원 수는 도시가스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 수가 늘어

날수록 도시가스 소비량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고 연구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경제활동 가구원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김대용 외 (2018)의 연구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도시가스 소

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

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외식을 하는 시간은 증가하고 가사 시간은

감소한다. 이에 거주 시간이 줄어들고 난방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력에너지 소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구의 도시가스 소비에 있어서 월평균 총소득의 효과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김대용 외 (2018)는 소득의 경우 인구ž경제ž사회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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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가 추정되었다. 연구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력 소비에

비해 도시가스는 상대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한정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소득

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필수재적인 성격을 가지며 유효하다는 점을 제시

하고 있다. 이승재 외(2013)는 도시가스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는데 분

석결과 소득의 변화는 도시가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소득이 증가할수

록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만 외(2014)의 연구와 문미라

(2018)의 연구에서도 도시가스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연구는 주거환경요인뿐만 아니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중심으로 거주자의 가구 소득, 연령, 가구원 수 등이 가정의 전력, 도시

가스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가정의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들

은 연구 결과마다 상이하거나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구 및 가구 활

동 요인이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연령에 대

한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도출되었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구원수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 도출은 문화권이나 국

가별로 연구 사례, 사회 문화적 차이, 공간적 범위에 따른 변수 설정 기

준의 차이(1인당, 단위면적, 가구당)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박종문,

2018). 또한 경제활동 가구원수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구의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연구 사례의 축적과 증명을 통해 폭 넓

은 이해를 도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전력을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했다. 특별히 도시가스의 경우 가구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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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 차지하는 비중과 수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각 연구와 대상 지

역에 따라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 할 수 있다.

Broune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전

력과 도시가스 소비의 행태를 분석했으며, 노인 가구들의 경우 전력소비

는 감소하지만 가스의 소비는 늘어나는 것을 파악했다. 이처럼 에너지원

에 따라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이렇듯 같은 집단이나 국가 내에서도 에너지원에 따른 소비의 차

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 연구는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함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여러 가능성을 변수화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강창덕, 2011;

김민경, 2013; 노승철 외, 2013; 정재원 외; 2015, 김기중 외; 2016, 김용

래 외, 2017).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인과관계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지만 이외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의 그룹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변화의 패턴 대해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에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 각 가구를 분류하여 에너지 사용에

연관되어 있는 그룹들의 패턴이 다른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

정의 전력, 도시가스 소비 영향 요인 및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

른 그룹의 영향 패턴을 분석함을 통해 이웃과의 전력, 도시가스 사용량

비교 인식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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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이웃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 수준

이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거환경요

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로 김상우 외(2014)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 지출 중 광

열비 비중이 가구 월평균 소득이나 주택 유형, 상주 가구원 유무와는 유

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건축 경과연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철구(2013)의 연

구에서는 주택에서의 에너지 절약 인식과 에너지 소비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에너지 소비가 타인에 비해 많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42%를 기록하여 낮은 수치를 보인다. 93% 중 50%에 이르는 응답자가

에너지 소비에 있어 자신보다 타인이 더 많이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전반적으로 거주자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고려한 선행연구는 그 현황 정도를 제시한

연구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에너지 소비의 영향관계 있어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는 현재 미비하다.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등 심리적 변수를 통한 접근이 부족함을 파악할 수 있

다. 이에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변수로 사용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에너지

사용 현황 사이에서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등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미비했다는 양적연구의 한계를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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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차별성

먼저 이 연구에서는 변수의 차별화를 가져오고자 했다. 국내외 연구

는 주로 거주지의 건축연도, 주택 밀도, 평형 등 물리적 구조가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보인다(박민

용, 1998; 서성원 외, 1999; 김진관 외, 2008; 배민호 외, 2008; 김유란 외,

2011; Guy Hitchcock, 1993). 물리적 구조와 더불어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중심으로 거주자의 가구원 수나 자녀 여부, 가구 소득 등이 주거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이성근, 2004;

이윤재 외, 2011; Shonali Pachauri, 2004). 특별히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

로 한정하고 있는 연구들의 경우 정재원 외(2015)의 분석에서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거환경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지만 이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들을 고려한 경우가 미비

했다. 이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가정 부문 전력과 도시가스 소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주거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취사방

식, 경제활동 가구원수를 변수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

구들에서 전력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 졌지만 가구

에너지원 중 도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미비했다. 에너지원에 따라 에너지 소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기존에 간과되었던 도

시가스에너지 사용량을 변수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구 에너

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구 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문화권이나 국가별로 연구 사례, 공간적 범위, 사회 문화적 차이

에 따라 변수의 설정 기준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박종문, 2018).

따라서 가구의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연구

사례의 축적과 증명을 통해 폭 넓은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가정의 에너지 소비와 관계를 검증한 변수들이 대부분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나 주거환경요인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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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변수를 통한 접근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고려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이 연

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거주자의 가구 및 가구 활동 특성과 주거환경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라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이 미비한 심리적 변수를 사용해 분석함으로써 변수의 차별화를 도

모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 방법의 차별화를 두었다. 이 연구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을 실행하여 연구 방법의 차별성을 두었다. 에너지를 재화로 보았을 때

그것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요금, 소득의 증가와 같은 전통적인

요인 이외에 에너지 사용 인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매

개로 하여 종속변수인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에 매개효과를 주는지 확인하여 변수들 간의 포괄적인 관련성을 규명

한 차별성이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주거환경요

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영향관계에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양적 연구 혹

은 질적 연구 중 하나만 진행한 것과 달리 실증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대한 선

행연구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실증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통해 보충

하였고 연구 모형을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이 주로 에너지 소

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요인분석 등을 통해 인과관

계에 대한 파악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외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그룹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변화의 패턴 대해 파

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에 따라 표본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독립변

수 요인들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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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에서 더 나아가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그룹에 따라 어떤 패턴을 가지

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국내에서 가구의 에너지

소비를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울시 기후ž에너지 DB나

과세대장, 도시계획현황자료, 서울연구원 온실가스 인벤토리나 공공데이

터, 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이 드물었던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차별

성을 두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관련 정책, 프로그램 개발 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주거환경,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고려하

여 가족 수, 주택의 크기 등에 따라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

한 적정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제시해 주거나 정보 제공, 홍보 및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불가능한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며, 거주자들의 저항과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즉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가 존재

함을 토대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연계한 정책 마련이 에너지 소비 감소에 더 긍정적인 효과

를 창출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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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설계

1. 실증연구 모형

이 연구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주거환

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전력에너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더 나아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종속변수로도 설정하여 주거

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간의 관계

에서 전력에너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이론

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주거환경요인의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

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 ‘취사방식’과 가구 및 가구 활동요

인의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경제활동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매개변수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러

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목적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설정

하였다. 위에서 설정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

는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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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모형

매개 분석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단순회귀모형과 매개 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Baron & Kenny 방법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배병렬(2014)에 따르면 구조방정식에서는 변수들이 모두 등간척도로 측

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 연구에서 사용 되는 더미변수는 포함될 수 없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Baron & Kenny 방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Baron & Kenny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

하려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모델 1), 두

번째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모델 2) 그

리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

의성(모델 3)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 이후 모델 2와 모델 3을 비교하여

모델 2 대비 모델 3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

면 매개효과가 있음을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김동현, 2019). 회귀분

석에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수이다.

매개효과(mediation effect)는 매개변수를 거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Baron & Ken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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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연구 가설 설정

이 연구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

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전력에너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

개효과 파악을 위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관계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거환경요인은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 취사방식으로 구성된다. 주택형태의 경우 연구 사례마다 다양

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가 다른 주택형태와 비교해 전력에너지

소비를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했다(노승철 외, 2013;

정재원 외, 2015; 홍종호 외, 2018). 아파트가 다른 주택 형태에 비해 전

력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져온다는 연구들도 존재했다(김민

경, 2013; 석주헌 외, 2017).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는 주택형태에 따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

어 H1-1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주택 거주층수는 연구 사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택 거추층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전력에너지 소비 증가에 양(+)

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양희진 외, 2011; Qin et al,

2013). 반대로 주택 거주층수가 높을수록 가정 내 전력 소비량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파악되었다(석주헌 외, 2017). 과

거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주택 거주층수가 전력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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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에 따라 상반된 특성이 존재하며 이 연구에서는 주택 거주층수가

전력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여 H1-2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실증해보고자 한다.

건축년도 역시 연구 사례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

후화된 주택일수록 전력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김민

경, 2013; Tilov & Volland, 2018). 반대로 건축년도가 최근 시점에 가까

울수록 전력에너지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노승철 외, 2013;

노정녀, 2014; 최문선, 2013; 홍종호 외, 2018; Ewing et al, 2008,

Brounen et al, 2012). 과거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건축년도가 전력 소비

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반된 특성이 존재하며 이 연구에

서는 건축년도가 최근일수록 전력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여 H1-3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실증해보고자 한다.

거주 면적이 가정의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거주면적이 증가할수록 전력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임슬예 외, 2013; 최문선, 2013; 노정녀. 2014; 안영수 외, 2014; 김

지효 외, 2015; 신동현 외, 2015; 조하현 외, 2015; 김용래 외, 2017; 석주

헌 외 2017; 박종문, 2018; Brounen et al., 2012; Ewing & Rong, 2008;

Huang, 2015; Tilov & Volland, 2018; Yun & Steemers 2011).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거주면적이 클수록 전력에너지 사

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H1-4를 설정하였다.

가전 대수가 가정의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파악되고 있다. 가전 대수가 증가할수록 전력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지효 외, 2015; 홍종호 외, 2018;

Wiesmann et al., 2011; Tilov & Volland, 2018;).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가전 대수가 많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H1-5를 설정하였다.

취사 방식이 가정의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이 변수의 영향관계에 대해 파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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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김지효 외(2015)의 결과를 바탕으로 취사 방식에 따라 전력에

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H1-6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으로 구성된다.

연령이 가정의 전력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사

례마다 그 효과의 부호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 습

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력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다고 제시한 연구들이

존재한다(임현진, 2013; 노정녀, 2014; 정재원 외, 2015; 금예진 외 2018,

Yun & Steemers, 2011). 이와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이 증가한다고 제시한 연구도 나타났다(노승철 외, 2013; 석주헌 외,

2017).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연령이 전력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 결

과에 따라 상반된 특성이 존재하며 이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전력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여 H1-7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실증해보고자 한다.

가구원수가 전력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전력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김민경, 2013; 노승철 외,

2013; 임슬예 외, 2013; 최문선, 2013; 노정녀, 2014; 신동현 외, 2015; 김

용래 외, 2017; 석주헌 외, 2017; Druckman & Jackson, 2008; Yun &

Steemers, 2011; Fan et al., 2015; Huang, 2015; Tilov & Volland, 2018).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력

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H1-8을 설정

하였다.

월평균 총소득이 전력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력 소비도 증가한다는 연구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노승철 외, 2013; 임현진 외, 2013; 최문선, 2013;

노정녀, 2014; 신동현 외, 2015; 조하현 외, 2015; 금예진 외, 2018;

Ewing & Rong, 2008; Wiesmann et al., 2011; Yun & Steeme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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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unen, et al., 2012; Tian et al., 2014; Fan et al., 2015; Huang, 2015).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전력에

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H1-10을 설정

하였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 가구의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한 패턴

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주목하여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낮음, 보통, 높음으로 답한 세 그룹으로 세분화

하였을 때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 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H1-11을 설정하였다.

H1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

황에 미치는 영향

H1-1 주택형태에 따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2 주택 거주층수가 높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건축년도가 최근일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4 거주면적이 클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5 가전 대수가 많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취사 방식에 따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H1-7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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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8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9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음(-)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0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1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도시가스에너

지 사용 현황 간의 관계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았다.

주거환경요인은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 취사방식으로 구성된다. 먼저 주택 형태에 따른 가정 내 도시가스

소비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

아파트가 다세대나 연립주택 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존재했다(박광수 외, 2014). 주택형태가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노승

철 외, 2013). 과거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주택 형태가 도시가스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반된 특성이 존재하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주택형태에 따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어 H2-1을 설정하였다.

주택 거주층수가 도시가스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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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저층보다 중간층의 난방

부하가 적어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박유

원 외 2005). 또한 고층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이 적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파악되었다(김용인 외, 2014). 과거 선행연구를 통해

서는 주택 거주층수가 도시가스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반된 특성이 존재하며 이 연구에서는 주택 거주층수가 도시가스 소비

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여 H2-2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실증해보고자 한다.

건축년도의 경우 가정의 도시가스 소비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건축년도가 최신일수록 도시가스 소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났다(김용인 외, 2014; 노승철, 2014). 따라서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건축년도가 최근일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

용 현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H2-3을 설정하였다.

거주 면적이 도시가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

과가 나타났다. 거주면적이 클수록 도시가스 소비가 적게 나타는 연구가

존재했다(김용인 외, 2014). 반대로 거주면적이 클수록 도시가스 소비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파악되었다(강창덕, 2011; 박광수 외, 2014). 선행연구

를 통해서는 거주 면적이 도시가스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반된 특성이 존재하며 이 연구에서는 거주면적이 도시가스 소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여 H2-4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실증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으로 구성된다.

연령이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도

시가스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김대용 외, 2018; Schipper et al, 1989).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이 연구에서도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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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H2-7을 설정하였다.

가구원수가 도시가스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연구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박광수 외(2014)의 연구는 가구원수가 도시가스 소비

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였다. 반대로 가구원수가 도시가스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김대용 외, 2018).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가구원수가 도시가스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반된 특성이 존재하며 이 연구에서는 가구원수가 도시가

스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여 H2-8을 설정하고 이

에 대해 실증해보고자 한다.

가구 도시가스 소비에 있어서 경제활동 가구원수의 영향에 대한 선

행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변수의 영향관계

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도시가스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김대용 외(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서는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도시가스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추정하여 H2-9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실증해보고자 한다.

월평균 총소득의 효과는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증

가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한 연구결과들이 나

타났다(이승재 외, 2013; 장성만 외, 2014; 김대용 외, 2018; 문미라,

2018).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되어 H2-10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 가구의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한

패턴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주목하여 주

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낮음, 보통, 높음으로 답한 세 그룹으로

세분화 하였을 때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인과 가

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 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H2-11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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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

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H2-1 주택형태에 따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H2-2 주택 거주층수가 높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음(-)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건축년도가 최근일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거주면적이 클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5 가전 대수가 많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6 취사 방식에 따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7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음(-)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8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9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0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1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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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

H3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에너지 사용 현황과

의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

H3-1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주거환경요인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3-2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주거환경요인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3-3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전력에

너지 사용 현황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3-4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도시가

스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4)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

개효과

H4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의 관계에서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

H4-1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은 주거환경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4-2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4-3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은 주거환경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4-4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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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양적분석 연구의 대상은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결과 중, 가정 부문 조사에 관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한다.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 가정 부문 마이크로데이터 표본 수는 8,253

가구이다. 이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공동 주택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이

연구를 위한 재검증 및 에디팅 과정 후 정리된 분석용 마이크로 데이터

의 표본 수 1,084가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관적 에너

지 사용 인식에 따라서 표본을 3그룹(낮음, 보통, 높음)으로 분류하였으

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낮음으로 인식한 그룹의 최종 표본은 259

가구이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보통과 높음으로 인식한 그룹의

최종 표본은 585가구, 240가구이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크게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거환경요

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에너지 사용 현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은 에너지 사용 현황을 설명하는데 지속적으

로 사용된 변수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된 바 있으며(노승철 외, 2013; 홍종호 외, 2018;

Wiesmann et al., 2011; 김민경, 2013; 석주헌 외, 2017; 홍종호 외, 2018;

Fong et al., 2007; Huang, 2015 등), 이 연구에서는 가구원수, 월평균 총

소득, 경제활동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으로 구성된다.

주거환경요인은 에너지 사용 현황을 설명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된

변수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된 바 있으며(김민경, 2013; 노정녀, 2014; 최문선, 2013; 노승철 외,

2013; 석주헌 외, 2017; 박종문, 2018; 홍종호 외, 2018; Ewing & Rong,

2008; Brounen et al., 2012; Tilov & Volland, 2018 등), 이 연구에서는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 취사방식으로

주거환경요인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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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이웃과 비교한 에너지 사용 수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에너지총조사에서 ‘귀하는 현재 귀댁에서 지불하는 월평균 전기요

금 수준/동절기 난방요금 수준이 귀하와 비슷한 이웃 (주택 크기나 가구

구성 등)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사용

하여 인식을 측정하였다. 에너지 사용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매우 높다’ 5점, ‘높은 편이다’ 4점, ‘비슷하다’ 3점,

‘낮은 편이다’ 2점, ‘매우 낮다’ 1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

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 부문 에너지 사용 현황은 주택 내에서 전력 및 가스 등의 에너

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정 내에서 조명·난방·냉

방·취사·위생·오락용 및 정보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임

기추, 2010). 국내에서는 가정 내에서 가구 구성원들이 석탄·석유· 도시

가스·전력·열 및 신재생에너지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가정 부문 에너지소

비로 집계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이 연구에서 에너지 사용 현황이라는 변수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에

너지 사용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며 에너지총조사에서

<표 7> 같은 질문항목이 있다. 국내 가정 부문 내 에너지원별 사용 현

황을 살펴보면 가정 부문 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볼 때, 1990년 전

력의 비중은 약 9.34%였다가 2019년 약 26.78%로 증가하였으며 도시가

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소비 비중을 보인다. 석탄과 석유는 점차 소

비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 경제연구원, 2019). 서울시

의 에너지원별 사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석유, 도시가스,

전력 순으로 사용량이 높았는데 석유의 2005년 대비 사용량 변화는

2.5%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전력 소비량은 14.3%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또한 서울시는 석유와 석탄 사용 비중

이 낮은 대신 전력과 도시가스의 사용 비중이 높다(서울특별시 기후환경

본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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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용량이 많은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도 전력과 도시가스의 비중이 높고 향후에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에너지총조사의 자료 중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표성

을 가질 수 있는 전력_연간소비량_물량과 도시가스_연간소비량_물량을

에너지 사용 현황으로 정의한다. 마이크로데이터 검증 후 분석을 위해

일부 변수를 재정의 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증 연구

에서 모형 분석을 위해 사용한 주요 변수와 지표는 <표 6>으로 정리 되

었다.

독립변수 중 경제활동 가구원수와 주택 거주층수는 결측치인 0을 제

거하였다. 가구주 연령도 –9(응답거절)값을 제거하였다. 주택형태에서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

(상가)를 제거하였다. 매개변수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서 ‘모른다’

로 응답된 항목을 삭제하였다. 에너지 사용 현황 중 도시가스 연간소비

량은 –7(해당 없음)값을 제거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중 명목변수인 주택

형태와 취사방식은 더미변수 형태로 재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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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주요 지표 재정의 지표

독

립

변

수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가구원수 가구당 구성원의 수 가구당 구성원의 수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의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의 월평균

총소득

경제활동 가구원수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구성원의 수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구성원의 수 (0 제거)

가구주 연령 세
세

(-9(응답 거절)제거)

주거

환경

요인

주택형태

1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 : 아파트(계단형)

3 : 아파트(복도형)

4 : 연립주택

5 : 다세대주택

6 :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상가)

0 : 아파트(계단형),

아파트(복도형)

1: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 거주 층수 층 층 (0제거)

건축년도

1 : 1969년 이전

2 : 1970~1979년

3 : 1980~1989년

4 : 1990~1999년

5 : 2000~2009년

6 : 2010년 이후

1 : 1969년 이전

2 : 1970~1979년

3 : 1980~1989년

4 : 1990~1999년

5 : 2000~2009년

6 : 2010년 이후

거주면적 ㎡ ㎡

가전 대수 대 대

취사방식 인덕션 사용 여부
0: 도시가스사용

1 : 전기사용

매

개

변

수

주관

적

에너

지

사용

인식

귀하는 현재 귀댁에서

지불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수준/동절기

난방요금 수준이

귀하와 비슷한 이웃

(주택 크기나 가구

구성 등)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 매우 낮다

2 : 낮은 편이다

3 : 비슷하다

4 : 높은 편이다

5 : 매우 높다

6 : 모른다

1 : 매우 낮다

2 : 낮은 편이다

3 : 비슷하다

4 : 높은 편이다

5 : 매우 높다

종

속

변

수

에너

지

사용

현황

전력_연간소비량_물량 kWh kWh

도시가스_연간소비량_

물량
N㎥

N㎥

(-7(해당 없음)제거)

<표 6> 모형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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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너지원별 소비량

항목 1 연탄_연간소비량_물량

항목 2 연탄_연간소비량_열량

항목 3 등유_연간소비량_물량

항목 4 등유_연간소비량_열량

항목 5 프로판_연간소비량_물량

항목 6 프로판_연간소비량_열량

항목 7 부탄_연간소비량_물량

항목 8 부탄_연간소비량_열량

항목 9 도시가스_연간소비량_물량

항목 10 도시가스_연간소비량_열량

항목 11 전력_연간소비량_물량

항목 12 전력_연간소비량_열량

항목 13 지역난방_난방용_연간소비량

항목 14 지역난방_급탕용_연간소비량

항목 15 임산연료_연간소비량_물량

항목 16 임산연료_연간소비량_열량

<표 7> 에너지 소비에 관한 사항

출처: 2017 에너지총조사 가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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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층 연구조사 설계

양적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

였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객관적 에

너지 사용 정도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구체적

인 에너지 사용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선행연구가

미비했다는 양적연구의 한계를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양적 분석 결

과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먼저 면접조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써 구조화된 또는 비구조

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피면접자들로부터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윤순진 외, 2013). 면접은 보통 두 사람 간의 대

화를 의미하며, 면접을 통해 감정, 태도, 지각, 기대 등 언어적 진술뿐만

아니라 자세, 표정, 말투 등 비언어적 행동들도 파악이 가능하다(백욱현,

2006).

이 연구에서는 변수로 설정한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

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에너지 사용 현황과 관련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에서 알아낼 수 없는 맥락적인 의미와 응답의 이유, 요인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에너지

사용 현황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제 에너지 소비와 그러한 소비에 대한 구체적 이유에 대

해 확인한다. 그리고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고지서에 제시된 동일

면적 가구와 비교한 객관적 에너지 사용 정도가 일치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통계적인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이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면접조사 설계이다. 심층면접은 대상자는 서울시 공동주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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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이 고지서를 통해

동일면적 에너지 소비현황 비교가 가능하여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3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

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며「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2

0」의 기준을 참조하여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울시를 동북권,

도심ž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당 7~8명을 선정하

였다. 그리고 평형을 고려하여 각 권역에서 국민주택 32평형 기준 이상,

이하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남, 여 각 15명씩 선

정하였으며, 연령의 경우 청년(20~35세), 중장년(36~60세), 노년(61세 이

상)으로 구분하여 각 10명을 선정하였다. 소득의 분포도 월평균 총소득

을 기준으로 고르게 선정하였다. 가구 구성의 경우 1세대 가구(친구 등

동거인, 형제/자매 또는 부부로 구성), 2세대 가구(부부와 자녀 또는 부

부와 부모로 구성), 3세대 가구(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로 구성)로 구

분하여 각 10명을 선정하였다. 면접조사는 개인당 최소 1회에서 최대 2

회, 회당 1시간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각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성을 지닌 주민을 소개 받아 면접을 부탁하였다. 면접조사는 2020년

9월 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면접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의 위험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화로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대상자에게는 사전 양해를 구하고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면접은 면

접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여 이루어졌다. 답변 과정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의 질문 내용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대한 질문과 양

적연구에서 검증한 가설을 다시 검증하는 질문이다.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주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에 대한 질문과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노력과 인식, 그리고 고지서에 나타난 동일면적 대비 객관

적 에너지 사용량 비교와 원인, 향후 에너지 사용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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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자치구

동북권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도심ž서북권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남권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서남권 관악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표 8> 서울시 권역 구분

에 대한 내용 등을 부가적으로 물었다. 응답자의 기억력을 고려하여 당

월의 고지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고지서에 나타난 이웃과

비교한 자신의 객관적 사용정도에 대한 정보는 아파트 관리비고지서 상

에 전력 부문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부문에 대

한 비교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상의 전기에너지 사용의 이웃과의 비교 정보만을

활용한다. 정해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식이 아니라, 답변 과정에서

질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심

층면접을 통해 얻은 구체적 자료는 <부록 1>에 첨부하였다.

출처：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걱 결정 요인의 권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 (이석주, 이주형, 2011년)

셋째,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면접 대상자는 주

민센터와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인터넷 블로그 검색 등을 활용하

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탐색한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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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면접일/시간 접촉방법

1 동대문구 여 90대 9.5/19:00 지인

2 금천구 여 20대 9.7/20:00 지인

3 동대문구 남 50대 9.7/14:00 지인

4 은평구 남 30대 9.4/20:00 소개

5 관악구 여 20대 9.7/16:00 소개

6 송파구 여 60대 9.9/14:00 소개

7 관악구 여 80대 9.7/16:00 소개

8 동대문구 여 50대 9.5/14:00 지인

9 은평구 여 50대 9.26/15:00 소개

10 관악구 남 50대 9.7/14:00 지인

11 송파구 남 30대 9.11/14:00 지인

12 용산구 남 20대 9.8/21:00 지인

13 동대문구 남 20대 9.9/15:00 소개

14 성동구 남 30대 9.10/21:00 지인

15 강남구 남 30대 9.20/14:00 지인

16 마포구 여 30대 9.22/12:00 지인

17 서초구 여 20대 9.22/18:00 소개

18 성동구 여 50대 10.22/11:00 소개

19 송파구 여 50대 10.26/14:00 소개

20 노원구 여 50대 10.7/10:00 소개

21 양천구 남 60대 11.4/13:00 소개

22 송파구 남 70대 10.13/14:00 지인

23 송파구 여 60대 10.13/15:00 지인

24 송파구 여 50대 10.21/19:00 소개

25 은평구 남 60대 9.23/14:00 소개

26 양천구 여 50대 10.27/10:00 소개

27 마포구 남 20대 10.9/11:00 소개

28 종로구 남 60대 10.23/14:00 소개

29 영등포구 남 50대 9.24/11:00 소개

30 영등포구 남 20대 9.24/12:00 소개

<표 9> 면접 대상자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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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기본 사항

성별

연령

가정 내 주 사용 에너지원

난방 시 주 사용 에너지원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경제활동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주거환경요인

가전 대수

주택형태

주택 건축년도

거주 면적

취사 시 주 사용 에너지원

취사
취사 시 도시가스 사용 이유

취사 시 전기 사용 이유

가설 H1, H2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현황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에 미치는 영향

가설 H3, H4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에너지 소비 절약 인식 정도

에너지 소비 절약 노력 정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인식하는 월 평균 전기요금

인식하는 월 평균 도시가스 요금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수용 방식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자신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가구원에 대한 영향 정도

고지서 정보 확인

비슷한 이웃 사용량 정보 확인 정도, 이유

객관적 사용량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 비교

고지서 확인 후 에너지 사용 의식

고지서 정보 확인의 에너지 소비 감소 영향 정도

<표 10> 심층면접지의 구성

넷째, 심층면접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0>은 심층면접지의

구성을 요약한 것이며, 심층면접지의 전체 내용은 <부록 1>에 첨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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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초통계분석

조사 대상의 전체의 주거환경요인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주택형태는

아파트(계단형)가 31.4%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이 27.8%, 아파트(복

도형)가 21.1%, 연립주택이 19.7%로 나타났다. 주택 거주층수는 최소 층

수 1층에서 최대 층수 35층까지 분포되었다. 건축년도는 1969년 이전이

2.0%, 1970~1979년이 4.3%, 1980~1989년이 22.0%, 1990~1999년이 26.3%,

2000~2009년이 30.4%, 2010년 이후는 14.9%로 나타났다. 거주면적은 최

소 15㎡에서 최대 198㎡까지 분포 되었다. 가전 대수는 최소 6대에서 최

대 34대 까지 분포 되었다. 취사방식은 도시가스 사용이 90.9%, 전력 사

용이 9.1%로 나타났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는 1명이 8.3%, 2명이 24.3%, 3명이 24.8%, 4명이 36.2%, 5명 이상이

6.4%이었다. 월평균 총소득은 801만원 이상이 2.9%, 700만원대 3.4%,

600만원대 6.3%, 500만원대 12.9%, 400만원대 23.2%, 300만원대 20.5%,

200만원대 11.8%, 100만원대 11%, 100만원 미만 8.1%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 가구원수는 1명이 49.7%, 2명이 44.1%, 3명이 5.4%, 4명이 0.7%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은 최소 24세부터 최대 91세까지 분포되었다. 전력

에너지 사용 현황은 최소 220kWh에서 최대 7795kWh까지 분포되었다.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은 최소 0.621N㎥에서 최대 2566.395722N㎥까

지 분포되었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매우 낮다 1.8%, 낮은 편이

다 22.0%, 비슷하다 54.0%, 높은 편이다 18.5%, 매우 높다 3.7%로 나타

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눈 기초통계 결과

값을 살펴보았다. 거주면적, 가전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도시가스에

너지 사용 현황, 취사방식,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경제활동 가구원수

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낮음으로 답한 그룹에서 높음

으로 답한 그룹으로 갈수록 평균값이 상승하는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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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낮음 보통 높음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주택형태

아파트

(계단형)
340 31.4 82 31.7 179 30.6 79 32.9

아파트

(복도형)
229 21.1 58 22.4 115 19.7 56 23.3

연립주택 214 19.7 41 15.8 119 20.3 54 22.5
다세대주택 301 27.8 78 30.1 172 29.4 51 21.3

건축년도

1969년 이전 22 2.0 3 1.2 17 2.9 2 0.8
1970~1979년 47 4.3 18 6.9 23 3.9 6 2.5
1980~1989년 239 22.0 70 27.0 107 18.3 62 25.8
1990~1999년 285 26.3 72 27.8 157 26.8 56 23.3
2000~2009년 330 30.4 59 22.8 187 32.0 84 35.0
2010년 이후 161 14.9 37 14.3 94 16.1 30 12.5

<표 12> 기술통계량

전체 낮음

N 최소값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최소값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택 거주층수 1084 1 35 5.55 5.09 259 1 27 5.54 4.832

거주면적 1084 15 198 82.24 31.58 259 19 198 80.23 34

가전 대수 1084 6 34 16.57 4.388 259 6 30 15.31 4.25

가구주연령 1084 24 91 52.16 12.66 259 26 84 55.83 14.28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1084 220 7795

3230.2

7
851.15 259 949 6389 2916.6 883.10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1084 0.621

2566.4

0
660.27 540.23 259 0.621

2023.6

0
485.92 467.79

보통 높음

N 최소값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최소값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택 거주층수 585 1 34 5.23 4.742 240 1 35 6.33 6.01

거주면적 585 17 188 80.32 30.50 240 15 188 89.12 30.61

가전 대수 585 6 29 16.43 4.13 240 7 34 18.28 4.625

가구주연령 585 24 91 51 12.26 240 29 82 51.02 10.92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585 829 7419

3250.3

8
780.60 240 220 7795

3519.7

3
871.98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585 0.621

2535.8

0
710.85 509.75 240 2.28

2566.4

0
725.13 638.65

<표 11>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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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낮음 보통 높음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취사 방식
도시가스 985 90.9 239 92.3 530 90.6 216 90.0

전력 99 9.1 20 7.7 55 9.4 24 10.0

가구원수

1인 90 8.3 38 14.7 43 7.2 10 4.2

2인 263 24.3 98 37.8 133 22.7 32 13.3

3인 269 24.8 53 20.5 158 27.0 58 24.2

4인 392 36.2 54 20.8 221 37.8 117 48.8

5인 61 5.6 13 5.0 28 4.8 20 8.3

6인 7 0.6 2 0.08 3 0.5 2 0.8

7인 2 0.2 1 0.4 0 0.0 1 0.4

월평균

총소득

25만원 미만 23 2.1 8 3.1 8 1.4 7 2.9

25~50만원 18 1.7 7 2.7 9 1.5 2 0.8

51~75만원 9 0.8 5 1.9 4 0.7 0 0.0

76~100만원 38 3.5 17 6.6 16 2.7 5 2.1

101~125만원 14 1.3 4 1.5 7 1.2 3 1.3

126~150만원 38 3.5 10 3.9 23 3.9 5 2.1

151~200만원 67 6.2 26 10.0 34 5.8 7 2.9

201~300만원 128 11.8 35 13.5 75 12.8 18 7.5

301~400만원 222 20.5 53 20.5 116 19.8 53 22.1

401~500만원 251 23.2 42 16.2 155 26.5 54 22.5

501~600만원 140 12.9 21 8.1 75 12.8 44 18.3

601~700만원 68 6.3 11 4.2 31 5.3 26 10.8

701~800만원 37 3.4 5 1.9 20 3.4 12 5.0

801만원 이상 31 2.9 15 5.8 12 2.1 4 1.7

경제활동

가구원수

1인 539 49.7 155 59.8 271 46.3 113 47.1

2인 478 44.1 89 34.4 282 48.2 107 44.6

3인 59 5.4 10 3.9 31 5.3 18 7.5

4인 8 0.7 5 1.9 1 0.2 2 0.8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매우 낮다 20 1.8 20 7.7 0 0.0 0 0.0

낮은 편이다 239 22.0 239 92.3 0 0.0 0 0.0

비슷하다 585 54.0 0 0.0 585 100.0 0 0.0

높은 편이다 200 18.5 0 0.0 0 0.0 200 83.3

매우 높다 40 3.7 0 0.0 0 0.0 4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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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낮음 보통 높음

변수 B t B t B t B t

주택형태
125.125

* 2.219
230.081

* 2.018 120.222 1.691 -38.790 -.281

주택

거주층수
-6.465 -1.262 -4.523 -.408 -4.589 -.674 -8.516 -.800

건축년도
70.863*

* 3.812 64.490 1.688 76.698** 3.373 33.989 .707

거주면적 6.947** 7.811 9.596** 5.600 7.401** 6.333 2.594 1.224

<표 13> 주거환경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2.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뜻한다. 다중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

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총 열 가지 독립변수의 요인

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종속변수의 요인

들을 토대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낮음, 보통, 높음)에 따른 소비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서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소비량에 연관

되어 있는 패턴의 그룹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주거환경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을 알아보기 위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3>와 같으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응답한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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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낮음 보통 높음

가전대수
84.557*

* 14.684
81.674*

* 6.431 77.768** 10.225
76.034*

* 5.983

취사방식
-130.76

1
-1.768

-245.60

7
-1.519

-136.36

2
-1.492 17.891 .103

F(p) 93.112** 29.662** 49.858** 9.884**

adj.  0.338 0.400 0.334 0.182

Durbin-

Watson
1.662 1.600 1.662 1.661

*p<0.05, **p<0.01

회귀분석에서  은 변수의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말하는데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

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 33.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이 높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설

명력을 보였다. 또한 각 모형의 F값은 93.112, 29.662, 49.858, 9.884로 유

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

다. 분석을 통해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로 주택형태,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대수가 나타났다. 거주면

적과 가전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형태와 주

택 거주층수, 건축년도는 선행연구 사례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주택 거주층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연구

에서 설정한 가설을 채택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취사방식이 전력에너

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이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취사방식은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를 살펴보면 t값이 2.219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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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계단형 아파트와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연간 전력

소비량을 125.125kWh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의

연간 전력 소비량 평균 보다 3.9% 늘어난 수치이다. 에너지총조사의 데

이터를 통해 아파트의 경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비해 적은 에너

지 사용량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다른 주택형태에 비

해 단열 성능이나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연립주택

이나 다세대 주택과 비교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노정녀, 2014,

석주헌 외, 2017). 이러한 요인이 주택 형태에 따른 전력에너지 사용 현

황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 거주층수를 살펴보면 t값이 -1.262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주택 거주층수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도시가스 사용량과 달리 전력 사용량의 경우 거

주층수 변화에 따른 단열이나, 채광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건축년도를 살펴보면 t값이 3.812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선

행연구들의 결과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유

의한 영향이 있다고 검증하였다. 이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일수록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노승철 외, 2013; 노정녀, 2014; 최

문선, 2013; 홍종호 외, 2018; Ewing & Rong, 2008)와 일치한다. 구체

적으로 건축년도가 10년 더 최근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10년

더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연간 전력 소비량을 70.863kWh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의 연간 전력 소비량 평균

보다 2.2% 늘어난 수치이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 일수

록 에너지 사용이 많은 전자기기의 사용이 많고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

기 때문이고 해석할 수 있다(Brounen et al, 2012). 또한 가정의 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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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소비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 성능과 관계없이 건축년도가 최

신일수록 증가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거주면적을 살펴보면 t값이 7.811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선

행연구들에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이 있다고 검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임슬예

외, 2013; 최문선, 2013; 노정녀. 2014; 안영수 외, 2014; 김지효 외, 2015;

신동현 외, 2015; 조하현 외, 2015; 김용래 외, 2017; 석주헌 외 2017; 박

종문, 2018; Brounen et al., 2012; Ewing & Rong, 2008; Huang, 2015;

Tilov & Volland, 2018; Yun & Steemers 2011)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거주면적이 10㎡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

우 10㎡ 더 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연간 전력 소비량을

69.47kWh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의 연간 전력 소

비량 평균 보다 2% 늘어난 수치이다. 거주면적이 넓으면 소득이 높은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하는 전기기구나 방의 개수가 많아져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Huang, 2015).

가전 대수를 살펴보면 t값이 14.684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가

전 대수가 많을수록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김지효 외, 2015; 홍종호 외, 2018; Wiesmann et al., 2011; Tilov &

Volland, 2018)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가전대수가 1대

더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1대 적게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연

간 전력 소비량을 84.557kWh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의 연간 전력 소비량 평균 보다 2.6% 늘어난 수치이다. 가정 내 냉

방, 업무, 여가 등의 활동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전 대수가 증가하면

전력 소비를 증가시킴을 시사해 준다.

취사방식을 살펴보면 t값이 -1.768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방식이 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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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으며 김지효 외

(2015)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

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취사방식이 전력을 사용하거

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전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취사방식에 따른 전력 에너지 소비는 차이가 나지 않음을 시사

해준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구체적인 이유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

으로 응답한 모형별로 변수들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주택형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왔지만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낮음으로 응답한 표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

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으로 응답한 표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단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반대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음인 그룹은

복도형 아파트이나 연립주택에 대한 응답자가 많이 나타났다.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이 낮은 그룹에 많이 분포하는 계단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복도형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비해 물리적 구조상

좀 더 밀집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며 이러한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건축년도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보통으로 답한 그룹에서만 영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표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9년에 지어

진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이 낮음인 그룹의 경우 1980년에서 1999년에 지어진 주택

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

용 인식 정도가 낮음과 높음인 그룹은 노후화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가 보통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노후 주택의 경우 전력소비

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감소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모두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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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보통 수준인 경우 비교적 건축년도가

2000년에서 2009년에 지어진 최신의 주택인 경우가 다수 파악되기 때문

에 전력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명확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거주면적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높음으로 답한 그룹의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음인 경우 거주면적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보통이거나 낮음인

가구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 정도가 낮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9.596, 보통인 그룹의 계수 값은

7.401로 10㎡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연간 전력 소비량

평균보다 각각 3%, 2% 늘어난 수치이며 낮음인 그룹은 세 그룹 중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으로 응답한 표본의 거주면적 평균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높음으로

응답한 표본의 거주면적 평균보다 낮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이 낮을수록 거주면적 작은 편이고 이러한 경우 에너지

소비에 대해 절약하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고 이러한 요인이 전력에너

지 사용 현황과의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높은 경우 거주면적의 평균이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경우

거주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고 전력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습

관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거주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영향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전대수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세 모형에서도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다. 세탁, 냉방 외에 다양한 가전기기의 사용은 가정의 전력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정도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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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

용 인식 정도가 낮음, 보통, 높음인 그룹의 순서로 계수 값이 크게 나타

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81.674,

보통인 그룹의 계수 값이 77.768, 높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76.034로 가

전대수가 1대 더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1대 적게 보유하고 있는 가

구에 비해 연간 전력 소비량을 평균보다 각각 2.8%, 2.4%, 2.2% 더 사용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초통계분석 결과 낮음, 보통, 높음인 그

룹의 가전대수의 평균은 각 15.31, 16.43, 18.28대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가전대수 평균도 증가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

다. 가전대수를 적게 가질수록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도 낮으며

이러한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도 낮고 에너지 절약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가전대수가 많은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편이며 전력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습관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그 정

도가 낮은 그룹에 비해서 가전대수에 따른 전력에너지 소비 현황의 영향

관계 정도가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응답한 모형 Durbin-Watson 값이 1.662, 1.600, 1.662,

1.661로 비교적 2에 가깝기는 하지만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로버스트 모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본 가설을 재

검증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로버스트 회귀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

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 건축년도, 거

주면적, 가전대수, 낮음 그룹에서는 주택형태, 거주면적, 가전대수, 보통

그룹에서는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대수, 높음 그룹에서는 가전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진행한 일반 회귀분석 모델과 로버스트 회귀분

석 모델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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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낮음

변수 B
Robust

SE
t B

Robust

SE
t

주택형태 125.125* 54.261 2.31 230.081* 104.160 2.21

주택 거주층수 -6.465 5.642 -1.15 -4.523 13.600 -0.33

건축년도 70.863** 16.927 4.19 64.490 33.141 1.95

거주면적 6.947** .990 7.02 9.596** 2.065 4.65

가전 대수 84.557** 5.638 15.00 81.674** 14.174 5.76

취사방식 -130.761 73.034 -1.79 -245.607 158.881 -1.55

F(p) 84.02** 26.89**

  0.342 0.414

보통 높음

변수 B
Robust

SE
t B

Robust

SE
t

주택형태 120.222 70.993 1.69 -38.790 131.550 -.29

주택거주층수 -4.589 7.252 -.63 -8.516 10.820 -.79

건축년도 76.698** 21.236 3.61 33.989 42.056 .81

거주면적 7.401** 1.360 5.44 2.594 2.231 1.16

가전 대수 77.768** 7.245 10.73 76.034** 11.766 6.46

취사방식 -136.362 86.468 -1.58 17.891 172.318 .10

F(p) 49.858** 12.96**

  0.334 0.203

<표 14> 주거환경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로버스트 회귀분석)

이분산성이 의심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p<0.05, **p<0.01

2)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

치는 영향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으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응답한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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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낮음 보통 높음

변수 B t B t B t B t

가구주

연령
6.815** 3.590

10.393*

* 2.817 4.438 1.855
14.986*

* 2.978

가구원수
279.831

**

11.51

0

259.493
** 5.166

250.748
** 7.981

246.594
** 4.246

경제활동

가구원수
.913 .022

-10.32

7
-.122

-68.82

3
-1.190 95.465 1.062

월평균

총소득

70.067*

* 6.021
81.075*

* 3.737
93.501*

* 5.790 20.531 .808

F(p) 87.828** 22.529** 50.863** 9.774**

adj.  0.243 0.250 0.255 0.128

Durbin

-Watson
1.513 1.572 1.629 1.557

<표 15>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회귀분석에서  은 변수의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말하는데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

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 24.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이 높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설

명력을 보였다. 또한 각 모형의 F값은 87.828, 22.529, 50.863, 9.774로 유

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

다. 분석을 통해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로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이 나타났다. 가구원

수와 월평균 총소득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주

연령은 선행연구 사례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검증

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에 대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채택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실험적으로 분석해보았으며 가정의 전력에

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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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을 살펴보면 t값이 3.590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

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이 있다고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10

살 더 많은 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10살 더 적은 가구에 비해 연간

전력 소비량을 68.15kWh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

의 연간 전력 소비량 평균 보다 2%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령층이 거주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TV, 전기

장판 등의 사용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노승철 외, 2013).

고령층은 가전제품 교체를 자주 하지 않으며, 자녀의 독립 이후에도 면

적이 큰 주택에 거주하며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청장

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Williams, 2007).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t값이 11.510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가구원수가 전력에너

지 소비량을 증가 시킨다는 연구결과(임슬예 외, 2013; 최문선, 2013; 노

정녀, 2014; 신동현 외, 2015; 김용래·김민정, 2017; Druckman &

Jackson, 2008; Yun & Steemers, 2011; Fan et al., 2015; Huang, 2015;

Tilov & Volland, 2018)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 연구에서 이에 대해 증명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수가 1명 더 많은 가구의 경우 1명이 적은 가

구에 비해 연간 전력 소비량을 279.831kWh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전체표본의 연간 전력 소비량 평균 보다 8.7% 늘어난 수치이

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정에서의 전기제품이나 조명이 사용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력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경제활동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t값이 0.022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 가구원수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구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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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집밖에서 업무를 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전력에

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구체적인 이유는 향후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존재한다.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t값이 6.021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해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소득이 높은 가구

의 경우 소득이 적은 가구에 비해 전력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성향을

보이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노승철 외, 2013; 임현진 외, 2013; 최문선,

2013; 노정녀, 2014; 신동현 외, 2015; 조하현 외, 2015; 금예진 외, 2018;

2018; Ewing & Rong, 2008; Wiesmann et al., 2011; Yun & Steemers,

2011; Brounen, et al., 2012; Fan et al., Tian et al., 2014; 2015; Huang,

2015)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더 많은 가구의

경우 100만원 더 적은 가구에 비해 연간 전력 소비량을 70.067kWh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의 연간 전력 소비량 평균 보

다 2.2% 늘어난 수치이다. 에너지총조사 데이터를 통해 월평균총소득이

높은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전 대수가 많고, 거주하는 주택

면적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월평균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에너지 사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

으로 응답한 모형별로 변수들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주 연령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요

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세 모형에서는 보

통으로 답한 그룹의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음, 낮음 그룹의 순서로

계수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

가 낮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10.393, 높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14.986 으

로 가구주 연령이 10살 더 많은 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10살 더 적

은 가구에 비해 연간 전력 소비량을 평균보다 각각 3.5%, 4.2% 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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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초통계분석 결과 낮음, 보통, 높음인 그

룹의 가구주 연령의 평균은 각 55.83, 51, 51.2세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주 연령 평균도 감소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값에 있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표본의 경우 높음인 그룹에 비해 유사하지만 낮은 수치를 보여준

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경우 낮음이나 높음인 그룹

에 비해 일관되지 않은 평균값을 보여주는데 활동정도와 이로 인한 에너

지 사용정도가 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인 해석은 어려우나 이러한 이유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

통인 그룹에서는 가구주 연령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영향관계가 명확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가구원수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도 유의하게 나왔으며

세 모형에서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 보통, 높음 그룹의 순서로 계수 값이 크게 나타난 것

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인 그룹의 계수 값

이 259.493, 보통인 그룹의 계수 값이 250.748, 높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246.594로 가구원수가 1명 더 많은 가구의 경우 1명 적은 가구에 비해

연간 전력 소비량을 평균보다 각각 8.9%, 7.7%, 7.0% 더 사용하는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 기초통계분석 결과 낮음, 보통, 높음인 그룹의 가구

원수의 평균은 각 2.68, 3.12, 3.48명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

가 높을수록 가구원수의 평균도 증가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가구

원수가 많은 경우 적은 경우에 비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해 실제적

인 사용량이 가구원수에 비례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구

원수가 적고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낮은 그룹의 경우 전력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소비를 절약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전력에

너지 사용 현황과의 더 강한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월평균 총소득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도 유의하게 나

왔으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높음으로 답한 그룹의 모형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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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 낮음 그룹의 순서로 계수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81.075, 보통인 그룹의 계수 값이 93.501로 월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더

많은 가구의 경우 100만원 더 적은 가구에 비해 연간 전력 소비량을 평

균보다 각각 2.8%, 2.9% 더 소비한 수치이다. 기초통계분석 결과 낮음,

보통, 높음인 그룹의 월평균 총소득의 평균은 각 8.42(201~300만원),

9.11(301~400만원), 9.56(301~400만원)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

가 높을수록 월평균 총소득의 평균도 증가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소득이 보통인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생활에 여유가 있어 전력을 통한

가전제품 사용 등의 생활 방식이 전력에너지 사용에 일정한 패턴의 영향

을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월평균 총소득이 상대적으

로 보통이고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보통인 그룹의 경우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 더 강한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응답한 모형 경우 Durbin-Watson 값이 1.513, 1.572,

1.629, 1.557로 비교적 2에 가깝기는 하지만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

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로버스트 모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본 가설

을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로버스트 회귀분석 결과는 <표 16>

과 같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

령,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낮음 그룹에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보통 그룹에서는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높음 그룹에

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진행한 일반 회

귀분석 모델과 로버스트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이 의심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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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낮음

변수 B
Robust

SE
t B

Robust

SE
t

가구주 연령 6.814** 1.905 3.58 10.393** 3.563 2.92

가구원수 279.831** 25.327 11.05 259.493** 53.223 4.88

경제활동

가구원수
.913 46.122 .02 -10.327 84.866 -.12

월평균 총소득 70.067** 14.834 8.45 81.075** 22.318 3.63

F(p) 74.63** 18.32**

  0.246 0.262

보통 높음

변수 B
Robust

SE
t B

Robust

SE
t

가구주 연령 4.438 2.370 1.87 14.986** 5.227 2.87

가구원수 250.748** 31.276 8.02 246.594** 58.474 4.22

경제활동

가구원수
-68.823 59.868 -1.15 95.465 99.278 .96

월평균 총소득 93.501** 18.361 5.09 20.531 35.021 .59

F(p) 41.61** 11.51**

  0.260 0.143

<표 16>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로버스트 회귀분석)

*p<0.05, **p<0.01

3) 주거환경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을 알아보

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으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응답한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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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낮음 보통 높음

변수 B t B t B t B t

주택형태
224.914

** 5.509
239.930

** 3.345
276.058

** 5.179 107.632 1.024

주택

거주층수

-11.186
** -3.017

-15.84

9*
-2.272 -6.044

-1.18

4

-16.62

2*
-2.047

건축년도 74.513** 5.535 48.650* 2.025 60.958** 3.575
117.762

** 3.213

거주면적 1.664** 2.584 .722 .670 2.624** 2.995 1.679 1.039

가전 대수 27.923** 6.696
22.999*

* 2.879 20.511** 3.597
34.264*

* 3.536

취사방식 51.427 .960 65.721 .646 42.801 .625 63.033 .476

F(p) 29.956** 8.818** 14.561** 6.116**

adj.  0.138 0.154 0.122 0.114

Durbin

-Watson
0.630 0.987 0.799 0.922

<표 17> 주거환경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회귀분석에서  은 변수의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말하는데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

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 13.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이 높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설

명력을 보였다. 또한 각 모형의 F값은 29.956, 8.818, 14.561, 6.116으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

다. 분석을 통해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대수

가 나타났다. 건축년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불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연구의

가설이 기각 되었다.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거주면적은 선행연구 사

례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모든 요

인들이 연구의 가설을 채택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취사방식과 가전

대수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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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이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취사방식은 가정의 도시

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전 대수의 경우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택형태(아파트 외)를 살펴보면 t값이 5.509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낮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

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거

주하는 가구의 경우 아파트(계단형)과 아파트(복도형)에 거주하는 가구

에 비해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을 224.914N㎥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전체표본의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 평균 보다 34% 늘어난 수

치이다. 일반적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단열성능이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

용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문석, 2013; 석주헌 외, 2017). 특별히

전력의 경우 주택형태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경우 평균보다 3.9% 더

전력소비량이 많았는데 이와 비교해 도시가스의 경우 주택형태가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인 경우 평균 보다 34% 더 도시가스소비량이 많았다. 전

력과 비교해 도시가스의 경우 단열을 비롯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물리

적 특성과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주택 형태에 따른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 거주층수를 살펴보면 t값이 -3.017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낮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

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

해 유의미한 음(-)의 영향이 있다고 검증되었다. 김용인 외(2014)의 선행

연구에서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고층의 경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결

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 거주층수가 1층

높은 가구의 경우 1층 낮은 가구에 비해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이

11.186N㎥ 덜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의 연간 도시가

스 소비량 평균 보다 1.7% 감소된 수치이다. 중간층과 고층의 경우 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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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가구에 비해 난방부하가 적으며 고층일수록 우수한 채광이 난

방으로 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에너지 소비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박유원, 2005). 이는 주택 거주층수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와 대조적이다. 도시가스 사용

량과 달리 전력 사용량의 경우 거주층수 변화에 따른 단열이나, 채광 변

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건축년도를 살펴보면 t값이 5.535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선

행연구들에서는 노후 주택과 비교했을 때 최근 지어진 주택의 에너지 효

율이 높아서 도시가스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선

행연구들을 통해 건축년도는 가정 내 도시가스 소비 증가에 음(-)의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와 상반된 결과가 이 연구를 통해 확

인되었다. 서울시는 특별히 공동주택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으며

이러한 표본의 특성이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가

져온 것이라 추측된다. 구체적으로 건축년도가 10년 더 최근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10년 더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연

간 도시가스 소비량은 74.513N㎥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체표본의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 평균 보다 11.3% 늘어난 수치이다. 에너

지총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 일수록

높은 소득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도시가스에너지 사용이 많은 도구의 사

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의 소비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 성능과 관계없이 건

축년도가 최신일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특별히 전력의 경우

건축년도가 10년 더 최근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2.2% 더 전력소비량이 많았는데 이와 비교해 도시가스의 경우 건축년도

가 10년 더 최근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11.3% 더 도

시가스 소비량이 많았다. 전력과 비교해 도시가스의 경우 단열을 비롯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물리적 특성과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건축년도에 따른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큰 영향을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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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면적을 살펴보면 t값이 2.584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선

행연구들에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이 있다고 검증되었다. 이는 박광수 외(2014), 강창덕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거주면적이

10㎡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10㎡ 더 좁은 주택에 거주하

는 가구에 비해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은 16.64N㎥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의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 평균 보다 3% 늘어난

수치이다. 에너지총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거주면적이 넓으면 소득이 높

은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

용하는 난방 기기나 도시가스 사용 기기가 많아져서 난방 부하가 높아지

고, 냉난방 시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며, 방의 개수가 많아져 도시가

스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별히 전력의 경우

거주면적이 10㎡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2% 더

전력소비량이 많았는데 이와 비교해 도시가스의 경우 거주면적이 10㎡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2.2% 더 도시가스 소비

량이 많았다. 전력과 도시가스의 경우 거주면적 증가에 따라 유사한 소

비량 증가 패턴을 보였다.

가전 대수를 살펴보면 t값이 6.696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대

수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존재

하지 않았지만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전대수가 1대 더 보유

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1대 적게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연간 도시

가스 소비량은 27.923N㎥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

의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 평균 보다 4.2% 늘어난 수치이다. 가정 내에서

난방, 취사, 냉방 등이 에너지 소비를 일으키며 특별히 취사, 난방과 급

탕은 도시가스 소비와 관련이 있다. 난방과 급탕, 취사를 도시가스로 이

용하는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가전대수가 증가하면 도시가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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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증가시킴을 시사해준다. 특별히 전력의 경우 가전대수가 1대 더 보

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2.6% 더 전력소비량이 많았는데 이

와 비교해 도시가스의 경우 가전대수가 1대 더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

우 평균보다 4.2% 더 도시가스 소비량이 많았다.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

의 경우 업무, 여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가스

를 사용하는 가전의 경우 난방,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좀 더 사

용량이 많은 특성을 보이며 이에 거주면적 증가에 따라 더 큰 소비량 증

가 패턴을 보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취사방식을 살펴보면 t값이 0.960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방식이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분석을 시도하였다. 취사방식의 변화에 따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취사방식이

전력을 사용하거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도시가스 에

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취사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에너지 소비는

차이가 나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구체적인 이유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

으로 응답한 모형별로 변수들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주택형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세 모형에서도 높음으로

응답한 그룹의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 보통 그룹의 순서로 계수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

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239.930, 보통인 그룹의 계수 값이 276.058으로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을 평균보다 각각 49%, 38.8% 증가한 수치이다.

보통과 낮음으로 응답한 표본을 살펴보면 계단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음인 그룹은 복도형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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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많이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보통과 낮은 그룹

의 계단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복도형 아파트이나 연

립주택에 비해 구조상 좀 더 밀집되어 있어 단열효과가 좋고, 에너지 효

율이 뛰어나며 이러한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 거주층수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요인

으로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세 모형에서도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보통으로 답한 그룹의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

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 높음 그룹의 순서로 계수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15.849, 높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16.622로 주택 거주층수가 1층 높은 가구의 경우 1층

낮은 가구에 비해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을 평균보다 각각 3.3%, 2.3%

더 소비한 수치이다. 기초통계분석 결과 낮음, 보통, 높음인 그룹의 주택

거주층수 평균은 각 5.54, 5.23, 6.33층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

도가 높을수록 주택 거주층수의 평균도 증가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

다. 그러나 평균값에 있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보통으로 응

답한 표본의 경우 일정하지 않은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난방부하와 이

로 인한 에너지 사용정도가 더 일정한 패턴을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구체적인 해석은 어려우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그룹에서는 주택 거주층수에 따른 도시가스에너지 소비량의 영향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

하다. 그리고 주택 거주층수가 전체표본과 세 그룹 표본에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와 대조적이다.

도시가스 사용량과 달리 전력 사용량의 경우 거주층수 변화에 따른 단열

이나, 채광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건축년도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세 모형에서도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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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룹의 순서로 계수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48.650, 보통인 그룹의

계수 값이 60.958, 높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117.762로 건축년도가 10년

더 최근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10년 더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

는 가구에 비해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을 평균보다 각각 10%, 8.6%,

16.2% 더 소비한 수치이다.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표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9년에 지어

진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이 낮음인 그룹의 경우 1980년에서 1999년에 지어진 주택

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

용 인식 정도가 낮음과 높음인 그룹은 노후화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가 보통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렇듯 노후화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도 낮거나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과의 더 강한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건축년도

가 세 그룹 표본에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이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와 대조적이

다. 전력 사용량과 달리 도시가스 사용량의 경우 단열을 비롯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물리적 특성과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건축년도에 따른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그룹에서는 건축년도 따른 도시가스에너지 소비량의 영향관계가 가장 작

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거주면적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

만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세 모형에서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표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으로 응답한 표본의 거주면적 평균 기초통계 결과

를 살펴보면 높음으로 응답한 표본의 거주면적 평균보다 낮은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거주면적이 넓고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높은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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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습관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거주면적이 평균 수준이

고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경우 에너지 소비에 대해 절

약하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고 거주면적에 따라 어느 정도 일정한 영

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그룹에서만 건축년도 따른 도시가스에너지 소비량의 영향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석은 어렵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세 모형에서의 건축년도와 전력에너지 소비 현

황의 영향관계 결과와 도시가스 에너지 소비 현황의 영향관계 패턴에 차

이가 존재하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가전대수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세 모형에서도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다. 취사, 난방 등을 위한 다양한 기기의 사용은 가정의 도시

가스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정도에 상

관없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 높음, 보통 그룹의 순서로 계수 값이 크게 나타

난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인 그룹의 계

수 값이 22.999, 보통인 그룹의 계수 값이 20.511, 높음인 그룹의 계수 값

이 34.264로 가전대수가 1대 더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1대 적게 보

유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을 평균보다 각각 4.73%,

2.9%, 4.72% 증가한 수치이다. 기초통계분석 결과 낮음, 보통, 높음인 그

룹의 가전대수의 평균은 각 15.31, 16.43, 18.28대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가전대수 평균도 증가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

다. 가전대수를 적게 가질수록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도 낮으며

이러한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도 낮고 에너지 절약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영향관

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가전대수가 많은 경우 주

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편이며 도시가스에너지 사용에 있어

서 에너지 절약 습관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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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전대수가 세 그룹 표본에서 전력에너지 사

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같지만 계수의

영향정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경우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은 어려우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

와 분석이 필요하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응답한 모형의 경우 Durbin-Watson 값이 0.630, 0.987,

0.799, 0.922로 2에 가깝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오차항

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로버스트 모델을 통하여 본 가설을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로버스트 회귀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

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대수, 낮음 그룹에서는 주택형태, 주택 거주

층수, 건축년도, 가전대수, 보통 그룹에서는 주택형태, 건축년도, 거주면

적, 가전대수, 높음 그룹에서는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가전대수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진행한 일반 회귀분석 모델과 로버스트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

산성이 의심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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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낮음

변수 B
Robust

SE
t B

Robust

SE
t

주택형태 224.914** 40.727 5.52 239.930** 75.227 3.19

주택 거주층수 -11.186** 4.228 -2.65 -15.849* 5.830 -2.72

건축년도 74.513** 13.153 5.67 48.650* 26.134 1.96

거주면적 1.664* .664 2.51 .722 1.013 .71

가전 대수 27.923** 4.318 6.47 22.999** 7.945 2.89

취사방식 51.427 53.766 .96 65.721 100.777 .65

F(p) 35.88** 10.52**

  0.143 0.174

보통 높음

변수 B
Robust

SE
t B

Robust

SE
t

주택형태 276.058** 52.437 5.26 107.632 104.985 1.03

주택 거주층수 -6.044 6.090 -.99 -16.622* 8.771 -2.01

건축년도 60.958** 15.246 4.00 117.762** 39.501 2.98

거주면적 2.624** .905 2.90 1.679 1.644 1.02

가전 대수 20.511** 5.848 3.51 34.264** 9.619 3.56

취사방식 42.801 72.544 .59 63.033 120.418 .52

F(p) 17.25** 8.56**

  0.131 0.136

<표 18> 주거환경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로버스트 회귀분석)

*p<0.05, **p<0.01

4)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에 미치는 영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9>과 같으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응답한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96 -

전체 낮음 보통 높음

변수 B t B t B t B t

가구주연령 -.202 -.151 2.216 .996 -2.241 -1.302 6.050 1.551

가구원수
82.846*

* 4.832 20.516 .677 85.803** 3.796 98.292* 2.183

경제활동

가구원수

-44.95

4

-1.50

1
-48.437 -.949

-92.134
* -2.214 7.601 .109

월평균

총소득

31.383*

* 3.824
34.231*

* 2.615 45.849** 3.946 11.993 .609

F(p) 19.870** 2.824* 16.387** 2.411**

adj.  0.065 0.028 0.095 0.023

Durbin

-Watson
0.565 0.892 0.745 0.779

<표 19>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회귀분석에서  은 변수의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말하는데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

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 6.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이 높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설

명력을 보였다. 또한 각 모형의 F값은 19.870, 2.824, 16.387, 2.411로 유

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

다. 분석을 통해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이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과 월

평균 총소득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월평균 총소득만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가구주 연령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선행연구 사례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

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가구원수에 대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채택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도시가스에

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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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을 살펴보면 t값이 -0.151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

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용

외(2018)과 Schipper et al(1989)의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도시가스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구주 연령이 전력에너지 사용현황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와 대조적이다.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

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각자 사용량에 영향을 주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

는 가전이나 기기의 경우 가구원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가구주 연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t값이 4.832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선

행연구들에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이 있다고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수가 1명 더

많은 가구의 경우 1명이 적은 가구에 비해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을

82.846N㎥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의 연간 도시가

스 소비량 평균 보다 12.5% 늘어난 수치이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정

에서의 취사나 난방으로 인한 도시가스 사용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도시가스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광수 외

(2014) 연구를 통해서도 가구원수가 도시가스에너지 소비량을 증가 시킨

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며 이를 이 연구에서 검증하였다. 특별히 앞부

분에서 전력의 경우 가구원수가 1명 더 많은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8.7% 더 전력소비량이 많았는데 이와 비교해 도시가스의 경우 가구원수

가 1명 더 많은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12.5% 더 도시가스 소비량이 많

았다. 에너지총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가구원수가 많으면 거주면적이 넓

고 이로 인해 사용하는 난방 기기나 도시가스 사용 기기가 많아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의 경우 업무, 여가 등을 위

한 용도로 개인이 각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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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경우 난방, 취사 등의 용도로 다수가 사용하는 등 좀 더 사용량이

많은 특성을 보이며 이에 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난방부하가 높아지고 더

큰 소비량 증가 패턴을 보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경제활동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t값이 -1.501이고 유의확률이 0.05보

다 높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경

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취사시간이 줄어들고, 외식이

증가하며, 거주 시간과 난방시간이 줄어들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증명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구체적인 이유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존재한다.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t값이 3.824이고 유의확률이 0.01 보다 작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도시가스 소

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재 외, 2013; 장성만 외, 2014). 구체

적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더 많은 가구의 경우 100만원 더 적은

가구에 비해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을 31.383N㎥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의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 평균 보다 4.8% 늘어난

수치이다. 가정용 도시가스의 경우 소득증가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바가 전력에너지에 비해 한정적이지만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존

재하며 필수재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파악할 수 있다(김대용 외, 2018).

에너지총조사 데이터를 통해 월평균총소득이 높은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전 대수가 많고, 거주하는 주택면적도 넓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월평균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에

너지 사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별히 전력의 경우 월

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더 많은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2.2% 더 전력소

비량이 많았는데 이와 비교해 도시가스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더 많은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4.8% 더 도시가스 소비량이 많았다.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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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시가스 사용량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 증가에 따라 유사한 소비량

증가 패턴을 보였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

으로 응답한 모형별로 변수들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가구원수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으로 답한 그룹의 모형

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

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음, 보통 그룹의 순서로 계수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그룹의 계수

값이 85.803, 높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98.292로 가구원수가 1명 더 많은

가구의 경우 1명 적은 가구에 비해 연간 도시가스 소비량을 평균보다 각

각 12%, 13.6% 더 소비한 수치이다. 기초통계분석 결과 낮음, 보통, 높

음인 그룹의 가구원수의 평균은 각 2.68, 3.12, 3.48명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원수의 평균도 증가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의 경우 업무, 여가 등을 위한 용도로 개

인이 각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전의 경우 난

방, 취사 등의 용도로 다수가 사용하는 등 좀 더 사용량이 많은 특성을

보인다. 이에 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난방부하가 높아지고 더 큰 소비량

증가 패턴을 보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그룹에서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더

강한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남들과 비슷하게 사용한다

고 생각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그룹의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주

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과 높음 그룹이 평균 1명인 것과 대

조적으로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은 그룹

인 보통 그룹에서는 가구원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가정 내 대기시간과 취

사, 난방 사용 시간의 감소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그룹에서는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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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 음(-)의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이러한 보통 그룹의 유

의성이 함몰되어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월평균 총소득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높음으로 답한 그룹의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 보통 그룹의 순서로 계수 값이 크게 나

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인 그룹의

계수 값이 34.231, 보통인 그룹의 계수 값이 45.849로 월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더 많은 가구의 경우 100만원 더 적은 가구에 비해 연간 도시가

스 소비량을 평균보다 각각 7.0%, 6.4% 더 소비한 수치이다. 기초통계분

석 결과 낮음, 보통, 높음인 그룹의 월평균 총소득의 평균은 각

8.42(201~300만원), 9.11(301~400만원), 9.56(301~400만원)으로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총소득의 평균도 증가하는 패턴

을 파악할 수 있다.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 월평균 총소득의 영향관계

의 결과와 반대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낮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

에 비해 영향정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시가스의 경우 전력에

비해 소득에 따른 영향은 한정적이며 사용량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은 그룹이 좀 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에 일정한 패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인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은 어려우며 향후 추가

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응답한 모형의 경우 Durbin-Watson 값이 0.565, 0.892,

0.745, 0.779로 2에 가깝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오차항

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로버스트 모델을 통하여 본 가설을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로버스트 회귀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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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낮음

변수 B
Robust

SE
t B

Robust

SE
t

가구주연령 -.202 1.232 -.151 2.216 2.021 1.10

가구원수 82.846** 17.571 4.832 20.516 29.470 .70

경제활동

가구원수
-44.954 33.304

-1.50

1
-48.437 57.434 -.84

월평균 총소득 31.383** 9.088 3.824 34.231** 13.271 2.58

F(p) 20.32** 3.01*

  0.069 0.043

보통 높음

변수 B
Robust

SE
t B

Robust

SE
t

가구주연령 -2.241 1.621 -1.38 6.050 3.510 1.72

가구원수 85.803** 23.260 3.69 98.292* 44.082 2.23

경제활동

가구원수

-92.134
* 45.741 -2.01 7.601 71.648 .11

월평균 총소득 45.849** 12.786 3.59 11.993 21.287 .56

F(p) 18.17** 2.61*

  0.102 0.039

<표 20>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로버스트 회귀분석)

*p<0.05, **p<0.01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낮음 그룹에서는 월평균 총소득, 보통 그룹에서는 가구원

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높음 그룹에서는 가구원수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진행한 일반 회귀분석 모델과 로버스트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

산성이 의심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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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β

주택형태 128.239* 55.799 .075 2.298

주택 거주층수 -3.241 5.123 -.019 -.633

건축년도 66.484** 18.605 .093 3.573

거주면적 5.908** .912 .219 6.478

가전 대수 62.986** 7.089 .325 8.885

취사방식 -94.805 73.756 -.032 -1.285

가구주 연령 3.178 1.825 .047 1.741

가구원수 102.770** 26.387 .135 3.895

경제활동 가구원수 -3.969 40.571 -.003 -.098

월평균 총소득 29.177** 11.252 .089 2.593

F(p) 60.283**

adj.  0.354

Durbin-Watson 1.648

<표 21>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5)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 도시가

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먼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p<0.05, **p<0.01

앞부분에서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두 그룹으

로 분류하여 각각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한 그룹으로 만들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먼저 개별 독립변수들이 모든

독립변수들이 합쳐진 다중회귀모형에서도 일관성 있는 영향을 전력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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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모든

독립변수들 중에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어떤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은 변수의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말하는데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

은 35.4%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모형의 F값은 60.283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주택형태, 건축년도, 거주

면적, 가전대수,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이 나타났다. 주거환경요인과 가

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진

행한 경우와 달리 가구주 연령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면적과 가전대수,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형태와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는 선행연구

사례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주택

거주층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주 연령은 선행연구 사례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는데 독립변

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가구주 연령에 대해 연구에

서 설정한 가설과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방식,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이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취사

방식은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를 살펴보면 t값이 2.298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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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주층수를 살펴보면 t값이 -0.633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건축년도를 살펴보면 t값이 3.573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

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거주면적을 살펴보면 t값이 6.478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

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가전 대수를 살펴보면 t값이 8.885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

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취사방식을 살펴보면 t값이 –1.285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가구주 연령을 살펴보면 t값이 1.741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

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거환경요인을 포함하지 않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을 때는 가구주 연령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거환경요인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경우 가구주 연령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들 중 주택형태, 건축년도 등이 좀 더 전

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쳐 가구주 연령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t값이 11.510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

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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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t값이 0.022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t값이 6.021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

다.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

택형태, 가구원수, 건축년도, 가전대수 순으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의 경우 Durbin-Watson 값이 1.648로 비교적 2에 가깝기는

하지만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로버스

트 모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본 가설을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로버스트 회귀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다.

분석 결과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대수

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은 유의하게 나

타났다. 앞서 진행한 일반 회귀분석 모델과 로버스트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이

의심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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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t
B

Robust

SE

주택형태 128.239* 54.080 2.37

주택 거주층수 -3.241 5.729 -.57

건축년도 66.484** 16.990 3.91

거주면적 5.908** 1.007 5.87

가전 대수 62.986** 7.314 8.61

취사방식 -94.805 72.475 -1.31

가구주 연령 3.178 1.775 1.79

가구원수 102.770** 27.099 3.79

경제활동 가구원수 -3.969 42.259 -.09

월평균 총소득 29.177* 12.246 2.38

F(p) 55.62**

  0.360

<표 22>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로버스트 회귀분석)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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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β

주택형태 231.717** 40.368 .214 5.740

주택 거주층수 -9.761** 3.706 -.092 -2.633

건축년도 68.920** 13.460 .152 5.120

거주면적 .827 .660 .048 1.253

가전 대수 16.121** 5.128 .131 3.143

취사방식 58.434 53.358 .031 1.095

가구주 연령 1.626 1.320 .038 1.232

가구원수 62.277** 19.090 .128 3.262

경제활동 가구원수 -81.839** 29.351 -.096 -2.788

월평균 총소득 31.394** 8.140 .152 3.857

F(p) 21.694**

adj.  0.160

Durbin-Watson 0.638

<표 23>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다.

*p<0.05, **p<0.01

앞부분에서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두 그룹으

로 분류하여 각각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

인을 모두 포함하여 한 그룹으로 만들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러한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먼저 개별 독립변수들이

모든 독립변수들이 합쳐진 다중회귀모형에서도 일관성 있는 영향을 도시

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모든

독립변수들 중에서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어떤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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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서  은 변수의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말하는데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

은 16%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모형의 F값은 21.694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가정의 도시가스에너

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주택형태, 주택 거주

층수, 건축년도, 가전대수,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이 나타났다.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두 그룹으로 분

류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경우와 달리 거주면적이 도시가스에

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

동 가구원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년도, 가구주 연령과 월평균 총소득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월평균 총소득만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거주면적, 가

구원수는 선행연구 사례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검

증하였으며, 거주면적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방식과 가전 대수,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여 이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취사방식은 가정의 도

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전 대수, 경제활동 가구원수의 경우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를 살펴보면 t값이 5.740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낮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주택 거주층수를 살펴보면 t값이 -2.633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낮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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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년도를 살펴보면 t값이 5.120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

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거주면적을 살펴보면 t값이 1.253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

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포함하지 않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을 때는

거주면적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경우 거주면적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들 중 주택형태, 경제활동 가구원수

등이 좀 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며 거주면적의 영향

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가전 대수를 살펴보면 t값이 3.143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

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취사방식을 살펴보면 t값이 1.095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가구주 연령을 살펴보면 t값이 1.232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

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와 일치한다.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t값이 3.262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

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경제활동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t값이 –2.788이고 유의확률이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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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거환경요인을 포함하지 않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을

때는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거환경요인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진행한 경우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다른 통제변수

들과 같이 모형에 포함되면서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전대수가

많고 월평균 총소득이 높으며 건축년도가 최신인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

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경제활동 가구원수의 영향력을 높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t값이 3.857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독립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

다.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도시가스에

너지 사용 현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주택형태, 경제활동 가구원수, 건축년도, 가구원수 순으로 도시가스에

너지 사용 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의 경우 Durbin-Watson 값이 0.638로 2에 가깝다고 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로버스트 모델을 통하여 본 가설을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로

버스트 회귀분석 결과는 <표 24>와 같다.

분석 결과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가

전대수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

균 총소득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진행한 일반 회귀분석 모델과 로

버스트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이 의심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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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t
B

Robust

SE

주택형태 231.717** 40.259 5.76

주택 거주층수 -9.761* 4.218 -2.31

건축년도 68.920** 13.384 5.15

거주면적 .827 .683 1.21

가전 대수 16.121** 5.234 3.08

취사방식 58.434 53.821 1.09

가구주 연령 1.626 1.279 1.27

가구원수 62.277** 19.264 3.23

경제활동 가구원수 -81.839* 32.687 -2.50

월평균 총소득 31.394** 9.068 3.46

F(p) 21.694**

  0.168

<표 24>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로버스트 회귀분석)

*p<0.05, **p<0.01

6) 가설 검증의 정리

주거환경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주택형

태,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의 요인이 채택되었으며 주택 거주층

수, 취사방식은 기각되었다. 아울러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

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

득의 요인이 채택되었으며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기각되었다.

또한 주거환경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주

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의 요인이 채택되

었으며 취사방식은 기각되었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

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의 요인이

채택되었으며 가구주 연령,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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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가설 유의확률 결과

H1-1
주택형태에 따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2.219* 채택

H1-2
주택 거주층수가 높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

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62 기각

H1-3
건축년도가 최근일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812** 채택

H1-4
거주면적이 클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7.811** 채택

H1-5
가전 대수가 많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684** 채택

H1-6
취사 방식에 따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1.768 기각

H1-7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

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90** 채택

H1-8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510** 채택

H1-9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력에너지 사

용 현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22 기각

H1-10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전력에너지 사용 현

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021** 채택

H1-11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

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

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표 25> 다중회귀 분석 가설 검증 정리

다중회귀분석결과 가구의 도시가스 소비는 주거환경요인에 더 영향

을 받지만 전력 소비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에 더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

동 요인이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검증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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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가설 유의확률 결과

H2-1
주택형태에 따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509** 채택

H2-2
주택 거주층수가 높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

용 현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017** 채택

H2-3
건축년도가 최근일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535** 기각

H2-4
거주면적이 클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84** 채택

H2-5
가전 대수가 많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696** 채택

H2-6
취사 방식에 따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960 기각

H2-7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

용 현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1 기각

H2-8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832** 채택

H2-9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01 기각

H2-10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도시가스에너지 사

용 현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824** 채택

H2-11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

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

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 114 -

3. 매개효과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를 매개변수

(mediator variable)라고 하며,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이며,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기도 하다(이상균, 2007). 이 연구는 주관적 에너지 사

용 인식과 추가적으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의 매개효과 검증과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다중회귀검

증법을 사용하였다. Baron & Kenny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려

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모형 1),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모형 2),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모형 3)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 다음으로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하여 모형 2 대비 모형

3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면 매개효과가 있

음을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매개변수가 통제된 이후에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일부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모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개변수를 포함한 분석 이후 독립변수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진

다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변수에 의해 완전하게

설명되는 완전매개(complete mediation) 모형이라 한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1)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는 <표 26>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β=-.001), 주택

거주층수(β=.057), 건축년도(β=.048), 취사방식(β=.008)은 주관적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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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환경요인 중 거

주면적(β=.083), 가전 대수(β=.209)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β=-.133), 가구원수(β=.245), 경제활동 가구원수(β=.065), 월평균 총

소득(β=.167)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거주면적(β=.431), 가전 대수(β

=.542)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β=.460), 경제활동 가구원

수(β=.245), 월평균 총소득(β=.380)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통계적 유

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

개변수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독립변수

가 거주면적, 가전 대수,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인

경우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 조

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단계의 독립변수인 주거환경요

인 중 거주면적(β=.416), 가전 대수(β=.521)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β=.434), 경제활동 가구원수(β=.232), 월평균 총소득(β=.355)

의 표준화된회귀계수값은 2단계의 거주면적(β=.431), 가전 대수(β=.542),

가구원수(β=.460), 경제활동 가구원수(β=.245), 월평균 총소득(β=.380)보

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

적으로는 3단계에서 거주면적(β=.416), 가전 대수(β=.521), 가구원수(β

=.434), 경제활동 가구원수(β=.232), 월평균 총소득(β=.355)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거주면적이 넓고

가전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가주가 거주하고 활동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전력에

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수와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고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대기시

간과 가전, 조명 사용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을 증가시킨다

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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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단계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3단계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상수 3.002 3322.933 2638.188

독립변수 주택형태 -.002(-.001)
-195.039

(-.114)**
-194.638

(-.114)**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28.114(.212)**

  .000 .013 .058

F값(유의확률) .001(.971) 14.370(.000)** 33.365(.000)**

상수 2.952 3115.023 2461.491

독립변수 주택 거주층수 .009(.057) 20.770(.124)** 18.813(.112)**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21.394(.206)**

  .003 .015 .058

F값(유의확률) 3.496(.062) 16.919(.000)** 33.084(.000)**

상수 2.867 2951.100 2308.854

독립변수 건축년도 .032(.048) 65.945(.092)** 58.851(.082)**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24.024(.208)**

  .002 .009 .052

F값(유의확률) 2.467(.117) 9.315(.002)** 29.570(.000)**

상수 2.829 2274.987 1734.952

독립변수 거주면적 .002(.083)** 11.615(.431)** 11.216(.416)**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190.908(.178)**

  .007 .186 .217

F값(유의확률) 7.594(.006)** 246.785(.000)** 149.832(.000)**

상수 2.377 1487.168 1222.279

독립변수 가전 대수 .038(.209)** 105.172(.542)** 100.975(.521)**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111.448(.104)**

  .044 .294 .304

F값(유의확률) 49.278(.000)** 450.684(.000)** 236.449(.000)**

상수 2.999 3218.684 2535.193

독립변수 취사방식 .021(.008) 126.869(.043) 122.033(.041)

<표 26>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의

영향 관계 및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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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단계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3단계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27.908(.212)**

  .000 .002 .047

F값(유의확률) .065(.800) 2.001(.158) 26.534(.000)**

상수 3.435 3400.099 2626.248

독립변수 가구주연령 -.008(-.133)** -3.256(-.048) -1.383(-.021)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25.314(.210)**

  .018 .002 .046

F값(유의확률) 19.449(.000)** 2.542(.111) 25.767(.000)**

상수 2.463 2142.836 1862.212

독립변수 가구원수 .174(.245)** 351.665(.460)** 331.847(.434)**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113.933(.106)**

  .060 .212 .223

F값(유의확률) 68.966(.000)** 291.041(.000)** 154.703(.000)**

상수 2.872 2710.580 2102.015

독립변수
경제활동가구원

수
.082(.065)* 330.602(.245)** 313.199(.232)**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11.909(.197)**

  .004 .060 .099

F값(유의확률) 4.656(.031)* 69.181(.000)** 59.250(.000)**

상수 2.544 2108.443 1689.467

독립변수 월평균 총소득 .051(.167)** 123.987(.380)** 115.660(.355)**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164.723(.153)**

  .028 .145 .167

F값(유의확률) 30.902(.000)** 182.834(.000)** 108.657(.000)**
*p<.05, **p<.01, ( )는 표준화회귀계수값임.

다음으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

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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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는 <표 27>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β=-.001), 주택

거주층수(β=.057), 건축년도(β=.048), 취사방식(β=.008)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환경요인 중 거

주면적(β=.083), 가전 대수(β=.209)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β=-.133), 가구원수(β=.245), 경제활동 가구원수(β=.065), 월평균 총

소득(β=.167)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거주면적(β=.066), 가전 대수(β

=.208)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β=-.088), 가구원수(β

=.234), 경제활동 가구원수(β=.092), 월평균 총소득(β=.218)은 도시가스에

너지 사용 현황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

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도시가

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독립변수가 거주면적, 가전 대수, 가구주 연령, 경

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인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단계의 독립변

수인 주거환경요인 중 거주면적(β=.057), 가전 대수(β=.194)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β=-.075), 경제활동 가구원수(β=.085),

월평균 총소득(β=.206)의 표준화된회귀계수값은 2단계의 거주면적(β

=.066), 가전 대수(β=.208), 가구주 연령(β=-.088), 경제활동 가구원수(β

=.092), 월평균 총소득(β=.218)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

고 판단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단계에서 가전 대수(β=.194),

가구주 연령(β=-.075), 경제활동 가구원수(β=.085), 월평균 총소득(β

=.206)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는 가전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가구가 거주하고 활동정도

가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고 월평균 총소득이

높은 대상자 일수록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



- 119 -

구분

1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3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상수 3.002 558.021 337.136

독립변수 주택형태 -.002(-.001) 215.209(.199)** 215.338(.199)**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73.585(.108)**

  .000 .040 .051

F값(유의확률) .001(.971) 44.628(.000)** 29.193(.000)**

상수 2.952 732.035 500.605

독립변수 주택 거주층수 .009(.057)
-12.934(-.122)

** -13.627(-.128)**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78.401(.115)**

  .003 .015 .028

F값(유의확률) 3.496(.062) 16.278(.000)** 15.560(.000)**

상수 2.867 271.171 79.131

독립변수 건축년도 .032(.048) 91.911(.203)** 89.789(.198)**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66.986(.098)**

<표 27>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영향 관계 및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고 이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

이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

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

였으나 고령층의 경우 평소 절약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는 실제적

인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거주면적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β=.057)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는 거주면적이 도시가스에너지 현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

다는 대상자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증가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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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3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002 .041 .051

F값(유의확률) 2.467(.117) 46.444(.000)** 28.912(.000)**

상수 2.829 567.312 368.844

독립변수 거주면적 .002(.083)** 1.130(.066)* .983(.057)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70.161(.103)**

  .007 .004 .015

F값(유의확률) 7.594(.006)** 4.744(.030)* 8.156(.000)**

상수 2.377 235.387 126.589

독립변수 가전 대수 .038(.209)** 25.636(.208)** 23.912(.194)**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45.775(.067)*

  .044 .043 .048

F값(유의확률) 49.278(.000)** 49.049(.000)** 27.056(.000)**

상수 2.999 649.201 429.980

독립변수 취사방식 .021(.008) 121.147(.065)* 119.596(.064)*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73.099(.107)**

  .000 .004 .016

F값(유의확률) .065(.800) 4.539(.033)* 8.596(.000)**

상수 3.435 855.082 626.069

독립변수 가구주연령 -.008(-.133)** -3.735(-.088)** -3.181(-.075)*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66.679(.098)**

  .018 .008 .017

F값(유의확률) 19.449(.000)** 8.348(.004)** 9.369(.000)**

상수 2.463 310.002 219.836

독립변수 가구원수 .174(.245)** 113.271(.234)** 106.904(.221)**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인식
36.608(.054)

  .060 .055 .057

F값(유의확률) 68.966(.000)** 62.475(.000)** 32.850(.000)**

상수 2.872 536.812 336.831

독립변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082(.065)* 78.535(.092)** 72.816(.085)**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인식
69.6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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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3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004 .008 .019

F값(유의확률) 4.656(.031)* 9.186(.002)** 10.351(.000)**

상수 2.544 251.602 124.387

독립변수 월평균 총소득 .051(.167)** 45.166(.218)** 42.638(.206)**

매개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인식
50.015(.073)*

  .028 .048 .053

F값(유의확률) 30.902(.000)** 54.096(.000)** 30.154(.000)**
*p<.05, **p<.01, ( )는 표준화회귀계수값임.

앞부분에서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각 요인별

로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한 그룹으로 만들어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모든 독립변수가

한 그룹으로 합쳐진 매개효과 모형에서 개별 독립변수들이 전력, 도시가

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칠 때 그 과정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일관성 있게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

황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28>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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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단계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3단계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독립

변수

상수 2.455 643.453 408.419

주택형태 .103(.065) 128.239(.075)* 118.424(.070)*

주택 거주층수 .010(.065) -3.241(-.019) -4.214(-.025)

건축년도 .007(.011) 66.484(.093)** 65.788(.092)**

거주면적 -.001(-.051) 5.908(.219)** 6.029(.224)**

가전 대수 .022(.120)** 62.986(.325)** 60.908(.314)**

취사방식 -.057(-.021) -94.805(-1.285) -89.336(-.030)

가구주연령 -.004(-.068)* 3.178(.047) 3.583(.053)*

가구원수 .129(.181)** 102.770(.135)** 90.436(.118)**

경제활동가구원수 -.084(-.067) -3.969(-.003) 4.062(.003)

월평균 총소득 .013(.042) 29.177(.089)** 27.958(.086)*

매개

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95.754(.089)**

  .081 .360 .367

수정된   .072 .354 .361

F값(유의확률) 9.438(.000)** 60.283(.000)** 56.505(.000)**

<표 28>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의

영향 관계 및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p<0.05, **p<0.01, ( )는 표준화회귀계수값임.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β=.065), 주택 거

주층수(β=.065), 건축년도(β=.011), 거주면적(β=-.051), 취사방식(β=-.021)

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경제활동 가구원수(β=-.067), 월평균 총

소득(β=.042)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요인 중 가전 대수(β=.120)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β=-.068), 가구원수(β=.181)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가전 대수(β=.325)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β=.135)는 전

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전

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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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β=.089) 3단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단계의

독립변수인 주거환경요인 중 가전 대수(β=.314)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

인 중 가구원수(β=.118)의 표준화된회귀계수값은 2단계의 가전 대수(β

=.325), 가구원수(β=.135)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

단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단계에서 가전 대수(β=.314), 가구

원수(β=.118)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각 요인별로 매개효과 분

석을 진행하였을 때는 독립변수 10개요인 중 5개의 요인일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한 경우 독립변수 10개요인 중 2개 요인

일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

른 통제변수들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 되며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가전대수와 가

구원수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가전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가주

가 거주하고 활동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정에서의 대기시간과 가전,

조명 사용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

타내는 결과이다.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가전대수, 가

구원수 이외의 변수들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관계에서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주택형태

는 전력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주택형태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주택형태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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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고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주택 거주층수는 전력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사용량과 달리 전력 사용량의 경우 거주

층수 변화에 따른 단열이나, 채광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주택 거주층수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주택 거주층수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

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대해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건축년도는 전력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년도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건축년도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

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각에 대해 실시한 매개효

과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거주면적은 전력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면적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들이 모두 포함되면서 가구주 연

령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이로 인해 거주

면적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거주면적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증

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

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취사방식은 전력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취사방식이 전력을 사용하거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전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취사방식에 따른 전

력 에너지 소비는 차이가 나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

된 구체적인 이유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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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취사방식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

하지 않았다. 취사방식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가구주 연령은 전력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들 중 주택형태, 건축년도 등이 좀 더 전

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쳐 가구주 연령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에 따

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을 받았지만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전력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이 모두 포함되면서 가구주 연령이

전력 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 가

구원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경제활동 가구원

수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통

제변수들이 모두 포함되면서 가구주 연령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 가구원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활동 가구원수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

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월평균 총소득은 전력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들이 모두 포함되면

서 가구주 연령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이

로 인해 월평균 총소득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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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3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독립

변수

상수 2.455 -460.746 -513.264

주택형태 .103(.065) 231.717(.214)** 229.524(.212)**

주택 거주층수 .010(.065) -9.761(-.092)** -9.978(-.094)**

건축년도 .007(.011) 68.920(.152)** 68.764(.152)**

거주면적 -.001(-.051) .827(.048) .854(.050)

가전 대수 .022(.120)** 16.121(.131)** 15.657(.127)**

취사방식 -.057(-.021) 58.434(.031) 59.656(.032)

가구주연령 -.004(-.068)* 1.626(.038) 1.717(.040)

가구원수 .129(.181)** 62.277(.128)** 59.521(.123)**

경제활동가구원수 -.084(-.067) -81.839(-.096)** -80.044(-.094)**

월평균 총소득 .013(.042) 31.394(.152)** 31.122(.150)**

매개

변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21.396(.031)

  .081 .168 .169

수정된   .072 .160 .161

F값(유의확률) 9.438(.000)** 21.694(.000)** 19.831(.000)**

<표 29>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영향 관계 및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균 총소득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는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

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29>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p<0.05, **p<0.01, ( )는 표준화회귀계수값임.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β=.065), 주택 거

주층수(β=.065), 건축년도(β=.011), 거주면적(β=-.051), 취사방식(β=-.021)

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경제활동 가구원수(β=-.067), 월평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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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β=.042)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요인 중 가전 대수(β=.120)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β=-.068), 가구원수(β=.181)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가전 대수(β=.131)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β=.128)는 도

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β=.031) 3단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주거환경

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영향관

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각 요인별로 매개효과 분

석을 진행하였을 때는 독립변수 10개요인 중 5개의 요인일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한 경우 독립변수 10개요인 중 모든 요인

의 경우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영향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

용 인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들이 포함

되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 되며 주관적 에너

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구체적으로 주택형태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형태의 경우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주택형태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

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택 거주층수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거주층수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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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어려우나 주택 거주층수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

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건축년도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년도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건축년도가 최신일수록 에너지 효율

정도가 높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도시가스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거주면적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들 중 주택형태,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좀 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쳐 거주면적의 영향이 존재

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거주면적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들이 모두 포함되면

서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 혼재되었고 이로 인해 거주면적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

다. 거주면적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

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하

지 않는 결과이다.

가전대수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전대수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수준 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가전대수에 따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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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

취사방식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방식이 전력을 사용하거나 도시가스를 사용하

느냐에 따라 더 많은 전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취사방식에

따른 전력 에너지 소비는 차이가 나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

가 도출된 구체적인 이유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존재한다. 또한 취사방식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취사방식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

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구주 연령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각

자 사용량에 영향을 주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전이나 기기의 경우

가구원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주관적 에너

지 사용 인식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수준 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통제변수들이 모두 포함되면서 도시가스에

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되었고 이로 인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해석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가구주 연령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을 받았지만 이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가구원수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원수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과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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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 가구원수의 경우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들이 모두

포함되면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 가구원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

활동 가구원수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

월평균 총소득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과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들이 모두 포함

되면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되었고 이로 인해

월평균 총소득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월평균 총소득

이 많을수록 전력과는 달리 도시가스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증가에 기여하

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각 요인 별로 실시한

매개효과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2)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 분석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는 <표 30>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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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취사방식(β=.043)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β=-.048)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β

=-.114), 주택 거주층수(β=.124), 건축년도(β=.092), 거주면적(β=.431), 가

전 대수(β=.542)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β=.460), 경제활

동 가구원수(β=.245), 월평균 총소득(β=.380)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거주면적(β=.083), 가전 대수(β=.209)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

원수(β=.245), 경제활동 가구원수(β=.065), 월평균 총소득(β=.167)은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이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독립변수가 거주면적, 가전 대수, 가구원수, 경제

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인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3단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단계의 독립변수

인 주거환경요인 중 거주면적(β=-.010), 가전 대수(β=.133)와 가구 및 가

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β=.187), 경제활동 가구원수(β=.014), 월평균

총소득(β=.100)의 표준화된회귀계수값은 2단계의 거주면적(β=.083), 가전

대수(β=.209), 가구원수(β=.245), 경제활동 가구원수(β=.065), 월평균 총소

득(β=.167)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단계에서 가전 대수(β=.133), 가구원수(β=.187), 월

평균 총소득(β=.100)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전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가주가 거주하고 활

동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고 이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가구원수가 많고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

록 가정에서의 대기시간과 가전, 조명 사용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주관적 에너지 사

용 인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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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2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3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상수 3322.933 3.002 2.337

독립변수 주택형태
-195.039(-.114)*

* -.002(-.001) .037(.024)

매개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000(.215)**

  .013 .000 .046

F값(유의확률) 14.370(.000)** .001(.971) 25.844(.000)**

상수 3115.023 2.952 2.348

독립변수 주택 거주층수 20.770(.124)** .009(.057) .005(.031)

매개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000(.209)**

  .015 .003 .046

F값(유의확률) 16.919(.000)** 3.496(.062) 26.077(.000)**

상수 2951.100 2.867 2.291

독립변수 건축년도 65.945(.092)** .032(.048) .019(.028)

매개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000(.210)**

  .009 .002 .046

F값(유의확률) 9.315(.002)** 2.467(.117) 25.992(.000)**

상수 2274.987 2.829 2.370

독립변수 거주면적 11.615(.431)** .002(.083)** .000(-.010)

매개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000(.217)**

  .186 .007 .045

F값(유의확률) 246.785(.000)** 7.594(.006)** 25.567(.000)**

<표 30>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영향 관계 및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 검증

거주면적(β=.217), 경제활동 가구원수(β=.014)의 경우에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거주면적과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대상자의 전

력에너지 현황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의

증가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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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2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3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상수 1487.168 2.377 2.182

독립변수 가전 대수 105.172(.542)** .038(.209)** .024(.133)**

매개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000(.140)**

  .294 .044 .057

F값(유의확률) 450.684(.000)** 49.278(.000)** 32.968(.000)**

상수 3218.684 2.999 2.363

독립변수 취사방식 126.869(.043) .021(.008) -.004(-.001)

매개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000(.212)**

  .002 .000 .045

F값(유의확률) 2.001(.158) .065(.800) 25.522(.000)**

상수 3400.099 3.435 2.782

독립변수 가구주연령 -3.256(-.048) -.008(-.133)** -.008(-.123)**

매개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000(.206)**

  .002 .018 .060

F값(유의확률) 2.542(.111) 19.449(.000)** 34.594(.000)**

상수 2142.836 2.463 2.211

독립변수 가구원수 351.665(.460)** .174(.245)** .133(.187)**

매개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000(.126)**

  .212 .060 .073

F값(유의확률) 291.041(.000)** 68.966(.000)** 42.261(.000)

상수 2710.580 2.872 2.345

독립변수 경제활동가구원수 330.602(.245)** .082(.065)* .018(.014)

매개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000(.209)**

  .060 .004 .045

F값(유의확률) 69.181(.000)** 4.656(.031)* 25.634(.000)**

상수 2108.443 2.544 2.202

독립변수 월평균 총소득 123.987(.380)** .051(.167)** .030(.100)**

매개변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000(.174)**

  .145 .028 .054

F값(유의확률) 182.834(.000)** 30.902(.000)** 30.680(.000)**
*p<.05, **p<.01, ( )는 표준화회귀계수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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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31>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β=.199), 주택 거

주층수(β=-.122), 건축년도(β=.203), 거주면적(β=.066), 가전 대수(β=.208),

취사방식(β=.065)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β=-.088),

가구원수(β=.234), 경제활동 가구원수(β=.092), 월평균 총소득(β=.218)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주거환경요인 중 거주면적(β=.083),

가전 대수(β=.209)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β=-.133),

가구원수(β=.245), 경제활동 가구원수(β=.065), 월평균 총소득(β=.167)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독립변수가 거주면적, 가전 대수, 가구주

연령,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인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단계의

독립변수인 주거환경요인 중 거주면적(β=.077), 가전 대수(β=.195)와 가

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β=-.124), 경제활동 가구원수(β

=.056), 월평균 총소득(β=.150)의 표준화된회귀계수값은 2단계의 거주면

적(β=.083), 가전 대수(β=.209), 가구주 연령(β=-.133), 경제활동 가구원

수(β=.065), 월평균 총소득(β=.167)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단계에서 거주면적(β

=.077), 가전 대수(β=.195), 가구주 연령(β=-.124), 월평균 총소득(β=.150)

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

주면적이 넓고 가전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가주가 거주하고 활동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과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고 이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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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2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3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상수 558.021 3.002 2.910

독립변수 주택형태 215.209(.199)** -.002(-.001) -.037(-.023)

매개변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000(.112)**

  .040 .000 .012

F값(유의확률) 44.628(.000)** .001(.971) 6.628(.001)**

상수 732.035 2.952 2.827

독립변수 주택 거주층수 -12.934(-.122)** .009(.057) .011(.071)*

매개변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000(.116)**

  .015 .003 .017

F값(유의확률) 16.278(.000) 3.496(.062) 9.089(.000)**

<표 31>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영향 관계 및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 검증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

록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 정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연

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은 많은 경향을 보였

고 이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 연령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의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와 상이

하다. 이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가구원수(β=.056)의 경우에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β=.217) 완전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대상자의 도시가스에너지 현황에 영

향을 주고 이것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 증가를 유도하는 결과

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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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2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3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상수 271.171 2.867 2.826

독립변수 건축년도 91.911(.203)** .032(.048) .018(.027)

매개변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000(.102)**

  .041 .002 .012

F값(유의확률) 46.444(.000)** 2.467(.117) 6.721(.001)**

상수 567.312 2.829 2.743

독립변수 거주면적 1.130(.066)* .002(.083)** .002(.077)*

매개변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000(.103)**

  .004 .007 .017

F값(유의확률) 4.744(.030)* 7.594(.006)** 9.595(.000)**

상수 235.387 2.377 2.354

독립변수 가전 대수 25.636(.208)** .038(.209)** .035(.195)**

매개변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9.832E-5(.067)*

  .043 .044 .048

F값(유의확률) 49.049(.000)** 49.278(.000)** 27.171(.000)**

상수 649.201 2.999 2.897

독립변수 취사방식 121.147(.065)* .021(.008) .002(.001)

매개변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000(.108)**

  .004 .000 .012

F값(유의확률) 4.539(.033)* .065(.800) 6.335(.002)**

상수 855.082 3.435 3.313

독립변수 가구주연령 -3.735(-.088)** -.008(-.133)** -.008(-.124)**

매개변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000(.097)**

  .008 .018 .027

F값(유의확률) 8.348(.004)** 19.449(.000)** 14.967(.000)**

상수 310.002 2.463 2.439

독립변수 가구원수 113.271(.234)** .174(.245)** .165(.232)**

매개변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7.820E-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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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2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3단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055 .060 .063

F값(유의확률) 62.475(.000)** 68.966(.000)** 36.102(.000)**

상수 536.812 2.872 2.791

독립변수
경제활동가구원

수
78.535(.092)** .082(.065)* .070(.056)

매개변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000(.102)**

  .008 .004 .015

F값(유의확률) 9.186(.002)** 4.656(.031)* 8.064(.000)

상수 251.602 2.544 2.516

독립변수 월평균 총소득 45.166(.218)** .051(.167)** .046(.150)**

매개변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000(.075)*

  .048 .028 .033

F값(유의확률) 54.096(.000)** 30.902(.000)** 18.503(.000)**
*p<.05, **p<.01, ( )는 표준화회귀계수값임.

3) 가설 검증의 정리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주거환경요인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 되었다. 주거

환경요인이 거주면적, 가전 대수인 경우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관

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주거환경요인과 도시가스에너지 사

용 현황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 되었

다. 주거환경요인이 가전 대수인 경우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주거환경요인이 거주면적인 경우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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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전력

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 되었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인 경우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

지 사용 인식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 되었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가구주 연령,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

득인 경우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

용 인식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이 주거환경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 되었다. 주거

환경요인이 가전대수인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간의 관계에서 전

력에너지 사용 현황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환경

요인이 거주면적인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간의 관계에서 전력에

너지 사용 현황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력

에너지 사용 현황이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 되었다. 가

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인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간 관계에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경제활동 가구원수인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간의 관계에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주거환경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 되었다.

주거환경요인이 거주면적, 가전대수인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간

의 관계에서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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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 채택 되었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가구주 연령, 월평균 총

소득인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간의 관계에서 도시가스에너지 사

용 현황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

인이 경제활동 가구원수인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간의 관계에서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통해 독립변수

인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일부 요인과 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관계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한다는 것이 검증 되

었다. 다시 말하면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매개로 하여 에너지

사용 현황에 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추가적으로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일부 요인과 주

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간의 관계에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가설 검증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3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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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가설
채택

수
결과 채택 요인

H3-1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주거환경요

인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관계에

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6 부분채택
거주면적,

가전대수

H3-2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주거환경요

인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관

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6 부분채택
거주면적,

가전대수

H3-3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가구 및 가

구 활동 요인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4 부분채택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H3-4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가구 및 가

구 활동 요인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

황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다.

3/4 부분채택

가구주

연령,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H4-1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은 주거환경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6 부분채택
거주면적,

가전대수

H4-2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4 부분채택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H4-3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은 주거환경요

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의 관계

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6 부분채택
거주면적,

가전대수

H4-4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은 가구 및 가

구 활동 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다.

3/4 부분채택

가구주

연령,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표 32> 매개효과 분석 가설 검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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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층면접 결과 및 해석

실증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에서는 주로 주거환경요인, 가

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에너지 사용 현황의 영향관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 취사방식 선택 이유,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노력과 인식, 그리고 고지서에 나타

난 동일면적 대비 객관적 에너지 사용량 비교와 원인, 향후 에너지 사용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심층면접은 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익명성을 위해 사례 1~30으로 명명한다.

1) 취사방식 선택 이유

실증연구의 기초통계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심층면접의 결과에서도

취사 시 전기 대신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인터뷰 대상자 총 30명 중 전기를 사용한 취사방식을 이용하는 대상

자는 5명으로 파악되었다. 취사방식의 선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다.

도시가스를 취사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공통적으로 강한 화력, 사용방법

의 편리성,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의견이 파악되었

다. 전기를 취사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공통적으로 유해물질 배출 감소,

빠른 가열 속도, 안정감의 이유를 들었고 화재위험 감소, 청소 편리 등을

사용의 이유로 제시한 경우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에너지 소비량이나 액

수 절감을 위해 취사방식을 전력 혹은 도시가스로 선택하는 경우는 존재

하지 않았다.

인덕션보다는 불이 화력도 더 세고, 인덕션보다는 요리하기가 더 편해

요. 요리를 할 때 맛을 내거나 할 때도 인덕션보다는 가스가 더 편하죠. 그

리고 인덕션은 오징어를 구울 수 없어서 가스레인지를 선호해요. -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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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왔을 때부터 이거였고, 인덕션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그 불

이 화력이 있어야 더 강하다는 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안 바꿨어요. - 사례

10

일단은 가스가 나오는 유해 성분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고 불안한 느낌

이 있어요. 그리고 닦는 이런 것도 인덕션이 훨씬 더 편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누가 쓰는걸 보고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10년 전에 바꿨어

요. (žžž) 안정감이 가스레인지보다는 있는 것 같아요. - 사례 20

2)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에너지 사용

현황의 영향관계

앞서 실증연구를 통해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

력,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과 전력, 도시가

스 에너지 사용 현황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재검증하였다.

주거환경요인이 전력에너지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상자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택형태에 따라

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다수(30명 중 28명) 존재

하였다. 차이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빌라, 다세대, 아파트 등의 주

택 형태에 따라 에너지 효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다수

파악되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사용 현황에 대한 체감율이 단독주택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현황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반대로 주택 형태가 에너지

사용 현황에 특별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의견도 미비하지만 확인

할 수 있었다.

주택 거주층수가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다수

(30명 중 22명) 존재하였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상층이나 저층은 에너

지 손실이 많고 중간층은 열효율이 높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층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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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광이 영향을 주며 채광이 잘 되는 경우 고층의 경우 난방비와 에너

지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했다. 반대로 주택 거주층수가

에너지 사용 현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존재했

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30명 중 21명) 건축년도가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건축년도가 최신일수록 기

술발달로 인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단열이 잘되며 이로 인해 전력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감소된다는 의견이 다수 파악되었다. 반대

로 건축년도가 최신인 경우 새로운 가전제품이 많아 오래된 주택에 비해

소모되는 에너지양이 많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했다. 또한 건축년도가 에

너지 사용 현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도 일부 존재

했다.

모든 응답자가 거주면적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

견을 나타냈다. 거주자들은 거주면적이 넓으면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에

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거주면적이 작으면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할 것

으로 생각했다. 또한 대다수 거주자들은(30명 중 28명) 가전 대수가 에

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가전제품의 대

수가 많을수록 대기전력도 많아져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

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취사방식에 따라 에너지 사용 현황에 차이가 존

재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30명 중 16명)

존재하였다. 일부는 도시가스 요금과 전력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반대로 전기로 취사를 할

경우 에너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사용현황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견

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형태가 영향을 미치는데 빌라보다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차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파트는 다가구 이다 보니까 아래 위

층에서 난방을 하니까. 우리집만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절충이 돼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에너지가 좀 더 작게 든다고 생각해요.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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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층수는 조금은 미칠 것 같아요. 높은 층이 아무래도 해가 잘 들어서

난방비 덜 들 것 같은데. 아래층은 좀 가리니까 난방비가 덜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žžž) 취사방식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별로 차이 없을 것

같다. 도시가스 요금이 워낙 많이 싸니까 그건 별로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아

요. - 사례 9

아파트는 모여 있어서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다세대 주택은 그것보

다는 모여 있는 정도가 덜해서 에너지를 더 사용할 것 같네요.(žžž)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비해 춥고 단열이 잘

안되어서 에너지 사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거주면적이 넓으면 아무래도

바닥을 데우거나 불을 켜는데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 같아요. (žž

ž) 취사방식은 잘 모르겠네요. 영향을 주는지. 인덕션이랑 도시가스로 하는

가스레인지랑 에너지 사용량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 사례1６

층수에 따라서도 차이 있을 것 같아요. 해가 들어오는 집이 있고 안 들

어오는 집이 있고, 여기는 해 들어오는 집으로 들어왔는데 해 들어오니까 난

방비가 엄청 절감됩니다. 제가 옛날에 1층 살 때는 난방이 엄청 나오는 것

도 해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žžž) 취사방식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기

로 하면 전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 사례 5

가전제품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와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관해서

영향이 있을 거예요. 당장 옷 드라이기, 혹은 와인 보관기 등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가전제품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에너지 소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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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에너지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상자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모든 응답자들은 가구원수가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냉방, 난방과 취사 등의 활

동을 위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와 비교

해 에너지 사용량이 더 많다는 의견이 진술되었다.

월평균 총소득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다수

(30명 중 26명) 파악되었다. 월평균 총소득이 많은 가정의 경우 가전 대

수도 많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 에너지 사용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총소득이 에너지 사용 현

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도 진술이 나타났다.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으면 소득이 증

가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했다. 반대로 경

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수가 많으면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 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가

구원수가 에너지 사용 현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

도 파악되었다.

가구주 연령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다수(30

명 중 27명)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낮은 경우 전자제품의 사용이

많고 반대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경우 전자제품 사용이 적고 절약하는

습관이 체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이 있다는 진

술이 다수 파악되었다. 반대로 가구주 연령이 많은 경우 가정에서의 전

자의료기기 보유와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주

장도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에너지 사용 현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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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나 소득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특히 나이 든 사람은 절약이나 이런 것이 몸에 배어서 우리 집에 할머니의

경우는 낮인데도 되도록 형광등을 밝히는 것 자체를 에너지를 과소비한다고

할 정도로 에너지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써요. (žžž)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

으면 당연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 것 같아요. 경제활동을 하니까 소득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에너지 비용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소득 없는

사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안 쓸 수 있고, 소득이 많다는 것은 가정 내의 활

동량이 많아져 에너지가 결국 많이 쓴다는 거겠죠. - 사례 3

부자들은 이 정도 내고 쓰지 이런 것이 있는데, 조금은 소득이 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죠. 조금 더 아끼려고 하고. 연령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아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돈을 아낄 때가 필

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녀를 결혼 시킨다거나 아니면 젊은 층들은 아

기 생기거나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아끼면서 돈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구원수가 많으면 입이 많으니까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활동하고 있으면 그 인원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

가 이 정도 버니까 쓰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버는데 이거 왜

못 쓰겠나 그런 느낌이죠. - 사례 4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별 차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연령에 따라서는 차

이가 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덜 쓰지 않을까요? 젊을수록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나이 많은 사람들

은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있으니까 더 많이 쓸 수도 있겠네요. - 사례 9

심층면접 대상자 대부분이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의 각 변수들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을 보

였다. 그러나 면접자들은 경제활동 가구원수, 취사방식 등 일부 변수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가졌다. 또한 구

체적으로 각 변수들과 에너지 사용 현황이 어떤 영향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앞부분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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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연구를 통해 이러한 영향관계에 대해 검증하였고, 더불어 심층연구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영향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다.

3)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

효과

앞서 실증연구를 통해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

력,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 전

력,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도 검증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이러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전력,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

과를 Baron & Kenny의 3단계 검증법을 사용하여 재검증하였다.

먼저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의 생각을 살

펴보았다. 주거환경요인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다수(30명 중 25명) 존재하였다. 거주면적이 넓거나 가전제품 대

수가 많으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고 주관적

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의견이 다수(30명 중 22명) 나타났다. 가구 및 가

구 활동 요인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다

수(30명 중 22명) 존재하였다. 주로 가구원수가 많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

게 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는 실증 분석에서의 주거환경요인 중 거

주면적, 가전대수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이 전력,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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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이 많으면 당연히 에너지 사용이 가전제품을 좀 작게 사용하는

가구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이 많다고 느끼죠. 취사방식도 저는 가스를 사용

하고 인덕션 경험이 없지만 인덕션 사용하게 되면 가스에 비해 전기료가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기가 더 비쌀 것 같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

사례 3

그럴 것 같은데요. 집이 넓거나 혹은 가전제품이 많거나 그러면 그게 내

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지 생각하는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 사례 27

영향 미친다고 생각해요. 가구원수가 많은 우리 집이 가구원이 작은 집

에 비해 에너지 사용이 많다고 생각해요. 소득이 높을수록 가전제품 대수도

많을 것 같고 절약하는 거에 대한 개념도 작을 것 같고 그래서 소비량이 많

을 것 같아요. – 사례 1

가구원수, 소득은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얼마를

사용하느냐에 가구원수가 영향을 미치고 그게 내가 주관적으로 남들에 비해

서 이만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봐요. - 사례 4

두 번째로 전력,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

는 앞부분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이 전력,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을

보였으며 이는 실증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세 번째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전력에너지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상자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실제로 다른 이웃

에 비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 에너지 사용량도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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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의견이 다수(30명 중 23명) 나타났다.

아무래도 실제 사용량이 적으니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 사

례 18

마지막으로 전력에너지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주관적 에너

지 사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상자들의 생각을 파악해보았다.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다수(30명 중 23명) 존재하였다.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일부 파악되었다. 이러한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이 연구의 모형을 통해 전력,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모두로 보았다.

내가 사용량이 실제로 많다고 알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

한 사용량도 많지 않을까 인식하겠죠. - 사례 16

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사용을 내가 많이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면

인식도 그렇다고 할 것 같은데요. – 사례 27

이와 같이 심층면접을 통해 매개효과를 3단계로 검증하였으며 모든

단계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앞부분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전력,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였고, 더불어 심층연구를 통

해서도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과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이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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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표본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유의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평균 보다 많이

나온 집단
11 3.00 .894

0.05
평균 보다 적게

나온 집단
19 2.42 .692

<표 33>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

4)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1) 집단에 따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차이

고지서를 통해 동일 면적 이웃집 평균 전력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에너지 사용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 에너지 사용량이 이웃에 비해 많이 나온 집단의 경우 적게

나오는 집단에 비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객

관적 에너지 사용량이 높게 나온 집단과 적게 나온 집단에 따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에

너지 사용량이 많은 집단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도 실제 많이

사용한다고 느끼며, 반대로 실제 사용량이 적은 집단의 경우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도 실제 적게 사용한다는 느끼는 경향성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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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인

식, 노력 정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와 실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인식과 노력의 정도를 비교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였다. 먼저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6명

중 5명) 자신의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인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

고 실천하는 것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이 에너지 소비 감소

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다른 가구에 비해 사용량이 많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어요. 노력은 때에 따라는 하고도 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

이 쓰는 것은 별로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득이 안 되고 아껴 써야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될 수 있으면 나갈 때 콘센트 빼려고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기도 하고 (žžž)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 사례 20

다음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이웃집에 비해 자신의 가

정이 보통 정도로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7명

중 5명) 이미 자신이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에너지 사용

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과 노력을 보통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혹은 에너지 사용을 좀 더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으로

파악 되었으며(7명 중 2명)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

는 의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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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줄이려고 보통 정도 인식하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네

요. 그냥 어머니도 그렇고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틀지 말라는 것은 없고 압

박을 주시거나 해서 압박은 없으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생각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압박도 없고 엄청 아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적당

히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사례 4

평소에 항상 줄여서 아껴 사용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쓰지 펑펑 남보다

더 많이 쓰고 그런 것은 없어요. 매우 아껴 쓰려고 하지. 되도록 안 쓰려고

하니까 매우 아끼는 거지. - 사례 2

마지막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이웃집에 비해 자신의

가정이 적게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현재 에너

지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크게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인식하지 않

았다. 또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보통정도나 혹은 그 이하

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7명 중 10명). 그 이유는 지금도 에너

지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하지 않

는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일상에서는 남들에 비해 습관적으로 에너

지 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나타났다(17명 중 5명).

굳이 꼭 줄여야겠다는 인식은 없어요. 불편함 없이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같이 사시니까 난방 같은걸 춥게 할 수도 없

고, 그러니까 물론 절약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없죠. 적게 쓰고 있고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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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를 줄여야겠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줄여야겠다는

인식은 솔직히 낮아요. 일단 사실 전자제품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걸 사용하

고 있음에도 남들보다 적게 나온다는 건 이미 충분히 아껴 쓰고 있다는 지

표로 인식이 되어서 나는 안 줄여도 될 것 같지만 남들은 줄여야 될 것 같

다는 생각이에요. - 사례 13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고 더 노력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구와 비교했

을 때 자신의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 나

타났다. 또한 다른 이웃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보통이나 적게 사용하

는 경우 아끼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큰 관심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내가 남들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굳이 더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해요. - 사례 16

굳이 꼭 줄여야겠다는 인식은 없어요. 불편함 없이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을 절약해야 할 만큼 소득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žž

ž) 그러니까 물론 절약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지금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 사례 7

내가 이걸 줄여서 엄청나게 20~30% 이상 줄인다 아낀다? 30~40% 아낀

다? 많이 봐서 절반을 아낄 수 있다면 아끼겠지만 절반을 아끼는 것도 아니

고, 뭔가 동기부여가 없어요. -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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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수용 방식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서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도를 확인

했을 때 경제적인 차원, 혹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

아보았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30명중 21명)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에 따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지출

과 관련하여 에너지 요금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의견으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에너지원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파악

하며 일부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파악한다는 의견도 확인 되었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수용에 있어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파악이 많기 때문

에 이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내가 남들에 비해 돈을 많이 썼구나.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환

경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 사례 11

경제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겨울 되고 그러면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이니까. 얼마 정도 계산은 하고 있죠. 좀 많이 나올 것이니까 다른

데서 지출을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 - 사

례 20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렇다고 말하기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양심이 찔

리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기의 경우는 그런데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도시가스나 난방의 경우 그것보다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사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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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객관적 에너지 사용량의 일치, 불

일치 이유

응답자들이 자신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고지서의 이웃과 비

교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고지서의 이웃과 비교한 에너지 사

용량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각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른 이웃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고 생각했고 실제 고지서를 통

해 파악한 이웃과 비교한 사용량도 이와 일치하는 경우는 총 5명으로 주

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많음으로 응답한 총 6명의 응답자 중 대

다수가 정확히 자신의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가구원수가 다른 집에 비해 많거나 절약하며 사용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

신이 아닌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이 에너지 사용 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가구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는 경우도 존재했

다.

가구원수가 많고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식

구들이 집에 있어서 전기도 계속 사용하고 켜놓고 있어서 원인이 되죠? 그

래서 그렇겠죠? - 사례 1

제가 냉장고가 다른 집 보다 많잖아요. 인덕션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별로 어두운 것을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밝은걸 좋아하니까 방 전구

도 많이 밝은 것으로 그렇게 설치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사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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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 해외에서 온 동생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시간대를

늦게까지 TV나 전기 컴퓨터를 쓰고 그 전에 에어프라이 안 썼는데 동생이

많이 쓰고, 예전에는 사실 많이 안 써서 이번에 가족 거주원이 생기고 그래

서 변화 된 것 같아요. -사례 26

대상자 총 30명 중 다른 이웃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고 생각했지

만 실제 사용량이 다른 이웃에 비해 적은 경우는 1명으로 파악되었다.

가정에서의 대기 시간이 짧아 에너지 소비량이 적게 나오는 것 같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제가 공시생이라서 독서실 가는데 오전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들어와

요. 사실상 절대적으로 봐서는 제가 하루 종일 집 밖에 있으니까 전력이 별

로 안 나가는 거겠죠. (žžž) 적정량만 사용하고 그렇게 다들 다른 가족구성원

들은 크게 낭비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쓰거나 그런 것은 없어서 그런 것 같

은데. - 사례 15

다른 이웃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다른 이웃에 비해 많은 경우(4명)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했고 고지서의

객관적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고지서의 이웃

과 비교한 에너지 사용 정도가 불일치 한 것 같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고지서 등을 통한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파

악할 수 있었다. 에너지 가격이 낮아서 사용해도 된다는 의식이 존재했

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특정 사유로 인해 다른 달에 비해 이번

달에만 사용량이 많았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다.

다른 집이랑 비교하는 고지서 내용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식

구도 비슷하니까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이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전혀 비슷

한지 아닌지 모르죠. 그 집도 아껴 쓰니까 그 정도 식구에 그 정도 쓰겠지

생각한 거예요. -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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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것으로 에너지 문제를 접근했고, 객관적으로 실제 행하고 그걸

가지고 수치로 체크하지는 않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내가 에너지 소비를 바

라보고 있었어요. 그 주관 밑에는 에너지 가격이 매우 낮아서 사용해도 된

다는 생각이 깔려있죠. - 사례3

제가 아까 인터뷰하기 전에 고지서를 생각했을 때 이번 달에는 좀 많이

나왔겠다고 생각한 것은 있거든요. 우리가 큰집이어서 차례를 차리니까 그

런 것이 영향이 있겠구나 싶긴 했거든요. 차례 준비할 때 전기, 가스를 평소

보다 많이 썼을 것 같아요. - 사례 11

다른 이웃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다고 생각했고 실제 사용량도 다

른 이웃에 비해 적은 경우(13명)도 존재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

은 현재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량이 적게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가전제품 대수가 적거나

가정에서의 짧은 대기시간, 전기절약 습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적게 발생

시키는 이유로 파악되었다.

우리는 부모님이 실제로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절약하려고

노력해요. - 사례 10

애초에 사용량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 했는데 확인하고 나니까 역시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은 일단 집에 사람

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부모님도 두 분 다 검소하신 편이라서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쓸 필요는 없다는 주의이셔서 꼭 에너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많이 절약을 하시죠. - 사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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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우리 집이 가족 수는 많지만 다른 집에 비해 가전제품 수도

적고 절약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TV도 없고, 가스도 많이 안

쓰고, 아이들도 책 읽고 피아노 치고 그러지 핸드폰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하

거나 이런 것은 일체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 사례 29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보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다른 이웃에 비해 많거나 적은 경우(7명)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했고

고지서의 객관적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고지

서의 이웃과 비교한 에너지 사용 정도가 불일치 한 것 같다는 의견이 확

인되었다. 고지서 등을 통한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의 필요성

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보통이라고 생각

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다른 이웃에 비해 적은 경우 에어컨, TV 등 가전

제품의 사용이 적고 채광이 잘되어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고지서

의 이웃과 비교한 에너지 사용 정도가 불일치 한 것 같다는 의견이 확인

되었다.

고지서를 평소에 못 보니까 그냥 보통정도라고 말한 것 같아요. 실제로

는 적게 사용하고 있었네.. - 사례 4

TV가 없어서 그런가 싶어요. 가전제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

아요 내 생각에 우리 집에. 좀 없는 편이라. - 사례 8



- 159 -

(5) 향후 에너지 사용 계획

이웃과 비교한 자신의 객관적 에너지 사용 정도와 주관적 에너지 사

용 인식의 차이에 대해 확인한 이후 향후 에너지 사용 계획에 대해 심층

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이웃과 비교

한 자신의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 정도가 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자

신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며 실제 사용량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난 경우 모든 응답자들은 아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적게 사용한

다고 생각하며 실제 사용량도 적게 나타난 경우 향후에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13명 중 9명) 나타났다. 현재

도 절약하고 남들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기에 현 상태를 유지하며 에너지

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살펴보고 줄이려고 노력하려고 해야죠. 형광등을 자주 켜

고 끄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자제하고, 등을 LED로

바꾸거나. - 사례 1

더 사용하겠다는 아니고 근데 뭐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냥 딱 내가 딱 필요한 만큼 쓰고 있는 느낌이라서 – 사례

10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이웃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낮음

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웃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이 높

게 나타난 경우가 존재했다. 이 경우 응답자들은 모두 인식의 전환을 가

지게 된 모습을 보였으며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더욱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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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에너지를 줄여야 할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

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천을 유도하고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의 20%를 더 쓰고 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접

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 줄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은

해야지.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평균을 못하고 더 쓰는

그런 것이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나 접근을 하

게 됩니다. 반성도 하게 되네요. - 사례 3

지금 이제 고지서 보면서 세대 전기랑 다른 집과 봤을 때 좀 많이 쓰는

건 사실인데 줄여볼까 하는데 줄일 때가 없는 거 있죠. 그럼 다른 집은 불

안 켜나 싶고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인식이 되었으니까 줄여야겠다는 생각

을 하는데 어디서 줄여야겠다는 아이디어는 없어요. - 사례 18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은 보통 정도로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사용량이 이웃에 비해 많거나 적은 경우도 존재했다. 실제 사용량이 많

은 경우 응답자들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응답

하였고 실제 사용량이 적은 경우 응답자 대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부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이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대로 사용할 것 같아요. 평균보다 적게 쓴다고 나온 바도 있고. 다

른 사람보다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쓰는 것도 보통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낭비한다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은 쓸 수밖에 없고

불편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지. -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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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를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동 평균 보다 일단 낮

아요. 그건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지만 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유지만 하면 될 것이라 생

각해요. - 사례 12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서 에너지 사용 정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지만 실제 이웃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이 낮게 나타난 경

우 현재의 사용량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파악되었다.

이제 나중에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아지면 전자기기 켜놓는 습관은 수정

해야 하겠지만 당장으로는 전력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또 적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더 절약하면 좋지만 그렇다는데 큰 변화를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 사례 15

모든 경우에서 향후 에너지를 더 사용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존재

하지 않았다. 자신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한 이후

에는 응답자들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응

답자들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 사용량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불일치

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야 할지에 대해 어려

움을 가지는 것이 파악되었다. 향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교

육이나 홍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162 -

5) 고지서 정보 확인

(1) 고지서 정보 확인 여부와 이유

대상자들이 고지서에 표기된 이웃집과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 정보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층면접 대상자 총 30명을 대상으

로 고지서 정보 확인 여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평균값은 2.1점으로 심층면접 대상자 대부분이 고

지서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에너

지 사용 인식은 고지서의 이웃과 비교한 객관적 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평

균값은 2.4점으로 심층면접 대상자 대부분이 고지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정도를 인식 하는 것은 아닌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 총 30명 중 월평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액수를 인지하

고 있는 대상자는 각 15명, 13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지서의 정보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

른 집과 비교해 요금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궁금해서 확인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파악되었다. 또한 더 아껴 쓰기 위해서, 고지서를 볼 때 직관

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확인을 한다는 이유도 나타났다.

글쎄 조금 조정하고 절약 해볼까 싶어서요. 고지서 보면 바로 눈에 들어

와요. 다른 것은 안 나오고 전기요금만 나오는데 도시가스도 나오면 좋겠어

요. - 사례 9

직관적으로 고지서를 볼 때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되요. 그냥 궁금해서 비

교해 보게 되죠. 그리고 남들 보다 적게 사용한다는 걸 보면 기분이 좋기도

해요. - 사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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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고지서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

해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고지서 관리를 다른 가족구성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요금 액수나 이웃과 비교한 에너지 사용 정도를 인지하

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든 가정 내 구성원들이 고지서의 정보를 확

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쉽게 에너지 소비와 절약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바탕으

로 SNS, 스마트폰,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입체적인 절약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포함

되어 나오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가계 지출에서 에너지

사용 비용이 큰 지출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요금 액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파악되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피 면접자들의 심층면

접 내용이다.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보지 않아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오

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 사례 1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고지서 관리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요금 나오는

것은 들춰보지 않아요. - 사례 6

그것이 큰 가계부상에서 지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

요. 그래 봤자 1~2만 원이기 때문에. -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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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에너지 소비 비교 정보 제공의 영향

이웃과 비교한 자신의 가정의 객관적인 에너지 소비 비교 정보의 제

공이 자신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

았다. 심층면접 대상자 총 3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비교 정보의 제

공이 에너지 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심층

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평균 점수는 3.81점으로 보통이상 영향을 준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비교 정보의 제공이 도움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 막연하게 생각한 것 보다 객관적인 정보 제

공이 된다면 심리적인 효과가 존재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또한 고지서 등을 통한 이런 정보제공은

직관적으로 와 닿으며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반대

로 일부의 의견으로 객관적인 에너지 소비 비교 정보 등은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도 존재했다. 고지서를 통한 정

보 제공이 심리적으로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의견과 초반에만 각성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지서의 객관적 소비 비교 정보 제공이 에너지

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인 에너지

소비 비교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들이 심리적으로 인식과 행동의 전

환을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매달 그래도 고지서 오는

것 확인을 하면 에너지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꼈거든

요. - 사례 29

보게 되면 막연하게 생각한 것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에너지 사용에 대해 생각하게 되겠고, 그럼 자꾸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게 되겠죠. - 사례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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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게 있는지 몰랐어서. 알았으면 그거 보고 비교하면서 좀 많이

썼네. 줄여야겠네 생각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진 않고

한 2~3일 정도 경각심을 가지다가 남은 3주 정도는 흐지부지 했다가 또다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초반에만 각성효과가 있지 완전한 영향력 없다고 생

각해요. - 사례 15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 집 규칙이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서. 정보야 사

실 저도 너무 알고 있고 부모님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건데 꼭 그 이유 때

문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돈 아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심리적인 문제

가 더 크지 않을까요. (žžž) 얼마나 나쁘고 중요하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적

당히 쓰자는 제스처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굳이 정보를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 사례 13

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 고지서에 이런 정보는 아주 내가 줄여야겠다는

충격을 많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사람들한테 충격이나 에너지

를 아껴 써야 한다는 인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사례 27

(3)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더불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방안에 대한 대상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라디오, TV, 동영상 플랫

폼 등을 통한 정보의 반복적인 홍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

났다. 또한 고지서의 경우 한 달에 한번 확인이 가능하며, 가족구성원 전

체가 정보제공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한계점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

다. 이에 스마트폰, 표지판, 혹은 각 가정 마다 전산화 등을 활용한 실시

간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과 캠페인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

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주변 지인들과의 정보교류가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는 경우도 존재



- 166 -

했다. 정보를 인식하고 수용자가 사고하여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

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존재 했다. TV나 라디오를 통한 정보제공과 에너

지 소비를 줄이자는 공익광고 형식의 홍보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고민해보고

흥미를 가지게 되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해 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 되었다. 정부에서 아이들에게 근

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는 의견도 나타났다. 특별히 생각하거나 고민해 본적 없다는 의견도 다

수 존재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향후 정책의 발전 방

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심리적으로 인식과 행동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의 필요성도 파악되었다.

일단은 국가, 정부나 공사나 공단 측에서도 홍보영상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약을 한다는 걸 이야기 해주는 게 지금도 나오긴 하는데. 라

디오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하나하나 반복학습으로 익숙하게 우리한테 들

리면 좋을 것 같아요. (žžž)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느끼는 건 광고효과

가 너무 커요. 한번 광고 터지면 민원이 2~3배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 사

례 4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들 보니까 그런 곳에 광고나 여러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지서가 한 달에 한번 나올 때만 내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게 되는데 집이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줄여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앞 도서

관에 미세먼지나 대기 중 가스 농도를 알려주는 실시간 표지판 같은 것이

있던데 그런 게 에너지 사용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 사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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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나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소모에 대해 내

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면 인식하게 되고 반성해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에너지 소모율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 자체로

도 에너지 소비하는데 큰 방향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 사례 3

개념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공

유된 정보들을 보면 아줌마들의 경우 이슈도 되고 그러거든요. 서로 공유하

고 하면 확실히 그런 건 귀에 쏙 들어오고 추천도 되고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 사례 18

정보제공은 암기해야 될 것 같고 외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렇다

면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거리를 제공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리고 정보를 줬을 때 인식하고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더 필

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를 인식하고 수용자가 사고하고 행동으로 이

어지게 하는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žžž) 좀 흥미로울 만

한. 고민해볼 수 있을만한 주제를 던져주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사례 13

홈스쿨링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에너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요. 어릴 때 그런 정보를 주거나 교육을 하면 좀 더 절

약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žžž) 어릴 때부터 그런 것 학습을 정

부에서나 학교에서 잘 시켜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사례 29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

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대한 동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에너지 사용 감소를 위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사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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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서울시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력, 도시가스에너

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며, 대

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답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전력과

도시가스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그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력

에너지 사용 현황과 더불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을 종속변수로 하여

두 가지 측면의 변수에 대한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과의

영향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또한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의 영향 관계에서 전력에너지,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

도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더불어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실증연

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통해 보충하였고 연구 모형을 뒷받침하였다.

2017년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모형, 매개효과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 영향요인

과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

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환경

요인 중 주택형태,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이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도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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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택형태,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은 가구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대수는 전력에너지 사

용 현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환경요인 중 거주면적과 가전대수,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와 월평균 총소득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거

주면적이 넓으면 소득이 높은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하는 전

기기구나 방의 개수가 많아져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Huang, 2015). 그리고 가정 내 냉방, 업무, 여가 등의 활동 정도

가 증가함에 따라 가전 대수가 증가하면 전력 소비를 증가시킴을 시사해

준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정에서의 전기제품이나 조명이 사용 빈도

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력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 에너지총조사 데이터를 통해 월평균 총소득

이 높은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전 대수가 많고, 거주하는

주택면적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월평균 총소득

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에너지 사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

다.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와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와 가구 및 가

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은 선행연구 사례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

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 거주층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분석에 앞서

설정한 가설을 채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택형태에서 아파트의 경우

다른 주택형태에 비해 단열 성능이나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

구 당 전력 소비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비교해 적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노정녀, 2014, 석주헌 외, 2017). 건축년도에 대해서는 최근

에 지어진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 일수록 에너지 사용이 많은 전자기기의

사용이 많고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Brounen et al, 2012). 가구주 연령에 대해서는 고령층은 가전제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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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주 하지 않으며, 자녀의 독립 이후에도 면적이 큰 주택에 거주하며

야외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청장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Williams,

2007). 주택 거주층수의 가설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달리 전력 사용량의 경우 거주층수 변화에 따른 단열이나, 채광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취사방식과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이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는

데 전력에너지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없었기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요인이나 기존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요인도 존재하였다. 이는 문

화권이나 국가별로 연구 사례, 사회 문화적 차이, 공간적 범위에 따른 변

수 설정 기준의 차이(1인당, 단위면적, 가구당)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박종문, 2018).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있어서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

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 대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중에서도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은 주택형태였으며, 가구 및 가

구 활동 요인에서는 가구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

형태, 건축년도, 거주면적, 가전대수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주택 거주층수의 경우 도시가

스에너지 사용 현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가

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은 도시가스에너지 사

용 현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요인 중 건축년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불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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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가설이 기각 되었다. 건축년도의 경우 에너지총조사의 데이터를 통

해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았으며,

도시가스에너지 사용이 많은 도구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선행연구들과

달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과 월평균 총소득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월평균 총소득만 선행연구와 일치되

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총조사 데이터를 통해 월평균총소득이

높은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전 대수가 많고, 거주하는 주택

면적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월평균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

다. 가구주 연령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요인 중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거주면적은 선행연구에서

는 사례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형태에서 연립주택과 다세

대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단열성능이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집

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

다. 주택 거주층수에서 중간층과 고층의 경우 저층에 위치한 가구에 비

해 난방부하가 적으며 고층일수록 채광이 우수해서 난방으로 주로 사용

되는 도시가스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박유원,

2005). 그리고 거주면적의 경우 에너지총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거주면적

이 넓으면 소득이 높은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로 인해 사용하는 난방 기기나 도시가스 사용 기기가 많아져서

난방 부하가 높아지고, 냉난방 시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며, 방의 개

수가 많아져 도시가스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

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는 선행연구 사례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원수에 대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채택하

는 결과를 얻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정에서의 취사나 난방으로 인

한 도시가스 사용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도시가스에너지 사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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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사방식과 가전 대수,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이 연구에서 실험적으

로 분석해보았다. 취사방식과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가정의 도시가스에너

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구체적인 이유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될 필요

가 있다. 가전 대수의 경우 가정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난방, 취사, 냉방 등이

에너지 소비를 일으키며 특별히 취사, 난방과 급탕은 도시가스 소비와

관련이 있다. 난방과 급탕, 취사를 도시가스로 이용하는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가전대수가 증가하면 도시가스 소비를 증가시킴을 시사해준

다.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요인이나 기존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요인도 존재하였다. 이는 문

화권이나 국가별로 연구 사례, 사회 문화적 차이, 공간적 범위에 따른 변

수 설정 기준의 차이(1인당, 단위면적, 가구당)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박종문, 2018).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 요인으로 선정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들은 전력과 도시가스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가구의 도시가스 소비는 주거환경요인에 더

영향을 받지만 전력 소비는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에 더 영향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력, 도시가스 에너지원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차이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낮음, 보통, 높음

으로 응답한 모형별로 변수들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영향관계를 살펴

보았다. 먼저 주택형태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낮음으로 응

답한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

인식이 낮은 그룹에 계단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이 많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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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도형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비해 계단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물리적 구조상 좀 더 밀집되어 있어 에너지 효

율이 뛰어나며 이러한 요인이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영향관계를 가

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건축년도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보통으로 답한 그룹에서만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경우 비교적 건축년도가 2000년에서 2009년에

지어진 최신의 주택인 경우가 다수 파악되기 때문에 전력에너지 사용량

에 미치는 영향이 더 명확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

다. 거주면적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낮음, 보통으로 답한 그

룹의 순서로 더 큰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

지 사용 인식이 낮을수록 거주면적 작은 편이고 이러한 경우 에너지 소

비에 대해 절약하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인이 전력에너

지 사용 현황과의 더 강한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전대수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낮음, 보통, 높음으로 답한

그룹의 순서로 더 큰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대수

를 적게 가질수록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도 낮으며 이러한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도 낮고 에너지 절약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아 그 반대

의 경우 보다 가전대수에 따른 전력에너지 소비 현황의 영향관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높음, 낮음으로 답한 그룹의 순서로 더 큰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

이 필요하다. 가구원수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낮음, 보통으

로 답한 그룹의 순서로 더 큰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적으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낮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인 그룹의 경우 전력에너

지 사용량이 적고 소비를 절약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인이 전력

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더 강한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월평균 총소득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보통, 낮음으로

답한 그룹의 순서로 더 큰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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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총소득의 평균도 증가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소득이 보통인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생활에

여유가 있어 전력을 통한 가전제품 사용 등의 생활 방식이 전력에너지

사용에 일정한 패턴의 영향을 가져와 강한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 그룹에서의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요인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주택형태는 주관적 에

너지 사용 인식에 따른 세 그룹에서 높음으로 응답한 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

통과 낮음인 그룹의 계단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복도

형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비해 구조상 좀 더 밀집되어 있어 단열효과가

좋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며 이러한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과의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 거주층수는 전력 사

용량과의 관계와 달리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낮음, 높음으로

답한 그룹의 순서로 더 큰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가스 사용량과 달리 전력 사용량의 경우 거주층수 변화에 따른 단열이

나, 채광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건축년

도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높음, 낮음, 보통으로 답한 그룹의

순서로 더 큰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건축물

에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도 낮거나 높은 경향을 보였

으며 이러한 요인이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과의 더 강한 영향관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거주면적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유

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가전대수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낮음, 높음, 보통으로 답한 그룹의 순서로 더

큰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그룹 표본에서 가전대수

가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도시가스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계수의 영향정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경우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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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어려우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가

구원수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를 높음, 보통으로 답한 그룹의

순서로 더 큰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의 경우 업무, 여가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이 각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전의 경우 난방, 취사 등의 용도로 다수

가 사용하는 등 좀 더 사용량이 많은 특성을 보인다. 이에 가구원수 증

가에 따라 난방부하가 높아지고 더 큰 소비량 증가 패턴을 보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

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보통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가구

원수가 많은 그룹인 보통 그룹에서는 가구원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가정

내 대기시간과 취사, 난방 사용 시간의 감소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총소득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높음으로 답한 그룹의 모형

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도시가스의 경우 전력에

비해 소득에 따른 영향은 한정적이며 사용량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은 그룹이 좀 더 도시가스에너지 사용에 일정한 패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

동 요인이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다음으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주거환경요인과 전력에너지 사

용 현황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주

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일부 요인과 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관계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

칠 때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매개로 하여 에너지 사용 현황에 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환경요인 중 거주면적, 가전대수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인 경우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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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주거환경요인 중 가전대수, 거주면적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 경제활동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인 경우 도시가스에너

지 사용 현황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

인의 일부 요인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간의 관계에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환경요인 중 가전대수, 거주면적과 가

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경제활동 가구원수인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의 관계에서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이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환경요인 중 거주면적, 가전

대수와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중 가구주 연령, 월평균 총소득, 경제활

동 가구원수인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의 관계에서 도시가스에

너지 사용 현황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는 실증연구에서 분석한 독립변수와 에너지 사용 현황

의 영향관계,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하였다. 그리

고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노력

과 인식, 그리고 고지서에 나타난 동일면적 대비 객관적 에너지 사용량

비교와 그러한 사용 정도가 나타난 원인, 향후 에너지 사용 계획과 구체

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심층면접 대상자 대부분이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각 변수들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을

보였다. 대상자들은 경제활동 가구원수, 취사방식 등 일부 변수들에 대해

서는 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대부

분의 변수들이 영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심층면접을 통해 검증하였

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추가적으로 전력,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를 3단계로 검증하였으며 모든 단

계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현황이 매개효과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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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고 파악했으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관련 선행연구가 미비했

다는 실증연구의 한계를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했고 연구 모형을 뒷받침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부분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전력, 도시가스에너

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활동 요인과 주

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에 검증하였고, 더불어 심층연구를 통

해서도 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노력과 인식을 살펴보았다. 실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집단의 경

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도 실제 많이 사용한다고 느끼며, 반대로 실

제 사용량이 적은 집단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도 실제 적게 사

용한다는 느끼는 경향성이 확인 되었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다고 파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인식하고 노력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주

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높음인 경우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을 줄

여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실제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

고 실천하는 것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관적 에너지 사

용 인식에 따라서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도를 확인 했을 때 대부분의 대

상자들은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따라 환경적인 차원이 아닌 경제적

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과 고지서의 객관적인 정보가 일치하는 경

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이 절약 혹은 낭비하는 습관 혹은 노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반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지서의

객관적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불일치 한 것 같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에너지 가격이 낮아서 사용해도 된다는 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의

견도 나타났다. 이웃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차이에 대해 확인한 이후 향후의 에너지 사용 계획에 대해

서는 모든 경우에서 향후 에너지를 더 사용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존재

하지 않았다. 자신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한 이후

에는 응답자들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경각심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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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객관적 사용량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이 불일치 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야 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 파악되었다. 고지서 등을 통한 객관적인 에

너지 사용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고지서 정보 확인 여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평균값은 2.1점으로 심층면접 대상자 대부분이 고지서의 정보를 확인하

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지서의 정보를 확인하는

이유로 다른 집과 비교해 요금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궁금해서 확인한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대로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대상자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이 고지서 관리하기 때

문에 요금 액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웃과 비교한 자신

의 가정의 객관적인 에너지 소비 비교 정보의 제공이 자신의 에너지 소

비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평균 점수는 3.81점으로 보통이상 영향을 준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지서의 객관적 소비 비교 정보 제공이 에너지

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부의 의견으로 객관

적인 에너지 소비 비교 정보 등은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

움이 있다는 반응도 존재했다.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으로 ‘라디오, TV 등을 통한 정보의 홍보’ ‘실시간 에너지 사용 정보 제

공’, ‘교육’, ‘동기부여 방안 제시와 활동 유도’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

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향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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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방향 제언

이 연구의 결과가 내포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Baron

and kenny(1986)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독립

변수인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의 일부 요인과 에너지 사

용 현황의 관계에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통

제하는 것만으로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발현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가구의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사용자가 전기, 도시가스의 소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나 단체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방안을 시행할 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단발적으로 전달하는 방

식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 감소의 필요성

을 느껴 에너지 사용 인식이 변화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구

체적이고 맞춤형의 소비 지침을 전략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심층면접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방안

제안 등을 토대로 정책의 방향을 제언할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고지

서를 통한 이웃과 비교한 객관적 소비 비교 정보 제공이 에너지 소비 감

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에너지 관련 정책, 프로그램 개발

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고려하여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수, 주택의 크기

등에 따라 고지서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정 전기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당월 전기 사용량 등의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

구 활동 요인이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가 존재함을 실증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룹에 따른 영

향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룹에 따른 에너지 소비 감소 맞춤형 정책을 설

계하면 전력, 도시가스 소비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가 낮음인 그룹에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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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총소득이 도시가스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가장 큰 경우

이를 감안하여 맞춤형 정책 설계를 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 감소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 결과를 통해 전력과 도시가스 에

너지원에 따라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그리고

매개효과가 상이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에너지원에 따른 영향 요인

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한 정보제공이나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심층면접을 통해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고지서를 관리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쉽게 에너지 소

비와 절약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SNS, 스마트

폰,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입체적인 절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필요한 소비절약 방안과 절약 정

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홍보 및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고민해보고 흥미를 가지게 되며 행동으로 이

어질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해 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 때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관

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수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방안 마련

이 되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사용 인식의 변화까지 이르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불가능한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며, 거주자들

의 저항과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즉 주관적 에너

지 사용 인식이 매개효과가 존재함과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그룹별로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존재함을 토대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

식과 주거환경요인과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을 연계한 정책 마련이 에

너지 소비 감소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특별히 이 연구는 서울시의 공동주택을 거주 가구를 대상으

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있어 지역적인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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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향후 서울시의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연

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현재 공개되어 있는 에너지총조사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

도하였으나 시점이 한정되어 있어 가구를 패널 그룹으로 분석하지 못하

였다. 기존의 횡단면 데이터에 시간적인 추세를 반영한 패널데이터를 구

축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료가 구축

이 된다면 이러한 가정패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은 이 연구에서 다룬 주거환경요인,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이외의 기후특성, 지

역 특성, 교통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이외

의 다른 다양한 변수들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

한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이외의 다른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존

재하지만 매개효과를 측정하지 못했다. 향후 이루어질 후속 연구에서 전

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과

요인들을 포함하여 타당성 있는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와 매개효과를 분

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에 미치는 경제활동 가구원

수, 취사방식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정도에 따른 그룹들의 영향관계 패

턴과 관련하여 설명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주택 거주층수와 도시가

스에너지 사용 현황. 거주면적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가전대수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 가구주연령과 전력에너지 사용 현황, 월평균

총소득과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영향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해석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규명하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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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매개효과분석에서는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변수 요인들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선

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해석의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향후 이

러한 부분에 대해 규명하는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매

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이 높음으로 응

답한 경우 실제적인 전력, 도시가스에너지 사용량이 많게 나타났다. 주관

적으로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고 느끼면 실제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을 했으나 상식적인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

다. 그리고 가구주 연령의 경우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의 매개효과와

도시가스에너지 사용 현황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행동경제학적 측면 혹은 다른 측면

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향후 이 연구에서 제시한 영향관계와 매개효과를 전력, 도시가스에

너지 소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다양한 심리학적 요인과 연구에서 다

루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며, 다른 에너지원에도 확대하여 분석

하게 된다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가정 에너지 소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게 되며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에 기여하며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정책들의 제안과 연구들이 발전되

고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에너지 소비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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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층면접지

1. 기본사항

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1.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4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1.5 난방에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2.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

2.1 귀하의 가정의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2.2 귀하의 가정의 월평균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2.3 귀하의 가정의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2.4 귀하의 가구주 연령은 몇 세입니까?

3. 주거환경요인

3.1 다음 중 귀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기기가 있다면 대수를 말씀해

주세요.

3.2 귀 댁의 주택 형태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① 아파트(계단형) ② 아파트(복도형)

3.3 귀하의 거주 주택의 건축년도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① 1969년 이전 ② 1970~1979년 ③ 1980~1989년 ④ 1990~1999년 ⑤

2000~2009년 ⑥ 2010년 이후

3.4 귀하의 거주 주택의 면적은 몇 ㎡입니까?

3.5 취사에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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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사

4.1 취사 시 가스레인지(도시가스)를 사용하십니까?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2 취사 시 인덕션, 하이라이트(전기)를 사용하십니까? 인덕션, 하이라이트를

사용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가스레인지 대신)

5. 가설 H1, H2

5.1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에너지 이용기기 대수,

취사방식 중 주거환경요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복수선택

가능)

5.2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경제활동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중 가구 및 가구

활동 요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복수선택 가능)

5.3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에너지 이용기기 대수,

취사방식과 같은 요인이 가정에서의 자신의 에너지 사용 현황(전력,

도시가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5.4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경제활동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과 같은 요인이

가정에서의 자신의 에너지 사용 현황(전력, 도시가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6. 가설 H3, H4

6.1 주택형태, 주택 거주층수, 건축년도, 거주면적, 에너지 이용기기 대수,

취사방식과 같은 요인이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6.2 가구원수, 월평균 총소득, 경제활동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과 같은 요인이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6.3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도(주관적인)가 높다고/낮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제 자신이 전력, 도시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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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적게 사용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그들보다 많다고/적다고

느끼십니까?

6.4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전력)이 많다면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도 많다고 인식하십니까?

6.5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도시가스)이 많다면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도 많다고 인식하십니까?

7.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

7.1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 도시가스 사용량이 비슷한 이웃(주택 크기나 가구

구성 등)과 비교해서 많다고/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겠다고

인식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⓵ 매우 그렇지 않다 ⓶ 그렇지 않은 편이다 ⓷ 보통이다 ⓸ 그런 편이다 ⓹ 
매우 그런 편이다.

7.2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 도시가스 사용량이 비슷한 이웃(주택 크기나 가구

구성 등)과 비교해서 많다고/적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⓵ 매우 그렇지 않다 ⓶ 그렇지 않은 편이다 ⓷ 보통이다 ⓸ 그런 편이다 ⓹ 
매우 그런 편이다.

7.3 아니라면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4 이러한 인식과 노력이 다른 가족들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5 주관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지, 환경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지(남들 보다 자신이 낭비하고 사는구나, 돈을 더 쓰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 적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적게

쓸 수도 있는데 탄소발자국을 많이 남겨서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7.6 귀 댁의 월 평균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7.7 귀 댁의 월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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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지서 정보 확인

8.1 고지서에 사용량이 비슷한 이웃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지 않다 ⓶ 그렇지 않은 편이다 ⓷ 보통이다 ⓸ 그런 편이다 ⓹ 
매우 그런 편이다.

8.2 고지서에 사용량이 비슷한 이웃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3 고지서에 사용량이 비슷한 이웃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4 앞에서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질문은 고지서의

비교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⓵ 매우 그렇지 않다 ⓶ 그렇지 않은 편이다 ⓷ 보통이다 ⓸ 그런 편이다 ⓹ 
매우 그런 편이다.

8.5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 도시가스 사용량이 비슷한 이웃(주택 크기나 가구

구성 등)과 비교해서 많다고/적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수치를 통해 사용량이

많다고/적다고 나왔는데 사용량이 많은/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8.6 그렇다면 앞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에너지를 더 사용하실 건가요?

8.7 노력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더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8 타인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정보 제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제공이 에너지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⓵ 매우 그렇지 않다 ⓶ 그렇지 않은 편이다 ⓷ 보통이다 ⓸ 그런 편이다 ⓹ 
매우 그런 편이다.

8.9 에너지 소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8.10 과거에 고지서를 통한 비교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8.11 이외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자신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지 많이 사용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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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Perception of Energy Use

Yongseok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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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orld’s final energy consumption continues to increase, and

domestic final energy consumption is also showing continual

increasing trend. Carbon dioxide that causes climate change is

generated in the energy consuming process, and effort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re required to mitigate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energy consumption in the household sector is constantly

increasing. The household sector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relatively quickly compared to others. In order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it is necessary to regulate related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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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but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greenhouse gases emitted from all daily activities and consumption

in society. Energy use at home is closely linked to consumption of

daily activities, so reduction in energy consumption is necessary.

Especially in Seoul, the household sector accounts for a higher

proportion of final energy consumption compared to other region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apartment dwellings in Seoul is higher

than in other districts. Understanding the energy use of apartment

dwellers, which accounts for a large percentage of energy

consumption in the household sector, will help to effectively reduce

energy and prepare measures. In particular, a non-price approach that

attempts to cause a change in consumption by communicating

consumption comparisons with reference groups and environmental

impacts to consumers can have a greater effect in the future. Since

subjective perception of energy use is a major factor in achieving

sustainable energy consumption through rational energy consumption,

it is meaningful to explore its impact on energy consumption along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I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factors that can affect electricity

consumption in the household sector in Seoul, the consideration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variables was insufficient, and the previously

verified factors also showed different results for each precedent

researches. Analysis of various energy sources other than electric

power was also inadequate. In addition, prior studies have identified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energy

consump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grasping the pattern of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group of factors that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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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han this causal relationship. On top of that, while energy

consumption should be analyzed based on the household's energy use

perception as the household's energy consumption is affected by the

comparison of consumption with other households, related studies

were de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this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intend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electricity and city gas energy. Second, the sample will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energy use, and this study will try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Third, it is

intended to investigate whether subjective perception of energy use

plays a mediating role in residential environmental factor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current

status of energy use.

In this study, basic statistical analysis for characterization of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were conducted. In addition, in the in-depth

interview,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energy use perception verified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were re-verified. Furthermore, by comparing the

degree of objective energy use and subjective energy use perception,

I tried to identify specific energy use perception. Through this, I tri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research that prior

research related to energy use perception was lacking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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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the current status of electricity use of households, among

residenti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the type of house, year of

construction, area of residence, number of household appliances, the

age of household head among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monthly average gross income.

Among them, the greatest influences on the current status of

households electricity use were the housing type in case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factor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when it comes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Crucial

influencing factors on the current state of city gas energy use,

amo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were the housing type, the

number of residential floors, the year of construction, the residential

area, and the number of household appliances. While among the

factor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average monthly income appeared to be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Among them,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current status of city gas

energy use by households was the housing type, and the most

influencing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 wa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re were cases which we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on the contrary, unlike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es, there were factors in which no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ship was found, or factors that resulted in

contradictory results from existing studies. In addi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that affect consumption

according to electricity and city gas energy sources. Second, it was

investigated through research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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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on electricity and city gas energy use according to each

subjective energy usage perception group. For each factor of the

independent variabl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ir patterns

according to three different groups, and the difference i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was confirm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energy us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

some factor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and the current

state of energy use.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t is

statistically proven that when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affects the energy use status, it leads to the present state of energy

use through subjective energy usage perception as a medium. To be

more specific, whe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re the living

area, the number of appliances, or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are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household members, and monthly average gross

income, and when these factors affect the current electric power

energy use, subjective perception of energy use has a mediating

effect. In addition, whe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re the

number of household appliances, the area of residence, or when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are the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household members,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and when it affects the use of city gas

energy, subjective perception of energy use manifests its mediating

effect.

Fourth,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alyzed in the empirical study and the current

status of energy us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energy

usage perception were re-verifi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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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large amount of actual energy consumption,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subjective energy use perception was also high,

whereas in the case of a group with a small amount of actual energy

consumption, the tendency to feel that the subjective energy usage

perception was also low was confirmed. In addition, whe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energy use and the objective information of

the bill coincide, most respondents perceived that they had a habit of

saving or wasting. On the contrary, in case of disagree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opinion appeared to be inconsistent because the

objective information of the bill was not accessible.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subjects tend not to check the information on the bill,

but it was found that the provision of objective comparison

information on consumption in the bill had an effect on the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There were some opinions that although

individuals are aware of objective energy consumption comparison

information, it was still difficult for them to take action. As effective

measur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Providing information

through radio and TV , Education , and Proposing motivational

measures and inducing activities were suggeste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development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verified that there is a limit

to expecting that the reduction of electricity and city gas consumption

will be sufficiently manifested only by controll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The

process of changing households' subjective energy use perception

must be accompanied to cause users to take more active part in

reducing their consumption of electricity and city gas. It implies that

when the government or organizations implement measures to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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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consumption, consumers feel the nee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change their awareness of energy use to reduce

their actual energy consumption, and it is required to strategically

deliver specific and customized consumption guidelines to bring about

the expected results. Considering the factors of independent variables

that subjective perception of energy use has a mediating effect on,

information such as appropriate electric energy consumption for

energy conservation and real-time energy consumption can be

provided to households through a bill according to the number of

families and house size, etc. Furthermore, through an empirical study,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on electricity and city gas energy use depending on each

subjective energy use perception group. By designing a customized

policy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groups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impact of these groups, it is

expected that electricity and city gas consumption can be more

efficiently controlled. It is necessary to induce activities at the

national level that can lead people to ponder, become intrigued, and

take eventually take action. As a result, policies and programs

reflecting those difference in the impact are expected to be

executable, and the resistance and inconvenience of residents are

anticipated to be reduced.

keywords : Residental Environment Factors,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Subjective Perception of Energy Use,

Mediating Effec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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