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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2차 실증사업의 효과 분석†

김지효* ‧이수민** ‧장희선***

요 약 : 본 연구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2차 실증사업의 효과

를 2단계 전력수요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 실증사업은 전국 7개 지역의 아파트 및 단독

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누진제, TOU-일반형 요금제, TOU-단순형 요금제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차 실증사업에 참여한 1,292가구의 계시별 요금제 적용기간(2021년 

5~9월) 및 전년 동기(2020년 5~9월)의 전력소비량 및 사회경제적 특성자료를 기초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에 따라 (1) 요금단가가 높은 시간대의 상대전력수요가 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감

소하였는지, (2) 일일전력수요의 가격반응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차 실

증사업에 적용된 두 종류 계시별 요금제 모두 상대전력수요와 일일전력수요의 가격반응도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는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 요금 수준과 

시간대별 구분이 참여자의 전력 수요 패턴 변화를 유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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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2nd pilot test of Tiime of Use (TOU) pricing for Korean 

households using a two-level electricity demand model. The test, implemented from May to September 

2021,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s of two TOU pricing rates and the standard rates for 

households living in apartment and detached house in 7 provinces of Korea. Based on the data on 

electricity consumption during the test period and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of the 1,292 

participants and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s (1) whether the relative demand 

across periods has changed in response to hourly price changes and (2) whether the price responsiveness 

of daily consumption has chan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OU pricing. The results show that both types 

of TOU pricing affect neither the relative demand across periods nor the price responsiveness of daily 

consumption. The reason behind the results could be related to the level of TOU pricing rates and the 

periodical classification, which were not sufficient to induce changes in the participants’ electricity 

demand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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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간헐적 재생에너지 발전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전기화

(electrification)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력 공급과 수요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므로, 적극적으로 전력 수요를 관리하고 필요시 수요 반응(demand response)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IEA, 2021). 1970년대 도

입된 계시별(TOU, time-of-use) 요금제는 효과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간

접적 수요관리 수단으로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Hurley et al., 2013). 계시별 요금제는 계

절별 ‧ 시간대별 계통부하 수준을 기준으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으로 구분하

여 각 구간별 평균적 원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요금제도이다(정연제 ‧ 박광수, 2018). 

적절히 설계된 TOU는 계통부하 수준에 맞춘 전력소비를 유도하여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사회 후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Baladi et al., 1998; Train and Mehrez, 1994; Allcott, 2011).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12월 일부 산업용 전력 수용가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300 kW 이상 일반용, 산업용 전력 수용가 

및 1,000 kWh 이상 교육용 전력 수용가에 대해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주택용 전력 수용가에 대해서는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사용

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적으로 증가하는 누진제(increasing block pricing)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여 누진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

는 동시에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

획’을 통해 주택용 전력 수용가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주택용 전력 수용가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을 시행하였다. 2021년에

는 주택용 전력 수용가도 희망에 따라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를 마련하고,1) 9월부터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를 시행하였

1) 2021년 1월 발표된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의 5(주택용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요금)를 참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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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1년 12월 발표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주택

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계시별 요금제가 주택용 전

력 수용가의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시행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2차 실증사업 자

료를 기초로 다음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2) 첫째, 계시별 요금제는 주택용 전력 

수용가의 최대부하를 다른 시간대로 유의하게 이전시키는가? 만약 최대부하가 경감되

지 않는다면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계시별 요금제가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

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

대의 상대전력수요를 낮추는지 살펴본다. 둘째,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 수요의 가격 탄력

성(price elasticity)을 변화시키는가? 본 연구는 대조군(control group)과 실험군(treatment 

group)의 계시별 요금제 도입 전 ‧ 후로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중 어느 요금제도가 가격 변화에 더 탄력적인 수요 변

화를 이끌어내는지 비교하여 계시별 요금제 설계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

을 위해 Hausman et al.(1979)이 제안한 2단계 전력수요 모형(two-level electricity 

demand model)에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한 모형을 사용하

였다. Hausman et al.(1979)은 2단계 전력수요 모형을 사용하여 역진제(decreasing 

block pricing) 형태의 단일 요금제를 적용 받는 대조군과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받는 실

험군의 전력수요 변화를 비교한 코네티컷주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코네티컷주 실험

과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실증사업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므로, 본 연구는 Hausman 

et al.(1979)의 모형을 실증사업 분석의 기본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해외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계시별 요금제가 주택용 전력 수용가의 최대부하를 경감

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Hausman et al.(1979)은 미국 코네

티컷주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최대부하 시간대의 가격탄력성이 ‒0.13 ~ ‒

0.22로 중간부하 시간대 가격탄력성 크기보다 커, 계시별 요금제가 최대부하를 유의하

게 낮출 수 있음을 보였다. Caves and Christensen(1980)은 미국 위스콘신주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기초로 최대부하 시간대와 그 외 시간 대 간 전력수요의 대체탄력성이 평

2) 1차 실증사업과 2차 실증사업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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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적으로 0.122로 양(+)의 값을 가짐을 보여, 계시별 요금제가 부하 이동에 기여한다고 

논하였다. Fillippini(1995, 2011)은 계시별 요금제와 단일 요금제가 혼재되어 있는 스위

스의 도시 단위 도시 단위 주택용 전력수요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최대부하 시간대의 자

기가격탄력성은 ‒0.60~‒0.81 수준이며, 타 시간대와의 교차가격탄력성은 0.4~1.05 수

준이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적용에 따라 최대부하 시

간대의 전력수요를 타 시간대로 이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Allcott(2011)

는 주택용 전력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요금제(RTP, Real time pricing) 실험 결과

를 기초로 RTP는 최대부하를 약 5% 정도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Di 

Corsmo(2014), Vasterberg and Krishnamurthy(2016), Andruszkiewicz et al.(2019, 

2020) 등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가 최대부하 경감에 기여한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가 최대부하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

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박호정 ‧ 이유수, 2015; 김진현 외, 2020). 그러나 이들 연구는 시

뮬레이션에 기초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계시별 요금제

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Kim et al.(202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단계 전력수요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1차 실증사업 자료를 

분석하였다. Kim et al.(2021)은 계시별 요금제 도입 후 최대부하 시간대의 가격 인상에 

반응하여 상대전력수요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일일전력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Kim et al.(2021)의 후속 연구

로 2차 실증사업 자료를 분석하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의 효과를 살펴본다. 2차 실증사

업에는 제주도 계시별 요금제 초안으로 유력하게 고려되었던 요금 설계안이 새롭게 실

증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전국 확대 시행이 유력한 계시별 요금제 

설계안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반응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요금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

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의 개요와 분석

에 사용된 2차 실증사업 자료를 살펴본다. III장은 2단계 전력수요 모형을 설명하고 추정 

모형으로 채택한 근거를 제시한다. IV장은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가 부하 이전 및 가격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논문의 전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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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실증사업 및 분석자료 개요

1.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

주택용 전력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1차 실증사업은 전국 7개 지역, 16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총 2,033가구

가 참여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 동안 시행되었다. 1차 실증사업

에서 참여자는 기존의 누진제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시된 2개의 계시별 요금

제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계시별 요금제로는 산업용/일반용 계시별 요금

제의 계절별 ‧ 시간대별 구분 및 요금 수준을 참조하여 설정된 요금제(TOU-일반형)와 산

업용/일반용 계시별 요금제의 계절별 ‧ 시간대별 구분을 참조하되 해당 시간대의 공급비

용을 반영한 요금제(TOU-집중형)가 제시되었다. TOU-일반형과 TOU-집중형 모두 3개

의 계절 구분(춘추계, 하계, 동계)과 3개의 시간대 구분(최대부하 시간대, 중간부하 시간

대, 경부하 시간대)을 갖는다. 두 요금제 간 주요한 차이점은 경부하 대비 최대부하 시간

대 전력량 요금 비중이 TOU-집중형은 최대 4.3배 수준인 반면, TOU-일반형은 최대 2.3

배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995가구는 누진제를 선택하여 대조군으로 분류되었으며, 

1,028가구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하여 실험군(treatment group)으로 분류되었다. 1차 

실증사업 결과, 계시별 요금제 가구는 경부하 시간대 대비 최대부하 시간대의 전력가격

이 10%p 상승하면 경부하 대비 최대부하 시간대의 전력수요를 8.7%p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중간부하 시간대의 전력가격은 전력 수요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계시별 요금제 도입 후 실험군의 가격 탄력성 크기는 실험 전 및 대조군 대비 감

소하여, 1차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계시별 요금제(TOU-일반형, TOU-집중형)는 에너지 

절약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 

2차 실증사업에는 전국 7개 지역에 거주하는 2,089가구가 참여하였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또는 한전에 의해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가 이미 설치된 가구

3) 1차 실증사업의 개요 및 요금제 대한 자세한 정보는 Kim et al.(2021)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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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실험 참여가구를 모집하였다. 이 중 556가구는 1차에 

연이어 2차 실증사업까지 참여하는 가구이다. 2차 실증사업이 1차 실증사업과 구분되는 

점은 주택 형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요금제가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아파트 가구만 참

여하였던 1차 실증사업과 달리, 2차 실증사업은 아파트 986가구와 단독주택 1,103가구

가 참여하였다. 또한, 제주도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던 당

시의 정책적 여건을 반영하여 실험군에는 2개 유형의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1차 실증사업에서 적용되었던 요금제(TOU-일반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당시 제주지역의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의 초안으로 유력하게 논의되었던 요금제

(TOU-단순형)이다.4) 2차 실증사업은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되었다.5) 2차 실증

사업에서는 참여가구의 실험 전 기간(기간 I: 2020년 5~9월) 및 실험 기간(기간 II: 2021

년 5~9월)의 15분 단위 또는 1시간 단위 전력소비량 자료를 수집하였다.6) 또한 참여가

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요금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간 I(2020년 5~9

월)의 모든 참여자 및 기간 II(2021년 5~9월)의 대조군에 대해서는 주택용 누진제가 적

용되었다(<표 1>). 주택용 누진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된 2부요금제의 

형태를 가지며, 월별 전력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별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누진제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은 전압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택용 고압요

금이 적용되는 단일계약 아파트에 비해 저압요금이 적용되는 단독주택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더 높은 편이다. 2020년 12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주택용 

누진제의 전력량 요금이 일부 조정되어 대조군 내에서도 실험 전 ‧ 후로 요금 수준의 변

화가 발생하였다. 

4) 당초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의 초안으로 2차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TOU-단순형 요금제가 유력하게 거론되었

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 순부하 패턴이 육지지역과 현저히 다른 형태를 갖는 

점을 고려하여, 2차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TOU-단순형 요금제가 아닌 다른 요금제가 제주지역에 적용되었다. 

현재 제주지역에 적용 중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6.25.)

를 참조한다. 

5) 2차 실증사업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시

행되었다. 본 연구는 단독주택 가구와 아파트 가구의 실증사업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공통되는 기간인 

2021년 5월부터 9월 동안을 실험 기간으로 간주하였다.

6) 모든 참여자 가구에 이미 AMI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 가구의 동의하에 기간 I의 15분 단위 또는 1시

간 단위 전력소비량 자료를 제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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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택용 누진제 개요

주택 유형 요금 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아파트

기본요금 기간 I ‧ II 공통 730원/호 1,260원/호 6,060원/호

전력량 요금
기간 I 78.3원/kWh 147.3원/kWh 215.6원/kWh

기간 II 73.3원/kWh 142.3원/kWh 210.6원/kWh

단독주택

기본요금 기간 I ‧ II 공통 910원/호 1,600원/호 7,300원/호

전력량 요금
기간 I 93.3원/kWh 187.9원/호 280.6원/호

기간 II 88.3원/kWh 182.9원/kWh 275.6원/kWh

주: 1) 누진 단계는 월별 전력사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7월과 8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월 200kWh 

이하 사용이면 1단계, 201~400kWh 사용이면 2단계, 월 400kWh를 초과사용하면 3단계로 

분류된다. 7월과 8월에는 월 300kWh 이하 사용이면 1단계, 301~450kWh 사용이면 2단계, 

월 450kWh를 초과 사용하면 3단계로 분류된다.

2) 7월과 8월에는 월 1,000kWh 초과 사용을 하면 슈퍼유저 전력량 요금이 부과된다. 실험 전 

기간에 대해 아파트(고압기준)은 574.6원/kWh, 단독주택은 709.5원/kWh이 적용된다. 실험 

후 기간에 대해 아파트(고압기준)은 569.6원/kWh, 단독주택은 704.5원/kWh이 적용된다.

3) 실험에 참여한 모든 아파트 가구는 단일계약 방법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므로 주택용 고압요

금이 적용된다.

4) 기간 I은 2020년 5~9월, 기간 II는 2021년 5~9월을 가리킨다. 

기간 II(2021년 5~9월)의 실험군에 대해서는 <표 2>의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었다. 

TOU-일반형 요금제는 동계(12~2월), 하계(6~8월), 춘추계(3~5월, 9~10월)의 3개 계절

별 구분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의 3개 시간대별 구분을 갖는다. TOU-일반형 요

금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제로 구성된 2부요금제의 형태를 갖는다. 기본요금은 주

택용 누진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지만 전력량 요금은 계절별 ‧ 시간대별로 차등화

된다. TOU-단순형 요금제는 동하계(12~2월, 6~8월)와 춘추계(3~5월, 9~10월)의 2개 

계절별 구분과, 수요시간대와 기타시간대의 2개 시간대별 구분을 갖는다. TOU-단순형 

요금제도 2부요금제의 형태를 가지나,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상관없이 4,310원/호로 단

일하게 적용되고 전력량 요금만 계절별 ‧ 시간대별로 차등화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은 1, 2차 모두 참여자가 어느 집단에 참여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설계 방식은 표본 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문제를 

야기하며, 가장 이상적인 실험 설계 방식인 무작위 배정 방식(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실

험 당시 주택용 전기요금 여건을 고려할 때 무작위 배정 방식의 실증사업을 설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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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계시별 요금제가 

주택용 전력 수용가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논의되었다는 맥락에서 비추어볼 때 동 

실증사업은 현실을 적절히 모사하는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주

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대체로 의무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택하에 적용된다

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자들의 요금제 선택(또는 실험 집단 선택)을 허용하는 형태의 실

험을 설계한 사례가 존재한다(Train and Mehrez, 1994; Baladi et al., 1998; Allcott, 

2011).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1, 2차 실증사업은 인센티브는 존재하지만 페널티는 존재

하지 않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받은 참여자 가구의 실제 전기요금

은 누진제에 근거해서 청구되었다. 그러나 누진요금과 TOU 요금을 비교하여 TOU 요

금이 더 저렴한 경우에는 차액에 상응하는 상품을 실증사업 종료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TOU 요금이 더 비싼 경우에는 추가되는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

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사업의 한계로 인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수요 반응이 보수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2>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개요 

요금제 구분
춘추계

(5월, 9월)

하계

(6~8월)

TOU-일반형

최대부하 -
188원/kWh

(13‒17시)

중간부하
109원/kWh

(9‒23시)

155원/kWh

(9‒13시, 17‒23시)

경부하
82원/kWh

(23‒9시)

82원/kWh

(23‒9시)

TOU-단순형

수요시간
140.7원/kWh

(9‒21시)

188.8원/kWh

(9‒21시)

기타시간
94.1원/kWh

(21‒9시)

107.0원/kWh

(21‒9시)

주: 1) TOU-일반형의 기본요금은 주택용 누진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

2) TOU-단순형의 기본요금은 월 사용량에 상관없이 4,310원/호로 단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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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특성

본 연구는 2차 실증사업에 신규 참여한 가구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용 전력 수

용가 대상 계시별 요금제의 가격반응도를 분석한다. 2차 실증사업에 참여한 2,089가구 

중 유효한 전력사용량 및 설문조사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1,292가구의 자료를 분석대상

으로 삼는다.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증사업 자료를 구성하였다. 첫째, 계시별 요금

제의 가격반응도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가구와 단독주

택 가구를 포괄하는 패널자료를 구성한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문제에

서 자유롭기 때문에 요금이 낮은 경부하시간대(또는 기타시간대)로의 부하 이전이 용이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파트 가구와 단독주택 가구를 비교

하여 주택 유형별로 시간대별 가격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가 달리 나타나는지 분석

하고자 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그룹 선택이 결정된 실증사업의 

표본 설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험 전 ‧ 후 기간을 포괄하는 패널자료를 

구축한다. 이는 실험 전 ‧ 후 및 그룹 간 비교를 통해 계시별 요금제가 가격반응도에 미치

는 효과를 분리하는 데 기여한다. 

<표 3> 분석 자료의 참여자 구성

기간 I

(2020년 5월~9월)

기간 II

(2021년 5월~9월)

대조군

(총 172가구)

16가구(아파트, 지속), 156가구(단독주택, 신규)

누진제 누진제

실험군

(총 1,120가구)

519가구(아파트, 지속)

누진제 TOU-일반형

269가구(아파트, 신규), 332가구(단독주택, 신규)

누진제 TOU-단순형

주: 1) 지속 가구는 1차 실증사업에 이어 2차 실증사업에도 참여한 가구를 가리킨다. 대조군의 지

속 가구는 1차 실증사업에서도 대조군으로 참여하였다.

2) 신규 가구는 2차 실증사업부터 신규로 참여한 가구를 가리킨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차 실증사업 분석 자료의 참여자 구성을 보여준다. 2차 

실증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실험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어려움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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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한계를 야기하였다. 2차 실증사업의 대조군은 172가구, 실험군은 1,120가구로 

구성되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중이 유사했던 1차 실증사업과 달리 전체 참여자 중 대

조군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아파트 가구의 대조군은 1차 실증사업부터 대조군으로 

참여한 16가구에 불과하여, 2차 실증사업에 신규로 참여하여 TOU-단순형을 적용 받는 

아파트 가구에 매칭되는 대조군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 실험군으로 참여한 단독주

택에 대해서는 TOU-단순형만 적용되어, 단독주택 가구에 대해 TOU-일반형과 TOU-단

순형의 효과를 비교하기 어렵다. 참여자 구성의 한계를 감안하여 분석 자료를 정리할 경

우 지나치게 많은 표본이 소실되므로, 본 연구는 전력소비량 및 설문조사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한계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더라도 

계시별 요금제의 효과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야기한다. 

<표 4>는 분석 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주택 유형별 차이

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가구에 비해 아파트 가구의 주택면적이 넓고, 가구원 수가 많으

며, 월 평균소득 수준, 가구주 연령대 및 교육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아파트 가

구는 단독주택 가구에 비해 가구원 수가 많은 만큼 영 ‧ 유아나 노인, 성인 비취업자가 있

는 가구들의 비중도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1차 실증사업부터 지속적으로 참여

한 아파트 가구와 2차 실증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아파트 가구 간 사회경제적 차이도 눈

에 띈다. 1차 실증사업부터 참여한 아파트 가구는 신규로 참여한 아파트 가구에 비해 주

택면적이 넓고 가구원 수가 많으며, 가구주 연령대와 교육수준이 높고 월 평균 소득수준

도 높은 경향이 있다. 단독주택 가구는 대조군과 실험군 간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의 차이

가 크지 않은 반면, 아파트 가구는 대조군과 실험군(지속, 신규) 간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험군 아파트 가구 대비 대조군 아파트 가구는 주

택면적이 넓고, 가구원수가 많으며, 가구주 연령대, 가구주 교육수준, 월 평균 소득수준

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영 ‧ 유아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성인 비취업자의 비중

은 낮은 편이다. 1차 실증사업에서부터 참여한 아파트 가구 중 태양광 패널 설치 비중은 

10% 이상인데, 신규로 2차 실증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가구에서는 이 비중이 4%로 감소

한다. 단독주택 가구 중에는 태양광 설치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그룹

별, 주택 유형별, 신규 참여 여부에 따라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

력수요함수 분석 시 이러한 특성을 적절히 통제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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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 대상 가구의 평균 사회경제적 특성

항목

대조군 실험군

아파트 

(지속, 

16가구)

단독주택 

(신규,

156가구)

아파트 

(지속,

519가구)

아파트 

(신규, 

269가구)

단독주택 

(신규, 

332가구)

주택면적
3.12

(0.69)

1.48

(0.58)

2.83

(0.90)

2.52

(0.69)

1.52

(0.61)

태양광 설치
0.12

(0.33)

0

(0)

0.13

(0.33)

0.04

(0.20)

0

(0)

가구원 수
3.37

(0.92)

2.82

(1.04)

3.20

(1.14)

3.08

(1.16)

2.78

(1.06)

가구주 연령대
3.93

(0.89)

3.42

(1.06)

3.83

(1.05)

3.72

(1.08)

3.50

(1.15)

가구주 교육수준
2.81

(0.81)

2.37

(0.64)

2.68

(0.70)

2.62

(0.67)

2.37

(0.64)

월 평균 소득수준
8.06

(2.27)

5.38

(1.90)

6.17

(2.62)

5.91

(2.50)

5.70

(1.85)

영·유아
0.31

(0.46)

0.04

(0.20)

0.18

(0.38)

0.18

(0.38)

0.07

(0.26)

노인
0.25

(0.43)

0.09

(0.29)

0.31

(0.46)

0.26

(0.44)

0.12

(0.33)

성인 비취업자
0.37

(0.48)

0.34

(0.47)

0.48

(0.49)

0.49

(0.49)

0.35

(0.47)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2) 주택면적: 1=20평 미만, 2=20평대, 3=30평대, 4=40평 이상

3) 태양광 설치: 0=설치하지 않음, 1=설치함

4) 구주 연령대: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

5) 가구주 교육수준: 1=중졸 이하, 2=고졸, 3=대졸, 4=대학원 이상

6) 월 평균 소득수준: 1=80만 원 이하, 2=81~170만 원, 3=171~240만 원, 4=241~310만 원, 

5=311~380만 원, 6=381~440만 원, 7=441~510만 원, 8=511~600만 원, 9=601~730만 원, 

10=731만 원 이상 

7) 영 ‧ 유아: 0=만 3세 미만의 영아 또는 만 3세 이상~취학 전 유아가 없음, 1=있음 

8) 노인: 0=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없음, 1=있음

9) 성인 비취업자: 0=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비취업자가 없음, 1=있음

<표 5>는 분석 대상 가구의 기간 I ‧ II 동안 전력소비량 특성을 보여준다. 대조군/실험

군, 주택 유형, 신규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그룹에서 실험 전인 기간 I 대비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된 기간 II의 전력소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원인은 다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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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가능성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 기간 I 대비 기간 II의 냉방수요가 증가했을 가

능성이다. 분석대상 거주지역의 일평균기온은 기간 I에 대해 22.5°C인데 비해 기간 II에 

대해 22.8°C로 다소 증가하였다. 둘째, 코로나 19 이후 가정 부문 전체의 전력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분석대상 가구도 이러한 영향을 동일하게 받았을 가능

성이다.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0% 증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시간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박광수, 2022).7) 셋째, 기간 I에 비해 기간 II의 평균전력가격이 다소 하락하여 

전력수요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다. <표 1>을 보면 대조군의 전력량 요금은 기간 I 대비 

기간 II에 감소하였다.8)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 요금은 최대 188~188.8원/kWh인데 이

7) 정부는 2020년 5월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생활 방역을 시작하였다. 그러

나 2020년 8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수백 명대로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한하여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

단계로 격상되었으며, 8월 말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은 더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실시되었다. 2021년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와 행사가 집중된 5월의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

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되던 상황이었다. 2021년 7월에는 코로나 확진

자 수가 천명대로 증가하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었다.

8) 2020년 12월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에 따라 2021년 1분기 전력량 요금이 kWh당 3원 하락하였고, 2, 3분기에

는 전력량 요금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 결과 기간 I(2020년 5~9월)에 비해 기간 II(2021년 5~9월)의 누진제 

전력량 요금이 3원/kWh 낮다. 

<표 5> 분석 대상 가구의 평균 전력소비량

기간 구분 주택 유형
월평균전력소비량

(kWh)

일평균전력소비량

(kWh)

기간 I

(2020년 

5~9월)

대조군
아파트(지속) 349 (151) 11.42 (5.54)

단독주택(신규) 269 (154) 8.77 (5.42)

실험군

아파트(지속) 302 (113) 9.87 (4.26)

아파트(신규) 282 (112) 9.21 (4.15)

단독주택(신규) 258 (151) 8.40 (5.29)

기간 II

(2021년 

5~9월)

대조군
아파트(지속) 350 (153) 11.54 (5.86)

단독주택(신규) 297 (179) 9.67 (6.50)

실험군

아파트(지속) 318 (134) 10.39 (5.21)

아파트(신규) 307 (126) 10.01 (4.82)

단독주택(신규) 276 (169) 8.96 (6.10)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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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진 2단계의 전력량 요금보다 높지만 3단계의 전력량 요금보다는 낮다. 계시별 요금

제 도입은 누진 3단계가 적용되는 전력 다소비 가구의 평균전력가격을 다소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최대부하를 타 부하 시간대로 이전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므로 

실험 전 ‧ 후 기간에 대해 대조군과 실험군의 시간대별 상대전력수요의 기초 통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시간대별 상대전력수요는 부하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가장 요금수준이 

가장 낮은 시간대의 전력소비량 대비 타 부하시간대의 전력소비량 비율로 정의한다. 문

제는 TOU-일반형과 TOU-단순형의 시간대별 구분이 상이하여 각 요금제를 채택한 실

험군의 시간대별 상대전력수요를 단일 표본 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조군(172가구)을 공통으로 두고 실험군을 각각 TOU-일

반형을 채택한 가구(519가구)와 TOU-단순형을 채택한 가구(601가구)로 설정하는 2개

의 표본(표본 A, 표본 B)을 작성한다.

<표 6>과 <표 7>은 각각 표본 A와 표본 B의 그룹별 실험 전 ‧ 후 기간 동안 상대수요 변

화의 기초 통계를 보여준다. 대조군(표본 A, B 공통)의 경우, 기간 I 대비 기간 II의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비싼 시간대의 상대전력수요는 도리어 감소

하였다. 이는 대조군은 기간 II의 모든 시간대에 걸쳐 고르게 전력소비량이 증가하되, 요

금이 비싸지 않은 시간대의 전력소비량 증가폭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반면, 실험군에서

는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기간 II에 요금이 비싼 시간대의 상대전력수요가 증가하

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TOU-일반형을 적용 받는 표본 A의 실험군은 기간 I 대비 기간 II

의 중간부하 및 최대부하 시간대 상대전력수요가 다소 증가하였다. TOU-단순형을 적용 

받는 표본 B에서도 기간 II에서 수요시간대 상대전력수요가 증가하였다.9) 이는 일반적

인 계시별 요금제 도입의 기대효과에 역행하는 결과로, 2차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계시

별 요금제의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9) 1차 실증사업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실험 기간 동안 이전 대비 최대부하 시간대의 상대전력수요가 증가

하였다(Kim et al., 2021). 최대부하 시간대 상대전력수요는 대조군에서 5%, TOU-일반형을 적용받은 실험군

에서 4.9%, TOU-집중형을 적용받은 실험군에서 4.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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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본 A의 상대전력수요 평균

기간 구분 주택 유형
최대부하 시간대 

상대전력수요

중간부하 시간대 

상대전력수요

기간 I

(2020년 

5~9월)

대조군
아파트(지속) 0.70 (0.39) 1.81 (0.74)

단독주택(신규) 0.66 (2.33) 1.35 (0.91)

실험군 아파트(지속) 0.69 (0.39) 1.66 (0.72)

기간 II

(2021년 

5~9월)

대조군
아파트(지속) 0.69 (0.44) 1.72 (0.72)

단독주택(신규) 0.63 (0.50) 1.37 (0.72)

실험군 아파트(지속) 0.73 (0.54) 1.67 (0.73)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2) 최대부하 시간대 상대전력수요는 경부하 시간대 대비 최대부하 시간대의 전력수요 비율로 

정의됨. 중간부하 시간대 상대전력수요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

<표 7> 표본 B의 상대전력수요 평균

기간 구분 주택 유형 수요시간대 상대전력수요

기간 I

(2020년 

5~9월)

대조군
아파트(지속) 1.33 (0.47)

단독주택(신규) 1.16 (1.53)

실험군
아파트(신규) 1.27 (0.61)

단독주택(신규) 1.21 (1.46)

기간 II

(2021년 

5~9월)

대조군
아파트(지속) 1.29 (0.48)

단독주택(신규) 1.15 (0.68)

실험군
아파트(신규) 1.30 (0.55)

단독주택(신규) 1.29 (5.84)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2) 수요시간대 상대전력수요는 기타시간대 대비 수요시간대 전력수요 비율로 정의.

Ⅲ. 분석 모형

본 연구는 Hausman et al.(1979)이 제안한 2단계 전력수요 모형을 기반으로 상대전력

수요함수와 일일전력수요함수를 도출하였다. Hausman et al.(1979)은 전기사용량이 증

가함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감소하는 역진제 형태의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가 운영되던 미국 코네티컷주의 15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한 실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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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은 역진제 가구와 계시별 요금제 가구가 혼재된 단일 자료

를 사용하여 가격 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고안으로, 역

진제 가구의 전력수요함수 분석 시 야기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가격지수 설정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실험 설계 방식 및 가격변수 설정 상 난점

이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실증사업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당시에는 이중차분법이 개발

되기 이전이므로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험 전 ‧ 후 기간을 포괄하는 자료를 구성하여 제도 

실행의 효과를 분리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Hausman et al.(1979)의 2단계 전력수요 

모형에 이중차분법을 결합하여 계시별 요금제 적용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분리하고

자 시도하였다.

분석 모형은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의 전력수요를 선택하여 일일 효용을 극대

화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소비자 효용은 계시별 요금제에서 제시된 시간대별 전력 

소비와 전력 외 재화의 소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효용 극대화 모형의 일계 조건에 근

거하여 다음의 상대전력수요함수를 1단계로 도출한다.

 
  

  

  




 


 


  
  

  




 


 


 
    

  (1)

식 (1)에서  
 는 가구 의 일자 시간대 상대전력수요이다. 여기에서 하루를 개 시

간대로 구분하는 데, 표본 A에서는   이고 표본 B에서는   이다.   은 

기준이 되는 시간대로 표본 A에서는 경부하 시간대, 표본 B에서는 기타시간대를 가리

킨다. 즉,  
 는 표본 A에서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수요 대비   시간대 전력수요의 비율

로, 표본 B에서는 기타시간대 전력수요 대비   시간대 전력수요의 비율로 정의된다.  


는 가구 의 일자 시간대 전력가격,  
 은 기준 시간대의 전력가격으로, 식 (1)은 시간

대별 상대전력수요는 시간대별 상대전력가격의 함수임을 보여준다.  는 가구 의 사

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의 벡터, 
 은 가구 가 거주하는 지역 의 일자 시간대 기온, 

은 주말과 공휴일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 및 코로나 19 확진자수를 변수의 벡터,  
 는 

독립항등분포(i.i.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ion)를 따르는 오차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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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추정계수를 나타낸다. 시간대별 상대전력가격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간 교차항은 상대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

음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구의 상대전력가격은 1이며, 계시

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의 상대전력가격은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따라서 식 (1)은 누

진제에서 1의 값을 갖는 상대전력가격이 계시별 요금제 적용에 따라 1보다 큰 값으로 변

화할 때 상대전력수요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게 된다. 

2단계로 식 (2)의 일일전력수요함수를 도출한다. 식 (2)는 Hausman et al.(1979)의 일

일전력함수수요 모형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것으로, 일일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실

험 전 ‧ 후, 실험군과 대조군, 주택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2)

식 (2)에서  는 가구 의 일자 전력소비량,   는 가구 의 일자 전력평균가격, 

는 실험 후 기간에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는 가구 가 실험군에 속할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는 단독주택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는 가구 가 거주하는 

지역 의 일자 평균기온을 나타내며, 다른 변수들은 식 (1)과 같다.

전력평균가격   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받는 가구와 누진제를 적용 받는 가구에 대

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 의 일자 전력평균가

격은 식 (1)의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전력소비량 
 을 가중치로 두고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아래 식에서 일일평균가격   은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

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받더라도 가구별 부하패턴에 따라 일일평균가격은 다른 값을 

갖게 된다.

   



  



 



  



 
  







  

  

 
  


  

  

 
  

  


 (3)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구에 대해 식 (3)을 적용하면  
   이기 때문에 전력평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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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이 일자가 속한 전기요금 청구월의 평균전력가격으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월평

균 전력가격을 가격변수로 활용할 경우, 가구의 월별 전력소비량이 청구월의 평균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누진 단계를 결정함에 따라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 Hausman et 

al.(1979)은 이 경우 최종 누진단계에 해당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를   에 대입하는 방식

으로 내생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종 누진단계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요금 단가는 일일 전력평균가격과 높은 상관성을 갖지만, 일일전력수요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전력량 요금 단가를 가격 변수로 사용할 경우 

구간별 요금체계(block pricing)에 따른 굴절된(kinked) 예산 집합 문제를 야기하므로

(권오상 외, 2014), Hausman et al.(1979)은 예산 집합을 선형화하기 위해 누진제에서의 

전기요금 계산방식에 따른 요금절약분이 추가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국내

에서도 조하현 ‧ 장민우(2015), 홍종호 외(2018)에서 이러한 방식의 예산 집합 보정이 시

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를 추가하여 누진제를 적용 받는 가구의 예

산 집합을 선형화하였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받는 가구에 대해서    변수

는 0의 값을 갖는다. 이에 식 (2)의 일일전력수요함수는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4)

Ⅳ. 분석결과

1. 상대전력수요 추정결과

<표 8>은 식 (1)의 상대전력수요 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열 (1)과 (2)는 TOU-일반형

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표본 A에 대해 상대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며,10) 열 (3)

은 TOU-단순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표본 B에 대해 상대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한 결

과이다.

10) 이론적으로 표본 A를 분석한 열 (1)과 (2)에서 각 추정식에 중간부하 시간대의 상대가격과 최대부하 시간대의 

상대가격 모두를 포함하여 교차가격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자료에 동계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부하 시간대의 가격이 변화하지 않고 188원/kWh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은 다중공선성의 문

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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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간대별 상대전력수요 추정결과 

표본 A 표본 B

(1)

최대부하

(2)

중간부하

(3)

수요시간대

가격변수

최대부하 시간대 상대가격 0.09 (0.06) - -

중간부하 시간대 상대가격 - 0.05 (0.12) -

수요시간대 상대가격 - - 0.32 (0.30)

사회경제적 특성

주택면적 ‒0.01 (0.02) 0.05** (0.02) ‒0.09 (0.12)

태양광 설치 ‒0.02 (0.03) ‒0.07 (0.04) 0.03 (0.19)

가구원 수 0.06** (0.02) 0.09** (0.02) 0.09** (0.03)

가구주 연령대 0.007 (0.01) ‒0.03 (0.03) 0.009 (0.03)

가구주 교육수준 0.03 (0.02) 0.01 (0.03) 0.15 (0.16)

월 평균 소득수준 ‒0.01** (0.007) ‒0.02* (0.01) 0.01 (0.03)

영·유아 0.07* (0.04) 0.28** (0.08) ‒0.002 (0.11)

노인 ‒0.02 (0.03) 0.01 (0.05) 0.004 (0.07)

성인 비취업자 ‒0.07** (0.03) ‒0.13** (0.05) ‒0.32 (0.30)

단독주택 ‒0.03 (0.02) ‒0.15** (0.03) ‒0.21 (0.24)

가격변수와의 교차항

주택평수 0.01 (0.01) ‒0.02 (0.01) 0.11 (0.12)

태양광 ‒0.01 (0.01) ‒0.01 (0.02) ‒0.16 (0.14)

가구원 수 ‒0.03** (0.01) ‒0.05** (0.01) ‒0.05* (0.02) 

가구주 나이 ‒0.02** (0.01) ‒0.01 (0.02) ‒0.005 (0.02)

가구주 교육수준 0.0002 (0.01) 0.03 (0.02) ‒0.13 (0.15)

소득수준 0.004 (0.003) 0.01 (0.006) ‒0.01 (0.02)

영·유아 0.02 (0.02) 0.03 (0.05) 0.12 (0.09)

비취업자 0.03** (0.01) 0.03 (0.03) 0.03 (0.05)

노인 0.06** (0.02) 0.07** (0.03) 0.32 (0.29)

단독주택 더미 - - 0.17 (0.23)

코로나19 확진자 수 0.008 (0.01) 0.001 (0.007) ‒0.05 (0.04)

기온 0.01** (0.009) 0.01** (0.001) 0.007** (0.002)

주말 0.07** (0.007) 0.11** (0.007) 0.09** (0.01)

공휴일 0.06** (0.01) 0.11** (0.01) 0.10** (0.02)

상수항 0.06 (0.10) 1.45** (0.18) 0.44 (0.31)

관측치 수 127,085 201,968 206,844

가구 수 691 691 773


 0.02 0.23 0.002

주: 1) 추정식에 월 고정효과와 연 고정효과를 포함함. 

2) 괄호 안은 가구별로 군집표준오차를 계산하였음.

3) ** 95% 신뢰수준 또는 그 이상에서 유의; * 90% 신뢰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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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A와 표본 B 모두 상대가격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계시별 요금제

의 적용이 시간대별 상대전력수요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1

차 실증사업에서는 계시별 요금제에 따라 시간대별 요금 수준이 변화하면서 최대부하 

시간대의 상대전력수요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분석한 Kim et al.(2021)의 연구와 배

치되는 결과이다. 

1차 실증사업과 달리 2차 실증사업에서 가격 변화에 따라 시간대별 상대전력수요가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시된 요금 수준이 부하 이동을 유인하기에는 충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TOU-일반형의 하계 최대부하 시

간대 전력량 요금은 188원/kWh로, TOU-일반형이 적용된 아파트 가구의 2단계 전력량 

요금(142.3~147.3원/kWh)보다는 높고 3단계 전력량 요금(210.6~215.6원/kWh)보다 낮

은 편이다. TOU-단순형의 하계 수요시간대 전력량 요금은 188.8원/kWh인데, 이는 단

독주택의 2단계 전력량 요금(182.9~187.9원/kWh)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춘추계에 

제시된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 요금은 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계시별 요금제 전환에 따라 부하 이전이 없어도 전기요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반면, 1차 실증사업에는 하계의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량 요금이 최

대 316원/kWh까지 책정되는 등 시간대별 요금 격차가 큰 TOU-집중형 요금제가 시도되

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용가가 시간대별 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수요를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가격 격차를 충분히 확대하고 부하 이전의 목표가 되는 시

간대에는 기존 누진제 대비 높은 수준의 전력량 요금 단가를 책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 

외, 2차 실증사업의 설계 및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가 1차 실증사업과 2차 실증

사업이 서로 상반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전술하였

다시피 2차 실증사업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동계 및 춘추계 일

부가 제외된 5개월에 한정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 자료는 동계에서의 수요 반응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대가격변수의 차이(variation)도 1차 실증사업 대비 부족한 편이다.

또한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별 구분도 주택용 전력 수용가의 부하 이전을 유인하기

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TOU-단순형은 수요시간대(9‒21시)와 기타

시간대(21‒9시)의 2개 시간대별 구분을 갖는다. 수요시간대의 높은 전력량 요금에 대응

하려면 늦은 밤이나 새벽으로 부하를 이전해야 한다. 일반적인 주택용 전력 수용가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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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패턴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하 이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아파트 가구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기타시간대로의 부하 이전이 어렵다. TOU-

일반형은 최대부하 시간대가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설정되어 저녁에 최대부하가 발

생하는 주택용 전력의 실제 부하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시간대는 전력 소비가 많지 

않아 부하 이전의 잠재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별 요금제에 반응하여 부하를 이

전할 경제적 유인과 자원이 모두 불충분하다.

<표 8>에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가구 특성에 따라 평균적 

상대전력수요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가격변수 간 

교차항의 계수 추정치는 가구 특성에 따라 상대전력수요의 가격반응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보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영·

유아가 있는 가구에서 전반적인 상대전력수요가 높게 나타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전반적인 상대전력수요가 낮게 나타난다.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는 상대전력수요의 평균적 수준은 높지만 가격변수와의 교차항은 음(‒)의 값으로 유의

하여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은 더욱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노인이 있는 가구

는 상대전력수요의 평균적 수준은 가격변수와의 교차항은 양(+)의 값으로 유의하여 가

격변화에 대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본 A 분석 결과를 보

면, 단독주택 가구는 아파트 가구에 비해 중간부하 시간대의 상대전력수요는 낮은 편이

다. 그러나 표본 A의 실험군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않아 단독주택 가구가 시간대별 

상대전력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추정되지 않았다. 표본 B 분석 결과를 보면 주

택 유형에 따라 평균적 상대전력수요 및 상대전력수요의 가격 반응도가 유의하게 달라

지지 않았다. 즉, <표 8>의 분석결과만으로는 주택 유형에 따라 부하 이전 행태가 달라지

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실험 설계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상대전력수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기온, 주말, 공휴일 변수는 <표 7>의 모든 추정식에서 유의하게 상대전력수요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9월의 전력소비량 자료를 분석한 점을 감안할 때, 기온 상승

은 주간 시간대의 냉방 수요를 확대하여 상대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

였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일 대비 재택 시간이 증가하여 주간 시

간대의 상대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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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전력수요 추정결과 

<표 9>는 표본 A와 표본 B에 대해 식 (4)의 일일전력수요함수를 각각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가격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을 값을 가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일일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내

생성을 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력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요금 단

가가 부과되는 누진제 가구의 영향이 추정 결과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조성

진 ‧ 박광수, 2015). 또한, 코로나 19 확산 이후 주택용 전력수요를 상승시키는 구조적 변

화가 발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그 변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2020년 1월부터 국내에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생산

이 위축되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타 부문의 전력소비는 감소했지만 주택용 전력소비

는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산업용, 교육용 등 타 부문의 전력소비

가 증가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소비는 연이어 증가하였다(박광수, 2022).11)

이에 따라 <표 9>에 제시된 가격변수의 추정계수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

나, 다음의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TOU-일반형이 실험군에 적용된 표본 A, 

TOU-단순형이 실험군에 적용된 표본 B 모두 실험 전 ‧ 후 가격지수 추정계수에서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계시별 요금제 적용이 주택용 전력 수용가의 가격 반응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두 표본 모두 대조군 실험군의 

가격지수 계수 추정치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증사업에서 개별 가구의 선택에 

따라 대조군 ‧ 실험군 여부가 결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가격 반응도의 차이가 

계시별 요금제 선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셋째, 아파트 가구와 

단독주택 가구 간 가격지수의 계수 추정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이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일전력가격 변화에 따른 반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9>에서 일일전력수요는 선행연구(조하현 ‧ 장민우, 2015; 남수현 ‧ 박광수, 2020)

와 마찬가지로 주택 면적이 넓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11) 이러한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는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한 재택시간 증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

다. 만약 코로나 19가 유발한 재택시간 증가로 주택용 전력소비가 증가하였다면 이미 코로나 19 상황에 어느 정

도 익숙해진 2021년 전력소비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가 주

택용 전력소비에 미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 19 확진자수 변수를 추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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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일전력수요 추정결과

표본 A 표본 B

가격변수

대조군× 실험전× 아파트× 가격지수 0.06** (0.01) 0.06** (0.01)

대조군× 실험전× 단독주택× 가격지수 0.06** (0.01) 0.06** (0.01)

대조군× 실험후× 아파트× 가격지수 0.05** (0.01) 0.03** (0.01)

대조군× 실험후× 단독주택× 가격지수 0.06** (0.01) 0.06** (0.01)

실험군× 실험전× 아파트× 가격지수 0.06** (0.01) 0.06** (0.01)

실험군× 실험전× 단독주택× 가격지수 0.06** (0.01)

실험군× 실험후× 아파트× 가격지수 0.06** (0.01) 0.05** (0.01)

실험군× 실험후× 단독주택× 가격지수 0.05** (0.01)

Lumpsum ‒0.01 (0.008) ‒0.007 (0.006)

사회경제적 특성

주택면적 0.46** (0.21) 0.67** (0.25)

태양광 설치 0.44 (0.52) ‒1.09 (1.10)

가구원 수 0.50** (0.17) 0.57** (0.18)

가구주 연령대 0.33 (0.24) 0.34* (0.20)

가구주 교육수준 0.01 (0.29) 0.19 (0.27)

월 평균 소득수준 ‒0.18** (0.08) ‒0.19** (0.09)

영·유아 0.16 (0.53) ‒0.32 (0.48)

노인 ‒0.05 (0.37) 0.40 (0.37)

성인 비취업자 ‒0.06 (0.52) 0.03 (0.56)

단독주택 ‒1.56** (0.48) ‒1.97** (0.41)

가격변수와의 교차항

주택평수 0.001 (0.001) ‒0.00004 (0.001) 

태양광 ‒0.004 (0.004) 0.005 (0.01)

가족구성원 수 ‒0.0003 (0.001) ‒0.001 (0.001)

가구주 나이 ‒0.002 (0.001) ‒0.002 (0.001)

가구주 교육수준 ‒0.002 (0.002) ‒0.002 (0.002)

소득수준 0.002** (0.0006) 0.002** (0.0006)

영·유아 0.001 (0.003) 0.004 (0.003)

비취업자 0.001 (0.002) ‒0.0001 (0.002)

노인 0.004 (0.003) 0.0007 (0.004)

코로나 확진자 수 0.41** (0.04) 0.44** (0.06)

기온 0.23** (0.009) 0.19** (0.006)

주말 0.32** (0.03) 0.39** (0.03)

공휴일 0.38** (0.04) 0.45** (0.04)

상수항 ‒7.77** (1.59) ‒7.53** (1.46)

관측치 수 200,153 205,325

가구 수 691 773


 0.47 0.46

주: 1) 추정식에 월 고정효과와 년 고정효과를 포함함. 

2) 괄호 안은 가구별로 군집표준오차를 계산하였음.

3) ** 95% 신뢰수준 또는 그 이상에서 유의; * 90% 신뢰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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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독주택 가구는 아파트 가구에 비해 일일전력수요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는 다른 요인들이 적절히 통제되었을 때 아파트 가구는 단독주택 가구에 비해 전력 소비

가 높은 편이라는 홍종호 외(2018)의 결과를 참조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월 평균 소

득수준의 경우 단일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0.18, 가격변수와의 교차항은 0.002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득 변수와 관련된 교차항까지 모두 고려하여 표본 A의 표

본평균에서 일일전력수요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0.06으로 도출되었다. 즉, 월평

균소득수준이 10%p 증가할 때 일일전력수요는 0.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일일전력수요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

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전력소비가 감소한다는 이서진(2021)의 연구결과와 배치

된다. 이서진(2021)은 산업용, 일반용 전력이 모두 포함된 총 전력소비를 분석하였기 때

문에, 확진자 수 증가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활동수준 감소를 초래하여 전력수요 감소

로 귀결된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용 전력수요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확

진자 수 증가에 따른 활동수준 감소는 재택시간을 증가시켜 주택용 전력수요는 증가시

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상대전력수요의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아질수

록, 주말과 공휴일에 일일전력수요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말과 공휴

일이 주택용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Chang et al.(2014)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의 2차 실증사업 결과를 분석하였다. 2차 실

증사업은 2021년 5월~9월 동안 아파트 및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누진제, TOU-일반

형 요금제, TOU-단순형 요금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2차 

실증사업에 참여한 1,292가구의 전력소비량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 자료를 사용하여 (1) 

12) 표본 A와 B의 추정계수가 거의 유사하여 탄력성 계산 결과도 다르지 않게 도출되었다. 

13) 통상적으로 소득 수준이 전력수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가격변수와의 교차항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월 평균 소득수준 변수 단독에 대한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이 직관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월 평균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는 한편, 가격 

변수와의 교차항까지 고려할 때 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으로 계산된 것은 가격 변수에 내재하는 내생성이 소득

과 가격 변수 간의 교차항 추정계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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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단가가 높은 시간대의 상대전력수요가 효과적으로 감소하였는지, (2) 일일전력수

요에는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OU-일반형과 TOU-단순형 요금제 모두 상대전력수요와 일일전력수요

에 미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주택 유형은 일일전력수요의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나, 

주택 유형에 따라 상대전력수요나 일일전력수요에 따른 가격 반응이 달라지지는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2차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계시별 요금제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

으로 요금단가가 높은 시간대에서 낮은 시간대로 부하 이전을 유도하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계시별 요금제의 요금 설계가 부하 이전을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시간대별 구분이 가정 부문의 생활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2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효과적으

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금제의 설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1차 실증사업에서는 시간대별 요금 격차가 크고 누진제의 최고 전력량 요금 대비 높

은 전력량 요금이 최대부하 시간대에 책정된 계시별 요금제가 시도되었고, 분석 결과 참

여자들이 시간대별 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최대부하를 유의하게 줄이는 결과를 얻었다

(Kim et al., 2021). 그러나 2차 실증사업에서는 1차 실증사업에 비해 시간대별 요금 격차

가 적고 누진제의 최고 전력량 요금보다 낮은 수준의 전력량 요금대가 최대부하 시간대

에 책정된 계시별 요금제가 시도되었고,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시간대별 가격 변화에 반

응하여 수요를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계시별 요금제가 의도한 부

하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시간대의 요금 수준이 충

분히 높게 설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요금제 설계 시 실제 주택용 전력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한 부하 이전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부하시간대 구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부하 시간대의 경우 본 연구의 표본이 동계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TOU-일반형 요금제의 최대부하 시간대 효과를 분석하기에 한계

가 존재했다. 둘째, 실증사업에 참여한 가구들이 무작위 표본이라고 할 수 없다. 과거 스

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에 의해 AMI가 설치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

으며, 대조군과 실험군, 그리고 1차 실증사업에서부터 지속해서 참여한 가구들과 2차 실

증사업에 신규 참여한 가구들 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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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별 요금제의 요금체계는 가상적으로만 제시되었으며 실제로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

두 실제로는 누진제에 따라 계산된 전기요금을 지불하였다. 다만, 누진제하에서의 전기

요금에 비해 계시별 요금제하에서의 전기요금이 감소할 경우, 실증사업 종료 후 이에 상

응하는 보상을 지급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존재하지 않았

다. 넷째, 내생성을 통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일전력수요 함수의 추정에서 여전

히 대조군 가구들로부터의 내생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대조군 대비 실

험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실험군의 특성에 적절히 매칭되는 대조군이 설정되지 않

았다. 따라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별 요금제의 효과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을 처음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향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에 관한 다양

한 논의의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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