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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력수요를 중심으로*

원 두 환**

<요    약>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다른 어떤 나

라들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다양한 사

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가정

용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65년~2010년까지 46년간의 연도별 시

계열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용 전력수요는 전력가격, 소득 수준, 고

령화에 유의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고령화가 가정용 전력수요

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가 전력수요

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반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고령화는 가정용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예측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가정용 전력수요는 연간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고령화, 가정용 전력수요, 오차수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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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vvvvvvvvvvvvvvvvvv

  Population aging has been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n Korea. Aging 

can affect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including energy consumption. 

This paper analyzed how population aging makes an effect on residential 

electricity demand. Yearly data from 1965 to 2010 were collected. The long 

and short-run demands for residential electricity were estimated with 

respect to Korean aging index. The results show that population aging 

reduces residential electricity demands in the short run significantly, but the 

effect decreases in the long run. However, population aging still negatively 

affects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in long run. If population keep 

aging as Korean government expected, then the residential electricity 

demand per capita will grow less than 3%.     

  

Keywords : population aging, residential electricity demand, 

          error correction model  

 

JEL 분류 : J11, Q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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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성장에 있어서 전력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을 위하여 전력수요와 경제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

어 왔다. 국민소득, 전력가격, 대체에너지 가격 등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각국에서 진행되었고 이들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전력수요의 변화량이 계량적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구조변화와

전력수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론적으로 전력수요가

인구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었으나 실증적으

로 이를 분석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Halvorsen, 1975; Flaig, 1990; 

Yamasaki and Tominaga,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 

특히 고령화가 가정용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령화와 전력수요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

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평균수명 연장으

로 인하여 고령화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고

령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이에 대

응할 필요가 있다.1) 1980년 고령인구 비율은 3.8%였으나 2011년 11.3%, 2025년

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0). 따라서 고령화가 전력

수요를 비롯한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클 것으로

1) UN의 기준에 의하면 한 사회의 인구를 연령별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총인구 중 65

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4% 미만인 국가를 유년 인구국, 4∼7%인 국가를 성년 인구국, 7% 

이상인 국가를 노년 인구국으로 분류한다. 노년 인구국은 다시 세 유형으로 분류되어 65세

고령 인구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 정의하였

다. 고령화는 노동력 및 금융저축의 감소, 의료비 및 정부지출 증가로 이어져 한 국가의 경

제성장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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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따라서 고령화와 전력수요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보다 정교한 전력수

요 예측이 가능하고, 향후 전력공급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고령화는 가정용 전력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고령 인구들의 기계장치에 대한 더 높은

의존성을 들 수 있다. 건강악화와 기력 쇠퇴로 인하여 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발

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자기기의 구입과 사용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즉,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계단을 이용하기보다는 엘리베

이터의 사용을 선호할 것이며, 설거지, 빨래, 청소와 같은 집안일도 세탁기, 식기

세척기, 청소기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노년층이 자가 노동력 감소를

전력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고령화는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고령화는 전력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고령인구의 생활 활동량이

줄어듦에 따라 기계사용과 전력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의 컴퓨터

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정보화 기계의 구입과 사용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해 전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 노령층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작은 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

은 전력수요를 낮추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가정용 전력수요

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어떠한 영향력이 더욱 크냐에 따라서 전체 가정

용 전력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Yamasaki and Tominaga (1997)는 고령화로 인하여 가정용 전력 및 난방에

너지 소비가 변동할 수 있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정용 에너지

소비는 8가지 요인(구성원의 수, 소득 수준, 주택조건, 내구재 구입, 소비성향, 

절약인식, 생활방식,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8가지

요인에 변화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였다(<그림 1> 참조).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요인의 영향

력이 에너지 소비 감소 요인의 영향력보다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국가와 문화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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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령화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가정용 에너지 소비

가족구성원수

소득수준

주택조건

내구재구입

소비성향

절약인식

생활방식

기타요인

고령화

자료 : Yamasaki and Tominaga (1997)의 연구를 재정리함.

에너지 소비량과 고령화에 대한 문헌적 또는 이론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실증

적으로 고령화가 가정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용 전력소비와 고령화의 관계

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전력수요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수행되어왔

다. Chern and Bouis (1988), Silk and Joust (1997), Fullerton et al. (2012)은

미국의 전력수요함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걸프 만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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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전력수요는 Eltony and Mohammad (1993), Al-Faris (2002)에 의해서 추

정되었고, 이스라엘(Beenstock et al., 1999), 노르웨이(Ettestol, 2002), 스위스

(Filippini, 1999), 대만(Holtedahl and Joutz, 2000), 호주(Narayan and Smyth, 

2005)의 전력수요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경제성장을 가정용 전력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가정하여 전력수요 추정모형에 경제성장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

을 포함시켰다. 실질GDP가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지표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

용되었으나, 실질GDP를 대체하여 수출입규모(Nasr et al., 2000) 또는 가계소

비 수준(Beenstock et al., 1999)을 이용한 연구도 있다.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후적 상황을 고

려한 연구도 있다. 극한 기온은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l-Zayer and Al-Ibrahim (1996)은 전력수요모형에 기후적인 요소를 추가하였

고 연중 일별 기온변화가 전력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력수요는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

한 경제적 요인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는데, Egelioglu et al. (2001)은 북키프

로스의 전력수요가 여행자 수와 관계가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고, Rajan 

and Jain (1999)은 전력수요와 인구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전력 대체재인 천연가스의 가격도 분석에 함께 사용되었다(Al-Faris, 2002; 

Beenstock et al., 1999; Narayan and Smyth, 2005).  

국내 전력수요를 분석한 연구로 나인강․서정환 (2000)은 국내 산업용 전력수

요를 산업생산지수와 실질전력요금을 통해 분석하였고, 김완수 (2009)는 주택용

전력수요를 GDP와 요금체계로 분석하였다. 김인무 외 (2011)는 전력수요 도시

가스와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과 기온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들에서 전력수요가 인구수와 관련 있다는 것 정도만 분

석되었을 뿐, 인구의 구조적 변화, 즉 고령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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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과 실증모형

가정용 전력수요는 난방, 취사, 전자기구 사용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가계는 전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새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가정용 전

력수요모형은 가계생산이론(household production theory)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Filippini, 1999). 가계는 전력과 자본재를 이용하여 에너지 상품(energy 

commodity)을 생산하여 소비한다. 즉, 전력으로부터 직접 효용을 얻는 것이 아

니라 가정용 전기 기구들을 대표하는 자본과의 혼합을 통해 에너지 상품 또는

서비스가 생산되고 에너지 상품의 소비가 가계에 효용을 발생시킨다. 

가계의 에너지 상품에 대한 생산함수를 라고 하면 식 (1)과 같다. 

      (1)

여기서 는 전력소비량이고, 는 자본재이다.  ·는 전력소비량과 자본재

를 결합시키는 2차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로 가정한다.2) 가계의 효용함수는 에

너지 상품( )과 복합재( : composite numeraire)와 인구구조적 특징( )에 의

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효용함수를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가계의 예산제약은 소득( )과 에너지 상품의 가격( ), 복합재의 가격( )

에 의해서 결정되고 복합재의 가격( )을 1로 가정하면 식 (3)과 같다.

        (3)

2) 


≥, 


≥,  


≤,  


≤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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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생산모형에서 개별 가구가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두 단계

에 걸쳐 이루어진다(Deaton and Muellbauer, 1980). 첫 번째 단계는 에너지 상

품을 얻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여 투입요소로써 전력의 수요를 도출하는 단계

이고, 두 번째 단계는 비용함수가 주어진 가운데 효용을 최대화하여 전력의 소

비 수요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첫 번째 비용 최소화 단계를 통해 식 (4)에서 최적화된 와  투입수요량

을 도출할 수 있다. 

   

s.t.                                                   (4)

여기서 는 전력가격, 는 자본재의 가격이다. 제약조건하에서 비용을 최

소화하면 식 (5)와 같은 에너지 상품에 대한 비용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5)

비용함수를 쉐퍼드 정리(Shepard’s lemma)에 의해 가계의 전력에 대한 투입

요소수요(input demand)를 도출할 수 있다.3)

 

      
        (6)

의사결정의 두 번째 단계에서 가계는 예산제약하에 효용을 최대화한다.  

   

s.t.           (7)

식 (7)의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 상품에 대한 가계의 수요를 식 (8)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3) CS에 대한 투입수요함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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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식 (8)을 식 (6)에 대입함으로써 식 (9)와 같이 가계의 전력수요 함수를 도출

할 수 있다(Filippini, 1999).

      
      

                                              (9)

효용함수에 포함된 인구구조적 특성( )에 의해 가계의 전력수요는 의 함

수가 되고 고령화는 를 대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Ⅳ. 데이터 및 모형 추정

가정용 전력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후, 가구수, 대체에너지의 가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본 논문의 목적을 인구구조적 특징인 고령화가 전력수

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식 (9)와 같은 전력수요 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를 연간 1인당 전력소비량으로 결정하고 이것은 전

력가격( ), 자본재가격( ), 소득 수준( )과 인구구조적 특성(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가정용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실증적

인 모형에서는 자본재의 가격( )을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재를 대표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자본재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

기 때문에 실증모형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추정값들에 대해서 왜곡을 발생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Halvorsen, 1975; Flaig, 1990; Filippini, 1999).4)  

4) 가전기기 보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1980년 이후부터 집계되어 있어, 본 연구의 분

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관찰치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세탁기, 냉장고, 

TV 등에 대해서 각각 수집되어 본 연구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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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함수는 각 변수들간에 로그선형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10)과

같다.5)

ln   ln  ln  ln  (10)

여기서 종속변수인 ln 는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연

간 소비량(KWh)이다. ln 와 ln 는 가정용 전력가격(원/KW)과 1인당 실

질국민소득(만 원/1인)의 로그값이고, ln는 연도별 고령화지수의 로그값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는 오차항이며, 는 각 자료의 연도를

나타낸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중에서 가정용 전력가격, 가정용 전력판매량은 한국전

력 통계자료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 인구수, 고령화지수는 통계청으로부터, 1인

당 GDP, GDP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6) GDP 디플레이

터를 이용하여 전력가격과 1인당 GDP를 2005년 기준으로 실질전력가격, 실질

GDP를 도출하였다. 분석기간은 1965년∼2010년까지 46년간이다. 

로그를 취하기 전의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인당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지난 50년 동안의 평균적인 소비량은

439KWh 정도이다. 2010년 전력소비량은 1,211KWh였고, 향후 1인당 전력소비

량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가격은 명목적으로 상승해왔으나 물가

지수를 고려한 실질 전력가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실질전력가격이 가장 높았

던 연도는 1966년으로 421.9원이었다. 산업화로 인해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지고 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력생산비용의 감소부분도 실질전력가격을 낮추

는 한 요인이겠지만, 정부의 물가관리 지침에 따라 전력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

5) 식 (10)에 냉방도일(CDD)을 포함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냉방도일 자체가 장․단기 1인당 전

력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다른 변수들의 계수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의 견고성(robust) 검정을 위해 부록에 냉방도일을 포함한 모형

추정 결과를 첨부하였다. 

6) 고령화지수(노령화지수) ＝ [고령(65세 이상) 인구/유년(14세 이하)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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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평 균 439.53 186.73 665.82 23.05 

중앙값 294.84 167.25 306.00 17.40 

최대값 1,211.38 421.94 2,378.00 67.70 

최소값 8.78 90.39 3.04  7.00 

표준편차 398.69 95.10 739.37 16.98 

지 않기 때문에 실질가격이 하락했을 수도 있다. 2010년 가정용 전력의 실질가

격은 91.97원/KW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8년 IMF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10년 2,378만 원이다. 고령화지수는 1965년 7에서

2010년 67.7로 급격히 상승했고 향후 100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은 모두 시계열 자료로 사회경제변수의 시계열 자료는

대부분 단위근(unit root)을 갖는 비정상 시계열로 알려져 있다. 비정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할 경우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변수들이 회귀식에서 높은 적합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의미는 가지지 못한다(Granger and 

Newbold, 1974). 따라서 분석에 사용될 로그변수들에 대해서 단위근 검정을 시

행할 필요가 있고 단위근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시계열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로그변수들의 시간에 대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 로그변수

들은 추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수들에 대해서 단위근 검정

을 시행한 결과 모든 로그변수에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각 변수가 단위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단위근을 가진 변수들의 결합에 의해 정상적인 시계열 변수

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를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에 있다고 하

7)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 결과를 이용하였고, 네 변수 모두 귀무가설을 10% 유의

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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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그변수의 추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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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의 범례에서 LNQUANT ＝ lnE, LNPRICE ＝ lnP, LNGDP＝ lnY, LNAGE＝ lnD를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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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적분 검정

공적분 개수 ()
특성치

(Eigenvalue)

우도비

통계량
5% 임계치 1% 임계치

None** 0.485005 61.52001 47.21 54.46

At most 1* 0.394766 32.32167 29.68 35.65

At most 2 0.205483 10.22750 15.41 20.04

At most 3 0.002419 0.10657  3.76  6.65

    주 : ** 1%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함.

고 변수들 사이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Nelson 

and Plosser, 1982).  

단위근을 가지고 각 시계열의 선형결합이 공적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 공적분 검정을 하였다.9) <표 2>는 공적분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각각의 공

적분 검정의 귀무가설은 ‘공적분 벡터의 수가 개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따

라서     인 경우 우도비는 61.52로 1% 유의 수준에서 기각되며, 

   ≤ 인 경우 우도비는 32.32로 5% 유의 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다. 그러

나    ≤ 의 경우에는 5% 유의 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네 변수

사이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네 변수간에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수들간의 공적분 관계가 확인되면 전력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균형 관계와

함께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단기적 관계식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공적분 관

계를 무시한 채 차분변수만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차분과정에서

장기효과가 상실하게 되어 모형설정에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은 경제변수들간에 장기적 관계

와 단기의 불균형 조정과정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Engel and Granger, 1987). 오차수정모형에서는 변수들간의 장기적인 균형관

9) 공적분 검정은 Johansen 검정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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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정하고 이를 단기적인 동적 불균형 상황과 연결한다. 

오차수정모형은 2단계 과정을 거쳐서 추정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식 (10)을

추정한 후에 잔차항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안정적일 경우 식 (10)은 전력수요의

장기 공적분식(cointegrating equation)이 된다(Fullerton et al., 2012).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적분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적 균형 관계를 고려한 오차수정모형

을 식 (1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ln    ln    ln   ln       (11)

여기서 는 각 변수의 차분연산자이고, 는 오차항이다.   은 공적분식의

오차를 단기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오차수정항(error 

correction term)이다. 오차수정항의 계수인 는 부(－)의 부호를 일반적으로

가지는데, 한 기에서 장기 균형으로부터 이탈은 다음 기에 균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정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력수요 장기균형함수인 식 (10)의 추정값이 <표 3>에 제시되어 있

다. 추정된 계수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고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 가정용 전력수요는 전력요금 상승에 대해 감소하고, 소득 증가에 대해서

는 증가하고, 고령화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계수들은 가정용 전력수요의 장기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고령

화탄력성을 대표한다. 전력가격의 1% 상승은 가정용 전력소비를 0.39%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전력가격과 전력소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소득 1% 상승은 전력소비를 0.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과 전력소비의 장기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매우 다양하다. 전력이

정상재인지 또는 열등재인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추정계

수는 소득 증가와 함께 전력수요도 증가하여 전력이 정상재임을 보여준다. 

10) 각 연구에서 추정된 가격탄력성은 －0.54(Narayan and Smyth, 2005), －0.36(Fullerton et  

 al., 20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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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기 전력수요 함수 추정

변수 계수 표준오차  -값  -값

상수 4.384** 0.589726  7.434 0 .000

ln -0.398** 0.089518   -4.440 0 .000

ln 0.710** 0.019056 37.272 0 .000

ln -0.251** 0.042642 -5.903 0 .000

R-squared 0.998 Mean dependent var 5.361

Adjusted R-squared 0.998 S.D. dependent var 1.487

S.E. of regression 0.058 Akaike info criterion -2.745

Sum squared resid 0.145 Schwarz criterion -2.586

Log likelihood 67.148 F-statistic 9,572.086

Durbin-Watson stat 0.514 Prob (F-statistic) 0.000

    주 : ** 1%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함.

 

고령화지수에 대한 가정용 전력수요의 장기 탄력성은 －0.25로 고령화 사회

로의 이행은 가정용 전력수요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전력수요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나 종합적으로 볼 때 전력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더욱 크

기 때문일 것이다. 

식 (10)의 추정식이 장기균형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추정식의 잔차항의 안정

성을 검정해야 한다. <그림 3>은 추정된 장기 전력수요함수의 잔차항의 움직임

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불안정한 점이 보이나 0을 기준으로 변동하고 있어 특

별한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잔차항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1% 유

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 잔차항에 단위근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모형이 안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11) 

11) ADF 통계량은 －2.962879이고, MacKinnon (1996) 단측 p-value는 0.0470으로 5%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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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기 전력수요함수의 잔차항 추이

0.16

0.12

0.08

0.04

0.00

-0.04

-0.08

-0.12
    65     70     75     80     85     90     95     00     05     10

 ut

이상과 같이 장기 가정용 전력수요와 가격, 소득, 고령화 간에 장기적인 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식 (11)의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단기 전력

수요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단위근을 가지는 각 변수들을 차분한 결과 모두 안

정적인 시계열로 변환되었다.12) 

오차수정모형 식 (11)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오차수

정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각 계수들은 전력수요에

대한 단기 탄력성을 나타낸다.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0.32로 장기에 비해서

더욱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단기에서 가격탄력성보다 비탄력적이라는 경제이

론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소득탄력성은 0.45로 장기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비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대한 장기 탄력성이 더 높은 이유로 소득이 높아

지면 가전제품과 같은 자본재를 장기적으로 많이 구매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전

력수요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12) DlnQUANT DlnPRICE, DlnGDP DlnAGE에 대한 ADF 검정 결과 DlnGDP는 10%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고, 나머지 변수들은 5%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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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정용 전력수요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값  -값

상수 0.089** 0.027  3.217 0.002

ln -0.320** 0.074 -4.292 0.000

 ln 0.454** 0.085  5.302 0.000

 ln -1.152** 0.339 -3.389 0.001

   -0  .138 0.111 -1.242 0.221

R-squared 0.784 Mean dependent var 0.109

Adjusted R-squared 0.762 S.D. dependent var 0    .071 

S.E. of regression 0.034 Akaike info criterion -3    .765 

Sum squared resid 0.048 Schwarz criterion -3    .564

Log likelihood 89.720 F-statistic 36.350

Durbin-Watson stat 1.994 Prob (F-statistic) 0    .000 

    주 : ** 1%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함.

고령화지수에 대한 탄력성은 단기에서 더욱 높아지는데 고령화가 단기적으로

전력의 소비를 더욱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의 소비는 전자

기기 사용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노령자들이 전자기기 구입

과 사용빈도를 늘리지 않아서 전력소비 감소 성향이 크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

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구입할 것이고 전자기기에 대한 점진

적인 의존도 상승으로 전력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 전력수요에 대한 이탈을 나타내는 잔차항의 계수는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지만 부호는 음(－)의 값으로 예상했던 대로 나타났다. 장기균형에

서 이탈은 다음 기에서 약 13.2%씩 조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정모형의 안정성이 낮으면 회귀분석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고 모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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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USUM 검정 및 반복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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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계량모형은 전적으로 추정계수에 의해 기술

되기 때문에 모형의 안정성을 검정하는 것은 모형의 정확성과 수요예측에 있어

서 중요하다. 

추정된 계수의 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반복 잔차 누적합(cumulative sum 

of recursive residual : CUSUM) 검정과 반복계수 추정치(recursive coefficient 

estimates) 분석법을 이용하였다.13) 일반적으로 CUSUM이 두 개의 5% 유의

수준 임계선 밖으로 벗어난다면 이는 모형이 불안정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

복계수 추정치의 움직임을 통해 추정치의 전개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만약 반

복 추정치가 유의한 변동을 나타낸다면 이 또한 모형의 추정계수가 불안정적임

을 의미한다. <그림 4>는 식 (11)에 대한 CUSUM 검정 결과와 각 계수들의

반복추정치를 보여준다. CUSUM 값이 0 이하로 치우치기는 하나 5% 범위 안

에 위치한다. 따라서 모형이 안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각 계수의 반복추

정치는 초기에 변동을 겪지만 후반부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한다.  

추정된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고령화와 관련하여 가정용 전력수요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주요 외생변수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들이 필

요하며, 소득, 전력요금, 고령화에 대한 간단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가정의 간

결성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경제상황이나 소비자들의 수요패턴은 변화 없이 동일

하고 1인당 실질GDP와 실질전력요금은 매년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하였다. 고

령화지수는 통계청에서 예측한 지수를 이용하였다. 통계청 (2010)의 발표에 의

하면 고령화지수는 2016년 100을 넘어설 것이며 2025년에는 169.1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4) 

1인당 전력소비량(KW)에 대한 예측기간은 2012년∼2025년까지 13년이다. 또한

13) CUSUM 검정은 계수의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시계열 관찰치들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추정계수의 안정성을 평가한다(Brown et al., 1975) 

14) 고령화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낮은 합계출산율과 늘어나는 기대수명 때문으로 고령

 화지수의 분모(14세 미만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분자(65세 이상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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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정용 전력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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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예측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히 전력소비량이 매년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력소비량을 도출해 보았다. 

<그림 5>는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가정용 전력수요 예측치(quant(exp))와 단

순 3% 증가 예측치(quant(3%))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의 예측에 의하면 연간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2015년 1,293KWh를 넘고, 2025년에는 1,655KWh

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력소비량이 매년 3%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

면 2015년 1,411KWh, 2025년 1,897KWh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화로 인

하여 가정용 전력수요는 매년 3%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현 추세로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가정용 전력수요 증가는 없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령화가 가정용 전력소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복

합적이고, 고령화가 에너지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고령화가 국내 가정용 전

력수요 상승을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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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saki and Tominaga (1997)가 제시한 8가지 요인을 통해 고령화가 가

정용 에너지 수요를 낮추는 경로는 가정의 소득 감소, 내구재 구입 및 소비의

감소, 전체적인 소비의 감소를 통한 에너지 소비의 감소이다. 반면에 고령화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로는 가족 구성원 감소로 인한 에너지 소비 비효

율 증가, 넓은 주택 사용선호,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부족, 활동반경 감소로

인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 증가, 전기기구에 대한 의존도 상승이다. 고령화로 인

해 넓은 주택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에너지 절약 인식 경로를 제외하면 고령화

로 인한 국내 가정용 전력 수요 변화요인의 근본적인 이유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고령화는 1인 또는 2인 가족의 수를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소형 주

택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국내 노령

인구가 에너지 절약정신이 부족할 것이라는 근거도 부족하다. 오히려 산업화를

거친 세대로 절약정신이 다른 세대보다 더욱 높을 가능성이 크다.  

장단기 가정용 전력수요와 고령화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단기적으로 전력수

요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력수요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의 영향력

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장기 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의 영향력은 감소시키는 요인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는 못하여 최종적으로 고령화는 전력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사회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가 가정용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오차수정모형에 의거하여 고

령화가 정부의 예상처럼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전력소비량을 전망해 봄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 계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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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전력수요와 이를 결정하는 변수들 간의 공적분 관계를 파악하여 오차수정

모형을 수립함으로써 교란으로 인한 변수들의 단기적 반응뿐만 아니라 장기적

인 조정과정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모형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가정용 전력수요는 전력가격, 소득 수준, 고

령화에 유의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고령화가 가정용 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가

전력수요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반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예측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가정용

전력수요는 연간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가정용 전력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는 가정용 전력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

만 고령화 사회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

장을 위해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

라서 현재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고령화 추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황일

것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최근 들어 출산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연구에서 예측한 가정용 전력 수요 전망은 최소값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진행 속도가 낮아진다면 가정용 전력 수요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예측

값보다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속도가 낮아질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용 전력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유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상승

으로 전력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름과 겨울의 전력피

크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전력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소득 증가는 전력수요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소득이 증가

할수록 에너지 이용 상품의 구매와 이용 빈도가 상승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

증가는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나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효율, 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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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형 전기기기의 교체지원 등을 통해 소득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고령화가 가정용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에 관한 것으로

효율적 전력수급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

과는 고령화로 인한 가정용 전력소비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했을 뿐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가 증감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보다 발전된 전력수요 예측 모형에서는 세부요인들의 영향력까지 계량적

으로 분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 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견고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변수를 추가적

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냉방도일을 추가하여 식 (10)과 식 (11)을 다시 추정하

였다. 연도별 냉방도일은 날짜별 평균기온이 24°C 이상일 때 추가되는 온도를

합하여 계산된다. 즉, CDD ＝ sum(add－24) 만약 add－24 > 0이고, 여기서

add는 날짜별 평균온도이다. 연도별 평균 냉방도일은 108.61이며 최소 9.1에서

최대 276.4로 나타나 변동폭이 크다. 그러나 Unit root 검정 결과 단위근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되어 로그변환과 차분 없이 변수를 직접 모형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A> 참조). 

식 (10)´와 식 (11)´는 CDD가 추가된형태이고 이를 추정한결과는 <표 A>와

<표 B>에 제시되어 있다.  

ln   ln  ln  ln    (10)´

 ln    ln    ln   l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