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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모여살기의 에너지 절약
- 2016년 겨울 촛불집회의 에너지 절약 사례를 중심으로 황인철*·안진한**·한승희***·박경순****·강규영*****

A Study on Energy Saving by Compact Energy Consumption
- Focused on the Case of Energy Saving Achieved during Gwanghwamun Candle-lit
Vigil Demonstrations during Winter Season of 2016 Inchul Hwang*·Jin Han An**·Seunghee Hahn***·Kyung Soon Park****·Kyu-Young Kang*****
1)2)3)4)5)

요약：이 연구는 급격한 도시화가 초래하는 에너지 자원 부족의 위험 요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콤팩트 에너지 소비(모
여서 소비하기)’라는 가족 단위의 에너지 소비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 한 장소에서 함께 소비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절약 방안은 ‘안에서 모여 소비하기’이다.
평일 저녁에는 한 장소에서 함께 에너지를 소비하면 에너지가 절약된다. 두 번째 절약 방안은 ‘밖에서 모여 소비하기’이
다. 주말 낮에는 집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 활동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2016년 겨울(2016.10.29.~
2017.3.4)에 열렸던 서울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는 ‘밖에서 모여 소비하기’의 한 사례로, 평균 1백만 명의 촛불집회자
가 추운 겨울 토요일 밤마다 총 19차례의 야외 집회에 참석해 집에 있었으면 소비했을 9.1 GWh의 전기를 절약했다.
주제어：에너지 절약, 콤팩트 에너지 소비, 광화문 촛불집회, 모여살기, 행태 변화
ABSTRACT：This study proposes to pursue a new energy consumption lifestyle, called ‘Compact Energy
Consumption’ as a response to energy resources scarcity, a risk factor caused by urbanization. Energy
can be saved when people consume energy together in one place rather than consuming separately in different
places. First behavioral change is called ‘Collective Inside Consumption.’ During nighttime on weekdays,
energy can be saved when people get together inside their houses rather than stay outside respectively
in the office or in the house or in the restaurant. Second behavioral change is called ‘Collective Outside
Consumption.’ During daytime on weekends, energy consumption can be avoided when people stay outside
rather than inside the buildings. The candle-lit vigil demonstrators at Gwanghwamun Square in Seoul during
October 29, 2016 to March 4, 2017 saved 9.1 GWh of energy by attending 19 outside demonstrations in
cold Saturday nights, when they would have consumed electricity by staying inside their homes.
KeyWords：Energy Saving, Compact Energy Consumption, Gwanhhwamun Candle-lit Vigil, Behavio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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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장은 이론적 고찰로, 지속가능도시의 개념과
사례, 행동경제학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
연구 사례를 들여다보았다. 3장은 에너지 소비 행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

의 3W(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구와(with

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도시화는 특히

Whom))를 살펴보고, 셰어하우스와 콤팩트 에너지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소비 같은 ‘도심 속 모여 살기’ 라이프 스타일과 그

파이크 리서치에 따르면 1960∼2010년 전 세계

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설명하였다.

인구가 233% 증가한 반면, 도시 인구는 350% 늘

4장은 2016년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

어났다(Woods et al., 2013). 전 세계 도시 인구

회 참석자의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

는 2010년 36억 명에서 2050년 63억 명으로 증

절감량을 산출했다. 5장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Woods et al., 2013).

책과 프로그램이 에너지 절약이라는 동반 편익을

현재 세계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도시 주민이

가져온다고 밝히고, 일과 가정 양립 ‘워라밸(Work

전 세계 자원의 70~80%를 소비하고 있다(Woods

Life Balance)’ 추구와 도심 야외 공원 확대가 가

et al., 2013).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속

져다주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살펴본다.

도는 도시 공공 서비스의 확장 속도를 추월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소비 행태 변화에 따른 에너

이러한 불균형은 에너지와 자원 부족, 대기 오염,

지 절약 방안 두 가지(① 안에서 모여 소비하기, ②

삶의 질 악화 같은 문제를 불러온다. 2050년에는

밖에서 모여 소비하기)를 제시하고, 도심 속 야외

도시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70%에 이를 것으로 예

공원 확대와 워라밸 추구가 가져오는 에너지 절약

측되며, 도시화가 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동반 편익을 들여다본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Perlicer et al., 2013).
도시화의 문제점에 대응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시 모델이 제시되었다. 대표적 모델로 ‘지
속가능도시’가 있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도시 모델

Ⅱ. 이론적 고찰과 연구 사례

중 도심 지역에 인구와 공공 서비스를 집중해 이동
거리와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콤팩트 시티’ 개
념을 차용했다.

1. 지속가능도시 모델

이 연구는 ‘콤팩트 에너지 소비’, 즉 사회 구성
원이 각자 다른 장소에 흩어져 에너지를 소비하지

지속가능도시는 구 시가지나 신 시가지 지역의

않고 거리상 근접한 한 지역에 함께 모여 압축적으

개발 계획에 지속가능성과 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로(콤팩트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에너지

일련의 접근법을 의미한다(Bibri, 2017). 지속가능

사용량을 줄이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시한다. 그

도시 모델을 실현해 도시 전체의 거시적 에너지와

사례로 2016년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

환경 자원 절약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

를 제시하고, 집회 참석자가 달성한 에너지 절감량

이 크다.

을 산출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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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콤팩트 시티(압축도시)

다. 도시의 랜드마크인 ‘센트룸’ 전차가 도심에 투

콤팩트 시티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스프롤링)

입되었고, 노령층에 우대 교통요금이 제공되었다.

과 노령화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2005년 28%였던 도심지역 인구가 2014

콤팩트 시티에서 주민은 상점과 공공 서비스, 직장

년 32%로 증가하였다(조선pub, 2017).

과 근접한 곳에 거주하며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을 이용해 이동한다(백승관, 2016). 즉, 콤팩트 시

(2) 멜버른 사례

티는 주거·직장·상업 등 도시 기능을 기존 도심 지

호주의 멜버른시는 1992년 ‘포스트코드 3,000’

역에 집중해 인구밀도를 높이고 도시 기능의 효율

(Postcode 3,000)이라는 지속가능도시 이니셔티

성을 개선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백승관, 2016;

브를 내놓았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15년간 다운

OECD, 2012). 쇼핑 같은 도시 기능이 도보 가능

타운 주거공간 개수를 800개에서 8,000개로 늘리

거리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기 때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금 우대 혜택, 공공시설 개

문에 노인 친화형 도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 빈 사무실 공간 재사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런 특성 때문에 콤팩트 시티는 노령화 문제와 도시

성공을 거두었다.

축소 대응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2) 에코 시티

많다.

콤팩트 시티가 인구 집중과 복합 토지 이용을
강조한다면, 에코 시티는 생태적·문화적 다양성과

<그림 1> 콤팩트 시티 개념(조선pub, 2017)

패시브 설계, 재생에너지 자원에 집중한다(백승관,
2016). 에코 시티는 자족 경제, 지역 자원 이용, 탄
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공급, 잘 계획된 도시 레이
아웃과 대중교통 시스템, 에너지·수자원 효율과 같
은 자원 보존, 폐기물 제로 시스템, 손상된 도시 지
구의 회복, 모든 계층을 위한 적정한 주거 환경, 장
애인을 위한 취업 기회,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1) 토야마 사례

자발적 선택 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 대표적 에코

일본의 토야마는 독특한 도시 개발 역사를 가지

시티로 브라질의 꾸리찌바, 인도의 오로빌, 독일의

고 있다. 토야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심각한 폭

프라이부르크와 스웨덴의 스톡홀름 등이 있다.

격 피해를 입었는데, 역으로 넓은 공간에 인구가
골고루 분산된 선진 계획도시로 재탄생하는 기회
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 인구가 줄어들기 시

2. 행동경제학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

작하자 넓게 분산된 쾌적한 도시 공간이 오히려 도
시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이 위협에 대응

도시의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에는 콤팩트 도시

하고자 토야마시는 2002년 이후 콤팩트 시티 전략

같은 지속가능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거시적 에너

을 실행하게 된다. 시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도심

지 절약 체계도 있지만, 시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

역에 집중하고 주변 지역을 주거 공간으로 개발했

도하는 미시적 에너지 절약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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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가정용 에너지 수요는 개인의 생활패턴에

평균 비용보다 자신이 많이 소비할 경우 사회적 기

큰 영향을 받지만 소득, 가구 구성원 수 등 사회경

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불러일

제학적 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의 행

으켜 적극적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한다(Allcott,

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행동

2011). 오파워의 전력요금 청구서는 최대 6%의 전력

경제학이고, 대표적 방법이 개인의 현상유지 편향

사용량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었다(Allcott,

을 이용한 행태 변화와 사회적 기준에 따른 행태

2011).

변화이다.
<그림 2> Opower사의 전력요금 청구서의 사회적 기준 정보
(Allocott, 2011)

행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이 새로운 행동방식으로
바꾸기보다 익숙한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
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현상 유지 편향‘으로
부른다. 미국 브라운대학교는 기숙사 학생을 대상
으로 현상 유지 편향이 전력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김현제·정연
제, 2018).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2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기숙사 건물 3개의 조명 스위치를 대상으로 A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고지서는 주민이 자신의 에

건물에는 “기본 소등 상태 유지 요망”, B 건물에는

너지 소비 현황을 단지 내 동일 면적 대비 비교, 전년

“사용 후 소등 요망”이라고 공지를 붙였다. C 건물

동월과 당월 비교를 쉽게 볼 수 있게 해 자발적 에

에는 아무런 공지를 붙이지 않고 6주간 전력소비

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평균변화율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현상 유지

이웃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10% 많은 가구는

편향 그룹인 A 건물의 변화율이 가장 작았으며 가

적색, 10% 전후로 사용하는 가구는 황색, 10% 적

장 에너지 절약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현상 유

은 가구는 녹색으로 표시된 고지서가 발행된다.

지 편향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 성과를 낼 수 있다

2011년 시범사업 결과, 3개월(2011년 1~3월)간

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시범단지 아파트의 전

행동경제학자들은 개인의 의사결정 기준이 ‘개

력 사용량이 8.9%p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

인의 만족감’이 아닌 ‘사회 혹은 타인의 만족감’을

로 분석되었다(최성희·강태훈, 2017).

고려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기준
을 따르려 하는 사람의 성향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

<그림 3>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고지서(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1.01.18.)

행동을 유인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 중 사회
적 기준 이론을 활용하여 구성원 간 경쟁 심리를
유인하고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려는 사례로 미국
오파워(Opower)의 전력요금 청구서와 한국에너지
공단이 주관하는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고지서가
있다(최성희·강태훈, 2017).
오파워 전력요금 청구서는 지난달 전력 사용량
을 주변 이웃과 비교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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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민의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 방안

1) 에너지 소비의 3W
에너지 소비 행동의 요소로 3W, 즉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구와(with Whom) 에너지를 소
비하는지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량은 3W에
영향을 받는다.

도시화의 압력을 줄이려면 도시민이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권장하는 도시 정책이

에너지 소비 장소는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이 차

필요하다. 시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가 있다. 낮 시간은 대체로 사무실, 교실 또는 도

LED 설치나 건물 개보수처럼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로 위 같은 상업지역 또는 공공지역에서 에너지를

를 진행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에너

소비한다. 반면, 저녁 시간은 가정, 기숙사 또는 호

지 소비 행태 변화를 유도해서도 상당한 양의 에너

텔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에너지를 소비한다.
에너지 소비 장소에 따라 사용하는 에너지의 유

지를 절약할 수 있다.

형이 달라질 수 있다. 사무실의 주된 에너지원은
전기이다.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가 주된 에너지
원이다. 도로 위의 주된 에너지원은 석유이며, 공

1.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

장은 전기와 스팀이다. 반면, 낮 시간의 공원이나
길거리는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TV나 냉장고, 에어컨 같은 가전 기기는 지속적
인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가정

에너지를 소비할 때 혼자 소비하는지 여럿이 함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저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

께 소비하는지에 따라 에너지 소비의 양과 질이 영

다. 가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은 ‘리바운드 효

향을 받는다. 출퇴근 시 혼자 자가용을 운전하는

과’로 대규모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경우도 있고,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있을 수 있다. 삶의 쾌적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경우도 있다. 저녁시간에 한 가족이 학교식당이나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에 따라 더 큰 TV와 냉장고

음식점, 집에서 따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집이나

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대형 TV와 냉장고의 보급

식당에서 함께 먹을 수도 있다. 이렇듯 에너지 소

은 그동안 이룩한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 향상 효

비의 3W,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구와

과를 상쇄하는 것을 넘어선다. 대규모 에너지 절약

(with Whom) 소비하느냐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

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

과 에너지 유형을 결정한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소비자 행태 변화
2) 콤팩트 에너지 소비

를 유도하는 정책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소비 행태에 콤팩트 시티의

콤팩트 에너지 소비라는 에너지 사용의 행태 변

개념을 적용한 ‘콤팩트 에너지 소비’라는 라이프

화로 일상의 삶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시민

스타일, 즉 사회 구성원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흩

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개별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

어져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거리상 근접한 한

는 것보다 한 장소에서 함께 압축적으로(콤팩트하

지역에 함께 모여 압축적으로(콤팩트하게) 에너지

게) 에너지를 소비해 에너지를 절약하여 에너지 비

를 소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에너지 절약 방

용을 줄일 수 있다. 시민이 낮 시간 공원이나 거리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를 산책하거나,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도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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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를 이용하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식사하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유하며 거주자는

이러한 에너지 소비 행태를 모여 살기의 에너지 절

콤팩트하게 집단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콤

약, ‘콤팩트 에너지 소비’라고 부를 수 있다.

팩트한 집단 에너지 소비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 절
감을 가져오고, 개인별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
진다. 셰어하우스는 함께 모여 안에서 에너지를 소
비하며 에너지를 절감하는 콤팩트 에너지 소비의

2. 셰어하우스 사례

한 형태이다.
셰어하우스는 치솟는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
는 청년 독신자에게 매력적인 주거 방식으로 떠오
르고 있는 새로운 주택으로, 공유경제의 한 형태이

3. 광화문 촛불집회 사례

다. 셰어하우스에서는 거주자가 각자 개인 방에서
프라이버시를 누리면서 주방과 화장실 등 공용 공

셰어하우스처럼 실내에 함께 머무르며 에너지

간을 공유해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거실에 함께 모

사용을 한 곳에 집중하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줄

여 상호 소통하고 교제한다(무중력지대 열린 지식,

이는 방법 외에 주택 같은 건물 안에 있지 않고 야

2017). 대학가에서 비싼 민영 기숙사가 날로 늘어

외 공간에 계속 머물러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하고 매력적인 주거 대안으

생각할 수 있다. 건물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서 대학생에게 인기가 늘고 있다(무중력지대 열

조명과 냉난방, 조리, 놀이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린 지식, 2017).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장이나 거리 등 야외에
서는 차량 내부 등을 제외하고는 에너지를 거의 쓰

<그림 4> 셰어하우스 이미지(무중력지대, 2017)

지 않게 된다. 도보와 자전거는 수송 부문에서 실
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에너지 절약 방법이다.
‘함께 밖에서 머무르기’로 실현된 에너지 절약의
흥미로운 사례가 2016∼2017 겨울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졌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3월 4일까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총 19차례
에 걸쳐 매주 토요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과 다
른 도시의 도심 지역에서 발생했다. 19번의 촛불
집회에 참여한 총참가자 수는 15,773,610명이었
다. 이 집회로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한국일보는 이 집회
를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원전 2기의 발전 용
량과 맞먹는 1,261MW의 에너지를 생산한 셈이라
고 분석했다(한국일보, 2017). 이와 관련한 계산식

셰어하우스에서는 콤팩트 에너지 소비가 가능

은 아래와 같다.

하다. 공용 공간인 거실에 모이고 주방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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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3,610명(집회 참가자) × 80W1) / 촛불 =

지 절약을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는 정치 행동이

1,261,888,800W = 1,261 MW ≒ 고리 원전 2기

빚어낸 사회적 동반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정 부문의 전력 소비는 겨울철 저녁

촛불집회를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6∼9시에 피크, 즉 최대 전력 소비가 발생한다.

있지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 측면도

2016년 12월 기준 전력소비계수는 1,125~1,288에

생각해 볼 수 있다.

달했다(통계청). 집회 발생 시점은 또한 공전의 시
청률을 기록했던 TV드라마 ‘도깨비’의 방송시간

<그림 5>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장면

(2016.12.2.~2017.1.21. 금·토요일 저녁 8시)과
도 일부 겹쳤다. 대부분의 시민이 ‘도깨비’를 시청
하기 위해 실내 TV 앞에 있을 시간에 광화문 거리
에 나섰다는 것은 집회 참가자의 강한 의지를 재확
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광화문 촛불집회 참가에
따른 가정 부문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하는 것은 행
동 변화가 가져오는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이해하
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도시 단위의 행태 변화 프로그램 설
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에너지 절약

2. 촛불집회의 에너지 절감량 계산
촛불집회의 에너지 절감량 계산을 위해 단순화
방안을 적용하였다.

1. 촛불집회의 에너지 소비 측면

첫째, 집회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
서 발생했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서울 광화문에 집

2016∼2017년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는

중되었고 다른 도시의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 집

추운 겨울철의 토요일 저녁에 야외에서 행해졌다.

회 참가자가 모두 서울시민인 것으로 가정하고 에

집회 시간(When)은 대부분의 에너지 소비자가 추

너지 절감량 계산 대상 지역을 서울로 제한했다.

위를 피해 주말 휴식을 즐기려고 가정이나 식당 등

둘째, 집회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3

실내(Where)에 머물렀을 시간대이다. 하지만 집회

월 4일까지 총 19회 열렸지만, 이 중 2016년 10월

참가자는 추운 날씨에도 야외에 머무르는 의도적

은 1회(10.29), 2017년 3월은 2회(3.1, 3.4)만 집

의사 결정을 내렸다. 그 선택은 의도치 않은 에너

1) 80W: 촛불 1개의 에너지. “Characterization of Candle Flames”, Anthony Hamins, Matthew Bundy,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Journal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Vol. 15—Nov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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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열렸고 월 단위 데이터를 적용하기 적합하지

때문에 탑승인원 증가로 인한 에너지 증가량이 크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2016년 11월∼2017년 2월

지 않다.
광화문 인근 음식점, 편의점 등 상가에서 에너

4개월간 16회의 집회만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집회는 오후부터 시작되었지만, 메인 행

지 사용량이 증가하였겠지만, 취사용 가스와 전기

사가 저녁시간에 행해졌고 저녁시간 에너지 소비

사용량의 일시 증가에 국한되고 조명이나 난방 같

가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저녁 6~9시만 산출 대상

은 상가의 상시 에너지 사용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

으로 했다.

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방객 유무, 인원 수에 관계

넷째, 많은 집회 참가자가 집회 시간 동안 광화

없이 상시 에너지 사용량이 큰 상가의 특성을 고려

문 광장에 새로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동이 이루어

해 인근 상가 등의 에너지 소비 증가량은 집회의

졌지만, 관련 데이터가 없고 계산이 복잡해져 참가

에너지 절감량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일곱째,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행동을 했다

자가 저녁 6~9시 시간대에 계속 광화문 광장에 머

고 가정했다. 즉, 집회 현장에 가족 단위 참가자가

무른 것으로 단순화하였다.
다섯째, 집회의 에너지 절감량을 전기 에너지

눈에 많이 띄긴 하였지만, 어떤 가정은 구성원의

소비로 한정하였으며 난방이나 급탕 등 열에너지

일부만 참석하고 남은 가족은 가정에 머무르며 에

절감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난방은 겨울철 외출 시

너지를 소비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확한 관련

전기와 달리 사용을 차단하기보다 외출로 설정하

데이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를 모든

거나 온도를 낮게 설정하여 절감량이 크지 않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집회에 참석해 해당 가정 내

급탕은 아침과 취침 전, 외출 후 사용량이 크다. 집

에너지 소비가 없었다고 가정했다.

회 참가 후 저녁 귀가 시간이 취침 전 시간과 근접

간접 추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다. 집회참

하여 외출 후와 취침 전의 급탕 사용이 중복되기

가자가 100만 명을 넘었던 2016년 11월 12일에

때문에 집회 시간 외출이 급탕 사용량에 미치는 영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아이엠피터TV, 2016)를

향이 크지 않았다고 가정했다.

보면, 가족 단위의 참여율이 31.2%였으며 참여율

또한 전기 사용량은 한전과 서울시가 월별·시간

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40대(42.4%)였다. 40대의

별·가구별 세부 데이터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가정을 이루고 있기에 이들 가정에서는

난방과 급탕 사용량은 데이터가 지역난방회사, 도

에너지 소비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시가스회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분산돼 있어

한 20대 참여율이 19.1%, 30대 참여율이 31.4%

시간별·가구별 세부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였는데, 이 중 미혼자는 서울시 1인 가구의 대다수

도 고려하였다.

(46.6%, 서울정책 아카이브, 2017)를 이룬다. 이

여섯째, 집회 참가를 위해 소요되는 수송 부문

점을 고려할 때, 미혼 1인 가구에서도 집회 시간

의 에너지 소비 증가량과 집회 참가자에 따른 광화

동안 에너지 소비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문 인근 상가 등의 에너지 소비 증가량은 반영하지

있다.

않았다. 집회 참가자의 대부분은 집회에 따른 교통

서울시 1인 가구의 큰 축을 구성하는 20~30대

통제 같은 이유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서울시 보도

의 참여율과 가족을 동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

자료, 2018, 연합뉴스, 2016)을 이용하였고, 대중

~40대의 참여율을 합하면 92.8%(가족 참여는 중

교통은 탑승인원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운행되기

복 응답)로 과반을 넘기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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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촛불집회 참가자 수(한국일보 편집, 2017.5.23.)

두 함께 행동을 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 연구의
에너지 절감량 계산에 큰 편차를 가져오지 않을 것
이다.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한 것이 이 연구
의 한계점이지만,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해 광
화문 촛불집회의 에너지 절감량을 수치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광화문 촛불집회 참가자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
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첫 번째, 집회에 참가
한 서울시민 한 가구의 에너지 절감량 즉, 4개월간

세 번째, 첫 단계에서 구한 가구당 에너지 절감

(2016년 11월~2017년 2월) 16번의 토요일 중 3

량(24,996kWh/가구)에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한 집

시간(저녁 6~9시) 동안의 총전력 소비량을 아래와

회참가 가구 수를 곱하여 총에너지 절감량을 산출

같이 산출하였다(통계청, 2017; 전력 빅데이터센

하였다.

터, 2018; 서울통계, 2018).
24,996kWh/가구 × 364,463가구 =
9,110,117kWh = 9,110MWh ≒ 9.1GWh

227.51kWh/월2) × 4개월 × 4일 (월평균 토요
일 수) / 30일 × 20.6%3) = 24.996kWh/가구

9.1GWh는 경기도 과천시의 2016년 12월 주
택용 전력 소비량(6,040MWh, 10,459가구)과 산

두 번째, 4개월 동안 집회에 참가한 서울시 가

업용 전력 소비량(3,620MWh, 82개소)을 합한 양

구 수를 산출하였다.

(9.6 GWh)에 버금가는 에너지이다(경기데이터드림,
2018).

900,225명(평균 참가자 수, 14,403,610명4) / 16

서울시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은 서울시 2015년

회) / 2.47명5)(서울시 평균 가구원 수) = 364,463

과 2016년 겨울철 가정 부문 전력 사용량을 비교

가구

하면 확인할 수 있다.

2) 227.51kWh/월: 2016년 11월~2017년 2월 기간 서울시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전력 빅데이터센터,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 http://
home.kepco.co.kr)
3) 20.6%: 저녁 6~9시 전력소비계수(4,953)/2016년 12월 일일 전력소비계수(24,001). 2016년 12월까지만 데이터가 존재하는 관계로
참석자가 가장 많았던 12월의 전력소비계수를 대표 전력소비계수로 4개월에 모두 적용함(통계청, “주택용 월별 1~24시 전력소비 계수”,
http://kosis.kr).
4) 14,403,610명: 2016.11.5.~2017.2.25. 기간 촛불집회 참가자 총수(한국일보, 2017.3.9.)
5) 2.47명: 2016년 서울시 평균 가구원 수(서울의 보통사람 1., 서울 사람 서울 가구, http://www.seoul.go.kr/story/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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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촛불집회 참가자 수 (2016.10.29.~2017.3.4.)
일자
2016.10.29

참가자 수

일자

참가자 수

20,000

2017.01.01

643,380

11.05

212,000

01.14

146,700

11.12

1,060,000

01.21

350,000

11.19

950,000

02.04

425,000

11.26

1,950,000

02.11

806,000

12.03

2,320,000

02.18

845,000

12.10

1,043,400

02.25

1,078,130

12.17

770,000

03.01

300,000

12.24

700,000

12.31

1,104,000

03.04
총계

<표 2> 겨울철 가구당 월평균 전력 소비량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kWh)

기간

서울

전국

2015.11~2016.2

232.84

229.73

2016.11~2017.2

227.51

225.00

증가율(%)

-2.28

-2.05

자료: 전력 빅데이터센터, 2018

<표 3> 서울시 기상개황 통계
(2015.11~2016.2, 2016.11~2017.2)

1,050,000

평균기온(℃)

15,773.610

2015~2016년
(A)

2016~2017년
(B)

11월

8.9

6.8

-2.1

12월

1.6

1.2

-0.4

차년도
1월

-3.2

-1.8

1.4

2월

0.2

-0.2

-0.4

평균

1.9

1.5

-0.4

자료: 한국일보(2017.3.7.) 편집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2015년 동기 대비
2016년 겨울철 서울은 가구당 월평균 전력 소비량
이 2.28% 감소하였다. 겨울철 전력 소비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에너지 소비 행태 외에도 당해연

기온변화
(B-A)

기간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편집, 2018

도 겨울철 날씨와 주택 시장 변화, 가구 구성원 변
화 등이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 감소의 원인을

었다. 이 성과는 ‘원전 하나 줄이기’ 같은 서울시

전적으로 소비 행태 변화로 돌릴 수는 없다.

에너지 정책의 영향일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겨

이 중 데이터 취득이 용이한 서울 겨울철 날씨

울철 촛불집회 같은 소비 행태 변화에 따른 것이라

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교해 보면, 전년

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기(2015.11월~2016.2월)보다 촛불집회 당시
(2016. 11월~2017.2월) 날씨가 평균 0.4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집회 참가자 수가 많았던
2016년 11월과 12월은 각각 전년 동기보다 2.

Ⅴ. 에너지 소비행태 변화 유인책

1℃, 0.4℃ 온도가 낮았다. 기온만 놓고 본다면 전
년보다 더 추운 겨울 날씨에 가정 부문 전력 사용
량도 늘었어야 하지만, <표 2>와 같이 오히려 전력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는 근본적·장

사용량이 감소했다.

기적 에너지 절감 달성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동기간 전국 가구당 월평균 전력 소비량 변화와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서울시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광화문 촛불집회 소

에너지 시설 투자비 등 사회비용을 줄이고 온실가

비 행태 변화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 배출을 감축해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

<표 2>와 같이 전국 단위 2015년 동기 대비 2016

전반에 걸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년 겨울철 가구당 월평균 전력 소비량이 2.05% 감
소했는데, 서울은 이를 상회하는 2.28%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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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울시 도심 공원 사례

1. 동반편익으로서의 에너지 절약:
워라밸과 야외 공원의 에너지 절약 효과
제도의 본래 취지가 에너지 절약으로 행동경제
학을 이용해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하
는 소비 행태 변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지만, 본래
취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사회·문화 프로그램이 의도치 않은 동반 편

<서울로 7017>

익으로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일·가정의 조화를 꾀하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 문화 정착과 도심 속 야외 공원 조
성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본래
취지는 삶의 질 향상이지만, 가족 공동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는 긍정적 부가 효과가 있다. 워라

<청계천 산책로>

밸 추구 프로그램 사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KEA
10-free’ 제도가 있고, 야외 휴식 공간 조성 사례
는 서울시의 ‘서울로 7017’ 고가공원이 있다.
‘KEA 10-free’는 10가지 불합리함(근무시간 사
적 활용, 불필요한 회의, 말 끊기, 책임 전가, 차별,
습관성 야근, 퇴근 후 업무 연락, 다 모여 회식, 휴
가 사유, “너나 잘해”) 없이(~free) 자유로운(free)
한국에너지공단(KEA)을 만들자는 취지의 조직 문
화 변화 프로그램이다. 습관성 야근, 다 모여 회식

<경의선 숲길>

같은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사라진다면, 귀가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일·가정의 조화, 즉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성취하는 동시에 ‘모여서 안에서

집중되고 사회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것

소비하기’가 촉진될 것이다. ‘KEA 10-free’ 같은

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구원 구성 변화가

취지의 제도는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두드러지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워라밸 추구에 미

‘가정의 날’ 운영, 출퇴근 시간을 육아 등 가정 상

치는 영향은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서울로 7017’은 2017년 5월 20일 개장한 서

남자직원의 육아휴직 활성화 등이 있다. 정시 퇴근

울역 앞 고가 공원으로, 원래 철거 예정이었던 노

과 출퇴근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될수

후 고가를 사람 중심의 보행 공간으로 재활용한 곳

록 가족 공동체가 집과 야외 공원에서 함께 지내는

이다. 개장 1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집계한 바에 따

시간이 늘어나 가족 단위의 에너지 사용이 한 곳에

르면,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주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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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만 명, 평일은 평균 2만 명이 찾고 있

프라 투자 비용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질

고, 주로 휴식과 산책, 조망을 목적으로 찾는다고

것이다.

한다(조선비즈, 2018). 재방문율은 41.3%에 달한

둘째, ‘밖에서 모여 소비하기’이다. 광화문 촛불

다. 서울로 7017 같은 도심 공원은 사람을 실내에

집회의 사례가 여기 해당한다. 촛불집회는 에너지

서 실외로 이끌어 내 상업 부문과 가정 부문의 실

절약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말 저녁 시간 광화문

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둔다.

거리라는 한 지역에 많은 인원이 모여 콤팩트하게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 청계천 산책로, 경

에너지를 소비해 참석자 각자가 흩어져 집안에서

의선 숲길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서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와 비교하면 9.1GWh의 에

울로 7017처럼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찾는 명소

너지를 절약하였다. 주말 낮 시간 가족 공동체는

가 되었으며 야외에 머무는 사람 수와 야외에서 보

집에 머무르면서 조명을 켜고 TV를 보거나 게임을

내는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

하는 등 가정 부문의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 함께

된다. 도심 공원의 명소화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

나가 공원 등에서 야외 활동을 하며 에너지 소비량

고 있으며, 인근 상가 방문객 증가·상업 부문 에너

을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다.

지 소비량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야외

이러한 야외 활동은 이동에 따른 추가 에너지

도심 공원 인근 상가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가정

소비가 동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콤팩

부문 에너지 절감량을 상쇄하는 효과는 추후 더욱

트 에너지 소비는 콤팩트 시티 사례처럼 주거지 인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에 공원 등이 잘 조성되어 이동거리가 짧고 대중
교통 사용률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한다. 대중교통은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운행되므로 탑승인

2. 가족공동체의 에너지 절약 라이프 스타일

원이 늘어나도 에너지 증가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차량을 이용한 중장거리 이동에 따

2016∼2017년 겨울 촛불집회와 워라밸, 야외

른 추가 에너지 소비량은 관련 데이터와 추산 방법

공원 사례의 함의를 종합해 가족 단위의 에너지 소

을 마련하여 추가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비 행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콤팩트 에

두 가지 유형의 ‘모여서 소비하기’는 ‘셰어하우

너지 소비’ 확산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라이프

스’ 같은 ‘모여 살기’ 라이프 스타일의 한 유형으

스타일은 가족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제로

로,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비 부담 경

하고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감과 사회 안정성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첫째, ‘안에서 모여 소비하기’이다. 콤팩트 에너지

수 있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이라

소비는 소비의 시점(When)과 관련이 깊다. 평일

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녁시간 가족 공동체는 집에 머무르며 함께 식사

이러한 긍정적 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목

하거나 TV를 보면서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에 집

적으로 지자체나 환경 NGO 등이 주체가 되어 다

중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 공동체가 만약

양한 지자체 단위의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

집과 사무실, 카페 등 서로 다른 공간에 흩어져 가

다.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

정과 상업 부문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사회 전체적

운데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대응책으로 에너지 공

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에너지 인

급 인프라 확대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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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볼 때, 개인의 행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

4)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 확

회·문화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

산과 도심 야외 공원 확대는 각각 ‘안에서 모여

면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비용 효과적 정책 수

소비하기’와 ‘밖에서 모여 소비하기’라는 가족

단이다.

단위의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동
반 편익이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
경 정책을 설계할 때 4)번 결과에 유의할 필요가

Ⅵ. 결론

있다. ‘워라밸’ 문화 확산과 도심 야외 공원 확대를
추진할 때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
이 연구는 급속한 도시화가 초래한 에너지·자

절감 같은 모여 살기의 긍정적 동반 편익을 함께

원 부족 문제와 환경오염 대응책으로 지속가능도

고려하여 패키지 형태로 설계한다면, 더 폭넓은 참

시 모델을 살펴보고, 지속가능도시의 라이프 스타

여와 긍정적 공감대 형성, 큰 영향력과 성과를 거

일인 ‘콤팩트 에너지 소비’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방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주말 외출 시 전기기기 단락 조치 등

안 두 가지(안에서 모여 소비하기, 밖에서 모여 소

녹색 워라밸 행동요령을 마련·시행하거나 워라밸

비하기)를 살펴보았다.
이 중 ‘밖에서 모여 소비하기’의 사례로 2016

확산에 따른 주중 사무공간의 야간 에너지 소비량

년 11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서울 광화문 광장

감소 예상치와 주말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 감소

의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참가자의 소비 행태 변화

예상치를 반영하여 사무용 빌딩이나 아파트 단지

와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주목하여 집회에 따른

와 DR(수요반응) 계약 체결을 권장·추진할 수 있

서울시 가정 부문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해 보았다.

을 것이다.

또한, 도심 야외 공원 확대와 워라밸 추구가 가져

촛불집회의 에너지 절감량 계산에 많은 가정을

오는 에너지 절약 동반 편익을 사례별로 들여다보

설정한 만큼 정확한 절감량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집회 참가자 가구 수 계산 시 서울시 평
균 가구원 수 2.47명을 적용하여 364,463가구를
도출하였지만, 1인 가구주인 20~30대의 높은 참

1) 집회에 참가한 서울시민 한 가구의 에너지 절감

여율을 가정할 때 실제 참여 가구 수는 더 많을 것

량은 24,996kWh이다.
2) 4개월간 집회에 참가한 평균 참가자 수는 900,225

이므로 구성원 일부만 참여한 가구의 에너지 소비

명이고 참가 가구 수는 364,463가구이다.

량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난

3) 가구당 에너지 절감량에 집회 참가 가구 수를

방과 급탕 등 열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더 세분화된

곱하여 계산한 에너지 절감량은 9.1GWh였다.

에너지 절감량과 참가자의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

이는 경기도 과천시의 2016년 12월 주택용 전

을 고려한 더 정확한 에너지 절감량이 반영되지 못

력 소비량(6,040MWh, 10,459가구)과 산업용

한 것은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이 연구의

전력 소비량(3,620MWh, 82개소)을 합한 양

한계점이며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9.6 GWh)에 버금가는 에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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