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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도요금 정부지원 적절성(p<.001), 가정용 수도요금 적절성(p<.01), 수도요금 부과체계 
적절성, 수도요금 적절성, 용도별 및 지역별 가격차이 적절성(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종학력, 거주지, 가구원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수도요금에 따른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 및 물 절약 행
동의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시 물 절약 효과를 분
석함으로써 수돗물 가격인상 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물 절약 실천을 위한 수도요금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수도요금, 가격 인상, 물 절약, 수돗물, 절수제품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water saving effect in case of raising water rate depends on water rate 
awarenes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appropriacy of government aid(p<.001), home water 
rate(p<.01), water rate pricing system, water rate, water rate diffrences depend on use and area(p<.05)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gree of agreement of raising water rate. Also, education, residence, member of 
household, occipa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monthly water rate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gree of 
agreement of raising water rate, consumer behavior for saving water.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 for water 
rate pricing policy by analyzing the water saving effect in case of raising water rate depends on water rate 
awareness and revealing the determinants of the degree of agreement of raising wat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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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각국의 수도요 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수도요

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GWI 보고서에서 한국의 평균 

상수도요 은 19개국  4번째로 낮은 수 이며 하수도요

 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

수 (1인당 국민소득) 비 수도요 도 한국은  19개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낮았다(GWI,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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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 으로 렴한 수도요 은 가정과 기업에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물 약을 한 유인이 떨어

져 국민의 물 약 의식  실천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물 낭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도요 과 물 약 의식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

른 수도요  인상 시 물 약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수도요금

수돗물의 가격, 즉 수도요 (水道料金)은 일반 으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로 정부

에 지불하는 공공요 의 성격을 띈다. 수도요 은 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지자체)의 이원화된 체계로 운 되

고 있다. 재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국가산업단지에 한

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공 하고 있으며 7개 특· 역

시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되어 수돗물 공   요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개별 소비자의 업종에 따른 수도

요 은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고지를 통해 요

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한다.

역상수도  용수 요 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요

을 산정하여 승인신청 후 국토교통부에서 물값심의 원

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 기획재정부에 조를 요청하

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만일 국토교통부장 이 요 을 

인상하고자 하면 반드시 물값심의 원회에서 생산원가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며 원회는 원장 1명, 공 자

표 2명, 수요자 표 4명, 소비자단체 표 2명  물

문가 6명,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수자원공

사)[2].  

역상수도 요 의 계산법은 크게 단기와 장기에 따

라 나뉜다. 단기계약은 기업 등 소매고객에게 합한 요

제도로 계약량을 변경할 수 있고 사용량이 계약량의 

120%를 과하면 진제를 용한다. 요 은 기본요

(계약량×기본요 단가)+사용요 (사용량×사용요 단

가)으로 계산된다. 장기계약은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

체) 등 도매고객에게 합한 요 제도로 게약기간 동안 

계약량이 고정되는 정액요 제이다. 계약량은 평균수요

량(계약 년도 일평균사용량과 계약신청 기간과 동일한 

과거기간  최 월의 일평균사용량을 평균함)으로 결정

하며 역시 기본요 (계약량×기본요 단가)+사용요 (계

약량×사용요 단가)으로 요 이 계산된다. 지방상수도 

요 의 경우 수도계량기의 구경별 정액 요 +사용요

으로 계산되며 상수도 사용요 은 가정용, 욕탕용, 공공

용, 일반용으로 구분되어 사용량에 따라 ㎥당 단가가 다

르게 책정된다(한국수자원공사)[2].

2013년 기  수도요 의 평균단가는 660.4원/㎥이었

으며 총 원가는 849.3원/㎥으로 원가 비 실화율은 

77.8%로 나타났다. 90년  이후 연도별 수도요 은 꾸

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원가 비 실화율은 7-80% 정도

를 유지하고 있다. 한 업종별 수도요  부과액은 가정

용 46%, 업용 42.1%, 업무용 6.8% 순으로 가정용과 

업용이 88% 이상의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단가는 

욕탕2종 2,602.9원/㎥, 업용 1,058.5원/㎥, 업무용 902.8

원/㎥, 공업용 537.9원/㎥, 가정용 482.8원/㎥ 순으로 업종

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환경부, 2013)[3].

2.2 물 절약 효과

한국의 수도요 은 원가 비 실화율이 7-80% 선

에 불과하므로 공공요 의 성격상 자를 보고있는 구조

이다. 기, 가스, 수도 등 공기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

는 구나 살아가기 해 필수 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요  변동에 따라 이용자가 수요를 조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격 탄력성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를 

완화하기 해 요 을 인상하면 빈곤층의 생활에 직

으로 향을 주게 되며 국민의 심리  항을 불러오는 

딜 마가 항상 상충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요 의 인상 

문제는 매우 신 해야 하며 뜨거운 감자로 여겨진다.

기존 연구에서 수도요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물 

약 의식 변화나 수제품 사용  구매의도의 차이를 연

구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요 에 

따른 물 약 인식과 수제품 구매의도를 분석하여 수

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물 약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이형근(2005)은 서울시 수도요 을 심으로 생산원

가에 미달하는 수도요 , 낮은 수 의 구경별 기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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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요 수 의 비형평성, 업종 구분에 한 민원의 

소지  착오발생 우려 등 행 요 체계의 문제 을 지

하 다.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한 안책으로 가정

용 등의 수도요  실화를 통해 재정건 성을 확보하고 

수효과를 유도하는 수요측면 리(DSM: Demand Side 

Management)를 극 반 할 것을 제안하 다. 한 합

리 인 수도요  결정방안으로 총 원가 산정방법 개선, 

단일요율제 채택, 구경별 기본요  인상  증제 강화, 

요 의 실화, 계 요율제 도입 등을 주장하 다[4].

한국수도경 연구소(2011)는 수도요  실화를 한 

구조조정방안으로 지방상수도 통합 권역 설정을 통해 규

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지역간 요 격차를 완화하여 수도

사업을 보다 효율 으로 운 할 것을 제안하 다. 이러

한 수도요  실화 추진 략으로는 산기 에 의한 원

가선정, 원가산정 문인력 확보, 정원가  자본비용 

구성항목 변경, 원가배분  요 구조 개선, 가정용  

업용 요 의 진구조 개선, 사회  약자를 한 수도요

 감면제도의 확 , 수도법  표 수조례의 개정 등

을 주장하 다. 아울러 수도요  실화 추진을 해 지

자체별 요 실화율을 악한 후 1년 단   단계별로 

요 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량 주의 요 체계를 

개선하여 업종별 요 부담의 불균형 해소를 구하 다. 

한 요 실화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에 나서

야 하며 요 인상의 투명성 확보를 해 노력할 것을 당

부하 다[5].

류문 ·장석원(2012)의 역상수도 수요탄력성 추정 

연구에서는 역상수도 수요량에 한 가격탄력성은 –

0.159, 지역소득탄력성은 0.463으로 추정되었다. 한 수

도요 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며 역상수도의 낮은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정 요

수 의 확보를 통한 정 투자가 필요하고, 연구결과

를 물수요 리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6]. 

선행연구에서 수도요 체계 개선에 한 분석과 주장

은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요  가격요인에 

한 인식 변화나 구체 인 물 약 효과에 한 측정  

측에 한 연구는 미비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물 약 효과  행동의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온라인 

 오 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총 91부를 수거하

으며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86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지는 일반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 

생활정도, 직업, 가구원수, 주거형태, 수도요 ) 9문항과 

수돗물 가격 요인과 가격 인상 시의 행동에 한 인식과 

련한 15문항(우리나라 수도요  가격인식, 원가 비 

수도요  가격인식, 타 국가  타 지역 비 수도요  

가격인식,  가정용 수도요  가격인식, 기존 수도요  부

과체계 성  공평성, 기존 수도요  진제 성, 

용도별  지역별 수도요  가격차이 성, 수도요  

정부지원 성, 수도요  가격인상 찬성도, 수도요  

인상 시 물 약 노력 의지  수제품 구매의도, 수

제품 구입을 고려할 수도요  가격인상폭)으로 총 24문

항을 조사하 다. 

본 연구를 해 조사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했

으며, 회귀분석으로 수돗물 가격 요인에 한 인식이 가

격 인상시의 물 약 행동의지에 미치는 향  매개효

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한 사후분석을 포함한 

ANOVA를 실시하여 집단 간 수도요  가격 인상 찬성

도의 차이를 분석하 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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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N % M

우리나라 수도요  

가격인식

(싼 정도)

매우 비싸다 4 4.4

3.00

약간 비싸다 12 13.3

보통 54 60.0

약간 싸다 20 22.2

매우 싸다 0 0.0

원가 비 수도요  

가격인식

(싼 정도)

매우 비싸다 4 4.4

3.02

약간 비싸다 18 20.0

원가 수 40 44.4

약간 싸다 28 31.1

매우 싸다 0 0.0

타 국가 비

수도요  가격인식

(싼 정도)

매우 비싸다 4 4.4

3.04

약간 비싸다 18 20.0

원가 수 42 46.7

약간 싸다 22 24.4

매우 싸다 4 4.4

타 지역 비

재 거주지역 

수도요  가격인식

(싼 정도)

매우 비싸다 6 6.7

2.87
약간 비싸다 14 15.6

보통 42 46.7

약간 싸다 16 17.8

잘 모르겠다 12 13.3 -

가정용 수도요  

가격인식

(싼 정도)

매우 비싸다 2 2.2

2.89

약간 비싸다 22 24.4

원가 수 52 57.8

약간 싸다 12 13.3

매우 싸다 2 2.2

기존 수도요  

부과체계 성

매우 부 4 4.4

2.96

약간 부 16 17.8

보통 52 57.8

약간 16 17.8

매우 2 2.2

기존 수도요  

부과체계 공평성

매우 불공평 6 6.7

2.98

약간 불공평 14 15.6

보통 50 55.6

약간 공평 16 17.8

매우 공평 4 4.4

기존 수도요  

진제 성

매우 부 6 6.7

3.18

약간 부 10 11.1

보통 42 46.7

약간 26 28.9

매우 6 6.7

<Table 2> Frequency Analyis

Spec. N %

성별
남성 42 48.8

여성 44 51.2

연령

20  이하 10 11.6

30 33 38.4

40 28 32.6

50  이상 15 17.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1 12.8

문 졸 27 31.4

졸 34 39.5

학원졸 14 16.3

거주지
도시( 역시 이상) 57 66.3

소도시 29 33.7

생활정도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8 9.3

150-300만원 25 29.1

300-500만원 18 20.9

500-700만원 20 23.3

700만원 이상 15 17.4

직업

리자 12 14.0

문가  련 종사자 14 16.3

사무 종사자 27 31.4

매  기능 종사자 15 17.4

단순노무 종사자 10 11.6

학생· 업주부·기타 8 9.3

가구원수

1인 가구 10 11.6

2인 가구 14 16.3

3인 가구 27 31.4

4인 가구 24 27.9

5인 가구 이상 11 12.8

주거형태

아 트 53 61.6

주택 18 20.9

빌라 15 17.4

월평균 수도요

1만원  이하 15 17.4

2만원 28 32.6

3만원 20 23.3

4만원  이상 11 12.8

잘 모름 12 14.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2 빈도분석

수돗요  가격 인식과 요 인상 시 행동에 한 조사

상자의 응답에 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도요  가격인식을 보면 5  척도로 측정했을 때 우

리나라 수도요 이 싼 정도는 평균 3 , 원가 비 수도요

이 싼 정도는 3.02 , 타 국가 비 수도요 이 싼 정도

는 3.04 , 타 지역 비 재 거주지역의 수도요 이 싼 

정도는 2.87 , 가정용 수도요 이 싼 정도는 2.89 으로 

체로 수도요 은 보통 수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존 수도요  부과체계 성은 2.96 , 기존 수도

요  부과체계 공평성은 2.98 , 기존 수도요  진제 

성은 3.18 으로 보통 수 으로 인식했으며, 용도별 

수도요  가격차이 성은 3.11 , 지역별 수도요  가

격차이 성은 2.93 이었다. 수도요 에 한 정부지

원 성은 3.64 으로 다소 정 으로 인식했으며 수

도요  가격 인상 찬성도는 2.89 으로 보통 수 이었다.

수도요  가격 인상 시 물 약 노력 의지는 3.64 , 

수도요  가격 인상 시 수제품 구매의도는 3.44 으로 

다소 정 이었으며 수제품 구매를 고려하게 하는 수

도요  가격 인상폭은 10～15%(22.2%)-7～10%(17.8%) 

순으로 약 10% 인상 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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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수도요  

가격 차이 성

매우 부 10 11.1

3.11

약간 부 12 13.3

보통 38 42.2

약간 18 20.0

매우 12 13.3

지역별

수도요  

가격 차이 성

매우 부 10 11.1

2.93

약간 부 18 20.0

보통 34 37.8

약간 24 26.7

매우 4 4.4

수도요

정부지원

성

매우 부 6 6.7

3.64

약간 부 12 13.3

보통 22 24.4

약간 18 20.0

매우 32 35.6

수도요  

가격 인상

찬성도

매우 반 6 6.7

2.89

약간 반 12 13.3

보통 22 24.4

약간 찬성 18 20.0

매우 찬성 32 35.6

수도요  

인상 시

물 약 

노력 의지

 노력안함 6 6.7

3.64

별로 노력안함 2 2.2

보통 30 33.3

약간 노력함 32 35.6

매우 노력함 20 22.2

수도요  

인상 시

수제품

구매의도

 없음 6 6.7

3.44

별로 없음 2 2.2

보통 30 33.3

약간 있음 32 35.6

매우 있음 20 22.2

수제품 구입을 

고려할

수도요

가격인상폭

1-3% 6 6.7

-

3-5% 12 13.3

5-7% 14 15.6

7-10% 16 17.8

10-15% 20 22.2

15-20% 10 11.1

20% 이상 12 13.3

5.3 회귀분석

수도요  가격인상 찬성도를 종속변인으로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 p=.000 수 에서 F=7.869

로 회귀식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R2=0.567로 회귀모형

은 56.7%의 높은 설명력을 보 다. 

수도요  가격인상 찬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도요  정부지원 성(p<.001), 가정용 수도

요  성(p<.01), 수도요  부과체계 성, 수도요

 성, 용도별 가격차이 성, 지역별 가격차이 

성 (p<.05) 인식 순으로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원가·타 국가·타 지역 비 수도요  성, 수도요

 부과체계 공평성, 수도요  진제 성 인식은 유

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수도요 에 한 정부지원을 정 으로 인식할수

록, 수도요 (가정용 포함)이 싸다고 인식할수록, 수도요

 부과체계가 하다고 인식할수록, 용도별  지역

별 수도요  가격 차이가 하다고 인식할수록 수도요

 가격인상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 다.

한 회귀모형에서 VIF(분상팽창계수)가 10 이하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Durbin- 

Watson 값이 1.685으로 0이나 4가 아닌 2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수도요  가격에 한 인식과 수도요  가격인

상 찬성도는 수도요  인상 시 물 약 행동의지(물 약 

노력 실천의지  수제품 구매의도)에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해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Independant Dependant β t R
2

F VIF

수도요  성

수도요
가격인상
찬성도

.339 2.568*

.567
7.869
***

2.657

원가 비 수도요  
성

-.032 -.277 1.998

타 국가 비 
수도요  성

-.266 -1.568 4.403

타 지역 비 수도요  
성

.051 .470 1.789

가정용 수도요  성 .388 3.393** 1.996

수도요  부과체계 
성

.369 2.124* 4.593

수도요  부과체계 공
평성

-.305 -1.935 3.778

수도요  진제 성 -.028 -.199 2.991

용도별 가격차이 성 .311 2.360
*

2.645

지역별 가격차이 성 .280 2.608
*

1.762

수도요  정부지원 
성

-.550
-5.547

*** 1.500

*p<.05, **p<.01, ***p<.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5.5 집단 간 평균차이분석 

ANOVA 실시 결과 최종학력, 거주지, 직업, 월평균 수

도요 에 따른  수도요  가격인상 찬성도의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났다. 즉, 학력별로는 학원졸> 졸> 문

졸  고졸 이하 순으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도시보

다 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수도요  가격인상 찬성도가 

높았으며 사무 종사자는 다른 직업군보다 수도요  가격

인상에 반 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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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M SD F Post Analysis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25 0.856

14.977***
d>c>a,b

(Dunnett 

T3)

문 졸(b) 2.62 0.752

졸(c) 3.12 0.327

학원졸(d) 3.57 0.514

거주지
도시 2.81 0.620

4.743* -
소도시 3.22 1.060

직업

리자(a) 3.02 0.458

5.746***
a,b,d,f>c

(Dunnett 

T3)

문가  련 종사자(b) 3.25 0.737

사무 종사자(c) 2.36 0.826

매  기능 종사자(d) 3.01 0.454

단순노무 종사자(e) 3.00 0.603

학생· 업주부·기타(f) 3.25 0.463

월평균 

수도

요

1만원  이하 3.06 .459

2.991* -

2만원 3.03 .830

3만원 2.29 .914

4만원  이상 3.01 .853

잘 모름 3.00 .456

*p<.05, ***p<.001

<Table 4> Group Differences of Agreeing with 
Raising Water Rate

한 생활정도(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원수, 직업에 따

른 수도요  가격인상 시 물 약 노력 의지에 한 집단 

간 차이도 나타났다. 

Spec. M SD F Post Analysis

월평균

가구

소득

150만원 이하(a) 4.50 .798

8.673***

a>b>c

e>c

(Dunnett 

T3)

150-300만원(b) 3.67 .676

300-500만원(c) 2.67 1.188

500-700만원(d) 3.71 1.326

700만원 이상(e) 4.20 .422

가구원

수

1인 가구(a) 3.67 1.033

5.082**

b>d

e>c,d

(Dunnett 

T3)

2인 가구(b) 4.17 .718

3인 가구(c) 3.58 .654

4인 가구(d) 3.18 1.267

5인 가구 이상(e) 4.43 .756

직업

리자(a) 2.75 1.909

5.856***

b,d>c

b>e

(Dunnett 

T3)

문가  련 종사자(b) 4.08 .504

사무 종사자(c) 3.29 1.049

매  기능 종사자(d) 4.40 .843

단순노무 종사자(e) 3.17 .389

학생· 업주부·기타(f) 4.25 .886

**p<.01, ***p<.001

<Table 5> Group Differences of the Will to Save 
Water in case of Rasing Water Rate

최종학력( 졸> 문 졸), 생활정도(월평균 가구소

득), 직업에 따른 수도요  가격인상 시 수제품 구매의

도의 집단 간 차이도 확인되었다.

Spec. M SD F Post Analysis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3.50 .894

4.902**
c>b

(Scheffe)

문 졸(b) 2.92 .935

졸(c) 3.82 .797

학원졸(d) 3.43 1.089

월평균

가구

소득

150만원 이하(a) 3.83 .718

5.079**
a,e>c

(Scheffe)

150-300만원(b) 3.39 .838

300-500만원(c) 2.78 .943

500-700만원(d) 3.57 1.222

700만원 이상(e) 4.20 .422

직업

리자(a) 3.00 1.690

3.788**
b,d,f>e

(Dunnett 

T3)

문가  련 종사자(b) 3.75 .442

사무 종사자(c) 3.36 1.129

매  기능 종사자(d) 4.00 .667

단순노무 종사자(e) 2.67 .492

학생· 업주부·기타(f) 3.75 .463

**p<.01

<Table 6> Group Differences of Water Saving 
Product Purchase Intention in case 
of Rasing Water Rate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물 약 효과

를 분석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도요 에 한 정부지원을 정 으로 인식할

수록, 수도요 (가정용 포함)이 싸다고 인식할수록, 수도

요  부과체계가 하다고 인식할수록, 용도별  지역

별 수도요  가격 차이가 하다고 인식할수록 수도요

 가격인상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 다. 한편 수도요  

가격 인식과 수도요  가격인상 찬성도는 수도요  인상 

시 물 약 행동의지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으므로 수도요 의 단순 가격 인상만으로는 물 약 

행동을 진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수도요  가격인상 찬성도는 최종학력, 거주지, 

직업, 월평균 수도요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수도

요  가격인상 시 물 약 노력 의지는 생활정도, 가구원

수,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수도요  가격인상 시 

수제품 구매의도는 최종학력, 생활정도, 직업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으로 인해 다소 한계 을 가지

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수돗물 가격 요인과 물 약 

행동 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 변수  매개변수

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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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수도요  인상 시 

물 약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수돗물 가격인상 찬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물 약 실천을 한 수도

요  정책에 시사 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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