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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는 총 에 지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며, 그 비율

은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에 지 소비 비 이 높

아 건물에 지의 30%를 차지한다.

◦2012년부터 서울시는 ‘원  하나 이기 종합 책’을 수립하여 에 지 소

비를 감하고 신재생에 지 생산을 확 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정부차

원의 건물에 지 고효율 정책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차원의 에 지 

약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 의 제공과 자발 인 시민참여의 유도를 요

시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20%이 살고 있는 서울의 에 지 소비를 감하기 해

서는 물리  환경의 개선도 요하지만 서울 시민의 라이 스타일을 탄

소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의미가 더 크다. 시민이 어떤 주택에 거주하고, 

어떤 건물에서 일하며, 지역과 지역을 어떤 수단을 통해 얼마나 자주 이동

하는지에 따라 산업, 주거, 수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에 지 소비량이 

결정된다.

◦이 연구는 범 를 주택에 한정하여 서울시 주택에 지 소비실태 악을 

통해 라이 스타일의 변화요인이 주택에 지 소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고, 서울시민의 주택에 지 소비를 실질 으로 일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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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기 통계  문헌연구

◦ 장조사를 통한 주택에 지 소비실태 조사

◦라이 스타일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 향분석

Ⅱ. 에너지와 라이프스타일

◦가정 내 라이 스타일은 음식의 조리, 세척, 보 , 신체  생활 생 등에

서부터 냉난방이나 조명 등과 같이 주택의 환경을 설정하는 것까지 생활

필수행동 역과 오락, 운동, 사교, 매체 속과 련되어 다양한 행동 역

을 구성하는 사회생활행동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이 스타일의 변화란 다양한 사회  경향의 변화이며, 반 인 사회, 

경제, 문화  경향 가운데 주택에 지에 향을 주는 라이 스타일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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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인 5가지(1인가구 증가, 맞벌이 증 , 디지털 시 , 웰빙, 환경 심 증

)를 도출하 다. 

◦이러한 라이 스타일 변화요인들은 가사형태나 취업형태를 변하게 하여 

에 지 소비자의 의식  행동을 변화시키고 주택에 지 소비도 크게 변

화시키고 있다.

Ⅲ. 서울시민의 에너지 라이프스타일 영향분석

◦주택에 지 소비량은 1인가구 증가로 3.9%, 환경 심 증 로 11.5% 감소

하고, 맞벌이 증 로 5.5%, 디지털 시  도래로 2.2%, 웰빙 추구로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의 라이 스타

일 변화요인들이 주택에 지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가지 라이 스타일 변화요인  환경 심 증 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 

감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악 으며, 이는 서울시민들이 에 지 

약에 한 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상당한 양의 주택에

지를 감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Ⅳ. 결론

1. 피크전력 관리

◦가정 내 에 지 라이 스타일 분석을 통해 력피크부하 발생 원인을 규

명하 으며, 력피크 시간 에 에 지 다소비 가 기기의 사용을 자제하

거나 다른 시간 로 옮겨 사용하는 등 에 지 사용시간의 분산으로 력

피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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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출⋅퇴근제도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가구  2%의 출근시간 만 분산

하여도 1만7,000kWh(1시간 동안 형 등 42,000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력에 해당)를 피크시간 에서 감시켜 피크 력을 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력피크 완화 방안들을 정책 으로 극 활용한다면 블랙아웃

(Blackout, 정 )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에 지 

기에 응할 수 있다.

2. 주택에너지 소비저감 가이드라인

◦서울시민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 유도를 해 기밥솥 보온기능 미

사용, 냉장고 60% 채우기, 세탁기 사용횟수 이기, 에어컨 권장설정온도 

수, 출근시간 TV사용 자제 등의 에 지 감 방안  1,3인가구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1인가구는 에 지형 라이 스타일에 의해 월 주택에 지 소비량의 

30.2%(264kWh → 184.4kWh) 감이 가능하 고, 3인가구는 주택에 지 

소비량의 42.3%(400.0kWh → 230.7kWh) 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 가이드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 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장치

의 구축  재정  지원이 필수 이다. 한 에 지형 라이 스타일의 

확산은 주택에 지 소비 감은 물론 ‘원 하나 이기’ 정책의 성공을 뒷

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3. 활용방안

◦가구구성원 수별로 력소비기 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에 지 감을 

한 맞춤형 력 감 책 제시가 필요하다.

◦가구구성원 수별 에 지 감 실천방안 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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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방안, 기기교체에 따른 경제성  제품선택에 한 상담 연계

도 가능하며, 디지털 시 에 따른 앱 개발을 통해 가구별 상시 검이 가

능하도록 한다.

◦새로운 가 기기 상품의 마 , 기술자의 상담, 지자체  기업의 재정  

지원, 에 지 약방안 실천은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상호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로 유지 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형 서비스가 가

능한 웹서비스를 통해 효율 인 에 지 감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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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에 지 약과 효율향상의 요성을 부각시키며, 에 지기본계획을 

통하여 2030년까지 에 지원단 를 47% 개선(’06년 비)하려는 목표를 수립

하 다. 이를 해 가구․상업부문 에 지 소비를 약 20% 이는 목표를 수립

하여 가구 부문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매뉴얼과 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한 에 지 리공단은 고효율기기의 구입  설치 시 장려 을 지원하거나 에

지복지사업도 개하고 있다.

서울시도 2012년부터 건물에 지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에 지수요 감축

과 신재생에 지 종합 책을 마련하 다. 2014년까지 원 1기에서 생산되는 

력량에 해당하는 200만TOE를 약과 생산으로 충당하고, 2020년까지 력

자 률 20%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원  하나 이기 종합 책’을 추

진하고 있다.1)

이는 정부차원의 건물에 지 고효율 정책을 기반으로, 지자체차원의 에 지 

약 인센티  제공과 자발 인 시민참여 유도를 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는 총 에 지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며, 그 비율은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에 지 소비 비 이 높아 건물에

1) http://energy.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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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30%를 차지한다.

가구부문의 에 지 소비는 난방/ 탕 등의 열에 지와 가 기기, 조명 등의 

기에 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에 지 소비는 지리  조건, 건물 속성

과 같은 하드웨어  요소와 가족 구성원 수, 가구 수, 라이 스타일 등의 소

트웨어  요소로부터 발생한다. 특히 최근의 에 지 소비 증가 문제는 후자와 

련된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여 가구부문의 에 지 사용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살고 있는 서울의 에 지 소비를 감하기 

해서는 물리  환경의 개선도 요하지만 서울시민의 라이 스타일을 탄

소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의미가 더 크다. 시민이 어떤 주택에 거주하고, 어떤 

건물에서 일하며, 지역과 지역을 어떤 수단을 통해 얼마나 자주 이동하는지에 

따라 산업, 주거, 수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에 지 소비량이 결정된다.

가구부문 전력소비량

  2012년 서울의 가구부문 전력 소비량은 13,401GWh로 전국 가구부문 전력 소비량(63,536GWh)

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전국 1,972GWh(3.2%), 서울 449GWh(3.4%)가 증가한 

것이다.

  경기부진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등 소비 둔화요인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가구부문 전력 소비량은 전국 20.5%, 서울 8.8% 증가율을 보여, OECD 주요국과 달리 총에너지 

소비량과 1인당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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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스타일의 변화란 다양한 사회  경향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두드러

진 특징이다. 서울시 가구부문에서 1인가구 증가, 맞벌이 증 , 디지털 시 , 웰

빙, 환경에 한 심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라이 스타일

은 단독주택 수는 격히 감소하고 아 트는 빠르게 확산되는 방향으로 이끌었

고, 가구구조 한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회  경향의 축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 내 생활시간이 변경되고,  

사용되는 에 지 사용기기의 보유 수나 용량, 가동시간도 함께 변화된다. 가

구부문 력소비는 가 제품의 형화  신형기기 보  확  등으로 인해 

력수요 증가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기인한 냉장고 용

량의 형화, TV  세탁기 형화, 김치냉장고의 보  확  추세 등에 따라 

향후 가구부문 력소비는 차 증가할 망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값싼 에

지 가격도 한몫했지만 소득증 에 따른 력 사용기기의 보  확 나 라이 스

타일 변화에 따른 해당 기기의 사용방식에 의한 향도 있다.

서울시는 주택에 지효율화사업을 한 에 지 약시설의 교체 시 융자지

원, 에 지 약 신청사업공모, 에 지 약 컨설 제공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

다. 하지만 실제 에 지 소비자들이 이런 정책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해서

는 실질 인 가구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거주자들의 특성을 반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주자들의 에 지 사용행태를 라이 스타일에 따라 조사하여 주택에

지 소비량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범 를 주택에 한정하여 서울시 주택에 지 소비실태 악을 통해 

라이 스타일의 변화요인이 주택에 지 소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서울

시민의 가구부문 에 지 소비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서울

시민의 에 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개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자

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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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서울시 주택에 지 력소비량에 한 연구로서, 기 통계  문

헌연구 분석, 장조사를 통한 주택에 지 소비실태를 악하고, 라이 스타일

과 주택에 지 소비의 향도 분석하 다.

◦기 통계  문헌연구

－서울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기본 인 통계

－라이 스타일과 련된 국내외 문헌

－서울시 주택에 지 련 정책

－주택에 지 효율화 사례

기관 자료목록
발간주기
(해당연도)

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통계연보/월보
매년/매월

(2012)

∙ 에너지원별, 부문별 에너지 소비

∙ 소비구조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총조사

3년

(2011)

∙ 가구특성(지역, 건축연도, 가구원 수, 주택형태)

∙ 에너지 소비

∙ 소비구조 

한국전력거래소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

소비행태 조사

2~3년

(2011)

∙ 전국 가구의 가전기기 보급 현황 및 보급률

∙ 가정용 전력 소비 행태

∙ 연도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

<표 1-1> 에너지 소비량 관련 연구보고서

◦ 장조사를 통한 주택에 지 소비실태 조사

－가구 구성원의 실내공간 이용 특성

－가 기기 보유  사용 황

－에 지 소비 효율등 에 한 만족도  인식수 (설문조사)

－에 지 련 생활 습

－주택에 지 소비 황

－월간 주택에 지 소비량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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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스타일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 향분석

－ 기에 지 소비패턴

－라이 스타일 변화요인이 주택에 지 소비에 미치는 변화 추세

연구 로세스는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문화  경향에 따른 라이 스타일의 변화 요인이 무엇이

며, 그에 따른 에 지 라이 스타일의 변화를 도출하고, 서울시민의 주택에

지 소비실태를 악한다.

둘째, 라이 스타일 변화요인에 따른 생활행동별/가구당 주택에 지 소비량 

변화와 향도를 분석한다. 

셋째, 에 지 소비 감을 한 력피크 리방안, 맟춤형 에 지 약실천

방안으로서의 원스톱서비스 방안, 주택에 지 소비 감 방안으로서의 소비

감 략과 에 지형 라이 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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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라이 스타일과 에 지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연구 부류는 가구부문 에 지 소비량 통계에 의한 모형을 작성하는 연구이다. 

임기추 외(2004)는 역시  이상 도시 심의 594가구에 하여 생활양식

련 가정부문 에 지 소비 시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즉 생활양식 련 에 지 

사용기기별 소비 력과 계  사용기기  행동별 사용기간을 조사하고, 생활

양식의 변화와 사회  경향이 가정에서의 에 지 소비량에 어떤 향을 주는가

를 미시모형(bottom-up)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Scott(2009)는 생활양식에 따른 소비행태와 에 지  환경  향에 한 분

석연구를 진행하 다. 여기서는 보통 연구들이 평균가구에 을 둔 채 가구

별 차이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 하면서, 개개인은 아주 다른 생활양식을 가지

고 있으며 지역, 주변 인 라, 교육정도, 수입, 나이, 신념 등에 따라 소비행태도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미치는 환경  향(자원소비  에 지 소비)이 달라질 

것임을 강조하 다.

그는 소비패턴에 을 둔 환경  향 평가 방법으로 I-O분석(Environmental 

Input-Output analyses, EIOA)과 LCA(Process Life-Cycle Assessments) 분석을 

이용하 다. LCA는 데이타 수집(bottom-up)  생산과정에 한 정보를 바탕으

로 소모되는 환경  향을 총체 으로 평가하는 분석 방법이다. EIOA는 국가 

투입산출분석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 의한 총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러한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통합된 모델을 작성하 다.

두 번째 연구 부류는 2020년 혹은 2030년에 을 맞추어 미래를 측하는 연구

이다. 2020년 미래 라이 스타일을 반 한 에 지 소비량을 측한 Diamond(2003)

는 디자인 샤렛(charrette)기법을 이용하 다. 즉 30명의 참가자들이 을 이루어 

가상의 가족을 구성하여, 가족의 크기, 구성원의 나이, 교육수  수입이 각각 다른 

가족에 하여 각각의 가상라이 를 시나리오화하 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

체 인 라이 스타일 활동들에 맞는 기술들을 연결시키고 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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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 라와 환경을 분석하여 미래의 에 지 소비량을 측하 다.

Anable 외(2011)는 에 지 사용량을 통합하여 제시하기 하여 방온도, 여행

거리, 사용기기 등의 라이 스타일로부터 주요에 지 사용행동을 매트릭스로 

작성하여 미래 트 드를 측하 다.

국내에서는 에 지경제연구원과 에 지 리공단이 두 번째 연구 부류와 

련된 연구를 시도한 바 있으나, 아직 연구결과로 발표되지는 않고 있으며, 첫 

번째 연구 부류와 같이 라이 스타일 련 에 지 소비 의식  행동 분석 등에 

국한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와 달리 서울시민의 주택에 지 소비실태, 에

지 소비 효율등 에 한 인식수 , 에 지 련 생활 습 을 용한 에 지 라

이 스타일의 향분석을 통해 주택에 지 소비를 감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해외의 주택에 지 효율화 방안을 조사하고, 국내

에 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룬다.

제4절 현장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서울시민의 사회⋅경제⋅문화  경향에 따른 라이 스타일의 변화가 주택에

지 소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해 라이 스타일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실태와 상 계를 분석하여, 서울시민의 주택에 지 소비 감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조사 설계

서울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에서 주택에 지 비용을 직  리하는 

자를 상으로 권역, 가족 구성원 수(1인, 2인, 3인, 4인이상가구), 주거 형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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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다세 /빌라, 단독/다가구 등)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 다.

표본 구성의 틀은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서울시 주택 황을 기

으로 하며, 표본은 서울시 주택 황의 모집단 분포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

하 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장방문으로 진행하 으며, 

총 유효 표본 수는 총 250명으로 구성하 다.

구 분 표본 수 구성비(%) 구 분 표본 수 구성비(%)

전   체 25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2 4.8

고졸 89 35.6

권역

도심권 30 12.0

전문대졸 47 18.8동북권 68 27.2

서북권 32 12.8 대졸 101 40.4

서남권 69 27.6 대학원졸 이상 1 0.4

동남권 51 20.4

직업

(본인)

자영업 36 14.4

주택유형

아파트 112 44.8 판매/서비스직 50 20.0
연립/다세대 52 20.8 기술/숙련공 8 3.2

단독주택 86 34.4
사무직 53 21.2

가족구성원

수

1인 61 24.4
전문/자유직 12 4.8

2인 56 22.4
전업주부 83 33.2

3인 56 22.4
무직 8 3.2

4인 이상 77 30.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 3.2
성별

(본인)

남 36 14.4
100~199만원 20 8.0여 214 85.6
200~299만원 41 16.4

연령

(본인)

30대 이하 79 31.6

300~399만원 50 20.040대 62 24.8

400~499만원 53 21.250대 74 29.6

500~599만원 47 18.860대 이상 35 14.0

600~699만원 16 6.4

혼인상태

미혼 41 16.4

700~799만원 8 3.2기혼 190 76.0

기타 19 7.6 800만원 이상 7 2.8

<표 1-2> 표본 특성

3. 표본특성

권역은 도심권 12%, 동북권 27.2%, 서북권 12.8%, 서남권 27.6%, 동남권 

20.4%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주택 면 , 층수, 소유형태 등을 기 으로 구분

하 으며, 단독주택은 1인 소유 주거형태로 3층 이하의 층 주택으로 한정하



제1장 서 론  11

고, 업 용 단독주택은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공동주택의 경우 5층 이상

은 아 트, 4층 이하는 연립/다세  주택으로 구분하 다. 모집단 분포에 따른 

표본 추출 시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서울시 주거형태별 분포를 고려

하여 아 트는 44.8%, 단독주택은 34.4%, 연립/다세 주택은 20.8%로 배분하

다.

구분 조사 설계

조사 대상 서울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주택에너지 비용 관리자

조사 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표본 추출 2010년 서울시 권역, 주거형태 및 가족 구성원 수 분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조사 기간 2013년 3월 5일 ~ 3월 15일

표본 규모 총 250표본(95% 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6.2)

<표 1-3> 현장조사 개요

<표 1-4> 주거형태에 따른 표본구성
(단위：가구)

구분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통계
합계 3,449,176 1,269,741 157,185 1,112,556 1,522,637 144,419 487,944 24,435

분포(%) 100 36.8 4.6 32.3 44.1 4.2 14.2 0.7

설문
합계 250 86 12 74 112 13 39 -

분포(%) 100 34.4 4.8 29.6 44.8 5.2 15.6 -

<표 1-5>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표본구성
(단위：가구)

구분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통계
합계 3,504,297 854,606 781,527 788,115 807,836 209,061 63,152

분포(%) 100 24.4 22.3 22.5 23.1 6.0 1.8

설문
합계 250 61 56 56 77

분포(%) 100 24.4 22.4 22.4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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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수를 보면 1인가구가 24.4%, 2인, 3인가구가 각각 22.4%, 4인이

상가구가 30.8%로 2010년 서울시 주택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구성비율과 

유사하 으며, 1인가구가 2, 3인가구에 비해 상 으로 많다.

응답자 표본의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 인구통계학  특성에서는 여성

이 85.6%로 부분을 차지하 고, 연령별로는 30  이하가 31.6%, 40 가 

24.8%, 50 가 29.6%로 나타났다.

4. 조사 내용

주요 내용은 가구 구성원의 실내공간 이용 특성, 가 기기 보유  사용 황, 

에 지 소비 효율등 에 한 만족도  인식수 , 에 지 련 생활 습 , 주

택에 지 소비 황으로 구성하 고, 설문조사 내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만

들었다.

구  분 세부 조사 내용

가구 구성원의 실내공간 

이용 특성

∙ 생활공간의 점등 시간

∙ 가족 구성원 거주 시간

주택에너지

소비 현황

∙ 냉난방기기 보유 및 사용 현황 

  - 난방기기：전기장판, 전기담요, 난로, 전기온풍기

  - 냉방기기：에어컨, 선풍기

  - 기기별 보유 여부, 제품 종류, 사용시점, 사용빈도, 사용시간 

∙ 계절별 전기/전력 소비량 

가전기기 보유/사용 현황

∙ 가전기기별 보유 및 사용 현황

  - 주요 다소비형 가전기기：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 기타 가전기기：컴퓨터, 노트북,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기건조기 등

  - 기기별 보유 여부, 제품 종류, 사용빈도, 사용시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에 대한 

만족도/인식수준

∙ 가전기기 구입 시 고려요소

∙ 가전기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인지 정도

∙ 등급이 높은 제품의 에너지 절약 효과에 대한 인식

∙ 등급이 높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

∙ 등급이 높은 제품에 대한 구입 의향 

생활 습관 관련

∙ 계절별 내복 착용 여부

∙ 여름철 에어컨 설정 온도, 겨울철 실내 설정 온도

∙ 에너지 관련 인식 및 태도

<표 1-6> 설문조사의 주요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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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에너지와 라이프스타일

제1절 라이프스타일의 영역

라이 스타일에 한 사회학  근은 고  이론가 막스 베버(Max Weber)에

서 비롯되는데, 그는 지 의 개념과 연 시켜 정의하 다. 즉 개인의 지 능력, 

재력, 권력, 신 등이 개인의 사회  자원2)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개인의 소

비와 문화  향수를 릴 수 있게 하는 라이 스타일을 결정한다고 했다. Engel

외(1990)는 라이 스타일을 사람들의 소비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 특성이며 

개인의 문화, 사회, 거집단, 가족 등으로부터 향을 받아 습득한 개인의 가치

체계로 정의했다. 이처럼 라이 스타일은 소비자인 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구체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라이 스타일은 사회 체 는 일부 계층의 고유하고 특징 (any 

distinctive, and therefore recognisable, mode of living)3)으로 나타나는 총체  

생활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경제  조건과의 계를 악하 을 때, 

생활행동은 식생활, 생, 주거환경 등의 생활필수행동 역4)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2) 조권 , 2007

3) Sobel, M., 1981

4) Bourdieu, P.,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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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라이 스타일은 생활필수행동과 사회생활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음식의 조리, 세척, 보 , 신체  생활 생 등에서부터 냉난방이나 조명 등

과 같이 주택의 환경을 설정하는 것까지의 생활필수행동 역과 오락, 운동, 사

교, 매체 속과 련되어 다양한 행동 역을 구성하는 사회생활행동 역으로 

나  수 있다.

1. 생활필수행동(영역1)

<그림 2-1> 라이프스타일 생활영역과 해당 가전기기

이 역에는 의식주 련 부분의 행동이 포함된다. 식생활은 식재료의 보

부터 조리, 세척까지 일련의 행동을 포함하며 주로 주방에서 생활행동이 일

어난다. 식재료의 보 에는 냉장고, 냉동고가 사용되고, 조리에는 가스 인지를 

신하여 많이 보 되고 있는 인덕션 인지와 기 인지가 있다. 취사, 해동, 



제2장 에너지와 라이프스타일  17

음식데우기를 한 기밥솥, 자 인지가 있고, 설거지에는 식기세척기나 식

기건조기 등과 같은 기기가 사용된다. 최근 나타난 변화  하나는 음식물처리

기의 출 을 들 수 있다.

한 합리 이며 다양한 조리방법과 식사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한 

기제품의 비 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에서의 에 지 소비 증가세는 둔

화하고 있지만 기에 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5)

생은 신체(목욕, 세면)와 생활(청소, 세탁)로 구분되며, 탕 주변기기나 비

데, 월풀욕조 등과 같은 기기가 사용된다. 청결과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

서 욕조 크기의 확 , 샤워의 빈도 증가, 개인행동에 의한 목욕시간 분산, 비데

의 보   다기능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다. 비데의 경우 기 력 비 이 크

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에 지 소비는 크게 증가한다.

세탁도 세탁만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세탁/건조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는 추세이다. 1인가구의 주택은 잠자고 씻는 곳이란 의미가 주가 되는데, 소

한 공간이기 때문에 빌트인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에 지 소비효

율등 이 낮은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에 지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그림 2-2> 급속히 증가하는 에어컨의 보급

5) 임기추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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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은 냉난방을 한 공조 련 기기와 조명이 포함된다. 냉난방에는 에

어컨이나 히터, 스토  등 에 지다소비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경

제 성장이라는 큰 변화를 맞으면서 쾌 도에 한 요구수 이 증하 고, 그

간 견뎌왔던 무더 를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높아져 에어컨 보

이 10년 사이 2배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한 난방기기의 에너지열효율

  에너지는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보존(열역학 제1법칙)되는데 기존의 에너지를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열역학 제2법칙)하며 에너지의 형태 전환과정을 

거칠수록 에너지열효율은 저하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는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기계에너지를 거쳐 만들어지

며, 이 과정에서 매우 큰 에너지손실을 갖게 된다. 즉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을 통해 원천 에너지소

스를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손실이 따른다.

  이렇게 큰 에너지 손실을 감수하고 생산한 소중한 전기에너지를 다시 난방기기 사용을 위한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동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한 전기장판, 전기담요 등의 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하

고, 보일러(타 연료)를 이용한 난방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  뒷받침으로 량 보 된 시스템 에어컨(EHP：Electrical Heat 

Pump)은 블랙아웃(Blackout, 정 ) 기를 래하는 주범이 되었다. 이는 가

정 내 공조에 한 쾌 화 지향으로 냉난방 시스템의 력화가 추진되었기 때

문이다. 한 생활의 개인주의화에 의해 여러 의 에어컨을 보유하는 가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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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장 , 온풍기, 스토  등 기에 의한 난방은 열

환 과정을 거스르는 비효율 인 에 지 소비 형태이기 때문에 에 지 낭비를 

조장하게 된다.

조명은 기기효율의 향상과 백열등의 퇴치 등으로 에 지 소비 감소에 기여하

고 있다. 반면 요구되는 조도와 개인주의화에 따른 등시간의 증가, 쾌 화와 

공간의 풍요로움 추구에 의해 가정용 조명기기의 종류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무드조명이나 보조조명의 증가와 주조명의 형화로 력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2. 사회생활행동(영역2)

여가생활은 가정 내에서 여가나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에 지 소비를 수반

한다. TV, 스테 오, 오디오, 비디오, 게임기 등이 해당한다. 스마트TV, 3D 

TV, TV게임기 등은 다양화, 형화되는 추세이고, 벽걸이 TV처럼 얇아지고, 

형이 많이 보 되었다. 빔 로젝트, 스피커, 홈오피스, 홈씨어터 등 고

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기기들은 항상 기 력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에 지를 

소비한다는 문제 이 있다. 건강  다이어트에 한 심이 증하면서 가구 

내 운동시설도 늘고 있으며, 안마기, 런닝  승마 머신 등이 다양하게 보 되

고 있다.

정보통신은 외부와 속하는 매개로서 화기, 컴퓨터, 노트북 등 사교와 매

체 속을 한 정보가공기기, 통신기기가 포함되는데,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기능이 복합화되어 하나의 기계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신제품이 많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라이 스타일은 생활 역을 조성하기 한 지 능력, 재력, 권력, 신 등 사

회  자원하에 치하는 개인패턴과 문화  향수이며, 가정 내 가 기기의 사

용방식과 시간, 사용방식의 조합에 의해 주택에 지 소비 패턴을 형성하고, 에

지 소비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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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요인

라이 스타일의 변화란 다양한 사회  경향의 변화이며, 반 인 사회, 경

제, 문화  경향 가운데 주택에 지에 향을 주는 라이 스타일의 변화요인6)

으로 추정되는 5가지 경향을 도출하 다.

1. 1인가구 증가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00~2010년 사이 1인가구 수는 502천 가구에서 

855천 가구로 약 1.7배 증가하 다. 이는 소핵가족화, 가구분화 상으로 인해 

가구 유형이 변화하 기 때문이며, 통  가구의 해체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1인가구 증가는 지속할 것으로 상된다. 이로 인한 주택 유 시간의 감

소, 1인용 소형 가  소비경향 등으로 에 지 소비패턴의 변화를 측해 볼 

수 있다.

요인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에너지사용 변화방향

1인가구 

증가

전통적 가구의 해체, 개인주의 확산, 만

혼화 및 혼인감소로 인한 1인가구 증가 

1인용 가전 보유량 증대

- 싱글 가전 시장 규모 15.4% 증가

맞벌이 

증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맞벌이 

증대

주택점유시간 감소, 가전 및 자동화기기 사용 필요성 증대

- 식기세척기 20%, 진공청소기 3.8% 증가 

디지털 

시대

1인 다PC 시대, 디지털기기 사용 욕구 

증대

홈오피스, 홈씨어터 등 주택 내 디지털 기기 보유량 증대

컴퓨터 7.1%, 노트북 92.3%, 인터넷 전화기 89.2% 증가

웰빙 여가시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웰빙 가전기기 보급 증가

정수기 2.6%, 가습기 5.7%, 비데 12.9% 증가

환경 관심 

증대

사회적․제도적 영향으로 인한 친환경

적 행동 및 의식의 변화
고효율 기기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보 및 인식 증가

<표 2-1> 에너지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2009년 대비 증감률(%)

6) Vassileva 외, 2012; 변미리 외, 2012; 임기추, 2009; Strachan N. 외, 2008; Allen D. 외 

2006; Jackson, T., 2005; 임기추 외, 2004; Diamond, R., 2001; I. Mansouri 외, 1996; 

Engel, J. F. 외, 1990; W. Fred van RAAIJ 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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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도 3~4인가구와 마찬가지로 TV나 공조기기 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

요한 기기들을 갖추게 되면서 비효율  에 지 소비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주요한 사회  경향 속에서 1인가구에게 합한 ‘싱 가 ’이 등장하

게 되었고, 이러한 1인용 가 시장 규모는 2009년에 비해 15.4% 증가하 다.

2. 맞벌이 증대

경제  필요성, 여성들의 자아실  욕구, 기술발 에 따른 가사노동의 편리

화 등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요인들에 의해 맞벌이 가정이 형성되고 있다. 

통계청 2011년 맞벌이가구 통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자아실  욕구 

증 로 인해 맞벌이 가정은 2010년 40.1%에서 2011년 45.3%로 늘어났다.

따라서 통  형태의 업주부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주택 유시간이 

감소하여 냉난방을 한 에 지 소비 패턴의 변화를 측해 볼 수 있으며, 가사

활동을 체할 수 있는 가   자동화기기의 사용 필요성이 증 하 다. 

한 맞벌이 가구는 짧은 시간에 동일한 양의 기본 가사노동량을 충당하여야 

하므로 시간을 단축하면서 사용이 편리한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로 청소기 

등의 자동화기기 구입이 증가하 다.

3. 디지털 시대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기술의 발 을 기반으로 정보기기가 형화, 

고 화되었고, 가 기기의 종류도 매우 다양화되면서 기능을 복합 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구입이 가속화되었다.

홈오피스나 홈씨어터와 같은 주택 내 고  디지털 기기 보유량의 증가, 컴퓨

터, 인터넷 화기의 증가 등이 이러한 추세를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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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웰빙

생활수 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과거보다 여가생활, 건강  다

이어트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의 오락, 건강, 안 에 한 역할도 더

욱 강화되어 웰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 고, 이러한 경향이 에 지 소비패턴 

변화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와 같은 생 련 기기가 증가하 고, 안

마기, 런닝머신 등 운동 련 웰빙 기기의 보 이 증가하고 있다.

5. 환경관심 증대

고유가 시 의 사회 ․제도  향으로 환경 의식이 고취되고, 에 지 약

에 한 심이 증 되어 가정부문의 에 지 소비가 크게 변화되었고, 이는 에

지 라이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온다.

에 지 약에 한 심이 커지면서 고효율 기기의 구입, 내복입기 실천 , 

정 실내온도 유지 등 에 지 약을 한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라이 스타일 변화요인들이 가사형태나 취업형태를 변하게 하여 에

지 소비자의 의식  행동을 변화시키고 에 지 소비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제3절 에너지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Fred Van Raaij 외(1983)에 따르면 에 지 라이 스타일은 기기의 사용행 , 

선택행 , 유지행 이며,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면 시 방의 온도, 커튼의 사용

여부 등이다.

Anable 외(2011)에 의하면, 라이 스타일의 변화요인은 가치, 기 , 신념, 지식

과 같은 비물질 (non-price determinants) 결정요인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패턴, 

이동, 사회  교류, 정책수용 정도와 같은 비소비  결정요인(non-consum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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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도 포함한다.

<그림 2-3> 에너지 라이프스타일의 개념과 변화요인

결론 으로, 에 지 라이 스타일은 기존의 라이 스타일을 에 지에 

을 맞추어 발 시킨 개념으로 이를 악하기 한 요 변수로 에 지 소비행

동과 에 지 소비의식을 들 수 있으며, 에 지 련 사용행 와 에 지기기  

제품 선택행 로 정의할 수 있다. 서울시민의 에 지 라이 스타일을 변화시키

는 요인은 가치 , 제도, 정보, 사회  교류, 정책수용 정도 등 비물질  요인이 

바탕이 된다. 비소비 /물질 인 요소인 주거유형, 주택규모, 거주인원이라는 

구조를 형성하고, HVAC(냉난방공조,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즉 

난방, 통풍, 공기조화), 가 기기 등에 의하여 에 지 소비가 일어난다. 이는 가

기기의 유  이용시간, 사용빈도를 통하여 에 지 소비량을 산출하고 분

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들 때문에 가정에서 머무는 생활시간이 변경되고, 필요한 에

지 사용 기기의 보유 수, 용량, 가동시간이 변하고 있다. 즉 1인가구 증가, 

맞벌이 증 , 디지털 시 , 웰빙, 환경 심 증 의 5가지 경향은 새로운 에 지 

사용기기의 수요를 유발하고, 그 결과로 주택에 지 소비량도 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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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련 정책현황과 국내외 활용사례

제1절 주택에너지 효율화 정책

1.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지식경제부와 에 지 리공단은 에 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

율제품의 보  확 를 하여 효율 리 3  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있다. 3  

로그램은 에 지 소비효율 등 표시제도, 고효율에 지기자재 인증제도, 

기 력 감 로그램을 지칭하며 가정⋅사무용 기기의 에 지 약형 제품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그림 3-1>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효율 리 3  로그램은 소비자에게 에 지 효율성능에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 지효율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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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개발을 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 환을 목 으로 한다. 결과 으

로 상당한 에 지 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국제에 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기 으로 온실가

스 감축을 한 정책수단에서 기기⋅설비부문 에 지 약은 36%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다. 에 지효율 리 제도를 통하여 에 지 약형 상품목을 많

이 보 함으로써 에 지 효율을 원천 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유용한 온실

가스 감축 방법일 것이다.

<그림 3-2>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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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적 신고제도：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에 지 소비효율 등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 지 약형 제

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 으로 에 지 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매하도록 하기 한 의무 인 신

고제도이다. 이 제도는 에 지 소비효율 는 에 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 을 

1~5등 으로 나 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 지 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 소비

효율기 (MEPS：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용한다.

에 지 약형 제품의 보  확 를 하여 에 지 소비효율 등 라벨의 표시

와 제품신고, 최 소비효율기 은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이다.

구분 의 무 사 항 표 식

제품 신고

∙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한 후 제품 신고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 35개 품목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라벨

∙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1~5등급으로 구분

∙냉장-냉동고, 전기냉방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온

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형

광등, 안전기내장형램프, 가스보일러, 냉난방기, 창 세트, 텔레

비전수상기, 히트펌프, 제습기 등 24개 품목

최저소비

효율기준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 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표 3-1>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의무사항

* 관련근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에 지 소비효율 등 라벨은 에 지 약형 제품에 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 을 진하기 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 으로 나

어 표시하는 라벨이다. 1등 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 지 약형 제품이며, 1



30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에너지 소비량 분석

등  제품을 사용하면 5등  제품 비 약 30~40%의 에 지가 감될 수 있다.

해당 제조  수입업자는 고시 내용에 따라 에 지 소비효율 등 라벨 등을 

제작하여 제품에 부착한 후 매해야 하며, 반드시 고시된 부착 치를 수해

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에 지 소비효율등

 제품의 성능을 한 에 비교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7)가 운  이다.

창 세트(windows)에 해서도 에 지 소비효율등  표시가 의무화되고 최

소비효율기 이 용된다. 창 세트란 임과 유리가 결합된 제품을 의미하며 

단열성능인 열 류율과 기 성을 측정하여 에 지 소비효율등  기 으로 

용하게 된다. 유리의 성능보다 창틀의 단열성능이 더 요한 사항이며, 건물의 

방향과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백열등 사용금지

  EU 내 백열등 생산이 금지된 것은 2009년 9월부터이며, 독일은 보다 앞선 1997년부터 시소유 

건물에 백열등 사용을 금지하고 고효율램프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조명에 드는 비용을 80% 줄이고, 

가정 내 CO2 배출량을 매년 약 150kg씩 줄였다.

  미국에서는 2012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100W, 2013년부터는 75W, 2014년부터는 60W와 40W 

백열등 판매가 금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백열등 퇴치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사용량의 20%를 조명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백열등 10%를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70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며, 서울시 건물의 백열등 100만개를 LED로 교체 

시 100억원(77,000 MWh)을 절약할 수 있다. LED는 백열등에 비해 소비전력이 1/5, 수명은 8배로 

백열등 대비 80% 가까운 절전효과가 있다.

구분 백열 LED

평균수명 1,000시간 2만5,000~3만시간

연간 전기요금 4만4,362원 9,464원

CO2 절감 효과 X O

충격 대응(재질) 약함(유리) 강함(플라스틱)

가격대 500~1,000원 9,000~30,000원

* 동일한 밝기(백열전구 60W, LED 전구 12.8W 제품을 하루에 12.7시간씩 1년 사용 가정)

* 한국전력 2013년 전력량요금 단가 159.5원을 기준으로 계산

* 조명사용시간은 이 연구 설문결과를 기초로 하루 12.7시간으로 계산

7) www.효율바다.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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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 구는 사용 력의 5% 정도만 빛으로 환되고, 나머지는 열로 소모되

는 에 지 효율이 극히 낮은 조명기구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

체에서는 퇴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효율등 라벨을 주는 단계를 넘

어 2014년부터 백열등의 생산  매가 면 지된다. 기존 백열등을 사용하

는 소득층에게는 국고보조 이 지원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신축 공공건물의 조명에 한 LED 의무화를 추진하여, 

공공조명은 2018년까지, 민간조명은 2030년까지 100% LED로 보 하고자 한

다. 그러나 LED조명의 성능 문제, 높은 유지보수비, 수명 논란, 부풀려진 성능, 

확인되지 않은 안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자발적 인증제도：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고효율에 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건물  산업용 설비에 에 지 약형 기기

의 보 과 확 를 해 일정기  이상의 에 지효율에 만족하는 고효율 제품에 

표시하는 자발  인증제도이다.

고효율제품의 보  활성화와 기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이 인증제도의 목

이며, 에 지사용기자재  에 지효율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

한 기  이상일 때 제조업자 는 수입업자의 자발  신청으로 에 지 리공단

이 고효율에 지기자재 인증서를 발 한다.

대 상 표 식

∙ 44개 품목

∙ 난방온도조절기

∙ 단상유도전동기

∙메탈할라이드램프, HID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 LED 유도등, 컨버터 내장형LED램프, 컨버터 외장형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LED컨버터 

* 관련근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3호) 

<표 3-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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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취득한 제조  수입업자에 한하여 합한 형식과 규격으로 고효율

기자재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3) 의무적 표시제도：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기 력 감 로그램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22개 품목에 하

여 사용하지 않는 기시간에 모드를 통해 소모되는 력을 1W 이하로 최

소화하여 불필요한 력소모량을 인 에 지 약형 제품에는 에 지 약마크

를 표시하고 미달되는 제품에는 의무 으로 경고표시를 하는 제도이다. 컴퓨터, 

텔 비  등 많은 사무⋅가 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력을 

소비하며, 이를 기 력이라고 한다.

기 력경고표지와 경고라벨은 기 력 감기 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

에 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해 의무 으로 표시하는 라벨이며, 기

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 지 약마크는 임의 으로 용할 수 

있다.

구분 대 상 표 식

의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 자동절전제어장치

∙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자발

∙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 서버, 디지털컨버터

<표 3-3>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의 대상

* 관련근거：｢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지

식경제부고시 제2012-176호, 2012.7.30) 

사무기기는 근무시간 내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지만, 사용시간은 많지 않다.

텔 비 의 경우 러그가 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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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분의 력이 소모되어 버려지는 에 지비용은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기사용량의 10%를 넘는다. 에 지 리공단은 복사기나 비디오의 기 력

이 체 력소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조자는 고시된 기 력 감기 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 지 약마크를 표

시할 수 있으며, 이 기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 력 경고표지를 의

무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절약 장려 프로그램

1)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 1만 우수가구 선발대회’

지식경제부는 2011년 4월 범국민 인 에 지 약활동 확산  분 기 조성

을 해 에 지 약 1만 우수가구 선발 회를 개최하 다. 이 회는 국 가구

를 상으로 하며, 년 비 에 지사용량을 이는 1만 가구를 선발하여 인센

티 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국 150만 가구(공동주택은 약 1,500개 단지, 개별

가구는 약 31,000가구)가 이 회 참가를 신청하 으며 1년 동안 신청한 모든 

참가자가 가정에서 에 지 약을 실천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지식경제부는 일반 가구  공동주택 단지를 상으로 신청을 받아 1년간 

기, 가스, 난방 등 에 지 사용량의 감실 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선발된 가

구에 해 최  500만원까지 포상하 다.

심사 기 인 년(’10년6월~’11년5월) 비 연간(’11년6월~’12년5월) 에 지

감률과 약사례, 아이디어 등을 종합하여 문가, 주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

성된 심의 원회가 별도로 평가했다. 공동신청인지 개별신청인지에 따라 실

은 70~80%, 아이디어는 20~30%까지의 수가 부여 다.

2011년 7월에는 하계특집선발 회를 통하여 150만 가구가 동참하는 등 국

민 으로 큰 호응을 얻은 ‘1만 에 지 약 우수가구 선발 회’의 일환으로 하

계 에 지 약왕 선발 회인 ‘1만 약 우수가구 선발 회’도 개최하여 최  

20만원의 인센티 를 지 하 다. 선발된 가구가 실제로 받은 포상 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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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며, 인센티   반은 참가자 명의로 에 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

원에 쓰도록 했다.

조치사항으로는 난방과 조명 개선이 주를 이루는 등 다양한 시설부분의 개선

이 이루어졌다.

구 분 분류 가구(단지)수 시상

개별신청

일반 가구 4,000가구

20 1등 500만원 

100 2등 200만원

700 3등 100만원

3,180 4등 30만원

에너지 저소비가구 1,000가구

5 1등 500만원

20 2등 200만원

100 3등 100만원

875 4등 30만원

공동신청 공동주택 단지 10개 단지

1 1등단지 1억원

2 2등단지 5천만원

3 3등단지 3천만원

4 4등단지 5백만원

조치사항

∙ 공동구 배관 보온

∙ 가구 에어핀 제거

∙ 가구 난방배관 후레싱

∙ 난방 제어프로그램 수정보완

∙ 공용부 복도 LED 교체

∙ 지하주차장 조명시스템 변경

∙ 난방 순환펌프 인버터 설치

∙운영방안, 운전시간 조정

∙ 고효율기기 적극 활용

∙ 대기전력 차단

∙ 유휴장비 색출 철거

∙ 지하수 이용

<표 3-4> 에너지절약 1만 우수가구 선발대회 시상 내용

출처：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1

2) 그린에너지패밀리운동

에 지의 약과 효율 인 이용으로 생산, 유통, 소비 생활 반의 온실가스

를 여나가는 ‘녹색에 지 생활실천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는 그린에 지패

리운동은 기업, NGO, 지자체, 공공기 , 국민 등 모든 주체들이 자발 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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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로그램이다. 이 운동은 에 지 약을 실천함으로써 실제 온실가스 

감을 달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조직  범국민 녹색 실천 로젝트’를 달성하

기 하여 시작되었다. ‘그린에 지패 리’는 개별 으로 이루어져오던 탄소

감활동을 조직화함으로써 체계 이고, 실질 인 범국민 탄소 운동으로 발

하여 단순한 구호성 활동과는 차별화하려 했다.

실천 로그램으로는 여름철 기를 약하여 어려운 이웃에 연탄을 달하

는 ‘에 지 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과 문 가 제품 A/S 기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에 지 약방법을 지도해주는 ‘홈에 지닥터’가 있다.

(1) ‘에너지 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이 캠페인은 에 지 약 실천으로 소득층 에 지 복지를 지원하는 사회공

헌 캠페인이자, 여름철 피크 력을 여 력 비율을 확보하는 로그램이다. 

2008년 국 5,384개소가 참여하여 7~8월 두 달간 총 66,432MWh(24만가구의 

한달치 기사용량)를 감하여 조손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1,459개소에 겨

울철 난방비로 총 4억원을 지원하 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공단이 제안하는 ‘여름철 기 약 실천행동 5가지’를 실

천하여 여름철 기 에 지를 약하 다. 실천행동 5가지는 러그 뽑기, 심

시간 조명  컴퓨터 끄기, 넥타이 풀기, 여름철 정실내온도 26~28℃ 지키기, 

엘리베이터 신 계단 걷기이다.

(2) 홈에너지 닥터

가정의 에 지 사용 실태를 검하고, 에 지 약 실천 요령을 지도해 주는 

서비스인 홈에 지 닥터는 자업체 등 7개 업체 A/S기술인력 1만명이 연간 1

천만 가구를 직  방문하여 가정에 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지도한다. 가구마

다 5%의 에 지를 감하면 총 1,680MWh의 기에 지가 감되어 1,930억

원이 약되고 783,550tCO2 배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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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성동구 ‘2013 가정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성동구는 에 지 과소비 등으로 인한 력난 극복과 자체 에 지비용 감을 

해 ｢에 지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 지 기본조례｣ 제26조에 따

라 성동구민  내 공동주택을 상으로 ‘2013 가정 에 지 약 경진 회’를 

개최하 다.

부 문 구 분 인원(단지) 수 시상 규모

개인

최우수상 1명 500,000원×1명= 500,000원

우수상 3명 300,000원×3명= 900,000원

장려상 17개동, 5명 100,000원×17개동×5명= 8,500,000원

단체

최우수 아파트 1개 단지 2,500,000원×1개 단지= 2,500,000원

최우수 개인 1명 500,000×1명= 500,000원

우수 아파트 2개 단지 1,700,000원×2개 단지= 3,400,000원

우수 개인 2명 300,000원×2명= 600,000원

장려 아파트 5개 단지 9,000,000원×5개 단지= 4,500,000원

장려 개인 5명 100,000원×5명= 500,000원

<표 3-5> 2013 가정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시상규모

출처：성동구 보도자료, 2013

구 분 선발인원 시상

대상 1
∙ 에너지효율개선(300만원 상당)

∙ 포상금(100만원)

우수상 4
∙ 에너지1등급 가전제품(50만원 상당)

∙ 포상금(50만원)

장려상 15
∙ 월동물품(30만원 상당) 

∙ 포상금(30만원)

<표 3-6> 에너지 자린고비 공모전 시상규모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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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성동구민  단체를 상으로 하며,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

을 받아 6개월간 에 지사용량을 평가하여 우수자를 선발해 포상한다. 평가 기

은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 평가 기간의 에 지가 이  2년간의 같은 기간 평

균 에 지 사용량 비 10% 이상을 감하는지 여부이다. 심사 원회는 우수 

사례를 상으로 에 지 감률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 가입률, 감률를 평가하여 우수 단체를 선정한다.

성동구는 개인  공동주택의 2개 부문에 총 2천 2백만원, 개인부문 89명에 

총 1천만원, 단체부문 8개소에 총 1천 2백만원을 포상하 다. 단체포상 은 지

하주차장 LED교체 등 에 지 감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4) 서울시 ‘에너지 자린고비 공모전’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력피크에 한 우려는 늘 있었다. 그러나 

기난방, 열기 등의 사용이 증하면서 2009년에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은 에 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3년 1월 한 로 인하여 에 지

사용량이 증하면서 “생활 속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은 양의 에 지로 건강

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에 지 자린고비”를 선발하는 공모 을 시작하 다.

‘에 지 자린고비’란 표 가구 월 기사용량인 303kWh의 70% 미만(212kWh)

의 에 지로 가족 모두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을 말한다.

이 공모 은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개최되었으며 3개월간(’12년10월~12

월) 생활 속 에 지 약을 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최소한의 에 지를 사용하

고 있는 에 지 자린고비를 찾아 최  300만원을 시상하 다. 평가기 은 에

지사용량( 기사용량 30 , 가스사용량 30 )과 약사례(실천내용 15 , 실천

방법 20 , 기타 5 )로 나뉘며 선발  시상규모는 총 20세 , 총 1,000만원(최

 300만원부터 최소 30만원)이다.

약방안 내용을 라이 스타일의 구분에 따라 식생활, 생, 여가생활, 주거

환경 등으로 나눠보면, 냉난방이 가장 많아 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

간의 쾌 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를 알 수 있는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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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행동 절 약 방 안

공통 -
∙ 에너지 1등급 제품 구매하기

∙멀티탭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을 땐 간편하게 끄기 

식생활

조리

∙찬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 대신 소형밥솥을 활용

∙ 전기밥솥 대신 압력밥솥 사용하기

∙ 물을 따로 데우거나 하지 않고 플라스틱 병에 온수를 받아 보온용으로 사용

저장

∙야채, 과일 등은 냉장고 대신 베란다에 보관

∙ 냉동실은 채우고, 냉장실은 60%의 음식을 저장

∙ 냉장고 앞에 냉장실 안에 있는 먹거리를 적은 포스트잇 붙여놓기

∙ 냉장실 온도를 3도에서 5도로 조정하기 

∙ 겨울철(12월~익년2월)에 냉장고 사용을 중단

∙ 냉장고 문 자주 여닫지 않기

∙ 냉장고 뒷면은 벽으로부터 10㎝ 정도 떼어 놓기

위생 -

∙ 세탁기 대신 손빨래

∙ 청소에 청소기 대신 빗자루를 사용

∙ 다리미질 한꺼번에 하기

여가생활 - ∙ TV절전모드 조정하기(1 → 4단계) 

주거환경

냉난방

∙창틀 틈새바람을 막기 위해 커튼 및 블라인드 활용

∙ 현관문과 창문 등에 비닐을 설치해 외부 공기를 차단

∙ 현관문 앞에 중문 설치하기

∙ 방/거실 바닥에 매트 또는 카펫 깔기

∙ 수면양말 또는 실내화 착용하기 

∙ 겨울철 내복입기 

∙ 일 2회만 난방(오전 6시, 오후 11시)

∙ 난방 시 적정습도(65~70%)를 유지하면 난방공간이 금방 훈훈해짐

∙ 사용하지 않는 방은 난방밸브를 잠그기

∙낮 시간 동안은 난방밸브를 잠그기

∙ 겨울철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잠을 자기

∙ 실내온도를 19~20도로 유지

∙ 보조난방기기는 오전 10~12시, 오후 4~6시 사이의 피크시간대에는 사용을 자제

(누진세 적용)

∙냉기가 들어오는 창측에 난방기구가 창을 등지도록 설치(온기가 냉기 위로 올라가면

서 공기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져 난방이 효과적임)

조명

∙창가 쪽으로 키가 낮은 가구를 배치

∙ 실내전등의 1/2만 사용(실내 전구 한 등씩 빼기)

∙ 전등에 은박지를 붙여 빛을 반사하는 아이디어

∙책상 스탠드 및 전등 LED로 교체 

정보통신 - ∙ 컴퓨터는 데스크톱보다 소비전력이 낮은 노트북 사용

<표 3-7> 자린고비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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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 기기를 신하여 손발이 불편한 것을 감

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안쓰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블랙아웃에 한 공포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우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나 지자체는 인 기 약 홍보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 기 약의 요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

‘  국민이 에어컨 30분만 끄면 블랙아웃 막는다’는 등의 슬로건으로 주택에

지에 을 맞추고 있지만, 주거 내 에 지 소비가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진세 등의 향으로 가구부문에서 에 지가격이 가장 높고 

에 지 약에 한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 라이

스타일 때문에 새어나가는 에 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건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새어

나가는 에 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 약을 실천한 시민들에게 

기를 약한 만큼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 약 보상 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를 한 재원마련도 필요하다.

제2절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다이어트

1. 개요：절전통장 개설과 기부

에 지 리공단이 운 하고 있는 “에 지다이어트” 로그램은 에 지 약

활동을 통해 에 지 포인트를 립하고 기부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이 로

그램은 에 지 약활동, 소외계층에 한 에 지 기부, 에 지 약 수상공모 

와 캠페인 등을 통한 실천  나눔 활동을 실행한다.

에 지다이어트 로그램은 에 지 약 실천 후기에 한 블로그와 카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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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여 에 지 약에 한 정보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가입자의 에 지 

약 실천 시 주는 기부열매나무, 쿠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개설 서비

스, 기부열매와 쿠폰을 이용한 소외계층  낙후지역 돕기, 푸른 숲가꾸기 등 

기부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한 에 지 약 실천을 통한 기업의 후원 을 이용하여 낙후지역 보안등 교

체, 주거환경개선, 소외계층에 한 연탄지 , 주택 에 지효율화를 한 리모

델링 등 다양한 에 지 나눔 캠페인을 운 한다.

2. 에너지절약활동：5% 절약하면 쿠폰 발행

에 지다이어트 로그램은 주택에 지 약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주택에 지 약을 해 주거유형, 면 , 가 제품 등

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가 제품별 감방법을 알 수 있다. 한 하루 동안의 

에 지 감량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에 지 약 3% 달성 시 인증서를 

발 하고, 5% 달성 시 쿠폰을 지 한다.

출처：http://www.powersave.or.kr

<그림 3-3> 에너지다이어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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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다이어트는 사용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주택에 지 약 방안과 그

에 따른 에 지 감량을 제시한다. 에 지 감 가 기기 종류는 냉장고, TV, 

컴퓨터, 세탁기, 기밥솥, 난방기기 기타로 분류되며, 가 기기별로 에 지를 

약할 수 있는 다양한 약방안과 에 지 약 실천 시의 감량(kWh)  CO2량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에 지 약 목표 달성 시 제공되는 인증서와 쿠폰 지 을 

한 약 실천 황을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여 시기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에 지다이어트 로그램을 통해 약된 에 지 감량은 포인트로 립되

어 개인, 기 , 단체로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한

물품 지원, 난방  단열시설 개선 지원 등의 에 지 사랑나 기 캠페인에 참여

할 수 있다.

한 에 지다이어트 로그램은 가 기기 사용방법, 생활습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에 지 약 스토리에 한 공모 을 시행하여 에 지 약을 

한 사회  분 기를 조성하며,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 기  등의 에 지 약 

우수사례를 제공한다.

3. 지원방안

에 지 감을 해서는 고효율기기의 사용, 부하 리, 심야 력 사용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효율 조명기기,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냉동기 등의 지원 범

는 주로 산업시설에 국한되고 있으며, 건물냉난방기기의 원격 리시스템을 구

축하는 부하 리는 소비 력의 합이 40kW 이상일 때 시스템 에어컨(EHP), 에어

컨, 공조기(펌 , 팬) 등을 지원하며, 계약 력이 500kW 이상의 상에게 최

력장치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다.8)

재 주택에 지 감을 한 지원방안은 기를 약할 수 있는 기기 설치

비용에 을 두고 있으며, 가 기기의 사용  구매행동에 의한 에 지 약

에 한 지원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8) http://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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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전기요금 점검 프로그램 및 상담창구 운영

1. 개요：정부부처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의 연동체계

독일 연방경제기술부가 지원하는 독일에 지기 (Deutsche Energie- Agentur)

은 에 지 약을 해 “에 지효율 검(Initiative Energieeffizienz)”9)이라는 웹

사이트를 운 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주택에 지, 산업  업무시설, 그리고 

공공시설까지 범 한 에 지 약을 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

에 지의 경우 조명, 가 기기, 난방  공기조 장치, 온수, 여가  IT기기 등

으로 분류하여 에 지 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연방환경부(BMU：Bundesumweltministerium)10)도 난방시설의 연료  

기 요 , CO2방출량에 한 진단을 통해 설비교체 가능성과 에 지 약 방안

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에 지효율 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요  

검 로그램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 로그램은 소비자가 기요  감방안 

뿐만 아니라 난방, 단열, 태양열  태양  시스템 등의 다양한 에 지 련 부

문에서 문기   문가에게 설비기기의 교체 가능성에 한 재정 , 기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에 지 약 상담창구를 제공한다.

2. 에너지 절약활동：25% 전기요금 절약

“에 지효율 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요  검 로그램은 소비

자가 주택의 유형, 면 , 기  연료 소비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재 소비

자의 에 지 소비에 한 진단을 실시하고 최  25% 기요  약을 목표로 

감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택에 지 진단  감 책에 한 내용은 에

지 약계좌에 기록되어 향후 추가 인 에 지 약 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재 단독주택, 다세 ⋅다가구주택에 국한되어 제공된다.11)

 9) http://www.stromeffizienz.de

10) http://www.bmu.de



제3장 관련 정책현황과 국내외 활용사례  43

출처：http://stromsparcheck.stromeffizienz.de/, http://www.bmu.de

<그림 3-4> 에너지효율 점검사이트와 BMU프로그램의 연동

독일은 학생들의 기후변화 응과 에 지 약에 한 심을 고취시키기 

해 “학교는 에 지 약을 해 선두에 나선다(Schulen zeigen Flagge für die 

Energiewende)”라는 에 지 약 캠페인을 개한다.

이 캠페인은 학생들을 상으로 에 지효율과 기 약에 한 정보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에 지 련 주제의 토론 회를 개최하여 시상하는 등 학생들

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한다. 한 ⋅ 학교의 학부모들

도 함께 행사에 참여하여 에 지 약에 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제공된 교

육자료, 실험, 동 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BMU가 제공하는 력소비량 체크 로그램은 가구구성원 수, 주택유형, 

기온수장치 사용 여부, 연간 력 소비량을 입력하면 평균 력소비량과 사용

자의 실제 력소비량을 비교하여 향후 바람직한 최  력소비량을 제안해

다. 한 이를 해 요구되는 다양한 기 약 방법을 소개하며 사용자의 치

정보를 활용하여 련 문가와의 상담을 한 정보  구입 가능한 한 고

효율 가 기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11) http://stromsparcheck.stromeffizien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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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die-stromsparinitiative.de/

<그림 3-5> BMU의 전력소비량 체크 프로그램

생활행동 에너지절약 주요 행동지침

생활

필수

식생활 취사
전기레인지보다 커피포트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50% 이상 많이 나옴. 연간 44kWh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절약

위생

목욕 2인가구의 경우 낮은 위생/온수온도를 설정하면 대략 45%의 전기요금 절약

세탁
낮은 온도로 세탁기를 사용하며, 세탁물을 가득 채울 경우 약 69kWh를 절약

(153kWh → 84kWh)

주거

환경

난방
난방 및 온수조절 조절기를 라이프사이클별(밤, 작업시간 등) 적절한 단계를 선택함으로

써 연간 210kWh 절약 

조명
LED 전구를 쓰면 지금까지의 전구보다 80~90%의 적은 전기요금이 나옴.

5개의 백열등 대신 5개의 LED전구를 1일 3시간 사용할 경우 연간 263~274kWh 절약

기타 지능형 멀티탭으로 연간 457kWh를 절약 

<표 3-8> 에너지절약 행동지침

출처：http://www.ecotopten.de, 독일 “에너지전환-1000유로 전기요금 줄이기” 캠페인

이러한 여러 정부부처의 범 를 넘나드는 로그램의 연동체계를 통하여 진

단-조치-상담- 약에 이르러 여러 캠페인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토 가 된

다. 독일의 에 지 약 련 표 인 캠페인은 “에 지 환(Energiewende) - 

이미 시작되었다! 1,000유로 기료를 같이 약하자!”이다. 이 캠페인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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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소비량을 1,000kWh 여 250유로를 약하고 향후 5년간 1,000유로를 

약하자는 내용으로 <표 3-8>과 같은 주요 행동지침을 갖는다.

기요  1,000유로를 약하거나 년 비 10% 이상의 기요 을 약한 

참가자에게는 공모를 통해 1,000유로를 추가 시상하며, 블로그 운  등을 통해 

참가자들 간의 정보공유를 유도한다. 한 모든 참가자는 뉴스 터를 통해 

기 약을 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3. 가구 구성원별 맞춤형 에너지 절감대책

주택에 지 소비량은 가정 내 가구 구성원 수와 상 계가 크다. 가구 구성

원 수가 증가할수록 주택에 지 소비량은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다인가구 주

택은 구성원들이 조명, 냉장고, TV 등 가 기기를 공용으로 함께 나 어 사용

할 수 있으므로 1인당 력소비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에 지사용 행태뿐만 아

니라 가구 구성원별로 맞춤형 에 지 감 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 시사 이 

매우 크다.

독일은 1인가구의 기온수장치에 의한 력소비량(1,000kWh)이 체 탕

을 한 력소비량 (2,750kWh)의 약 36%에 달한다. 이를 감하기 해 수

형 수도꼭지를 사용할 것을 장려한다.

독일은 최근 가구가 감소하고 2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독일의 2

인 가구는 약 2,780만 명으로 체 인구의 1/3 이상에 해당하며, 이는 2인 고령

가구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독일의 2인 고령가구에서는 온수 비를 한 

력소비량(4,140kWh)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 지 약을 해 세탁기 사용 시 가득 채우기보다는 3/4만 채우면 12유로

를 약할 수 있고, 형 멀티탭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가 기기의 기

력(연 400kWh)을 차단할 수 있다. 한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시 기존 

조명에 의한 력소비량을 2/3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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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동 ∅ 1 2 3 4 5 6

생활

필수

식생활

요리 7.5 6.5 8.9 7.8 7.7 7.0 6.7

세척 4.1 2.2 3.6 4.3 4.8 4.7 4.8

냉동 3.4 1.9 3.5 3.5 3.7 3.7 3.9

위생

온수 27.7 25.0 27.8 27.7 28.4 27.9 29.0

세탁 4.1 3.6 3.6 4.0 4.3 4.3 4.7

건조 5.3 2.4 3.9 5.3 6.4 6.7 6.8

주거환경

조명 7.7 9.5 7.5 6.9 7.4 7.4 7.3

냉방 8.4 12.1 10.2 8.4 7.3 6.3 6.2

순환펌프 4.1 5.5 3.2 4.1 3.5 5.0 3.6

사회

생활

여가생활 TV / 오디오 10.2 10.6 10.9 11.0 9.8 8.9 9.9

정보통신 업무 10.8 13.6 11.1 10.6 10.3 9.4 9.6

기타 7.0 7.1 5.9 6.4 6.4 8.7 7.4

<표 3-9> 생활행동과 가구 구성원별 전력소비량 비교

출처：http://www.musterhaushalt.de

2011년 독일의 3인가구는 1,500만 명으로 체 가구의 13%를 차지하며, 1~2

인 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2010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독일 3인가구의 

연간 력소비량은 5,030kWh이며, 이  탕을 한 력소비량이 1,470kWh

이다. 3인가구는 멀티탭 사용으로 연간 500kWh의 기 력을 95% 일 수 있

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로 연간 400kWh의 조명에 지를 75% 일 수 있다. 

한 노후화된 구형 냉장고를 에 지효율등  A등  제품으로 교체 시 연간 

166kWh 감이 가능하다.

독일 4인가구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핵가족화의 향으로 감소하여 2011년 

기  약 1,500만 명으로 체 가구의 10%에 못 미친다. 독일 4인가구의 연간 

력소비량은 5,950kWh이며, 이  탕을 한 력소비량이 1,800kWh이다. 

4인가구는 난방용 보일러로 데워진 온수를 지속 으로 순환시키면서 야간에 

탕용 력 사용은 차단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연간 80kWh를 감할 수 있다. 

한 커피나 차를 데우기 해서는 기 인지보다 커피포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제3장 관련 정책현황과 국내외 활용사례  47

4. 지원방안

독일의 지자체 는 에 지공 업체는 력소비량을 감한 사용자에게 주

택 단열시공, 고효율 난방시설 설치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지원 는 

기요  할인증서 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의 에 지공 업체 엔테가(Entega)는 에 지 소비효율등 이 높은 냉장

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50유로의 지원 을 지 하

고 있다. 랑크 루트(Frankfurt)시는 년 비 력사용량을 10% 감한 시

민에게 20유로의 지원 을 지 하며, 힐덴(Hilden)시는 에 지 소비효율등 이 

높은 가 기기를 구입할 경우 25유로의 지원 을 지 한다. 한 푸흐하임

(Puchheim)시는 평균 이상으로 력을 과소비하는 시민에게 에 지사용 상담 

로그램을 제공하며, 슈센탈(Schussental)시는 150유로 이상의 고효율 가 기

기를 구입한 시민에게 200kWh의 력을 지원한다.

출처：https://ratgeber.co2online.de

<그림 3-6> BMU의 에너지사용 상담 프로그램

지원 과 같은 재정  지원 이외의 기술 , 경제  측면의 에 지사용 상담

로그램이 체계 으로 마련되어 있다. 에 지와 CO₂배출 감을 한 상담 

문가가 문 역별로 체계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은 온라인을 통

해 손쉽게 해당정보에 근할 수 있다. 상담 역은 생, 난방, 공기조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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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자부터 임 조합, 은행, 건축가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이 가능

하며, 문 상담 시 펌 , 태양 시설, 냉난방시설, 에 지분석 등 세분화된 

문 상담사를 지원한다. 한 사용자의 거주지 주변의 문가 는 련업체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수리, 에 지효율, 제품교환, 재정지원 등의 서비스 편의

를 도모하고 있다.

제4절 미국：EPA의 온라인 서비스 에너지스타

1. 개요：에너지 효율을 위한 복합온라인 서비스

미국 에 지효율 경제 원회(ACEEE：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 

Efficient Economy)12)는 에 지효율 정책, 기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해 활

동하는 비 리단체로 1980년 에 지 분야의 연구자들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ACEEE는 정부, 민간분야, 연구소, 다른 비 리조직과 함께 다양한 에 지효

율화를 한 로젝트를 수행하며, 에 지 정책, 연구, 회의, 출   회 력 

활동에 주력한다. 주택에 지 효율을 향상시켜 비용을 약하고 실내 환경  

쾌 성을 개선시키기 해 “온라인 소비자 가이드(Consumer Resource)”를 제

공한다. 이 가이드는 주택에 지를 약하기 한 건물외피(창, 다락, 벽체 등) 

개선방안, 가 기기 구매  사용행동에 한 지침을 제공한다. 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그 실효성을 높 다.

미국 환경보호기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운 하는 에

지스타(Energy Star)13)는 주택에 지 감과 쾌 성 향상을 한 온라인 참

여 로그램이다. 에 지스타는 주택에 지의 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에 지 

소비행동별 에 지스타 제품의 효율정보를 제공하고 상업  산업시설의 에

지효율을 달성하기 한 다양한 정보  상담을 서비스한다. 한 지역 인 에

12) http://www.aceee.org

13) http://www.energysta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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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율 로그램(CEE Programm)14)으로 주거, 상업, 산업의 용도별로 구체

인 지침, 체크리스트, 련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주택에너지 효율

에 지스타는 에 지효율 인증제품 소개, 주택에 지 감방안, 에 지 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 지스타 로그램은 EPA와 연계된 에 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에 의해 운 되며, 2002년 이래로 275,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에 지스타에서 제공하는 에 지효율 인증제품 소개에서는 인증 고효율 가

제품 련 정보를 제공한다. 즉 다락, 지하층, 욕실, 침실 등의 공간별로 에

지소비행동(난방, 냉방, 탕, 가 제품, 조명, 기타) 련 제품을 소개하고, 평

균 소비 력, 에 지효율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택에 지 감방안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다. 먼

 가구구성원 수, 면 을 입력하고, 사용 연료공 원(기름, 가스, 기 등)을 선

택한다. 그리고 그린버튼 데이터(Green Button Data,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 지

사용량 련 정보) 유무를 선택 후 연간 주택에 지 소비량을 월별로 입력하면 

재 사용자의 주택에 지 소비등 이 표시된다. 주택에 지 소비등 은 1~10

등 으로 표시되며 10이 가장 높은 등 이다. 실제 주택에 지 소비량은 월별 

그래 로 표 되며, 주택에 지 소비등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다. 주택에

지 감을 한 냉난방 기기, 건물의 외피(창문, 벽체 등)의 기  상태, 단열성

능, 실내공기질, 건강과 련된 개선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에 지스타 

인증 고효율 가 기기 제품에 한 정보와 3차원 주택 이미지로 가 기기별 에

지 약을 한 구체 인 지침이 제공된다.

14) http://www.cee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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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energystar.gov

<그림 3-7> 에너지스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효율인증 제품

출처：https://www.energystar.gov

<그림 3-8> 주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급 진단과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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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시사점

1. 다양한 가구 구성원별 맞춤형 에너지 소비 저감대책

주택의 다양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에 지 소

비 패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택에 지 감을 해서도 가구구성원을 고

려한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력소비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주택에 지가 

증가한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 인 에 지 감 방안이 아닌 1~2인가구 상의 

에 지 과소비를 이기 해 집 이고 차별화된 에 지 소비 약 책이 

필요하다. 실 으로 1인가구 는 2인가구별 맞춤형 에 지 감 방안은 어

떤 것이 있는지, 경제 인 에서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 소비현황 진단을 토대로 한 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주택에 지 감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주택별로 실제 에 지 소비 

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균 에 지 소비량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수 이다. 그러나 재 에 지 리공단이 운

하는 에 지다이어트 로그램은 자동 으로 평균소비량이 산출되어 실제 

가구별 에 지 소비 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맞춤형 

주택에 지 진단 서비스를 통하면 주택의 실 인 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

며, 진단결과를 활용한 문 기술자와의 상담 연계서비스, 에 지 감 성과별 

인센티  지 , 사용자의 수요와 연계된 에 지 인증제품 제공 등 복합 으로 

연계된 체계 인 서비스도 가능해져 보다 폭넓고 실 인 에 지 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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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의 다양한 인센티브

주택에 지 감을 한 지원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재 서울시가 운  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함께 추가 으로 시민들의 

에 지 약에 한 인식을 증 시키고,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한 인센티

 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에 지 감 실  시 포인트를 립해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 이외에도 

에 지 소비효율등  우수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

한 사회 기업 는 문가와의 연계 로그램을 통해 보다 실 인 재정 , 

기술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 한 주택에 지를 감하기 해서는 가 기

기의 력소비량 감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물 구조체의 단열성능 기  

개선, 냉난방설비 효율 기  개선 등 보다 폭넓고 종합 인 측면에서 에 지

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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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시민의 에너지 라이프스타일 

영향분석

제1절 솔로 이코노미 시대, 1인가구 증가

1. 현황

1) 가구구조의 변화와 공간적 분포

1~2인가구의 급증과 4인이상가구의 감소

2010년 서울시 체 가구 수는 350만 가구이며, 그  1인가구는 24.4%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인가구와 3인가구는 각각 22.3%, 22.5%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1980년 69.8%를 차지했던 4인이상가구는 

2010년 재 30.8%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1인가구는 5배 이상 증하

고, 2인가구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구의 분화가 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의 분포와 같이, 1~2인가구의 증과 4인이상가구의 감소로 1980

년 4.47인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70인이

다. 가구원 수는 지속 으로 감소할 것이며, 장래가구추계에서 2020년 2.49인, 

2030년 2.35인으로 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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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4-1> 서울시 가구원 수별 분포

1인가구 집중지역：관악구, 서대문구, 강남구, 마포구

가구 수의 증가추세가 가장 두드러진 1인가구의 연령 별 분포 황(<그림 

4-2> 참조)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26.7%, 30~39세가 5.0%로 20~30  청년

층이 1인가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21.4%이

며, 여성의 비율은 73.6%로 높다. 이러한 연령  분포는 경제  기반이 약한 청

년층과 고정  수입이 은 노년층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인가구의 공간  분포 황(<그림 4-3> 참조)을 살펴보면 학가 주변인 

악구와 서 문구, 고용 심지인 강남구와 마포구가 5,000가구 이상에 해당하

는 1인가구 집 지역으로 나타났다.

도심과 강남으로의 근성이 비교  양호한 악구는 신림동 학가 주변에 

거 한 고시 을 형성하고 있어 학생이나 경제  기반이 약한 은 1인가구

가 주로 거주하며, 강남구는 주변의 상업⋅업무지역에 근무하는 1인가구의 비

율이 높다. 따라서 직주근 , 교통 등이 거주지 선택에 가장 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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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인가구가 모여사는 동을 보면 악구 학동이 1만 1천 4백 가

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남구 역삼동이 1만 가구, 악구 청룡동이 8천 가

구, 서림동이 7천 6백 가구, 마포구 서교동이 7천 4백 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4-2> 서울시 1인가구의 연령대별 분포

출처：[이재수 외, 2012] 데이타 가공

<그림 4-3> 1인가구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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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현황

에너지를 덜 쓰는 주거형태인 아파트의 증가

주거공간이 아 트로 차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상은 주거형태에 따른 가

구분포15)를 통해 알 수 있다. 아 트 수는 1980년 19만 6천 가구에 불과하 으

나 1990년 53만 가구, 2000년 98만 가구, 2010년 144만 가구로 증가하여 재 

아 트 비 이 주택 체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4>와 같이, 주

택의 주된 유형이던 단독주택은 1980년의 80.0%에서 2010년 37.2%로 그 비

이 감소한 반면, 아 트는 같은 기간에 10.7%에서 41.1%로 체 주택 유비율

이 격히 증가하여 주택 수 증가의 부분이 아 트 건설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통계청, 각년도, 주택총조사

<그림 4-4> 주거형태에 따른 가구분포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아 트는 124만 호가 증가하여 총 155만 호 주택

의 80.0%에 달하고 있다. 다세 주택은 38만 호가 증가하여 재 총 주택 수의 

1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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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유비율이 1980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서울시의 주거형태의 유비율은 아 트, 단독주택, 다세 주택, 

연립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체주택에서 아 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단독주택의 비율은 지속 으로 감소하여 아 트의 주거형태 독 화 상이 더

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거형태에 따른 단 면 당 주택에 지의 연간 소비량은 단독주택이 173.1~ 

441.3kWh/(㎡․a)로 가장 많은 반면, 아 트는 104.6~372.8kWh/(㎡․a)로 가장 

은 것으로 분석16)되었다.

<표 4-1> 주거형태에 따른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단위：kWh/(㎡⋅a))

구   분 최 소 값 최 대 값

단독주택 173.1 441.3

다세대/연립 주택 163.9 432.1

아파트 104.6 372.8

에 지를 덜 쓰는 주거형태인 아 트가 증가하면 체 에 지 소비량은 감소

해야 하지만, 실은 그 지 않다. 가구분화 상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이

로 인해 체 주택에 지 소비량도 증가한다.

1인가구의 주거형태는 원룸 우세, 특징은 오피스텔

1인가구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54.8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체 1인가구의 27%를 차지하는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학가 주

변의 다가구주택 원룸에 거주하는 비 이 압도 으로 높기 때문이다. 2인가구

의 주된 거처유형은 단독주택 40.18%, 아 트 38.69%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16) 김민경 외, 2012

* 재 국내에서 단 면 당 에 지요구량  소비량의 단 는 kWh/㎡⋅y, kWh/㎡⋅년 

는 kWh/㎡⋅year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국제기  ISO 13790에 의하면 

kWh/(㎡․a)로 표기함. a는 annual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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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인이상가구의 경우 아 트 거주비율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은 30% 미만 수 이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아 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감소할수록 단독주택(주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신상영 외, 2010] 데이터 가공

<그림 4-5> 주거형태에 따른 거주자 특성

출처：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오피스텔 등：130,000가구, 주택 이외 건물,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 등

* 상가, 공장 등：48,000가구,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그림 4-6> 가구원 수별 주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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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은 54,600호17)로 추정되며, 고용 심지에 거주하는 직장인 

1인가구는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그림 4-5>에서 나타나듯이 오피

스텔에 거주하는 가구의 71.4%가 1인가구이며, 2인가구는 체의 18.4%에 불

과하다.

가구원 수별 주거형태(<그림 4-6> 참조)를 보면, 1인가구의 오피스텔 거주비

율이 11.16%를 차지하는데, 이는 2인이상가구가 0.5~2.5%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 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진세 등 주택에 지 

감정책의 범 에서 벗어나 있으며, 바닥난방이 아닌 렴한 열기기를 통하

여 난방을 하는 실정이다. 오피스텔의 주택 속성을 감안한 건물에 지 정책이 

요구된다.

1인가구는 40㎡ 이하 면적의 주택에 월세 거주 우세

가구원 수별 유형태(<그림 4-7> 참조)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

록 자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세는 가구원 수에 상 없이 

32~33%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16.4%로 2인 이

상 가구의 자가 비율이 40% 이상임을 감안할 때 한 격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 세보다는 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거 빈곤 계층을 다수 포함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원 수별 주택사용면  분포 황(<그림 4-8> 참조)을 살펴보면 60㎡ 이

상 85㎡ 미만 면 이 체의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 이하 면

이 26.1%로 집계되었다.

1~2인가구는 40㎡ 이하에서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인가

구는 4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1%로 압도 으로 높았다. 3인이상

가구는 60㎡ 이상 85㎡ 미만 면 의 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

었다.

17) 신상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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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과 2010년의 총 방 수에 따른 주택 수의 증감률을 보면 방이 하나인 

주택이 117.4%로 가장 높았지만, 방이 두개인 주택은 12.2% 증가에 그쳤으며, 

방이 세 개인 주택은 오히려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이 네 개인 주택

은 50.8%, 5개 이상인 주택은 30.9% 증가하 다.

출처：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4-7> 가구원 수별 점유형태

출처：국토해양부, 2010, 주거실태조사

<그림 4-8> 가구원 수별 주택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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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0년간 주택의 공 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과 아 트 

주의 형주택에 편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증가한 

2~3인가구를 상으로 한 방 2~3개인 주택의 공 은 소폭으로 증가하거나 감

소한 반면, 감소하는 추세의 4인이상가구를 상으로 한 방 4개 이상인 주택의 

공 은 증가하여 공 이 수요에 응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2. 분석 내용

1)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가 기기 보 률, 사용시간, 기기용량 등 사용패턴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며, 이는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장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가정 내 가 기기의 보유 황  

사용시간을 조사하 다.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 내 가 기기 보유율  사용시간이 증가하

며, 이는 주택에 지 소비량 증가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해 

가정 내 주요가 기기인 냉장고, 기밥솥, 세탁기, 조명, 난방, 냉방, TV, 컴퓨

터, 노트북의 보유 황  사용시간을 악하 다.

가구분화에 따른 가전기기 사용의 비효율성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량 분석 결과,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주택에 지 소비 액이 늘어나 1인가구는 42만원, 2인가구는 58만원, 3인

가구는 91만원, 4인가구는 95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주

택의 면 , 가 기기의 용량, 조명, 가 기기 사용시간과 비례하여 주택에 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복합  요인으로 작용한다.

계 별 가구당 주택에 지 소비 액 분석 결과, 사계  모두 가구원 수가 증

가함에 따라 주택에 지 소비 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3~4인가구의 여름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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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지 소비 증가율은 겨울철 주택에 지 소비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크다. 

이는 3~4인가구가 1~2인가구에 비해 여름철 에어컨 보유율  사용량이 크며, 

겨울철에는 3~4인가구가 1~2인가구에 비해 인체발열량이 크므로 난방 요구량

이 비교  작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라이 스타일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택에 지 소비량을 분석하기 해서는 

가구당/1인당 주택에 지 소비량을 추가 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증가는 기존 4인가구 1세 가 1인가구와 3인가구로 분리되는 가구 분화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라 할 수 있다. 가구당/1인당 주택에 지 소비 액 분석 결과, 

가구당 주택에 지 소비 액은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1인당 

주택에 지 소비 액은 반 로 1인가구가 가장 크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구원 수와 상 없이 TV,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최소

한의 생활에 필요한 기기들을 갖추게 되면서 가구 분화에 의한 비효율  에

지 소비가 일어난 것으로 단된다.

1인당 주택에너지 소비금액은 1인가구가 최대

이 연구에서는 장조사를 통해 계 별 주택에 지 소비 액을 조사하 기에 

가구당/1인당 월간 주택에 지 소비 액을 력 소비량으로 환산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그림 4-9>는 계 별 월 주택에 지 소비 액을 소비량으로 환산한 

결과를 보여 다. 1인가구 35,052원은 264kWh, 2인가구 48,731원은 312kWh, 

3인가구 75,750원은 400kWh, 4인이상가구 79,464원은 401kWh로 나타났으며, 

4인이상가구의 경우 진세 용으로 인해 3인가구와 력소비량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주택에 지 소비 액은 큰 차이를 보 다.

주택에 지 소비 액은 진세 용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

로 가구당 주택에 지 소비량을 가구원 수에 따라 나 어 1인당 월간 주택에

지 소비 액  소비량을 추계하 다. 1인당 월 주택에 지 소비량은 1인가구 

264kWh, 2인가구 156kWh, 3인가구 133.3kWh, 4인이상가구 163.4kW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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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1인당 월 주택에 지 소비 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5,053원, 2인가구 

15,275원, 3인가구 12,121원, 4인이상가구 7,049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계절별 주택에너지 소비금액

<그림 4-10> 가구당/1인당 연간 주택에너지 소비금액

가구당 월 주택에 지 소비량은 344.3kWh, 1인당 월 주택에 지 소비량은 

163.4kWh이었으며, 이를 토 로 라이 스타일 변화요인에 따른 주택에 지 소

비의 향력을 분석하 다.

생활행동별로 보면 식생활(조리, 세척, 보 ), 생(신체, 생활), 주거환경(냉

난방, 조명)과 련된 생활필수행동이 86%, 여가생활(오락, 운동), 정보통신(사

교, 매체 속)과 련된 사회생활행동이 14%를 차지하며, 그에 따른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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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비량은 식생활과 련하여 가구당 238.7kWh, 65.9kWh/인으로 가장 많다. 

생활행동별 주택에 지 소비비 에 따라 생활행동별 가구당/1인당 월 주택

에 지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구분 전력 소비량(kWh)
주택에너지 
소비금액(원)

1인당 전력 
소비량(kWh/인)

1인당 주택에너지 
소비금액(원/인)

1인가구 264 35,052 264 35,052

2인가구 312 48,731 156 24,365

3인가구 400 75,750 133.3 25,250

4인이상 가구 401 79,464 100.3 19,866

평균 344.25 - 163.4 -

<표 4-2> 가구당/1인당 월 전력소비량 및 주택에너지 소비금액

생활행동 전력(%)18) 가구당(KWh) 1인당(KWh/인)

생활필수

식생활 40.3 138.7 65.9

위생 14.6 50.3 23.9

조명 11.0 37.9 18.0

난방 10.8 37.2 17.6

냉방 9.3 32.0 15.2

소계 86.0 296.1 140.5

사회생활
여가생활 9.3 32.0 15.2

정보통신 4.7 16.2 7.7

소계 14.0 48.2 22.9

합계 100.0 344.3 163.4

<표 4-3> 생활행동별 주택에너지 소비 비중과 월 가구당/1인당 소비량

18) 임기추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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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전기기별 주택에너지 소비량

식생활을 위한 기기：집집마다 1대, 용량은 가구원 수 반영

냉장고는 가구원 수와 상 없이 가구당 1 를 보유했으며, 냉장고 제품의 특

성상 24시간 력을 사용하므로 사용시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러나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용량이 큰 형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1인가구는 72.1%가 560L 이하의 냉장고를 사용하 지만, 2인가구는 

41.1%가 561~750L의 냉장고를 사용하 으며, 3인가구는 42.9%, 4인가구는 

50.6%가 751L 이상의 형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560L 이하의 소형냉장고 보유율은 감소한 반면, 

751L 이상의 형냉장고 보유율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

록 용량이 큰 형냉장고 보 률이 높아지면서 형냉장고가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주택에 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밥솥의 경우 1~3인가구는 가구당 1 , 4인가구는 가구당 1.1 를 보유함

으로써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와 상 없이 부분의 가구가 1 씩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밥솥 사용시간은 1인가구가 35시간, 2인

가구가 36.2시간, 3인가구가 70.1시간, 4인가구가 49.5시간으로 가구원 수가 증

가할수록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한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보유한 기밥솥의 규격이 함께 커졌다. 1인가

구는 평균 5.3인용, 2인가구는 평균 7.2인용, 3인가구는 평균 8.8인용, 4인가구

는 평균 9.2인용을 사용하여, 기밥솥이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주택에 지 증

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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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냉장고 보유 현황 및 사용시간

<그림 4-12> 보유 냉장고 규격

<그림 4-13> 전기밥솥 보유 현황 및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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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집집마다 1대, 1인가구 증가를 반영

냉장고와 세탁기는 집집마다 필수 아이템인 만큼 가구원 수와 상 없이 가구 

당 1 의 보유율을 나타내는데, 최근 냉장고의 보 률은 조 씩 낮아지는 반면, 

세탁기의 보 률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1인가구 증가를 반 한다.

<그림 4-14> 세탁기 보유 현황 및 사용시간

가구원 수와 사용시간의 상 계는 은데, 1인가구는 평균 9.5kg 용량의 

세탁기를 사용하고, 2인가구는 10.6kg, 3인가구는 10.9kg, 4인가구는 11.5kg 용

량의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용량이 큰 

형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조명：구성원 수와 면적과 소득 비례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구 내 재택시간이 증가하므로 평균 조명 등시간

이 증가하 다. 1인가구의 조명 등시간은 일평균 7.8시간으로 가장 낮았으며, 

2인가구는 10.7시간, 3인가구는 14.4시간, 4인가구는 16.8시간으로 차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 수 증가와 함께 주택면 의 증가로 조명의 개수도 함께 증가하

기 때문이다. 조명 등시간은 주택 조명에 지 사용량에 직 으로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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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주택 내 거실과 방의 총 등시간 합계로 산정하 다.

하루 16시간 이상 등하는 장시간 등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0%

지만, 2인가구는 14.3%, 3인가구는 42.9%, 4인가구는 63.6%로 격히 증가

하 다.

<그림 4-15> 조명 사용시간

1인가구는 전기로 난방하는 경향

장조사 결과 과반수의 가구가 력을 사용하는 기장 , 기담요, 난로, 

기온풍기와 같은 난방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분이 기장 이고, 기

담요, 난로, 기온풍기 보유 가구는 4%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 력을 사용한 난방기기는 기장 으로 한정하여 그 보유 황  사용시간

을 분석하 다.

가구원 수에 따른 난방기기 사용에 해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난방기기 

보유율은 73.8%로 부분의 1인가구가 난방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유율은 감소하 다. 이는 1인가구의 경우 천천히 데워지

는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보다 단시간에 온열감을 제공하는 난방기기 사용을 선

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기에 의한 난방은 열 환 과정을 거스르는 비효율 인 에 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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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기 때문에 에 지 낭비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그림 4-16> 전기장판 보유 현황 및 사용시간

냉방기기 이용시간은 1인가구, 3인가구 동일

<그림 4-17>은 가구원 수별 에어컨과 선풍기의 보유 황  사용시간을 분석

한 결과이다. 1인가구의 에어컨 보유율은 37.7%로 크게 나타나 빌트인 보 의 

향, 쾌 도에 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인가구는 53.6%, 3인가구는 

85.7%, 4인가구는 89.6%로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 보유율 증가추

세가 뚜렷하 다. 에어컨 보유율에 비해 에어컨 사용시간은 주간 13.3시간으로 

가구원 수와 상 계가 었다.

반면 선풍기의 보유율은 가구원 수와 계없이 93.4~100.0%로 부분의 가

구가 선풍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풍기 사용시간

이 차 증가하 다.

따라서 여름철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 증가는 가구원 수가 많아

질수록 에어컨 보유율  선풍기 사용시간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 

<표 4-4>의 가구당 냉방기기 보 률 측 추이와 같이, 냉방기기의 보 률이 

지속 으로 증가한다면 냉방기기에 의한 주택에 지 소비 증가 상은 더욱 심

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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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냉방기기 보유 현황 및 사용시간

<표 4-4> 가구당 냉방기기 보급률 예측 추이
(단위：대/가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에어컨 0.73 0.76 0.78 0.81 0.83 0.86 0.88

선풍기 1.71 1.72 1.72 1.73 1.73 1.74 1.74

출처：한국전력거래소, 2011

TV：방마다 하나씩 보유 추세

1인가구는 평균 1.0 의 TV를 보유하고 있지만, 2인가구는 1.2 , 3인가구는 

1.3 , 4인가구는 1.6 로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TV 보유율이 증가하 다. 

이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주택 내 방의 개수가 증가하여, 거실 이외의 방에 

TV를 보유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상으로 분석된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TV 시청시간도 길어진다. 주간 TV 시청시간은 1인

가구가 31.8시간, 2인가구는 34.5시간, 3인가구는 39.6시간, 4인가구는 38.1시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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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TV 보유 현황 및 사용시간

<그림 4-19> 보유 TV 규격

한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주택면 이 커지므로 형제품을 선호하는 경

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인가구는 57.9%가 30~39인치 TV를 사용하고, 40인

치 이상의 TV를 사용하는 비율은 7.0%이지만, 2인가구는 51.9%, 3인가구는 

73.2%, 4인가구는 77.9%가 40인치 이상의 형 TV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TV의 보 수 증가, 사용시간 증가, 형화 

등 3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가구원 수 증가가 주택에 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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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 다PC(각 가구원이 개별사용), 1인가구는 노트북

1~2인가구는 1 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3인가구는 1.1 , 4인가구는 

1.2 로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 보유율이 다소 증가하 다. 이는 컴

퓨터가 TV와 같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기기가 아닌 각각의 가구원

이 개별 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의 필요

수도 동시에 증가하여 보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한 가구원 수 증

가에 따라 주택 내 방의 개수가 증가하고, 각 방에 컴퓨터를 보유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상으로 보인다.

<그림 4-20> 컴퓨터 보유 현황 및 사용시간

<그림 4-21> 노트북 보유 현황 및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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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컴퓨터 사용시간도 늘어나고 있는데, 주간 컴퓨터 

사용시간이 1인가구는 14.0시간, 2인가구는 15.0시간, 3인가구는 15.6시간, 4인

가구는 16.9시간으로 악된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컴퓨터 보 률  사용시간이 증가하여 

주택에 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트북의 보 수 역시 컴퓨터와 유사하게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다소 증

가하고 있다. 1~2인가구는 1.0 , 3인가구는 1.1 , 4인가구는 1.2 이다. 이는 

컴퓨터 보 률과 같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트북 사용시간은 컴퓨터 사용시간 분석과 차이가 있다. 1인가구의 

노트북 사용시간이 2~4인가구의 사용시간보다 많다. 이는 1인가구가 컴퓨터보

다 간편한 노트북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트북은 컴퓨

터보다 소비 력이 매우 낮으므로(노트북 소비 력：60W, 컴퓨터 소비 력：

211.8W), 노트북 사용을 선호하는 1인가구보다 컴퓨터 사용을 선호하는 2~4인 

가구의 주택에 지 소비량이 더 많다.

3. 주택에너지 소비량 변화 영향분석

장조사를 통해 1인가구의 보유 가 기기 용량을 분석한 결과, 세탁기 

9.8kg, 기밥솥 6인용 등 과용량의 가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주택에 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인가구가 증

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 업체는 1인가구를 한 맞춤형 싱 가  제품을 지속

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1인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용량의 가 기

기를 싱 가 으로 교체할 경우 상당한 주택에 지 약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 9.8kg 용량의 세탁기를 3.2kg 싱 가  세탁기로 교체 시 력소비량이 

월 1.7kWh(42.0%) 감소하며, 기존 452L 용량의 냉장고를 82L 싱 가  냉장고

로 교체 시 월 15.6kWh(54.7%) 감소가 가능하다. 한 기존 6인용 기밥솥에

서 1인용 기밥솥을 사용할 경우 취사 소비 력이 890W에서 250W로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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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온 소비 력은 320.3W에서 150.9W로 감소하여 력소비량은 취사 월

12.8kWh (71.9%), 보온 월 23.7kWh(52.9%)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인가구

의 싱 가  사용에 따른 월 주택에 지 소비의 변화는 <표 4-5>와 같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행동별 주택에 지 변화를 살펴보면, ‘ 생’ 행동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는 50.3kWh에서 49.8kWh로 0.8%, ‘식생활’ 행동에 의한 

주택에 지는 138.7kWh에서 125.7kWh로 9.4% 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인가구의 싱 가  사용은 총 주택에 지 소비량을 월 344.3kWh에

서 330.8kWh로 3.9%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22> 싱글가전 시장 규모

구 분

기존 1인가구 사용 가전기기 1인가구의 싱글가전 사용
변화량
(kWh)용량

소비전력
(W)

사용량
(kWh)

용량
소비전력

(W)
사용량
(kWh)

소형 세탁기 9.8kg 105.6 3.9 3.2kg 61.2 2.3
-1.7

(-42.0%)

소형 냉장고 452L - 28.47 82L - 12.9
-15.6

(-54.7%)

1인용 

전기

밥솥

취사 6인용 890 17.8 1인용 250 5.0
-12.8

(-71.9%)

보온 6인용 320.3 44.8 1인용 150.9 21.1
-23.7

(-52.9%)

<표 4-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월 전력소비 변화

* 1인가구 사용 가전기기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 현재 판매 중인 싱글가전 용량 및 소비전력 정보를 활용하여 

변화량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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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동
주택에너지 기준 소비량

(kWh/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 요인
주택에너지 소비량

(kWh/월)
주택에너지 변화율

(%)

생활

필수

식생활 138.7 
소형 냉장고,

1인용 밥솥 사용
125.7 -9.4

위생 50.3 소형 세탁기 사용 49.8 -2.2

조명 37.9 - 37.9 -

난방 37.2 - 37.2 -

냉방 32.0 - 32.0 -

소계 296.1 - 282.6 -

사회

생활

여가생활 32.0 - 32.0 -

정보통신 16.2 - 16.2 -

소계 48.2 - 48.2 -

합계 344.3 - 330.8 -3.9

<표 4-6> 싱글가전 사용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 1인가구의 싱글가전 변화를 가정하여, 생활행동별 주택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계산

제2절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증대

1. 현황

1)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별 현황

통계청 2011년 맞벌이 가구 통계 집계 결과(<그림 4-23> 참조)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 으로 유배우 가구는 1,162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  맞벌이 가

구는 507만 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8.6%(44만 가구)는 주말부부 등 부부가 같은 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동거 맞벌이 가구’이다. 한 외벌이 가구는 491만 가구로 유배우 가구 에

서 42.3%에 달하며 이  35만 가구는 배우자가 외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가구주 부부 모두 실업자 는 비경제 활동 인구인 기타가구는 164만 

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14.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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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는 2011년까지  늘어났으나, 최근 들어 맞벌이를 해도 실제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주춤한 상태이다. 맞벌이를 할 경

우 가구 소득은 늘어나지만 그로 인해 양육과 가사 등을 포기하는 비용 때문에 

실제 소득은 200%가 아닌, 15%만 늘어나는 수 19)이다.

특히 소득층의 맞벌이는 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산층 이상의 맞벌이 

가구는 어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에 한 인식의 환 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에는 고학력 고소득 여성의 혼인감소가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출처：통계청, 2011, 맞벌이 가구 통계

<그림 4-23> 부부의 경제상태별 현황

<표 4-7> 맞벌이 가구의 비율과 변화
(단위：만가구, %)

구  분 가구 수 비 율 변화 추이

유배우 가구 1,162 100.0

맞벌이 가구 507 43.6

비동거 맞벌이 44 3.7

외벌이 가구 491 42.3

기타 가구 164 14.1

출처：통계청, 2011, 맞벌이가구 통계

최근까지 라이 스타일을 변화시킨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여성의 사회

진출  맞벌이 가구의 증가율이 주춤한 것을 보면 한 세 씩 번갈아 가며 변

19) 이지선, 2012



제4장 서울시민의 에너지 라이프스타일 영향분석  79

하는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1인 가구 증가나 

웰빙에 한 심 증  등의 요인과도 연동된다.

2) 가구원 수별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 가구의 맞벌이 비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33.3%, 2인가구는 38.8%

로 체 맞벌이 평균인 43.6%보다 낮았으나, 6인가구는 54.3%, 7인이상가구는 

56.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맞벌이 가구 비율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

으로 가구원 수가 맞벌이에 많은 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주의 연령 별로 맞벌이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40 가 체 맞벌이 가

구의 35.2%로 가장 많았으며, 50 가 28.8%, 30 가 18.6% 순으로 악된다. 

각 연령 에서 맞벌이 가구 비율은 40 (52.1%)와 50 (49.7%)에서 가장 높고, 

60세 이상(28.9%)과 15~29세(39.2%)에서는 낮다. 한 맞벌이 가구  가구주

가 남자인 경우는 90.9%(461만가구), 여자인 경우는 9.1%(46만가구)이다.

<표 4-8> 가구원 수별 맞벌이 가구 현황
(단위：만 가구, %)

가구원 
수

유배우 가구 　

변화 추이　 맞벌이 외벌이

　 비율 　 비율 　 비율

합계 1,162 100.0 507 
100.0
(43.6)

655 
100.0
(56.4) 

1인 43 3.7 14 
2.8

(33.3)
28 

4.3
(66.7)

2인 316 27.2 123 
24.2
(38.8)

194 
29.6
(61.2) 

3인 317 27.3 138 
27.2
(43.5)

179 
27.3
(56.5) 

4인 371 31.9 174 
34.4
(47.0)

197 
30.0
(53.0) 

5인 92 7.9 45 
8.9

(49.2)
47 

7.1
(50.8) 

6인 18 1.5 10 
1.9

(54.3)
8 

1.3
(45.8) 

7인 
이상

5 0.4 3 
0.5

(56.3)
2 

0.3
(43.8) 

* (  )의 비율은 유배우 가구 중에서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구성비를 나타낸 수치

* 출처：통계청, 2011, 맞벌이 가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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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가구주 연령대별 맞벌이 현황
(단위：만 가구, %)

가구주 연령

유배우 가구

　 맞벌이 　 외벌이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1,162 100.0 507 
100.0

(43.6)
655 

100.0

(56.4)

15~~29세 26 2.3 10 
2.0

(39.2)
16 

2.4

(60.8)

30~39세 229 19.7 94 
18.6

(41.1)
135 

20.6

(58.9)

40~49세 343 29.5 178 
35.2

(52.1)
164 

25.1

(47.9)

50~59세 294 25.3 146 
28.8

(49.7)
148 

22.6

(50.3)

60세 이상 270 23.2 78 
15.4

(28.9)
192 

29.3

(71.1)

* (  )의 비율은 유배우 가구 중에서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구성비를 나타낸 수치

* 출처：통계청, 2011, 맞벌이 가구 통계

2. 분석내용

1) 거주시간에 따른 기기사용의 변화

거주시간 감소로 인한 조명 점등과 TV 시청시간의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증  때문에 주택 내 가구 구성원의 거주시

간이 감소하여 평균 거주시간은 외벌이 가구가 18.3시간, 맞벌이 가구는 13.7시

간으로 25% 었다.

맞벌이 증 로 인한 주택 내 거주시간 감소는 조명 등시간의 감소로 이어

져 외벌이 가구의 주택 내 조명 총 등시간은 평균 15.6시간인데 비하여 맞벌

이 가구의 조명 총 등시간은 평균 12.9시간으로 17.4% 었다.

그리고 가정주부가 평일 낮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TV 시청시간이 감소했다. 

장조사 결과,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모두 매일 TV를 시청하지만 하루 

동안의 시청시간이 외벌이 가구는 5.5시간, 맞벌이 가구는 5.2시간으로 맞벌이 

가구의 TV 시청시간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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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벌이 가구의 주간 TV 시청시간은 38.7시간이며, 맞벌이 가구는 36.1

시간으로 주간 2.6시간의 차이를 보 다.

TV의 소비 력이 90W(LED, 46인치, 에 지 소비효율 1등  가정)일 때, TV 

시청으로 인한 월 력소비량은 외벌이 가구가 13.9kWh, 맞벌이 가구가 13.0kWh

로 6.6% 감소하 다.

<그림 4-24> 맞벌이 여부에 따른 거주시간

구 분
주택 내 방/거실 총 점등시간

평균 점등시간
9시간 이하 10~15시간 16시간 이상

맞벌이 가구 21.3% 51.7% 27.0% 12.9 시간

외벌이 가구 19.0% 24.0% 57.0% 15.6 시간

<표 4-10> 주택 내 조명 점등시간

구 분 TV 사용 빈도 (일/주) TV 주간 총 사용시간 (시간/주)

맞벌이 가구 7.0 36.1

외벌이 가구 7.0 38.7

<표 4-11> TV 이용 현황

구 분
에어컨 사용 시점 에어컨 사용 빈도

(일/주)
에어컨 주간 총 사용시간

(시간/주)시작 시점 (부터) 종료 시점 (까지)

맞벌이 가구 6.7 8.6 4.7 15.7

외벌이 가구 6.8 8.5 4.1 11.2

<표 4-12> 에어컨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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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이용시간은 오히려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생활패턴이 변화하면서 주택 내 가 기기 사용행동 

한 변화하고 있다. 그  에어컨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이용시간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벌이 가구는 에어컨을 주간 11.2시간 사용하는 반

면, 맞벌이 가구는 주간 15.7시간 사용하는데, 이는 외벌이 가구의 여성이 평일 

낮 시간 동안 주택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평일 낮 시간의 에어컨 사용행동이 맞벌이 가구와 유사할 것으로 

분석되며, 오히려 평일 녁시간과 주말의 사용시간 차이로 인해 에어컨 사용

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단된다.

한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경제 인 측면에서 에어컨 사용에 

한 심리  부담감이 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향들로 인해 맞벌이 가

구의 에어컨 사용시간은 외벌이 가구보다 주간 3.5시간 증가한다.

에어컨의 소비 력은 2,450W(스탠드형 에어컨, 용량 8,300W, 에 지 소비효

율 1등  가정)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주택에 지 소비

는 외벌이 가구가 월 109.6kWh, 맞벌이 가구는 월 153.8kWh로 40.4%의 큰 차

이를 보 다.

2) 가사 노동시간 단축

자동화기기는 증가하고, 취사도구의 이용은 감소

맞벌이 증 로 인해 가사 노동시간 단축에 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동화기기

와 고기능기기의 사용, 가사의 외부화(도우미, 세탁소 이용 등)와 같은 행동을 

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 내 자동화기기  표 인 식기세척기의 보

률은 1997년 0.01%에서 2002년 0.02%, 2006년 0.04%, 2009년 0.05%, 2011

년 0.06%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비 2011년의 보 률은 20%

나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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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전력거래소, 2011

<그림 4-25> 자동화기기 보급률 변화

구 분
식기세척기 사용 빈도

(일/주)
식기세척기 주간 총 사용시간

(시간/주)

맞벌이 가구 1.7 3.3

외벌이 가구 0 0

<표 4-13> 맞벌이 여부에 따른 식기세척기 사용 현황

식기세척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상으로 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맞벌

이 가구는 일주일에 평균 1.7일, 하루 평균 2.0시간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만, 

외벌이 가구는 식기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사 노동시간 단축을 해 식기

세척기와 같은 자동화기기의 사용빈도  사용시간이 높다. 맞벌이 가구의 주

간 식기세척기 사용시간은 4.0시간으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않는 외벌이 가

구와 비교하 을 때, 주택에 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기세척기 사용으로 인한 력소비량은 월 16.7kWh로 주택 내 생행동

에 의한 력소비량(월 50.3kWh)을 33.2% 증가시키며, 주택에 지 소비량(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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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kWh)도 4.9% 증가시켰다.

이러한 자동화기기의 사용 때문에 에 지사용은 증가하 으나, 취사도구의 

이용은 오히려 감소하 다. 그 원인은 외식횟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 2회 이

상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비율은 외벌이 가구 7.2% , 맞벌이 가구 12.8%로 맞벌

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외식횟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 다.20) 이는 여성

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사 노동시간 단축의 향으로 보이며 맞벌이 가구의 외

식증가는 주택 내에서 취사에 필요한 력소비 감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는 일주일에 6.4회, 하루 7.9시간, 주간 

53.0시간 기밥솥을 사용하 으나, 맞벌이 가구는 일주일에 6.3회, 하루 7.4시

간, 주간 50.3시간 기밥솥을 사용하여 외벌이 가구에 비해 주간 기밥솥 이

용시간이 5.1% 감소하 다.

기밥솥의 소비 력이 453.1W(10인용, 에 지 소비효율 1등  가정)일 때, 

기밥솥 사용으로 인한 력소비량은 외벌이 가구가 월 96.0kWh, 맞벌이 가구

가 월 91.2kWh로 나타났다.

구 분 전기밥솥 사용 빈도(일/주) 전기밥솥 주간 총 사용시간(시간/주)

맞벌이 가구 6.3 50.3

외벌이 가구 6.4 53.0

<표 4-14> 맞벌이 여부에 따른 전기밥솥 사용 현황

3. 주택에너지 소비량 변화 영향분석

주택에 지 소비량은 월 평균 344.3kWh이며, 맞벌이 증 에 따른 에 지 라

이 스타일의 변화로는 조명시간 감소, 에어컨 사용시간 증가, TV 시청시간 감

소, 자동화기기(식기세척기) 사용 증가, 기밥솥 사용시간 감소가 있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조명 등시간은 외벌이와 17.4%의 차이를 보 으며, 식

20) 통계청, 2010, 맞벌이 가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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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척기 사용 유무에 따라 력소비량이 월 16.7kWh 증가하 고, 에어컨 사용

시간 증가는 력소비량을 월 44.3kWh 증가시켰다. 한 TV 시청시간 감소에 

따라 력소비량은 0.9kWh 감소하 으며, 기밥솥 사용시간 감소는 력소비

량을 4.9kWh(5.1%) 감소시켰다. 조명을 비롯한 가 기기 사용량 변화에 따른 

월 력소비 변화는 <표 4-15>와 같다.

구 분

주간 사용시간 (시간) 전력소비 (kWh)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변화량
(kWh)

조명 점등시간 감소 - - 31.3 37.9
-6.6

(-17.4%)

식기세척기 사용 3.3 0 16.7 0
16.7

(100%)

에어컨 사용시간 증가 15.7 11.2 153.8 109.6
44.3

(40.4%)

TV 시청시간 감소 36.1 38.7 13.1 13.9
-0.9

(-6.6%)

전기밥솥 사용시간 감소 50.3 53.0 91.2 96.0

<표 4-15> 맞벌이 증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월 전력소비 변화

* 맞벌이 가구의 가전기기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판매 중인 가전기기 소비전력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

맞벌이 가구의 생활필수행동을 한 주택에 지 소비를 살펴보면, ‘식생활’

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133.8kWh로 3.5%, ‘조명’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31.3kWh로 17.4% 감소하고, ‘ 생’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67.0kWh로 33.2%, ‘냉방’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46.8kWh로 46.1%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행동을 한 ‘여가생활’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31.1kWh로 2.9%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맞벌이 증 에 따른 총 주택에 지 소비량은 월 363.4kWh로 평균 

344.3kWh에 비해 7.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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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동
주택 에너지 기준 소비량

(kWh/월)
맞벌이 증대에 따른

변화 요인
주택에너지 소비량

(kWh/월)
주택에너지 변화율

(%)

생활

필수

식생활 138.7 전기밥솥 사용시간 감소 133.8 -3.5

위생 50.3 식기세척기 사용 67.0 33.2

조명 37.9 조명 점등시간 감소 31.3 -17.4

난방 37.2 - 37.2 -

냉방 32 에어컨 사용시간 증가 46.8 46.1

소계 296.1 - 316.1 6.8

사회

생활

여가생활 32 TV 시청시간 감소 31.1 -2.9

정보통신 16.2 - 16.2 -

소계 48.2 47.3 -1.9

합계 344.3 - 363.4 5.5

<표 4-16> 맞벌이 증대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벌이 가구의 가전기기 사용변화량을 생활행동별 주택에너지 소비량에 적용하여 계산

제3절 정보기기의 다양화, 디지털 시대

1. 현황

1) 디지털 시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기술의 발 을 기반으로 정보기기가 다양화되

고 홈오피스나 홈씨어터와 같은 주택 내 디지털기기 보유량이 증가하여 이들 

기기가 주택에 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컴퓨터(데스

크톱) 이외에 노트북, 태블릿 PC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 욕구가 증 되면서 1인 

다PC 보유가 보편화되었고, 홈오피스의 개념으로 주택 내 인터넷 화기, 복합

기, 팩스 등의 사무기기 보유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 소비자들의 자기기 

사용에 한 욕구가 늘어나고 자기술 발달에 따라 가 기기 제조사들은 앞다

투어 형 TV 등을 선보여 주택 내 가 기기가 형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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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내 디지털기기 보유량 및 사용시간 증대

<그림 4-26>과 <표 4-17>은 디지털기기인 컴퓨터, 노트북, 인터넷 화기, 팩

스의 2011년 보 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21) 컴퓨터, 노트북, 인터넷 화기, 

팩스 모두 2009년 비 보 률이 증가하 다. 2009년 비 컴퓨터의 보 률은 

가구당 0.75 로 7.1% 증가하 고, 노트북 보 률은 가구당 0.52 로 92.3% 증

가하 는데, 이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휴 성을 겸비한 노트북이 기존 

컴퓨터보다 빠르게 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한국전력거래소, 2011

<그림 4-26> 디지털기기의 보급률

<표 4-17> 디지털기기의 보급률
(단위：대/가구)

기기명 1993 1995 1997 2000 2002 2004 2006 2009 2011
2009년

대비 증감률
(%)

컴퓨터 0.32 0.61 0.65 0.70 0.75 0.77 0.80 0.70 0.75 7.1

노트북 - - 0.02 0.04 0.04 0.05 0.05 0.13 0.25 92.3

인터넷

전화기
0.55 0.66 0.61 0.60 0.68 0.68 0.53 0.37 0.70 89.2

팩스 - - 0.02 0.05 0.02 0.01 0.02 0.01 0.02 100.0

출처：한국전력거래소, 2011

21) 한국 력거래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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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홈오피스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인

터넷 화기 보 률은 가구당 0.7 로 2009년에 비해 89.2% 증가하 으며, 팩

스 보 률은 가구당 0.02 로 2009년보다 100.0% 증가하여 이 한 주택에

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정보통신 이용 현황22)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

의 비율)은 78.0%로 년 비 0.2% 증가하 으며, 1999년 22.4% 수 에 비해 

3배 이상 증하 다.

<그림 4-27> 인터넷 이용률

주택에서 인터넷 속 시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xDSL23), 랜(아 트랜)

이 각각 44.3%와 38.4%로 상 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블 모뎀(31.6%), 

무선랜(와이 이)(2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23) 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화선을 이용해 고속 데이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가입자 회선



제4장 서울시민의 에너지 라이프스타일 영향분석  89

<그림 4-28>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그림 4-29> 인터넷 접속방법에 따른 가구 수

주택 내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황을 살펴보면, 체 가구의 81.5%가 데스크

톱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 보유율은 56.1%, 디지털 TV와 네

비게이션 보유율도 각각 49.7%와 44.6%로 악되었다.

한 체 가구의 반에 가까운 42.9%가 스마트폰 는 스마트패드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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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1) 대형화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

TV 규격별 보유 황을 보면 63.5cm(25inch) 이상 TV가 체의 79.3%에 달했

다. 그  101.6cm(40inch) 이상 TV가 37.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76.2~99.1

cm(30~39inch, 17.5%), 71.1~73.7cm(28~29inch, 16.3%) 순으로 나타났다. TV 규

격은 2000년부터 76.2cm(30inch) 이상의 TV 보 이 증가하면서 형화가 시작

되었고, 고화질, TV의 슬림화, 실용  디자인 등의 기술 발 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소비욕구가 부가되어 TV 규격이 꾸 히 증가하는 상을 보 다. 이

러한 TV의 형화 추세는 형 TV가 화됨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상된다.

<표 4-18> TV 규격별 보급 현황
(단위：%)

구 분 14인치 이하 15~19인치 20~24인치 25~27인치 28~29인치 30~39인치 40인치 이상

1995 18.2 15.8 39.3 25.3 1.4

1997 14.2 17.7 34.5 32.4 1.4

2000 6.7 11.8 31.1 45.3 5.1

2002 3.8 5.4 33.3 52.4 5.1

2004 4.0 10.4 27.5 51.6 6.5

2006 2.8 6.0 25.6 50.7 15.0

2009 1.8 5.0 19.1 9.6 28.7 16.5 19.3

2011 1.3 4.6 14.8 8.1 16.3 17.5 37.4

출처：한국전력거래소, 2011

규 격 TV 소비전력(W) TV 사용 빈도(일/주)
TV 주간 

총 사용시간(시간/주)

40인치 44 7.0 35.7

55인치 85 7.0 35.7

<표 4-19> TV 규격별 사용 현황

* 설문조사 결과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40인치 TV를 기준으로 작성

* 현재 판매 중인 1등급 TV 소비전력, 설문조사 결과의 TV 사용빈도,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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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형화될수록 소비 력이 함께 증가하므로 TV의 형화는 주택에

지 소비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조사 결과 40인치 이상의 TV를 사용하는 가구가 54.5%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이며, 사용시간은 매일, 일일 5.1시간, 주간 총 35.7시간을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만약 40인치 TV를 이와 같이 사용하던 가정이 55인치 형TV

를 구입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TV 형화에 따른 소비 력 증가로 

력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다.

소비 력이 44W인 40인치 TV사용 시 월 력소비량은 6.7kWh인 반면, 소비

력이 85W인 55인치 TV를 동일한 사용패턴으로 사용할 경우 월 력소비량은 

13.0kWh로 93.2% 증가한다. 이는 가정 내 ‘여가생활’ 행동에 의한 월 주택에 지

(32kWh)를 19.6% 증가시키며, 월 주택에 지(344.3kWh)도 1.8% 증가시킨다.

2) 정보기기의 추가사용

디지털 시 로 변화하면서 1인 다PC 보유가 보편화되면서 컴퓨터(데스크톱) 

이외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기기 사용시간이 30% 증가하 다. 컴퓨

터 사용시간은 일주일  6일, 하루에 2.5시간, 주간 총 14.9시간이며, 제2PC인 

노트북 사용시간은 기존 컴퓨터 사용시간의 30%인 주간 총 4.5시간이다.

컴퓨터 소비 력이 211.8W, 노트북 소비 력이 60W(15인치)일 때, 추가  

PC 사용에 따른 력소비량은 월 1.2kWh 늘어난다. 이는 가정 내 ‘정보통신’ 

행동에 의한 주택에 지(월 16.2kWh)를 7.1% 증가시키며, 월 주택에 지 소비

량(344.3kWh)을 0.3% 증가시킨다.

구 분 소비전력(W) PC 사용 빈도(일/주)
PC 주간 

총 사용시간(시간/주)

컴퓨터 211.8 6.0 14.9

노트북 60 6.0 4.5

<표 4-20> PC 사용 현황

* 제1PC사용은 컴퓨터, 추가적인 제2PC사용은 노트북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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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에너지 소비량 변화 영향분석

디지털 시 에 따른 에 지 라이 스타일 변화는 TV의 형화, 제2PC 사용

의 증가 등이 있다. <표 4-21>과 같이 TV 형화에 따른 력소비량은 월 

6.3kWh(93.2%) 증가하 으며, 제2PC 사용증가는 력소비량을 월 1.2kWh 

(8.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 에 따른 생활행동별 주택에 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가생활’

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38.3kWh로 평균 비 19.6%, ‘정보통신’에 사용

하는 주택에 지는 월 17.4kWh로 평균보다 7.1% 증가하 으며 이에 따라 총 

주택에 지는 월 359.1kWh로 평균(351.8kWh)에 비해 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변화내용 소비전력 (W) 사용량 (kWh) 변화량 (kWh)

TV 대형화
40인치 44 6.7 6.3

(93.2%)55인치 85 13.0

제2PC 사용 증가
컴퓨터 211.8 13.6 1.2

(8.5%)컴퓨터+노트북 211.8+60 14.7

<표 4-21> 디지털 시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월 전력소비 변화

* 가전기기 사용시간 설문조사 결과, 현재 판매 중인 가전기기 용량, 소비전력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

생활행동
기준 소비량

(kWh/월)
디지털시대에 따른

변화 요인
소비량

(kWh/월)
변화율

(%)

생활

필수

식생활 138.7 - 138.7 -

위생 50.3 - 50.3 -

조명 37.9 - 37.9 -

난방 37.2 - 37.2 -

냉방 32 - 32 -

소계 296.1 - 296.1 -

사회

생활

여가생활 32 TV 대형화 38.3 19.6

정보통신 16.2 제2PC 사용증가 17.4 7.1

소계 48.2 - 55.7 15.6

합계 344.3 - 351.8 2.2

<표 4-22> 디지털 시대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대에 따른 가전기기 사용변화량을 생활행동별 주택에너지 소비량에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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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여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웰빙

1. 현황

1) 웰빙가전의 등장

2000년 이후 본격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웰빙은 그동안 육체 , 정신  스

트 스에 짓 려 있던 소비자들의 폭발 인 호응과 함께 확산되었다. 고기 

신 생선과 유기농산물을 즐기고, 단 호흡, 요가, 암벽등반 등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한다.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만든 슬로푸드(slow food)를 즐겨 

먹고, 여행, 등산, 독서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웰빙 바람은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가 부문에서는 ‘웰빙가 ’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다양한 연구와 개

발이 집 되고 있다. 웰빙가 의 표는 단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으로 

기존 환경 가 이라 명명되었던 것이 웰빙의 정착과정에서 ‘웰빙가 ’이란 이

름으로 그 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24)

출처：한국전력거래소, 2011

<그림 4-30> 웰빙가전기기의 보급률

24) 한국 력거래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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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웰빙가전기기의 보급률 증대

<그림 4-30>과 <표 4-23>은 웰빙가 기기인 정수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비

데, 음식물처리기의 2011년 보 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수기의 보 률은 가구당 0.40 로 2009년 비 2.6% 증가하 고, 비데 보

률은 가구당 0.35 로 2009년보다 12.9% 증가하 다. 반면, 가습기  음식

물처리기의 보 률은 0.33 , 0.06 로 2009년 비 각각 5.7%, 14.3% 감소하

다.

웰빙가 기기  가습기는 물을 이용하여 가정 내 온도와 습도를 조 하는 

가 기기로 실내환경 개선을 해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가습기가 폐손상의 원인이라는 결과가 밝 지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

다. 환경부는 ‘가습기 피해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을 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습기 피해에 한 소비자들의 우려 탓에 가습기 보 률은 차 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 4-23> 웰빙가전기기의 보급률
(단위：대/가구)

기기명 1993 1995 1997 2000 2002 2004 2006 2009 2011
2009년

대비 증감률
(%)

정수기 - - 0.05 0.15 0.22 0.25 0.36 0.39 0.40 2.6

가습기 0.24 0.24 0.30 0.27 0.29 0.32 0.33 0.35 0.33 -5.7

공기청정기 - - - - - 0.04 0.09 0.09 0.09 0.0

비데 - - - - - - - 0.31 0.35 12.9

음식물처리기 - - - - - - - 0.07 0.06 -14.3

출처：한국전력거래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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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1) 웰빙가전기기 사용증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웰빙에 한 심 증 는 주택 내 라

이 스타일에도 향을 미쳤다. 공기청정기, 비데,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등의 

이른바 ‘웰빙 가 ’의 사용이 그것이다. 가정 내에서 웰빙가 의 추가 인 사용

은 주택에 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 력이 15W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월 력소비량이 4.6kWh 증가하

고, 보 률을 고려하면 평균 력소비량은 월 0.5kWh 증가한다. 이외 비데의 

월 소비 력량은 22.7kWh, 보 률을 고려하면 평균 력소비량은 월 7.9kWh

늘어난다. 정수기의 월 소비 력량은 27.6kWh, 보 률 고려 시 평균 력소비

량은 월 11.04kWh 증가하며, 음식물처리기의 월 소비 력량은 52.8kWh, 보

률 고려 시 평균 력소비량은 3.2kWh 증가한다.

공기청정기, 비데, 정수기, 음식물처리기와 같은 웰빙가 의 사용은 보 률

을 고려하 을 때 월 력소비량을 22.7kWh 증가시킨다. 이는 가정 내 ‘ 생’ 

행동에 의한 월 주택에 지(50.3kWh)를 44.9% 증가시키며, 총 주택에 지(월 

344.3kWh)를 6.6% 증가시킨다.

규 격
웰빙가전 월 소비전력

(kWh)
웰빙가전 보급대수

(대/가구)
웰빙가전 가구 평균 월 소비전력(보급률 고려)

(kWh)

공기청정기 4.6 0.11 0.5

비  데 22.7 0.35 7.9

정수기 27.6 0.4 11.0

음식물처리기 52.8 0.06 3.2

<표 4-24> 웰빙가전기기 사용 현황

* [한국전력거래소, 2011]의 가전기기 보급대수를 활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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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의 대형화

웰빙 바람이 불면서 개인의 생과 련된 가 기기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탁기의 세균을 없애기 한 세제도 여러 가지가 매되고 있으며, 스

을 이용하여 드럼세탁기의 ‘알러지 어’를 내세우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은

나노 입자를 이용해 삶지 않아도 옷을 살균, 항균하는 기능을 갖추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탁기는 사용증가와 함께 형화되었다. 리서치 문업체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되고 있는 일반세탁기  15kg 이상이 2009년 8%에서 

2012년 43%로 5배(수량 기 ) 이상 증가하 지만, 11kg 이하는 2009년 35%에

서 2012년 6%로 히 감소했다.

이러한 상은 드럼세탁기의 매 수량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7kg 

이상 형 드럼세탁기는 2009년 11%에서 2012년 30%로 3배 가까이 증가하

고, 10kg 이상 15kg 미만 드럼세탁기는 2009년 58%에서 2012년 30%로 반 

가까이 어들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19kg의 제품이 출시될 정도로 세탁기는 형화되고 

있지만, 실제 내부 면 만 커질 뿐, 외 상의 크기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용량이 될수록 원심력이 커져서 물살의 힘이 세져 세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형 세탁기를 선호하고 있다.

장조사 결과, 평균 세탁기 용량은 10.7kg이며, 세탁기는 일주일에 3.5일, 주

간 총 4.8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kg 용량의 세탁기를 사용하던 가정이 17kg 형 세탁기를 구입하여, 기존

과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세탁기 형화에 따른 소비 력 증가로 주택에 지 소

비량 한 증가하게 된다.

소비 력이 108.7W인 11kg 용량의 세탁기 사용 시 월 력소비량은 2.2kWh인 

반면, 소비 력이 167.9W인 17kg 용량의 세탁기를 동일한 사용패턴으로 사용할 

경우 월 력소비량은 3.4kWh로 54.5% 증가한다. 이는 가정 내 ‘ 생’ 행동에 

의한 월 주택에 지(50.3kWh)를 2.4% 증가시키며, 월 주택에 지(345.5kWh)도 

0.3%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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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세탁기

소비전력(W)
세탁기

사용 빈도(일/주)
세탁기 주간

총 사용시간(시간/주)
월 소비전력

(kWh)

11kg 108.7 3.5 4.8 2.2

17kg 167.9 3.5 4.8 3.4

<표 4-25> 세탁기 규격별 사용 현황

* 설문조사 결과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11kg 세탁기를 기준으로 작성

* 현재 판매 중인 세탁기 소비전력, 설문조사 결과의 세탁기 사용빈도 및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2) 풍요롭고 세련된 생활공간 조성

건강과 삶의 질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 생활공간의 쾌 성과 공간

의 풍요에 한 욕구가 증 하고 있다. 자 와 깜빡임이 없고, 균일한 원으

로 과 피부에 자극이 없는 친환경, 웰빙조명 기기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웰빙시 의 조명은 직 조명보다, 반간  혹은 간 조명이 부분이다. 은은

하게 체조명을 기본으로 하고, 조명을 추가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곳을 부

각시킨다.

조명부문에서 조명기기의 효율향상과 조명의 다양성과 결합하면서 LED조명

에 한 심이 증가하여 기존 형 등이 LED조명으로 교체되고 있다.

출처：한국전력거래소, 2011

<그림 4-31> 조명기기 종류별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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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사용 증가

LED조명(10W)의 사용은 기존 형 등(40W)에 비해 조명에 사용되는 력소

비량을 크게 감소시켜 주택에 지 소비를 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

조사 결과, 주택 내 평균 구 보유개수는 13.1개이며, 이  30%를 LED조명으

로 교체한다면 ‘조명’ 행동에 의한 월 주택에 지 소비량(37.9kWh)을 23% 감

소시켜 월 8.7kWh를 약하고, 월 주택에 지를 기존 344.3kWh에서 335.6kWh

로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악 다.

구 분
소비전력

(W)
전구 수

전구 사용 빈도
(일/주)

전구 주간 총 사용시간
(시간/주)

월 소비전력
(kWh)

현재 형광등 40 13 7.0 25.1 52.2

교체
형광등 40  9

7.0 25.1
36.1

40.1
LED 10  4 4.0

<표 4-26> 전구 사용 현황

* 가전기기 사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현재 판매 중인 가전기기 소비전력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

3. 주택에너지 소비량 변화 영향분석

웰빙에 한 심 증 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같은 웰빙가 , 형 세탁기, 

LED조명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보 수를 고려한 웰빙가 의 월 력소비량은 공기청정기 0.5kWh, 비데 

7.9kWh, 정수기 11.0kWh, 음식물처리기 3.2kWh이었으며, 형 세탁기 사용으

로 인해 월 1.2kWh의 력이 증가하 다. 그리고 주택 내 조명의 30%를 LED

조명으로 교체 시 월 12.1kWh의 력이 감소하 다.

웰빙에 한 심 증 에 따른 생활행동별 월 주택에 지 소비의 변화는 <표 

4-27>과 같다. ‘ 생’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74.2kWh로 평균보다 47.5% 

증가하 고 ‘조명’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29.2kWh로 평균 비 23% 감

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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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웰빙에 한 심 증 에 따라 총 주택에 지는 월 359.4kWh로 

평균에 비해 4.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행동
월 사용량

(kWh)
보급대수
(대/가구)

보급대수 고려한 월 사용량
(kWh)

공기청정기 사용 4.6 0.11 0.5

비데 사용 22.7 0.35 7.9

정수기 사용 27.6 0.4 11.0

음식물처리기 사용 52.8 0.06 3.2

대형 세탁기 사용
11kg 2.2 1.0 2.2

17kg 3.4 1.0 3.4

LED조명 사용

형광등 13개 52.2 - 52.2

형광등 9개

+LED 4개
40.1 - 40.1

<표 4-27> 웰빙관심 증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월 전력소비 변화

* 웰빙에 관한 관심 증대에 따른 가전기기 사용변화를 가정하여, 현재 판매 중인 가전기기 용량, 소비전력을 기준

으로 작성

생활행동
주택에너지 기준 
소비량 (kWh/월)

웰빙관심 증가에 따른
변화 요인

주택에너지 소비량
(kWh/월)

주택에너지 변화율
(%)

생활

필수

식생활 138.7 138.7 -

위생 50.3
세탁기 대형화, 공기청정기, 

비데,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사용
74.2 47.5

조명 37.9 LED 조명 사용 29.2 -23

난방 37.2 - 37.2 -

냉방 32 - 32 -

소계 296.1 - 311.3 5.5

사회

생활

여가생활 32 32 -

정보통신 16.2 16.2 -

소계 48.2 - 48.2 -

합계 344.3 - 359.5 4.4

<표 4-28> 웰빙관심 증대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웰빙관심 증대에 따른 가전기기 사용변화량을 생활행동별 주택에너지 소비량에 적용하

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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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친환경적 행동 및 의식의 변화, 환경관심 증대

1. 현황

1) 환경문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20세 이상 서울시민 10명  8명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

으며, 84.1%는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이 심각하다’고 단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42.7%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가 자

신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

성이 86.0%로 남성(82.2%)보다 더 높았다. 특히 여성은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

이 45.1%로 남성(40.2%)보다 4.9% 높았다.

환경문제에 해서는 20세 이상 서울시민  94.2%가 생활습  때문에 환경

이 많이 훼손된다는 주장에 동의하 으며, 특히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

도 58.0%로 환경문제에 한 시민들의 인식률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

(95.6%)이 남성(92.7%)보다 동의율이 더 높았으며, 이들 주장에 ‘매우 동의한

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62.9%)이 남성(52.6%)보다 10.3%나 높았다.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2011, 통계로 보는 서울시민의 녹색생활

<그림 4-32> 서울시민의 기후변화 인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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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보도자료, 2011, 통계로 보는 서울시민의 녹색생활

<그림 4-33> 서울시민의 환경문제 인식률

2)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최근 환경  에 지에 한 심이 증 하면서 주택에 지 소비를 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한 표 인 방안은 고효율 가 기기인 

에 지 소비효율등 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에 지 소비효율등 의 인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10.4%가 ‘잘 알고 있다’

라고 답했으며, 50.8%가 ‘ 략 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여, 과반수가 에 지 

소비 효율등 에 해 알고 있었다. 한 에 지효율등 이 높은 제품에 한 

구입의향은 ‘매우 많다’가 30.1%, ‘다소 있다’가 59.5%로 89.6%의 시민이 고효

율 가 기기를 구입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자세히 알고 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10.4% 50.8% 26.4% 12.4% 100.0%

<표 4-29>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인식도

매우 많다 다소 있다 보통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30.1% 59.5% 9.2% 0.7% 0.7% 100.0%

<표 4-30>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의 구입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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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1) 에너지 소비 고효율 기기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기존 3등 의 가 기기를 1등  고효율 가 기기

로 체 시에는 상당한 주택에 지의 소비 감이 가능하다. 냉장고는 3등  소

비 력이 54.59kWh, 1등  소비 력이 39.37kWh로 27.9% 감이 가능하며, 

세탁기는 3등  력이 2.67kWh, 1등  소비 력이 2.49kWh로 6.9% 감이 

가능하다. 에어컨은 3등  소비 력이 284.8kWh, 1등  소비 력이 240.1kWh

로 15.7% 감할 수 있고, TV는 3등  소비 력이 20.07kWh, 1등  소비 력

이 17.94kWh로 10.6% 감할 수 있다.

기 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절감률

(%)
적용범위1등급 소비전력

(kWh)
3등급 소비전력

(kWh)

김치냉장고 15.7 22.4 29.9 용량 200L 초과

냉장고 39.37 54.59 27.9 용량 700L 초과 1,100L 이하

전기밥솥 15.81 19.14 17.4 6인용 초과 10인용 이하

세탁기 2.49 2.67 6.9 8Kg 초과 13Kg 이하

청소기 6.3 6.6 4.5 용량 1,000W 초과 1,200W 이하

선풍기 1.9 2.3 17.4 날개지름 35cm

에어컨 240.1 284.8 15.7 용량 4kW 이상 10kW 미만

TV(LED) 17.94 20.07 10.6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컴퓨터 6.09 6.38 4.6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표 4-31> 고효율등급 제품의 에너지 절감률

출처：에너지관리공단

이와 같이 환경 심 증 에 따라 에 지 소비 고효율등  제품의 사용이 늘

어나면서 생활의 풍요로움 추구를 해 시민들은 고  가 기기, 형 냉장고

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냉장고는 매일 24시간 가동되는 가 기기이

자 주택에 지에 미치는 향이 큰 기기로 장조사 결과, 560L 이하 냉장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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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가구는 30.3%, 561~750L 냉장고를 보유한 가구는 36.8%, 751L 이상 냉

장고를 보유한 가구는 33.2%로 나타났다. 하지만 700L 이하 냉장고들은 에

지 소비효율등 이 낮은 제품이 많아 주택에 지 소비 감에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 ‘효율 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하여 력소비량이 

많은 형 자제품에 해 소형제품보다 강화된 효율기 을 용하여 형제

품의 력소비 감을 유도하고 있다. 가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900L 의 형 냉장고를 에 지 소비효율 1등  제품으로 출시하

고 있는 실정이다.

2) 에너지절약 관련 생활 습관

서울시민의 실생활에서 에 지 약 련 실천 정도를 분석하기 한 설문조

사 결과, 80.8%의 시민이 에 지 약에 한 심을 가지고 있었다. 에 지효

율등 이 높은 가 제품을 우선 으로 구입하는 비율은 81.6%, 에 지 약 캠

페인을 보고 실천에 옮기는 비율은 73.2%, 자제품 미사용 시 원 러그를 

뽑아 기 력을 차단하는 비율은 54.0%로 다수 시민이 에 지 약을 실천

하기 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4> 에너지절약 관련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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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실내온도 유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상자들을 에 지 심도 , , 고의 

3단계로 분류하여 에 지 심 정도에 따른 냉난방 설정온도를 비교하 다. 여

름철 냉방 권장 설정온도는 26℃ 이상이지만, 에 지 심도와 상 없이 다수

의 시민이 20~24℃의 설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겨울철 난방 

권장 설정온도는 20℃ 이하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에 지 심도와는 상 없

이 다수의 시민이 20~24℃의 설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a) 여름철 냉방 설정온도 b) 겨울철 난방 설정온도

<그림 4-35> 에너지관심도에 따른 냉난방 설정온도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2011, 통계로 보는 서울시민의 녹색생활

<그림 4-36> 서울시민의 겨울철 적정실내온도 유지 실천율



제4장 서울시민의 에너지 라이프스타일 영향분석  105

2011년 서울시 가구의 70.1%는 온도계나 보일러의 온도표시 기능 등을 통해 

실내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29.9%는 실내온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온도 확인가능가구(70.1%) 에서 44.9%는 겨울철 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편이고, 25.2%는 유지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관심영역 실 천 률

환경이슈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84.1%)

사람들의 생활습관으로 환경이 많이 훼손되었다 

(94.2%)

친환경 

상품구매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하기 (31.4%)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30.0%)

에너지 절약형 제품 구매하기 (73.5%)

친환경농산물 구매하기 (57.5%)

식품첨가물 확인한 후 구매하기 (57.0%)

리필 가능한 제품(세제류) 구매하기 (80.4%)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대기전력 차단하기 (66.5%)

겨울철 내복입기 실천하기 (49.2%)

고효율 가전기기(냉장고) 사용하기 (62.9%)

적정실내온도 

유지하기

여름철 (50.4%)

겨울철 (44.9%)

자원절약/

재활용 확대

물적약 

습관화하기

양치 컵 사용 (75.9%)

세수할 때 받아서 사용 (66.4%)

샤워 최대한 짧게 하기 (72.8%)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1)
 (90.8%)

프린터 카트리지 재사용하기 (49.8%)

오염물질/

폐기물 감량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1)
 (69.6%)

음식물 낭비 줄이기
1)
 (81.5%)

장바구니 사용하기 (64.6%)

<표 4-32> 서울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율

* 출처：서울시b, 2011 [2011년 기준통계(만 20세 이상), 1) 2010년 기준 (만 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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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출되는 많은 기요  때문에 시민들의 에 지 약에 한 심은 

높으나 실질 으로 에 지 약을 해 노력하거나 실천하는 가구의 비율이 낮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서울시민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 지 

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20세 이상 서울시민  49.2%는 에 지 약을 해 겨울철 내복 입기를 실

천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33.7%는 ‘항상’, 15.5%는 ‘자주’ 입고, 여성(51.7%)

이 남성(46.6%)보다 내복 입기 실천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주택에너지 소비량 변화 영향분석

환경에 한 심 증 에 따라 기존 에 지 소비효율등  3등  제품을 사용

하던 가정이 1등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김치냉장고는 6.7kWh(29.9%), 냉장

고는 15.22kWh(27.9%), 기밥솥은 3.33kWh(17.4%), 세탁기는 0.2kWh(6.9%), 

청소기는 0.4kWh(4.5%), 선풍기는 0.4kWh(29.9%), 에어컨은 11.2kWh(15.7%), 

TV는 2.13kWh(10.6%), 컴퓨터는 0.29kWh(4.6%) 감할 수 있다.

환경 심 증 에 따른 생활행동별 주택에 지 소비변화를 살펴보면 <표 

4-34>와 같다. ‘식생활’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113.5kWh로 18.2%, ‘

생’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49.8kWh로 1%, ‘냉방’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20.7kWh로 35.2%, ‘여가생활’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29.9kWh로 

6.7%, ‘정보통신’에 사용하는 주택에 지는 월 15.9kWh로 1.8%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환경 심 증 에 따른 총 주택에 지 소비량은 월 304.9kWh로 평

균 비 1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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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절감량
(kWh)

절감률
(%)

1등급 소비전력 (kWh) 3등급 소비전력 (kWh)

김치냉장고 15.7 22.4 -6.7 -29.9

냉장고 39.37 54.59 -15.2 -27.9

전기밥솥 15.81 19.14 -3.3 -17.4

세탁기 2.49 2.67 -0.2 -6.9

청소기 6.3 6.6 -0.3 -4.5

선풍기 1.9 2.3 -0.4 -17.4

에어컨 240.1 284.8 -11.2 -15.7

TV(LED) 17.94 20.07 -2.1 -10.6

컴퓨터 6.09 6.38 -0.3 -4.6

<표 4-33> 환경관심 증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월 전력소비 변화

* 가전기기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별 소비전력을 적용하여 계산

생활행동
기준 소비량

(kWh/월)
환경관심 증가에 따른

1등급 사용 제품
에너지 소비량

(kWh/월)
에너지 변화율

(%)

생활

필수

식생활 138.7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113.5 -18.2

위생 50.3 청소기, 세탁기 49.8 -1

조명 37.9 - 37.9 -

난방 37.2 - 37.2 -

냉방 32 에어컨, 선풍기 20.7 -35.2

소계 296.1 - 259.1 5.5

사회

생활

여가생활 32 TV 29.9 -6.7

정보통신 16.2 컴퓨터 15.9 -1.8

소계 48.2 - 45.8

합계 344.3 - 304.9 -11.5

<표 4-34> 환경관심 증대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환경관심 증대에 따른 가전기기 소비효율 증가, 전력소비량 변화를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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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결

1. 주택에너지 소비량의 변화와 영향분석

이 연구에서는 라이 스타일의 변화요인이 주택에 지 소비에 미치는 향

을 악하기 해 생활행동별/ 가구당 주택에 지 소비량의 변화와 향도에 

해 분석하 다.

요인 주택에너지 소비량 변화

1인가구 증가

1인용 싱글가전 보유 증대

- 기존의 과용량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를 싱글가전으로 교체

- 디지털 시대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결과 3.9% 감소

맞벌이 증대

주택 거주시간 감소, 냉장고, 세탁기의 대형화, 조명과 가전기기의 사용시간 감소, 

자동화기기 보유 증대 

- 외벌이 대비 맞벌이 주택 거주시간 25% 감소

- 전기밥솥 사용 5.1% 감소, 조명 점등시간 17.4%, TV 시청 5.5% 감소

- 에어컨 사용시간 40.4%, 자동화기기 사용 증가

- 디지털 시대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결과 5.5% 증가

디지털 시대

디지털 기기 보유량 및 사용시간 증가, TV의 대형화

- 제2PC(노트북, 태블릿 PC) 사용시간 30% 증가

- TV 대형화로 인해 주택에너지 소비량 증가

- 디지털 시대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결과 2.2% 증가

웰빙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웰빙가전기기 보유 증가, LED조명 사용 증가

- 정수기 2.6%, 가습기 5.7%, 비데 12.9% 증가

- 세탁기 대형화로 인해 주택에너지 소비량 증가

- LED조명 사용으로 인해 주택에너지 소비량 23% 감소

- 디지털 시대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결과 4.4% 증가

환경관심 증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3등급 → 1등급의 고효율 제품 사용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 가전기기(김치냉장고,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TV, 컴퓨터) 사용으로 주택에너지 소비량 감소

- 디지털 시대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결과 11.5% 감소

<표 4-35>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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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가구 증가

2000년 비 2010년 1인가구는 70.2% 증가하 으며, 4인가구는 18.4% 감소하

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싱 가 이 보 되고 있다. 기존 1인가구가 주로 사용

하던 9.8kg 용량의 세탁기를 3.2kg 용량의 소형(싱 가 ) 세탁기로 교체할 경우 

세탁기의 월 소비 력이 3.9kWh에서 2.3kWh로 감소(42.0%)하며, 452L 냉장고 

신 82L 소형 냉장고를 사용할 경우 냉장고의 월 소비 력은 28.5kWh에서 

12.9kWh로 감소(54.7%)한다. 한 기존 6인용 기밥솥 신 1인용 기밥솥을 

사용할 경우 취사에 사용되는 력이 월 17.8kWh에서 5.0kWh로 감소(71.9%)하

며, 보온에 사용되는 력은 월 44.8kWh에서 21.1kWh로 감소(52.9%)한다.

이를 종합 분석한 결과 1인가구가 싱 가 을 사용함에 따라 총 주택에 지 

소비량은 344.3kWh에서 330.8kWh로 3.9% 감소하게 된다.

2) 맞벌이 증대

2012년 체 가구  43.5%가 맞벌이 가구이다. 맞벌이 증 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 감소 요인으로는 조명시간, 가 기기 사용시간, 취사도구 사용 감소 

등이 있다. 맞벌이는 외벌이보다 거주시간이 25% 감소하며 이로 인해 조명

등시간이 17.4% 감소하고, TV 시청시간이 5.5% 감소한다. 한 맞벌이에 따른 

외식증가로 기밥솥 사용이 5.1% 어든다.

반면 맞벌이 증 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 증가 요인으로는 에어컨사용 증

가, 자동화기기 사용증가 등이 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에어컨 

이용에 심리  부담감이 어 에어컨을 40.4% 더 사용하며, 식기세척기 등의 

자동화기기도 더 사용한다.

맞벌이 가구의 증 에 따른 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주택에 지 소비량은 

총 5.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0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에너지 소비량 분석

3)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 의 도래로 가정 내 디지털기기 보유량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형 TV의 보 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택에 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2PC 사용의 증가로 인해 력 소비가 1.2kWh 증가하

며, 형 TV 사용으로 인해 력소비량이 6.7kWh에서 13.0kWh로 증가(93.2%)

한다.

디지털 시 의 도래에 따른 향을 종합분석한 결과 총 주택에 지는 2.2%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4) 웰빙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빙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 웰빙가

의 보유와 형 세탁기의 사용이 늘어났다. 보 률을 고려한 웰빙가 의 월 평

균 력소비량은 공기청정기 0.5kWh, 비데 7.9kWh, 정수기 11.0kWh, 음식물처

리기 3.2kWh로 나타났으며, 형 세탁기 사용으로 인해 력소비량이 2.2kWh

에서 3.4kWh로 ‘ 생’에 사용되는 력을 23.9kWh 증가(47.5%)시켰다.

그리고 가정 내 생활공간의 쾌 성과 공간의 풍요에 한 욕구가 커짐에 따

라 LED조명이 확산되고 있다. LED조명은 기존 형 등에 비해 소비 력이 낮

아 가정 내 구의 30%를 LED로 교체 시 ‘조명’에 사용되는 력을 37.9kWh

에서 29.2kWh로 23% 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웰빙에 한 심 증 는 주택에 지를 증가시키는 요인과 감소시

키는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데, 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웰빙에 한 심 증 는 

총 주택에 지를 4.4% 증가시키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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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관심 증대

다수의 서울시민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에 지 약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시민들의 환경 심이 실천될 경우 주택

에 지 소비량은 히 어들 수 있다.

에 지 소비효율등  3등  제품을 사용하던 가정이 1등 의 고효율 제품으

로 교체 시, 냉장고는 27.9%, 세탁기는 6.9%, 에어컨은 15.7%, TV는 10.6% 

감할 수 있다. 이외 극 인 기 력 차단, 냉난방 권장설정온도 지키기 등 

다양한 에 지 약 방법을 실천한다면 총 주택에 지는 11.5%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37>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에너지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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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지 소비량은 1인가구 증가로 3.9%, 환경 심 증 로 11.5% 감소하

고, 맞벌이 증 로 5.5%, 디지털 시  도래로 2.2%, 웰빙 추구로 4.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의 라이 스타일 변화요

인들이 주택에 지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가지 라이 스타일 변화요인  환경 심 증 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 

감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 지 약에 한 심이 증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에너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전기기 사용패턴

가정에서는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를 비롯한 형가 부터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 자 인지 등의 소형가 까지 다양한 가 기기가 사용된다. 주

택에 지 소비 감을 해서는 라이 스타일의 변형이 필요하다. 에 지 라이

스타일은 가 기기의 사용패턴에 따라 변하므로, 주택에 지 소비패턴에 

한 분석에 따라 그 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에 지 라이 스타일에 따른 가 기기 사용패턴(<그림 4-38> 참조)은 500가

구를 상으로 수집된 일주일 동안 가 기기의 사용률과25) 재 시장에서 매 

인 가 기기의 소비 력  기 력 자료26)를 토 로 연구결과를 반 하여 

작성하 다. 가 기기 사용률을 조사하고 사용시간 별로 주로 사용되는 가

의 력사용량과 효율을 고려하여 하루의 라이 스타일에 따라 분석하여 가

기기별로 평균 결과를 도출하 으며, 하루동안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가 기기

들의 사용패턴을 악하 다. 그 결과 TV는 오  7~9시, 오후 19~23시 사이에 

사용이 집 되며, 세탁기는 오  10~11시, 오후 18~21시, 에어컨은 오후 12~14

시, 18~21시, 기다리미는 오  8~12시, 오후 19~22시, 컴퓨터는 오후 18~24

25) 한국 력거래소의 ‘가 기기별 력 소비행태’에 한 정  자료 수집을 해 표본으로 선택

된 4,000가구  16개 시도별로 임의 배분하여 500가구 선정

26) 에 지 리공단, 효율 리제도 에 지 소비효율등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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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주로 사용한다. 기밥솥의 취사는 오  6~8시, 오후 18~19시, 기밥솥의 

보온 사용은 오  8시에 가장 많고 하루 24시간 내내 사용률이 높다. 자 인

지는 오  8~9시, 오후 13~14시, 오후 18~21시, 진공청소기는 오  8~11시, 오

후 18~21시, 헤어드라이기는 오  7~9시, 오디오는 오  9~12시, 오후 17~23시

에 그 사용이 집 된다.

생활행동 가전기기 연간 사용시간
소비전력 연간 소비전력

W 순위 kWh 순위

생활

필수

식생활

전기밥솥(취사) 367 1,077.1 6 417.8 3

전기밥솥(보온) 4,698 100.7 12 505.6 1

전자레인지 65 1,149.9 5 75.5 13

일반냉장고 8,760 57.0 15 499.6 2

김치냉장고 8,760 21.4 16 187.1 7

위생

세탁기 237 215.5 8 58.3 14

진공청소기 135 1,154.7 4 156.1 10

전기다리미 70 1,255.0 2 96.1 12

가습기 346 62.3 13 23.6 16

사회

생활

주거환경

에어컨 206 1,750.3 1 357.8 4

선풍기 593 59.0 14 35.0 15

전기장판/담요 790 174.8 10 146.1 11

전기난로 230 1,157.0 3 290.2 6

전기히터 193 814.1 7 158.1 9

여가생활 TV 1,837 162.8 12 298.6 5

정보통신 컴퓨터 867 211.8 9 186.9 8

<표 4-36> 가전기기의 연간 사용시간 및 소비전력

* 순위는 소비전력 및 연간 전력사용이 많은 가전기기를 1위로 표시함

* 출처：한국전력거래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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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에너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전기기 사용패턴

<그림 4-39>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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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생활행동별로 분류 시, TV, 컴퓨터, 오디오와 같은 사회생활행동을 

한 가 기기는 주로 그 사용시간이 퇴근 이후인 오후 18시 이후에 집 되며, 

생활필수행동의 식생활에 해당하는 기밥솥, 자 인지와 같은 취사용 가

기기는 아침, 심, 녁 식생활 시간 에 그 사용이 집 된다. 특히 기밥솥의 

보온사용은 하루 24시에 걸쳐 있어 주택에 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세탁기, 기다리미, 진공청소기와 같은 생  가사와 련된 

가 기기는 오  8~10시, 오후 19~21시 사이에 그 사용이 분포하여, 업주부

가 가족들의 출근  등교 이후 사용하거나, 맞벌이 가구가 퇴근 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헤어드라이기는 출근시간 인 오  7~9시에 사용이 집 되

며, 에어컨은 외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2~14시와 퇴근 이후 시간 인 18~21시

에 높은 사용률을 보인다.

가 기기 사용에 의한 주택에 지 소비는 부분 하루  출근시간 인 오  

7~9시, 퇴근 이후 시간 인 오후 6~22시에 집 되는 상을 보여 가정 내 피크

력부하를 발생시킨다. 한 기밥솥의 취사, 헤어드라이기의 사용은 기기의 

소비 력이 높고, 사용시간이 집 되어 다른 가 기기에 비해 시간당 사용되는 

에 지 소비량이 높다. 아울러 소비 력이 높은 에어컨과 24시간 사용하는 

기밥솥의 보온은 주택에 지 소비량에 큰 향을 미친다.

<그림 4-40> 가구당 가전기기 사용패턴과 주택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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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는 평균 가 기기 사용 비율에 따른 력소비량을 나타낸 것이

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가구가 주요 가 기기를 평균 시간 동안 사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4-40>과 같다.

평균 인 가 기기 사용비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력피크 정도가 더 

높고, 기밥솥의 취사, 헤어드라이기, 오디오, 에어컨과 같은 소비 력이 높으

며 단시간 집 으로 사용되는 가 기기들에 의한 력소비량 증가가 더 뚜렷

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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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택에너지 절감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제1절 전력피크 완화 방안

1. 에너지다소비 가전기기의 이용시간대 변경

가정 내에서는 출근시간 (7~8시), 심 비시간 (11시), 퇴근 이후 시간

(19~21시)에 력피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력피크 시간 에는 에 지다소비 

가 기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다른 시간 로 옮겨 사용하는 등 에 지 사용시간

을 분산해 력피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5-1> 에너지절약 실천 가구의 전력피크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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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력피크를 이기 한 방안들의 실천 효과에 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5-1>과 같다. 먼  가 기기 기 력을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력소

비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으로 가정에서는 하루 부분의 시간 동안 

기밥솥을 보온모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식생활 30분 에 재보온하여 사용

할 경우 상당한 력소비를 감할 수 있다. 한 출근시간 에 습 으로 켜

놓는 TV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출근시간  력소비를 일 수 있으며, 소비

력이 큰 에어컨 사용시간을 하루 20%(30분) 임으로써 오후시간 에 많은 

력소비량을 일 수 있다.

아울러 가정에서 가 기기가 사용되고, 력소비가 가장 큰 퇴근 이후 시간

에는 소비 력이 큰 진공청소기, 오디오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기다리미, 

세탁기 등의 가사에 필요한 가 기기는 력피크시간인 오  7~8시, 오후 

19~21시를 피해 다른 시간 에 사용함으로써 력피크를 일 수 있다.

가능하다면 자율 출⋅퇴근제도를 선택하여 출퇴근시간 의 변경으로 피크시

간을 조 하거나 심시간을 조 함으로써 동시에 력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

는 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다.

자율 출⋅퇴근제도 도입하면 력사용량이 증하는 출근 비 시간 의 

력수 을 분산시켜 력피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 제도는 부분 회사의 일

률 인 9시 출근을 한 7~8시의 출근 비시간 를 8시 출근을 한 6~7시의 

출근 비시간 로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다. 자율 출⋅퇴근제도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가구  2%의 출근시간 만 분산하여도 1만 7,000kWh(1시간 동안 형

등 42,000개27)를 동시에 사용하는 력에 해당)를 피크시간 에서 감시켜 

피크 증가 기여율의 4.9%를 완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겨울철 력 사용이 증하는 시간 의 에 지 수  

안정을 해 올해 한시 (1월 9일~2월 8일)으로 한 달 동안 ‘ 심시간 1시간 앞

27) 2.01kWh(오  8시 력 사용량) × 418,000가구(서울시 가구 수) × 0.02(2%) =

16,803kWh, 16,803kWh/40W(형 등 1개 소비 력) = 42,0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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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기’를 시행하 다. 심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긴 결과 1만 

8,400kW를 피크시간 에서 감시켜 피크 증가 기여율의 5.3%에 해당하는 

력이 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서울시는 ‘그린터치28)’ 로그램을 활성화

해 올해 겨울철 한 달 동안 17,591kWh을 감하 다.

이러한 사례를 정책 으로 극 활용함으로써 라이 스타일의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가구 내 가 기기를 에 지 소비효율등 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

여 사용할 경우 주택에 지를 감할 수 있다. 에 지 소비효율등  3등 의 가

기기를 사용하던 가구가 1등  제품으로 교체해 사용할 경우, 하루 력사용

량은 25.4kWh에서 22.4kWh로 11.6% 일 수 있다.

2.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행태의 가전기기 우선적 사용 중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 기기는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보 률이 계속 

증가하여 가정에서의 기 요  부담 증가뿐 아니라 국가 으로도 력 수요에 

미치는 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용 기요 은 진제가 용되므로, 일

상 으로 사용되는 가 기기의 력소비를 감안해 력소비가 많은 가 기기

의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겨울철 력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 에는 력 수요가 집 되어, 

비 력이 부족해지면서 력공 이 단되어 규모 정 이 발생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이 시간 에는 불필요한 기 사용을 최 한 자제하여 력 안정화

에 동참하여야 한다.

28) 심시간 등 일정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직원들의 컴퓨터를 자동으로  모드

로 바꿔주는 로그램



122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에너지 소비량 분석

출처：통계청, 2005, 주택용 계절별 전력부하

<그림 5-2> 여름철/겨울철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

특히 열 환 과정을 거스르는 비효율 인 에 지 소비 형태의 력사용 기기

인 기냉방/난방기기의 사용은 우선 으로 지하여야 하며, 력소비가 많은 

가 기기가 에 지 낭비를 조장하게 되므로 력피크 시간 의 사용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진공청소기, 자 인지, 기밥솥 등：소비 력

이 큰 가 기기의 사용을 지하거나 력피크 시간 를 피해 사용

－ TV, 컴퓨터 등 기타 가 기기：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 력을 차단

3.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높은 가전기기 사용

가 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에 지 소비효율등 을 반드시 확

인하고 1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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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월간소비전력량(kWh/월) 에너지 소비

절감률(%)
적용범위

1등급 3등급

에어컨 240.10 284.80 15.7 용량 4kW 이상 10kW 미만

김치냉장고 15.70 22.40 29.9 용량 200L 초과

TV(LED) 17.94 20.07 10.6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선풍기 1.90 2.30 17.4 날개지름 35cm

진공청소기 6.30 6.60 4.5 용량 1,000W 초과 1,200W 이하

냉장고 39.37 54.59 27.9 용량 700L 초과 1,100L 이하

세탁기 2.49 2.67 6.9 8kg 초과 13kg 이하

전기밥솥 15.81 19.14 17.4 6인용 초과 10인용 이하

컴퓨터 6.09 6.38 4.6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형광등 9.17 9.32 1.6 둥근형 40W

<표 5-1> 가전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 에너지 소비절감률：3등급 제품 사용 대비 1등급 제품 사용 시의 월간소비전력량 절감 비율

* 출처：에너지관리공단

4.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가 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기 력을 최소화한 기 력 감 우수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 으로 

슬립모드, 기모드 등의 최소 력모드로 환되어 에 지를 약한다.

가전기기 평균 대기전력 소비량(W) 가전기기 평균 대기전력 소비량(W)

셋톱박스 12.3 오디오 4.4

인터넷 모뎀 6.0 유무선 공유기 4.0

스탠드형 에어컨 5.8 DVD 3.7

보일러 5.8 전기밥솥 3.5

오디오 스피커 5.6 전자레인지 2.2

홈 시어터 5.1 컴퓨터 2.6

비디오 4.9 프린터 2.6

<표 5-2> 가전기기의 대기전력 소비현황

출처：한국전기연구원, 2011, 대한민국 대기전력 실측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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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저에너지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싱글(1인)가구

도미솔(30), 회사원, 강남 단독주택 원룸 거주

가전기기 용량 소비전력(W) 주간사용시간 월간 소비전력(Wh)

전기밥솥(취사) 6인용 890.0 3.5 12,460.00

전기밥솥(보온) 6인용 320.3 31.5 40,357.80

전자레인지 20L 1000.0 0.9 3,600.00

냉장고 452L 39.6 168.0 26,611.20

세탁기 9.8kg 105.6 9.3 3,928.32

진공청소기 - 1230.3 1.3 6397.56

전구 - 40.0 27.6 1,104.00

에어컨 6평 660.0 13.3 35,112.00

선풍기 14인치 42.0 25.6 4,300.80

전기장판 1인용 150.0 31.1 18,660.00

TV 31인치 48.0 31.8 6,105.60

컴퓨터 - 211.8 17.1 14,487.12

<표 5-3> 1인가구 주택의 가전기기 소비전력

* 가전기기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현재 판매 중인 가전기기 용량, 소비전력을 적용하여 계산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는 도미솔

“아침 출근 비를 하면서 TV를 틀어 놓았어요”

- 크게 TV를 틀어 놓거나 TV화면의 시간을 보며 출근 비를 하는 경우, 필요

없는 력을 낭비

- 출근 비 시간 동안(1시간) TV 사용 자제：월 1.0kWh(16%) 감

주간 사용시간 변경：31.8시간 → 26.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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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조명을 켜는데...

“형 등에 불이 안 들어와요”

- 조명기기 교체 시 고효율 조명으로 바꾸면 에 지를 약

- 특히 에 지 효율이 극히 낮은 백열등은 자제

- 기존 형 등을 LED 램 로 교체：월 19.9kWh(75%) 감

1인가구 보유 구 수 7개, 형 구 수 1개, 기존 40W 형 등 → 10W 

LED 램 로 교체

식생활을 위해 주방에서 요리하는 도미솔

“조리 후 남은 밥은 기밥솥의 보온기능을 사용해 보 해요”

- 밥을 3시간 이상 보온하면 새로 밥을 짓는 것과 동일한 력이 소비

- 보온기능 미사용：월 40.4kWh 감

기밥솥 6인용, 보온 소비 력 320.3Wh, 주 31.5시간 사용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 냉장고에 내용물이 많아지면 냉각효율이 떨어져 력소비량이 증가

- 냉장고 60% 채우기：월 1.9kWh(7%) 감

냉장고 내 음식물 용량 80% → 60%

냉장고 내에 음식을 10% 증가시키면 력소비량 3.6% 증가

저녁 식사 후,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사용 후 러그를 뽑지 않고 원만 꺼요”

- 컴퓨터의 평균 기 력 소비량은 2.6W로 사용시간 외에 러그를 뽑아 

력소비 감 가능

- 사용시간 외에 러그 뽑기：월 1.7kWh 감



126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에너지 소비량 분석

도미솔,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고 있어요

“청소기를 사용하다 흡입력이 무 약하다 생각될 때만 필터를 청소해요”

- 필터  먼지통을 청소하면 좀 더 낮은 강도로 청소를 할 수 있어 력소비

량을 감

- 청소기 필터 비우기  한 단계 낮게 사용：월 0.64kWh(10%) 감

청소기 필터 비우기  한 단계 낮게 사용 시 력소비량 10% 감소

“깨끗한 세탁을 해 세탁은 따뜻한 물로 해요”

- 세탁기를 돌릴 때 소비되는 에 지의 90%가 물을 데우는데 소비되기 때문

에 세탁물의 온도를 낮게 설정

- 찬물 세탁：월 1.2kWh(30%) 감

따뜻한 물 → 찬물로 세탁하면 력사용량 30% 약 가능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추운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도미솔

“도미솔은 무 더워 에어컨을 틀었어요”

- 에어컨 1 는 선풍기 30 가 사용하는 력을 소비

- 선풍기 체 사용：월 32.9kWh(93%) 감(평균 월 8.2kWh)

에어컨(660W) 사용 주 13.3시간 → 선풍기(42W) 사용으로 체

“추운 겨울밤, 도미솔은 기장 에 워 잠이 들었어요”

- 겨울철 기장  신 내복 는 담요 사용 등을 통해 에 지를 약 가능

- 기를 사용한 난방기기는 에 지를 비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를 자제하고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이 유리

- 기장  미사용：월 18.7kWh 감(평균 월 4.7kWh)

기장  1인용, 소비 력 150Wh, 주 31.1시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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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형 라이프스타일로 30%를 저감

<표 5-4>는 1인가구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 실천 시 력소비량의 감량 

 감액을 분석한 결과이다. 출근 비시간 TV 사용을 1시간 자제하면 월 160원

(1.0kWh) 약할 수 있으며, 주택 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시 월 3,174원

(19.9kWh), 기밥솥의 보온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월 6,444원(40.4kWh), 냉장고 

60% 채우기를 실천하면 월 303원(1.9kWh), 컴퓨터 사용하지 않을 때 러그를 

뽑아 기 력을 차단하면 월 271원(1.7kWh)이 약될 수 있다. 한  청소기 

필터를 청소하고 한 단계 낮게 사용하면 월 102원(0.6kWh), 세탁기 사용 시 찬물

세탁으로 사용하면 월 188원(1.2kWh),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선풍기로 

체 사용하면 월 1,312원(8.2kWh), 겨울철 기장  사용을 자제하고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하면 월 746원(4.7kWh) 약이 가능하다. 이를 모두 수행 시 디지털

시 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량 향분석을 30.2%(79.6kwh) 감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에 지 소비 액 35,052원을 36.2%(12,699원) 일 수 있다.

저에너지형 라이프스타일
저감량

(kWh/월)
저감액
(원/월)

연간 저감량
(kWh/년)

연간 저감액
(원/년)

전기밥솥 보온기능 미사용 40.4 6,444 484.8 77,326 

냉장고 60% 채우기 1.9 303 22.8 3,637 

청소기 필터청소/한 단계 낮게 사용 0.6 102 7.7 1,225 

세탁기 찬물세탁 1.2 188 14.1 2,256 

LED 조명 교체 19.9 3,174 238.8 38,089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 8.2 1,312 98.7 15,743 

전기장판 미사용 4.7 746 56.1 8,948 

출근준비시간 TV 사용자제 1.0 160 12.0 1,914 

컴퓨터 플러그 뽑기 1.7 271 20.4 3,254 

합  계 79.6 12,699 955.4 152,390 

기준 전력사용량(kWh) 264 35,052 3168.0 420,618 

저감 비율(%) -30.2% -36.2% -30.2% -36.2%

<표 5-4> 1인가구 저에너지형 라이프스타일의 에너지 소비량

* 주택에너지 소비 저감금액은 한국전력 전력량요금 단가 159.5원을 기준으로 산정

* 전체 가구 중 91.5%가 해당하는 전력누진단계 1~4단계의 평균 전력단가를 적용

* 한국전력 누진단계별 수용분포 및 주택용 전력량 요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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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동
주택에너지

(kWh)

저에너지형
주택에너지

(kWh)

저감량
(kWh/월)

저감액
(원/월)

주택에너지
절감률

(%)

생활

필수

식생활 106.4 64.1 42.3 6,747 -39.8

위생 38.5 36.7 1.8 290 -4.7

조명 29 9.1 19.9 3,174 -68.6

난방 28.5 23.8 4.7 746 -16.4

냉방 24.6 16.4 8.2 1,312 -33.4

사회

생활

여가생활 24.6 23.6 1.0 160 -4.1

정보통신 12.4 10.7 1.7 271 -13.7

합계 264 184.4 79.6 12,699 -30.2

<표 5-5> 1인가구 저에너지형 생활행동에 따른 주택에너지 절감량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가전기기 사용 및 생활행동별 주택에너지, 현재 판매 중인 가전기기 소비전력을 적용하여 

계산

* 주택에너지 소비 저감금액은 한국전력 전력량요금 단가 159.5원을 기준으로 산정

* 전체 가구 중 91.5%가 해당하는 전력누진단계 1~4단계의 평균 전력단가를 적용

* 한국전력 누진단계별 수용분포 및 주택용 전력량 요금 참고

1인가구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에 따른 가 기기 사용을 주택 내 생활행

동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에 지형 라이 스타일은 기존 ‘조명’

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68.6%(월 3,174원) 감할 수 있으며, ‘난방’에 사용

되는 주택에 지를 16.4%(월 746원), ‘냉방’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33.4% 

(월 1,312원), ‘여가생활’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4.1%(월 160원), ‘정보통신’

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13.7%(월 271원), ‘ 생’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4.7%(월 290원), ‘식생활’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39.8%(월 6,747원) 감할 

수 있다.

1인가구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량 분석 결과 

에 지형 라이 스타일에 의해 주택에 지 소비는 30.2%(264kWh → 184.4kWh) 

감이 가능하 고, 주택에 지 소비 액은 36.2%(35,052원 → 22,352원)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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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1인가구 저에너지형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저감

2. 도레미 가족(3인 가구)

도파파(아빠, 40), 도미미(엄마, 38), 도레미(10), 맞벌이 가구, 서초 아파트 거주

가전기기 용량 소비전력(W) 주간사용시간 월간 소비전력(Wh)

전자레인지 20L 1000.0 1.0 4,000.00

전기밥솥(취사) 10인용 1100.0 7.0 30,800.00

전기밥솥(보온) 10인용 453.1 63.1 114,362.44

냉장고 830L 45.8 168.0 30,777.60

김치냉장고 185L 17.5 168.0 11,760.00

세탁기 12kg 135.4 15.0 8,124.00

진공청소기 - 1230.3 2.0 9842.40

전구 - 40.0 27.8 1,112.00

에어컨 23평 2450.0 13.0 127,400.00

선풍기 14인치 42.0 33.5 5,628.00

전기장판 2인용 260.0 35.9 37,336.00

TV 46인치 90.0 39.6 14,256.00

컴퓨터 - 211.8 15.6 13,216.32

<표 5-6> 3인가구 주택의 가전기기 소비전력

 

* 가전기기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현재 판매 중인 가전기기 용량 및 소비전력을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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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생활을 위해 주방에서 분주히 요리하는 도미미씨

“남은 밥은 기밥솥의 보온기능을 사용해 보 했다가 녁에 먹어요”

- 밥을 3시간 이상 보온하면 새로 밥을 짓는 것과 동일한 력이 소비

- 보온기능 미사용：월 114.4kWh 감

기밥솥 10인용, 보온 소비 력 453.1Wh, 주 63.1시간 사용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 냉장고에 내용물이 많아지면 냉각효율이 떨어져 력소비량이 증가

- 냉장고 60% 채우기：월 2.3kWh(7%) 감

냉장고내 음식물 용량 80% → 60%

냉장고 내에 음식을 10% 증가시키면 력소비량 3.6% 증가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꾸 열어서 확인해요”

- 냉장고 문을 자주 열거나 열어두면 찬 공기가 빠져 나가고 그만큼 더운 공

기가 들어가게 되므로 다시 냉각하는데 큰 소력 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 냉장고 문 여는 횟수, 하루 4회 이기：월 0.4kWh(1.4%) 감

하루 4회 더 문을 열면 월간 력소비량 1.4% 증가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는 도파파씨

“아침 출근 비를 하면서 TV를 틀어 놓았어요”

- 출근 비 시간 동안(1시간) TV 사용 자제：월 1.8kWh(12.6%) 감

주간 사용시간 변경：39.6시간 → 34.6시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조명을 켜고 있어요.

“형 등에 불이 안 들어와요”

- 조명기기 교체 시 고효율 조명으로 바꾸면 에 지를 약

- 특히 에 지 효율이 극히 낮은 백열등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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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형 등을 LED 램 로 교체：월 33.0kWh(75%) 감 

1인가구 보유 구 수 14개, 형 구 수 2개, 기존 40W 형 등 → 10W  

LED 램 로 교체

퇴근 후,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는 도미미씨

“청소기를 사용하다 흡입력이 무 약하다 생각될 때만 필터를 청소해요”

- 필터  먼지통을 청소하면 좀 더 낮은 강도로 청소를 할 수 있어 력소비

량을 감

- 청소기 필터 비우기  한 단계 낮게 사용：월 1.0kWh(10%) 감

청소기 필터 비우기  한 단계 낮게 사용 시 력소비량 10% 감소

“세탁기는 일주일에 세 번씩 돌려요”

- 세탁기의 에 지 소비는 세탁물의 양보다 사용횟수를 이는 것이 에 지 

약

- 세탁기 사용횟수 이기：월 0.5kWh(33%) 감

월 사용횟수 이기：12회 → 8회

도레미는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사용 후 러그를 뽑지 않고 원만 꺼요”

- 컴퓨터의 평균 기 력 소비량은 2.6W로 사용시간 외에 러그를 뽑아 

력소비량을 감

- 사용시간 외에 러그 뽑기：월 1.7kWh 감

더운 여름,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도레미 가족

“ 무 더운 여름, 선풍기를 강한 바람으로 틀어요”

- 선풍기를 약한 바람으로 사용하면, 강한 바람에 비해 30% 정도 에 지 

약이 가능

- 선풍기 약한 바람 사용：월 1.7kWh 감(평균 월 0.4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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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에어컨의 설정온도는 24℃”

- 여름철 실내 정 냉방온도는 26℃ 이상으로 냉방온도 1℃ 조  시 7%의 

에 지가 감

- 권장 냉방온도(26℃) 수：월 17.8kWh(14%) 감(평균 월 4.5kWh)

실내 냉방온도 변경：24℃→26℃

겨울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도레미 아빠, 엄마

“난방비를 이기 해 기장 을 사용해요”

- 겨울철 기장  신 내복 는 담요 사용 등을 통해 에 지를 약

- 기를 사용한 난방기기는 에 지를 비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를 자제하고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이 바람직

- 기장  미사용：월 37.3kWh 감(평균 월 9.3kWh)

기장  2인용, 소비 력 260Wh, 주 35.9시간 사용

저에너지형 라이프스타일로 42%를 저감

<표 5-7>은 3인가구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 실천 시 력소비량의 감

량  감액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밥솥의 보온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월 

18,247원(114.4kWh) 약할 수 있으며, 냉장고 60% 채우기를 실천하면 월 6378

원(2.3kWh), 냉장고 문 여는 횟수를 하루 4회 이면 월 64원(0.4kWh), 출근 비

시간 TV 사용을 1시간 자제하면 월 287원(1.8kWh), 주택 내 조명을 LED 조명으

로 교체하면 월 5,264원(33.0kWh), 청소기 필터를 청소하고 한 단계 낮게 사용하

면 월 160원(1.0kWh)이 약될 수 있다. 한, 세탁기 사용횟수를 이면 월 80

원(0.5kWh),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의 러그를 뽑아 기 력을 차단하면 월 

271원(1.7kWh), 여름철 선풍기를 약풍으로 사용하면 월 68원(0.4kWh), 에어컨 

권장설정온도(26℃)를 수하면 월 710원(4.5kWh), 겨울철 기장  사용을 자

제하고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하면 월 1,487원(9.3kWh) 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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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형 라이프스타일
저감량

(kWh/월)
저감액
(원/월)

연간 저감량
(kWh/년)

연간 저감액
(원/년)

전기밥솥 보온기능 미사용 114.4 18,247 1372.8 218,962 

냉장고 60% 채우기 2.3 367 27.6 4,402 

냉장고 문 여는 횟수/하루 4회 줄이기 0.4 64 4.8 766 

세탁기 사용횟수 줄이기 0.5 80 6.0 957 

청소기 필터청소/한 단계 낮게 사용 1.0 160 12.0 1,914 

LED 조명 교체 33.0 5,264 396.0 63,162

에어컨 권장설정온도(26℃) 준수 4.5 710 53.4 8,517 

선풍기 약풍으로 사용하기 0.4 68 5.1 813 

전기장판 미사용 9.3 1,487 111.9 17,848 

출근준비시간 TV 사용자제 1.8 287 21.6 3,445 

컴퓨터 플러그 뽑기 1.7 271 20.4 3,254 

합  계 169.3 27,003 2,031.6 324,040 

기준 전력사용량(kWh) 400.0 75,750 4,800.0 909,000 

저감 비율(%) -42.3 -35.6 -42.3 -35.6 

<표 5-7> 3인가구 저에너지형 라이프스타일의 에너지 소비량

* 주택에너지 소비 저감금액은 한국전력 전력량요금 단가 159.5원을 기준으로 산정

* 전체 가구 중 91.5%가 해당하는 전력누진단계 1~4단계의 평균 전력단가를 활용(’11년)

* 한국전력 누진단계별 수용분포 및 주택용 전력량 요금 참고

생활행동 
주택에너지

(kWh)

저에너지형
주택에너지

(kWh)

저감량
(kWh/월)

저감액
(원/월)

주택에너지
절감률

(%)

생활

필수

식생활 161.2 44.1 117.1 18,677 -72.6 

위생 58.4 56.9 1.5 239 -2.6 

조명 44 11.0 33.0 5,264  -75.0  

난방 43.2 33.9 9.3 1,487 -21.6 

냉방 37.2 32.3 4.9 778 -13.1 

사회

생활

여가생활 37.2 35.4 1.8 287 -4.8 

정보통신 18.8 17.1 1.7 271 -9.0 

합계 400 230.7 169.3 27,003 -42.3

<표 5-8> 3인가구 저에너지형 생활행동에 따른 주택에너지 절감량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가전기기 사용 및 생활행동별 주택에너지, 현재 판매 중인 가전기기 소비전력을 적용하여 

계산

* 주택에너지 소비 저감금액은 한국전력 전력량요금 단가 159.5원을 기준으로 산정

* 전체 가구 중 91.5%가 해당하는 전력누진단계 1~4단계의 평균 전력단가를 활용(’11년)

* 한국전력 누진단계별 수용분포 및 주택용 전력량 요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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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두 수행 시 디지털시 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량 향분석을 42.3% 

(169.3kWh) 감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에 지 소비 액 35,052원을 35.6% 

(27,003원) 일 수 있다.

<그림 5-4> 3인가구 저에너지형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저감

3인가구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에 따른 가 기기 사용을 주택 내 생활

행동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8>과 같다. 에 지형 라이 스타일은 기존 

‘조명’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75.0%(월 5,264원) 감할 수 있으며, ‘난방’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21.6%(월 1,487원), ‘냉방’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13.1%(월 778원), ‘여가생활’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4.8%(월 287원), ‘정보

통신’에 사용되는 주택에 를 9.0%(월 271원), ‘ 생’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2.6%(월 239원), ‘식생활’에 사용되는 주택에 지를 72.6%(월 18,677원) 감할 

수 있다.

3인가구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량 분석 결과 

에 지형 라이 스타일에 의해 주택에 지 소비는 42.3%(400.0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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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kWh) 감할 수 있고, 주택에 지 소비 액은 35.6%(75,750원 → 48,747

원)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통사항29)

1) 에어컨 등 전기 냉방기기의 사용 자제

여름철 력피크의 주 원인  하나는 냉방기기의 사용이며, 이로 인한 력

부하는 국가 기를 래한다. 일반 으로 에어컨 한 의 소비 력은 선풍기 

30 의 소비 력과 같고, 지나친 냉방기기의 사용은 단계  진세로 인한 

기요  폭탄의 원인이 되며, 실내외 온도차가 5℃ 이상이면 신경통, 두통, 기

증 등을 유발하게 된다.

2)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등 전기난방기기의 사용 자제

겨울철 최 력수요  기난방기기 사용비율이 22~25%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기난방기기의 사용은 국 인 정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반

으로 기장 , 기온풍기 등은 형 등(40W) 20~30개 이상의 력을 소비

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기난방기기 사용시간을 최소화하고 보조난방기기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 뽑기

기흡 귀라고 불리는 기 력은 러그를 꼽아둘 때, 기기 본래의 기능과 

무 하게 낭비되는 력으로 이 때문에 가정의 소비 력이 6%나 낭비되고 있다. 

형 멀티탭으로 바꾸기, 취침 이나 외출 에 멀티탭 끄는 습  갖기, 보이

는 곳,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멀티탭 두기 등을 통해 기 력이 감될 수 있다.

29) 국토해양부 외, 2010, 지식경제부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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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탁기는 한번에 모아서 찬물로 사용

세탁기의 에 지 소비는 세탁물의 양보다 사용 횟수를 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한 더운물로 세탁을 하면 에 지의 90%가 물을 데우는 에 지로 

소비되므로 찬물로 세탁하고, 세탁 옵션  ‘ 약모드’를 이용하며, 탈수는 되

도록 짧게(5분 이내) 하는 것이 에 지 약에 도움이 된다.

5)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

식기세척기는 물과 기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에 지 소비가 비교  크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수와 설거지 양을 고려해 

정 크기를 선택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가득 찰 때만 돌리는 습 이 필요하다.

6) 전기밥솥 대신 압력솥 이용

기밥솥은 취사 시 매우 높은 력이 소비되는 가 기기로 압력밥솥을 사용

하면 짧은 조리시간과 기 약의 효과( 력사용 → 가스사용)를 릴 수 있다. 

한 열의 흡수가 잘되는 바닥이 넓은 압력솥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압력

솥을 불꽃의 가운데에 놓고 사용하면 에 지가 더 약된다. 

7) 전기밥솥의 장시간 보온 사용 줄이기

밥을 3시간 이상 보온하면 새로 밥을 짓는 것과 동일한 력이 소비된다. 따

라서 밥을 장시간 보온해 두는 것보다 1회분씩 나 어 냉장 는 냉동보존 후 

자 인지에 데워먹는 것이 기에 지를 약할 뿐만 아니라 밥이 건조해지

는 것을 막아 밥맛도 좋아진다.

8) TV나 컴퓨터의 사용시간 하루 1시간 줄이기

최근 TV는 형화되어 소비 력이 크게 증가하는 가 기기로 조 만 TV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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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컴퓨터 사용을 자제해도 력소비를 많이 일 수 있다. 한 최근 TV시

청을 한 필수기기로 자리잡은 셋톱박스는 다른 가 과 달리 기 력이 월등

히 높은 가 기기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야 한다.

9) 컴퓨터의 절전모드 설정

컴퓨터의 원 설정에서 모니터 끄기, 하드 디스크 끄기, 시스템 기모드 등 

다양한 모드 기능 설정을 통해 기를 약할 수 있다. 부  시간 동안 모

니터는 부  진행과정을 표시하면서 력을 소비하므로, 1분 후 켜도 충분하며, 

CD-ROM에 CD를 넣어두면 부 과 탐색 시 CD가 작동하여 기가 더 많이 소

비된다. 한 컴퓨터에 USB를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력소비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USB는 뽑아두는 것이 좋다.

10) 청소기 사용 시 한 단계 낮게 조절(강 → 중)

청소기는 모터가 고속 회 하는 탓에 가 기기  력 소비량이 가장 큰 기

기  하나로 청소기의 흡입속도를 한 단계 낮추거나, 청소기 필터 청소를 통해 

청소시간을 임으로써 력소비를 일 수 있다.

11)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채우기

냉장실에 내용물이 많으면 냉기순환이 되지 않고, 내부 온도가 증가해 음식

물이 상할 수도 있는 반면, 냉동실은 가득 찰수록 냉기가 잘 달되고 보존되어 

기료가 약된다. 한 냉장고 음식물 보 목록 정리를 통해 냉장고 문의 여

닫는 횟수를 이고, 음식이 빨리 냉각될 수 있게 식품을 잘게 나 어 장하면 

기요 을 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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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원 수에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 구입

냉장고, 세탁기, 기밥솥 등과 같은 가 기기 구매 시 가족 구성원 수에 

합한 용량을 선택하고 에 지 소비효율등  라벨 확인을 통해 1등 의 제품을 

선택한다. 에 지 소비효율등 은 1등 부터 5등 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1등

은 5등  비 30~40% 정도 기가 약된다.

13) 백열등은 형광등,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

기존의 형 등(40W)을 고효율 형 등(32W)으로 교체할 경우, 20% 은 소

비 력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LED조명은 백열 구에 비

해 1/8, 형 등에 비해 1/3 정도 소비 력이 어 기 약뿐만 아니라 3만 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어 수명도 반 구 이다. 이러한 LED, 형 등과 같은 조명

제품 선택 시 고효율 에 지기자재 인증 취득여부  에 지 소비효율라벨을 

확인하여 고효율 조명기구를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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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력 사용량 별 조사가구 분포추이(<그림 6-1> 참조)를 살펴보면, 251~350 

kWh를 소비하는 계층의 비율이 2006년 36%에서 2011년 24%로 어든 반면,  

351kWh에 해당하는 다소비 계층의 비율은 2006년 28%에서 2011년 31%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사회⋅경제⋅문화  경향에 

따른 라이 스타일의 변화와 한 련이 있다.

<그림 6-1> 전력사용량대별 조사가구 분포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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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라이 스타일의 변화요인과 그에 따른 에 지 라이 스타

일의 변화량을 도출하고, 서울시민의 주택에 지 소비실태를 악하 다. 한 

라이 스타일 변화요인에 따른 생활행동별/가구당 주택에 지 소비량 변화  

향 분석을 통해 주택에 지 소비 감 략과 에 지형 라이 스타일을 제

안하 다.

1. 에너지 라이프스타일 영향분석

반 인 사회, 경제, 문화  경향 가운데 주택에 지에 향을 주는 라이

스타일의 변화요인 5가지는 1인가구 증가, 맞벌이 증 , 디지털 시 , 웰빙, 환

경 심 증 이다.

주택에 지 소비량은 1인가구 증가로 3.9%, 환경 심 증 로 11.5% 감소하

고, 맞벌이 증 로 5.5%, 디지털 시  도래로 2.2%, 웰빙 추구로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의 라이 스타일 변화요인

들이 주택에 지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행동 1인가구 증가 맞벌이 증가 디지털 시대 웰빙 환경관심 증대

생활

필수

식생활 -9.4% -3.5% - - -18.2%

위생 -2.2% 33.2% - 47.5% -1%

조명 - -17.4% - -23% -

난방 - - - - -35.2%

냉방 - 46.1% - - -6.7%

사회

생활

여가생활 - -2.9% 19.6% - -1.8%

정보통신 - - 7.1% - -

합계 -3.9% 5.5% 2.2% 4.4% -11.5%

<표 6-1>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주택에너지 소비량 영향분석

5가지 라이 스타일 변화요인  환경 심 증 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 

감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악 으며, 이는 서울시민들이 에 지 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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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상당한 양의 주택에 지를 감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주택의 전력피크 완화 방안

최근 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블랙아웃의 재발을 막기 해  국 지자체들이 

에 지를 약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한 력수  ‘심각’(5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수도권과 역시 등 집단 주거

시설부터 단 을 실시한다고 력거래소가 발표하면서, 일반 가정에서의 에

지 약이 필수 으로 되었다.

주택에 지 소비는 하루  부분 출근시간 인 오  7~9시, 퇴근 이후 시

간 인 오후 6~22시 사이에 집 된다. 한 기밥솥의 취사, 헤어드라이기, 오

디오, 에어컨과 같은 소비 력이 높은 가 기기들이 단시간 집 으로 사용되

는 시 에 주택에 지 소비량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정 내 에 지 라이 스타일 분석을 통해 력피크부하 발생 원

인을 규명하 고, 력피크 시간 에 에 지 다소비 가 기기의 사용을 자제하

거나 다른 시간 로 옮겨 사용하는 등 에 지 사용시간의 분산으로 력피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출⋅퇴근제도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가구  2%의 출근시간 만 분산하

여도 1만7,000kWh(1시간 동안 형 등 42,000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력에 해

당)를 피크시간 에서 감시켜 피크 증가 기여율의 4.9%에 해당하는 력을 

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력피크 완화 방안들을 정책 으로 극 활용한다면 블랙아

웃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에 지 기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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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에너지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가이드라인

서울시민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 유도를 해 기밥솥 보온기능 미사

용, 냉장고 60% 채우기, 세탁기 사용횟수 이기, 에어컨 권장설정온도 수, 

출근시간 TV사용 자제 등의 에 지 감 방안을 제시하 고, 이를 사회  이슈

가 되고 있는 1인가구와 재 표 인 가족 유형인 3인가구(부부+자녀)에 

용하여 각각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을 제안하 다.

<표 6-2> 저에너지형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라인과 에너지 소비 저감률
(단위：%)

생활행동 저에너지형 라이프스타일 1인가구 3인가구

생활

필수

식생

활

전기밥솥 보온기능 미사용 -38.0 -71.0

냉장고 60% 채우기 -1.8 -1.4

냉장고 문 여는 횟수/하루 4회 줄이기 - -0.2

위생

세탁기 사용횟수 줄이기 - -0.9

세탁기 찬물세탁 -3.1 -

청소기 필터청소/한 단계 낮게 사용 -1.7 -1.7

주거

환경

LED 조명 교체 -68.6 -75.0

에어컨 권장설정온도(26℃) 준수 - -12.0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 -33.4 -

선풍기 약풍으로 사용하기 - -1.1

전기장판 미사용 -16.4 -21.6

사회

활동

여가

생활

출근준비시간 TV 사용자제 -4.1 -4.8

정보

통신

컴퓨터 플러그 뽑기 -13.7 -9.0

합계 - -30.2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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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는 에 지형 라이 스타일에 의해 월 주택에 지 소비량의 30.2% 

감이 가능하고, 3인가구는 42.3% 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한 1, 3인가구의 에 지형 라이 스타일을 서울시민들

이 자발 으로 실천한다면 주택에 지 소비 감은 물론 ‘원 하나 이기’ 정

책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경향 속에서 라이 스타일도

계속 변해갈 것이다. 따라서 지속 인 주택에 지 감을 해서는 미래 라이

스타일의 측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활용방안

1. 맞춤형 에너지 절약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기본정보 입력
(가구구성원 수, 주택유형, 면적, 등)

주택유형별 분류

가전기기별 혹은 전체 전력 소비량 기입 단순형과 세부형으로 분류가능 

평균치 대비 목표 저감량 제시 10%

목표 에너지 저감량 달성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가전기기 사용행동 제시

가구 구성원별 맞춤형 표준형 절감방안 제시
절약 캠패인

기술적 재정적 상담
가전기기 교체사업의 사업성 검토

지원가능성 자문 

기술자 및 사업체
정보 제공

전력소비량 저감방안 실천 
스마트폰 앱개발：저감방안 제공 

및 목표치 대비 저감량 확인 

실천결과 점검 절약 인센티브 연계 

<그림 6-2> 맞춤형 에너지 절감방안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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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지는 가구원 수와 같은 가구 특성에 따라 그 소비패턴이 상이하다. 

따라서 효과 인 주택에 지 감을 해서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약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에 지 소비 감을 한 다

양한 약방안을 제공하기 해서는 에 지다이어트 로그램이란 로세스의 

첫 단계에서 가구구성원 수별로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가구구성원 수별 주택

에 지 소비량을 활용하여 맞춤형 주택에 지 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맞춤형 주택에 지 감방안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재정  지원방안, 가 기기 교체에 따른 경제성, 제품선택을 한 가 기기별 

에 지 소비 정보 등 주택에 지 감 련 문상담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특

히, 노후화된 설비  가 기기의 고효율기기로 교체에 따른 상 에 지 소비 

감량, 투자  구입비용, 소요기간, 경제성 검토 등에 한 사항은 문 상담

이 요구된다. 단열시공, 창호교체 등과 같은 건물시공이 필요한 사업은 련 

문가와의 상담 연계  재정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효과 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다. 한 재 에 지고효율 기기 구입 지원 은 업무 는 산업시

설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가정부문까지 확 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시

에 따라 스마트폰용 애 리 이션 개발  보 을 통해 소비자들이 주택에 지 

소비 황  련정보를 손쉽게 제공받게 할 수 있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재의 주택에 지 소비 황 진단, 평균 주택에 지 소비량과의 비교를 통한 

한 목표 감량 설정, 에 지 감을 한 실천방안 모색, 고효율 가 기기

의 정보 제공  마 , 문 기술자와의 상담, 지자체  기업의 재정  지원 

등 주택에 지 감을 한 다양한 방안들은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상

호 연계될 수 있는 통합형 로세스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형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야만 효율 인 에 지 감 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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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택에 지 소비 황은 정확한 실제 소비량과 가 기

기의 보유  사용 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맞춤형 

에 지 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주택에 지 감방안은 가 기기 사

용에 한 소 트 인 해결방안 이외에도 냉난방을 한 설비시설과 건축물의 

구조체에 한 하드웨어 인 리가 함께 요구되므로 이를 한 별도의 로그

램과의 연계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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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가전기기 사용시간 및 소비전력부록 1

생활행동 가전기기 용량
주간사용시간

(시간)
소비전력

(W)
월 전력소비량

(kWh)

생활

필수

식생활

전기밥솥(취사) 6인용 5 890.0 17.8

전기밥솥(보온) 6인용 35 320.3 44.8

전자레인지 20L 0.9 1,000.0 3.6

냉장고 452L 168 42.4 28.5

위생
세탁기 9.8kg 9.3 105.6 3.9

진공청소기 457.4W 1.3 1,230.3 6.4

사회

생활

주거환경 에어컨 6평형 13.3 660.0 8.8

여가생활 TV 31인치 31.8 48.0 6.1

정보통신 노트북 15인치 17.1 60.0 4.1

합    계 124.0

1인가구의 싱글가전 사용시간 및 소비전력부록 2

생활행동 가전기기 용량
주간사용시간

(시간)
소비전력

(W)
월 전력소비량

(kWh)

생활

필수

식생활

전기밥솥(취사) 1~2인용 5 250.0 5.0

전기밥솥(보온) 1~2인용 35 150.9 21.1

전자레인지 20L 0.9 1,000.0 3.6

냉장고 82L 168 12.9 12.9

위생
세탁기 3.2kg 9.3 61.2 2.3

진공청소기 457.4W 1.3 1,230.3 6.4

사회

생활

주거환경 에어컨 6평형 13.3 660.0 8.8

여가생활 TV 31인치 31.8 48.0 6.1

정보통신 노트북 15인치 17.1 60.0 4.1

합    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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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의 가전기기 사용시간 및 소비전력부록 3

생활행동 가전기기 용량
주간사용시간

(시간)
소비전력

(W)
월 전력소비량

(kWh)

생활

필수

식생활

전기밥솥(취사) 6인용 5 890.0 17.8

전기밥솥(보온) 6인용 35 320.3 44.8

전자레인지 20L 0.9 1,000.0 3.6

냉장고 452L 168 42.4 28.5

위생
세탁기 9.8kg 9.3 105.6 3.9

진공청소기 457.4W 1.3 1,230.3 6.4

사회

생활

주거환경 에어컨 6평형 13.3 660.0 8.8

여가생활 TV 31인치 31.8 48.0 6.1

정보통신 노트북 15인치 17.1 60.0 4.1

합    계 124.0

가전기기의 연간 사용시간 및 소비전력부록 4

생활행동 가전기기 용량
주간사용시간

(시간)
소비전력

(W)
월 전력소비량

(kWh)

생활

필수

식생활

전기밥솥(취사) 1~2인용 5 250.0 5.0

전기밥솥(보온) 1~2인용 35 150.9 21.1

전자레인지 20L 0.9 1,000.0 3.6

냉장고 82L 168 12.9 12.9

위생
세탁기 3.2kg 9.3 61.2 2.3

진공청소기 457.4W 1.3 1,230.3 6.4

사회

생활

주거환경 에어컨 6평형 13.3 660.0 8.8

여가생활 TV 31인치 31.8 48.0 6.1

정보통신 노트북 15인치 17.1 60.0 4.1

합    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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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전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별 소비전력부록 5

생활행동 가전기기 용량
1등급 소비전력

(W)
2등급 소비전력

(W)
3등급 소비전력

(W)

생활

필수

식생활

전기밥솥(취사) 10인용 1,100.0 1,240.0 1,400.0

전기밥솥(보온) 10인용 453.1 458.5 493.2

전자레인지 20L 1,000.0 1,120.0 1,129.0

위생

세탁기 15kg 110.0 124.4 153.0

진공청소기 457.4W 1,230.3 1,316.0 1,461.0

전기다리미 - 2,300.0

헤어드라이기 - 1,800.0

사회

생활

주거환경 에어컨 23평형 2,450.0 2,500.0 2,750.0

여가생활
TV 46인치 90.0 159.0 183.0

오디오 1500W 1,300.0

정보통신 컴퓨터 - 211.8

주요 가전기기의 대기전력부록 6

생활행동 가전기기 용량 대기전력 (W)

생활필수

식생활

전기밥솥 10인용 1.80

전자레인지 20L 2.77

위생 세탁기 15kg 1.90

사회생활

주거환경 에어컨 23평형 2.80

여가생활

TV 46인치 4.33

오디오 1500W 8.61

정보통신 컴퓨터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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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Housing Energy Consumption 

Respecting Citizen’s Lifestyle in Seoul

Min Kyeong Kim⋅Yu Jin Seo

In 2012 consumption of electricity in domestic sector in Seoul is 13,401GWh 

that accounts for 21.1% of consumption of electricity in domestic sector in the 

whole country. This is 449GWh(3.4%) more than the previous year.

Thus, although there were the main cause of slower consumption such as 

economic downturn and continuous high oil price, for the last five years 

consumption in domestic sector has increased by 20.5% in the whole country 

and by 8.8% in Seoul. In accordance with energy saving policy by government 

to save energy and reduce GHG emission, Seoul is carrying forward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roject in order to achieve 20% of energy self-sufficiency 

by 2020, and also pushing ahead with several promotional programs for 

energy savings and efficiency.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in electricity consumption of domestic sector 

was affected by not only low-priced energy but also by the spread of electronic 

appliances according to higher income, or use patterns of the applianc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festyle.

Therefore, this study draws the change in energy lifestyle considering 

changing factors of lifestyle by social⋅economic⋅cultural trend, and grasps 

the actual housing energy consumption in Seoul through field survey. On the 

basis of this, the study analyzes the change and effect of housing energy 

consumption by life behavior and household, and finally suggests the solution 

of electricity peak management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one-stop 

service as a way of action plan of customized energy saving, an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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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aving strategies and low energy type guideline.

As lifestyle means ‘an overall life behavior that demonstrates individual or 

group’s characteristics in living’, which includes many things from cooking, 

dinning, sanitizing and entertaining to environmental setting such as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lighting. Furthermore, the so-called change of lifestyle 

is various change in social trend like the growth of single households, a 

dual-income family, the rise of digital age, and the pursuit of well-bing and 

environmental-friendly life. Based on the axis of social trend, household’s life 

patterns have changing, which affects the number, capacity and operating hour 

of the home energy appliances, thereby changing energy lifestyle.

When it comes to the change of energy lifestyle by changing factors of 

lifestyle, the growth of single households causes the increase in households 

possessing single-serve home appliances, the increase of a dual-income family 

brings about the decrease in the hour of housing occupancy and the increase 

in using home automation appliances facilitating housework, the rise of digital 

age influences on the use of home office and home theater appliances, the pursuit 

of well-bing life relates to the use of well-bing home appliances such as water 

purifier, air cleaner and bidet, and the pursuit of environmental friendly life leads 

to the spread of awareness of high efficiency appliances and energy savings 

information.

Likewise, changing factors of lifestyle affects the type of housework, which 

changes energy consumer’s awareness and behavior, thereby leading to the 

different energy consumption.

As a result of our field survey that analyzes housing energy consumption, 

the amount of monthly electricity consumption per household indicates 

344.3KWh, electricity consumption per person indicates 163.4KWh, in details 

housing energy consumption by life behavior is calculated at 11.0% lighting, 

10.8% heating, 9.3% air conditioning, 9.3% entertaining, 4.7% information, 

14.6% sanitizing, and 40.3% cooking.

Therefore, as a result of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chang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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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festyle and housing energy consumption, the growth of single household 

leads to the decrease in 3.9% of housing energy consumption, the growth 

dual-income family causes the increase in 5.5% of, digital age lead to the 

increase in 2.2% of, the pursuit of well-bing life increases 4.4% of, and the 

pursuit of environmental friendly life decreases 11.5% of.

As changing factors of lifestyle affects housing energy consumption like 

this,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pursuit of environmental friendly life is the 

biggest factor to reduce housing energy consumption among 5 changing 

factors of lifestyle. Thus, we suggest an energy saving action plan as a 

guideline to optimize housing energy savings.

Through suggesting low energy type lifestyle for single or three-person 

households to reduce electric power loads like using standby power saver socket 

and avoiding energy consumption peak time when using home appliances,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energy crisis strategy and Seoul’s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roject.

The suggestion of customized housing energy saving strategies based on the 

diagnosis of energy consumption status by households would be more efficient 

for housing energy savings, moreover,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web 

and app service that consists of action plan, support plan, technician advice and 

prediction as one-stop service would contribute to effective housing energy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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