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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지역 간 휘발유 가격 차이가 고객의 휘발유 구매 행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을 

하 다. 여러 구매 행태 가운데 소비자의 구매량 결정  구매 지역 결정에 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가격 차이는 소비자의 구매량과 지역 결정에 유의미한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한계 을 밝히고 정유 산업의 경쟁 시장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에서 학문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가 정유사  소매 의 의사 결정 효율성 제고를 불러 오는 

데 도움을  뿐 아니라, 정책가들의 의사 결정에도 향을  것으로 믿는다.

 
■ 중심어 :∣휘발유 가격 분산∣지역∣구매량∣

Abstract

We empirically investigated how differentials in gasoline prices influenced consumers' 

shopping behaviors at the gas pump. Among dimensions of many gas shopping behaviors, we 

focused on consumer decisions of purchase quantity and locations and found that price 

differentials across region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on two consumers' 

decisions. Our finding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on gasoline 

demand and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empirical knowledge about how consumers make 

purchases in the gasoline retai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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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10년 간 국제 유가는 꾸 히 성장하는 가운데 

단기 으로 큰 변동 폭을 보 다. 2001년 반 $24.8/배

럴에 불과하던 국제 원유가격은 2008년 여름 $138.73/

배럴로 최고치를 보이며 560%의 성장률을 보 고, 

2009년 에는 반 로 6개월 사이 가격이 격히 떨어

지며, 2004년 이후 처음으로 $45/배럴 이하로 그 가격

이 떨어졌다 [1]. 유가의 격한 변동과 성장세 아래, 학

계  정책가들은 원유 가격의 변동이 사회 반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여러 데이터와 방법론을 

이용하 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가설을 검증한 

연구들로 이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은 표 으로 휘발

유 가격의 비 칭성, 합병과 규제가 정유 산업에 미치

는 향, 휘발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에지워스 주기, 그

리고 가격 분산 등을 검증하기 해 다양한 이론 , 실

증  방법론들을 이용하여 정유 시장의 주체들이 어떠

한 구매 행태를 보이고 의사 결정을 하는지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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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사 결정 결과에 미치는 내부, 외부  원인에 하

여 다각 인 고찰을 해왔다[2].

하지만 정유 산업을 연구한 여러 선행 연구들 , 소

비자들의 다양한 태도, 소비, 구매 행태를 고찰한 논문

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정유 산업이 갖는 경제  의

미와 소비자의 체 지출에서 휘발유 지출이 담당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연구의 수가 매우 희소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유소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총 매출이 2011년을 기 으로 4,869억불을 넘

으며 (NACS, 2014), 휘발유 지출의 경우 평균 소비자 

지출의 11.4%를 담당하고 있다[3]. 한국 한 미국과 비

슷한 규모의 산업 규모 (총 매출 1,326,877억원)와 소비

자 지출 (11.5%)을 보이고 있으며, 원유 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로 인해,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국

제 원유 가격을 고스란히 반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 

소비자들 개개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미시  지표는 

거시  지표를 구성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미시  지표

에 한 연구는 산업 반의 이해에 필수 이며, 산업 

주체들의 명한 의사 결정을 돕고, 더 나아가 산업의 

효율성 재고에 원동력이 된다[4]. 따라서 학계의 연구자

들과 업계 실무자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소비자들의 구

매, 소비 행태에 해서 랜드  소매  선택, 구매 빈

도  구매량 결정 등에 한 다각 인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5-7]. 정유 산업에서는 유독 소비자들

에 한 연구가 미흡하다. 

연구가 미진한 가장 큰 이유로는 용량 미시 데이터

가 유효한 부분의 다른 소비재와 달리, 정유 산업에

서는 소비자 벨의 미시 데이터 부족하다는 을 첫째

로 꼽을 수 있다. 데이터의 이러한 한계 은, 정유 산업

을 고찰한 문헌들이 주로 가격 결정과 같은 기업의 의

사 결정에 집  하거나, 시장 체의 수요를 측하는 

데에 머무르게 하 는데[8-10], 따라서 소비자 벨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연구는 소비자들이 

휘발유 시장에서 어떠한 구매 행태를 보이는지 알 수 

있는 기회이다. 한 기존의 정유 산업에 한 연구들

이 보여주지 못했던 의미 있는 시사 을  것으로 

상하 다.

본 연구는 정유사의 멤버십 카드(membership card)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간 휘발유 가격차를 찰하고 

가격차가 소비자들의 구매량  구매 지역 선택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 지 실증분석을 통해 조사하 다. 먼

 주유 가격 설정과 구매에 련한 기존 문헌들을 살

펴보고, 실제 사용되는 멤버십 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 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를 통해 정

유사  소매 의 의사 결정의 주체들이 얻을 수 있는 

시사 을 설명한다.

Ⅱ. 본 론

1. 선행연구 분석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주유

소의 가격 결정과 가격 차이, 그리고 고객의 구매량과 

구매 지역 결정에 해 살펴보았다. 주유소 가격 차이

에 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한국의 휘발유 가

격 차이를 측하고, 가격 차이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

는 향에 한 가설을 설정하 다. Lewis[11]는 주유

소 가격 차이의 원인으로 첫째, 주유소의 치와 치

한 지역의 인구통계학(demographics)  정보, 둘째, 주

유소의 물리  특징, 셋째, 주유소  정유사의 계  

랜드 가치, 넷째, 지역 내의 주유소 도를 꼽았다. 비

록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격 분산

을 연구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정확히 일치하게

[11][12] 지역 시장을 정의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 내린 지역 시장의 정의를 따르더라도, 지역 시

장 간 지   인구통계학 (demographic) 정보에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지역이 다른 주유소들 간 큰 가격 차이가 있고, 

이들 주유소간의 상  가격의 교차가 빈번하지 않을 

것으로 상하 다.

가설 1-1: 다른 지역에 치한 주유소들 사이에는 가

격 차이가 있다

가설 1-2: 치에 따른 차별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에 치한 주유소들 사이에는 주유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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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격의 높고 낮음이 교차하지 않는다.

한 우리는 이러한 지역 간에 발생하는 큰 가격 차

이는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

하 다. 본 연구에 이용된 데이터를 이용한 사  분석

에서, 2008년 동안 92.5%의 소비자가 두 개 이상의 지

역에 걸쳐 휘발유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의 체 휘발

유 가운데 75%이상을 한 지역 시장에서만 하는 소비자

는 체 소비자의 37.5%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러한 찰은 지역 간 큰 가격 차이가 소비자들

이 휘발유를 구매하는 행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환

경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설 1-1과 1-2

에서 확인 된 다른 지역에 치한 주유소들 간의 큰 가

격 차이는 구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상  가격이 구

매량에 부(-)의 향을 미치고, 지역의 상  가격이 

그 지역에서의 구매 빈도에 부(-)의 향을  것이라

고 상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1: 다른 지역들에 치한 주유소들에게서 발

견할 수 있는 지속되는 가격 차이로 인하

여 소비자들은 상 으로 렴한(비싼) 

지역에서 휘발유 구매를 할 때에는 많은

( 은) 양을 구매하게 된다.

가설 2-2: 다른 지역들에 치한 주유소들에게서 발

견할 수 있는 지속되는 가격 차이로 인하

여 소비자들은 상 으로 렴한(비싼) 

지역에서 휘발유 구매의 빈도를 높이(낮

추)려고 하는 성향을 띈다.

도출한 가설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량  지역 선

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순히 인근 지역에 치한 

주유소들의 가격  특성에만 국한 되지 않는 다는 

을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만일 본 논문이 

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으로  가설들을 모두 지

지한다면, 휘발유 산업을 연구하는 기존 논문들이 내리

는 일반 인 가정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다고 믿는다. 를 들면, Chan, Padmanabhan, and 

Seetharaman[13]은 주유소의 치와 가격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한 지역의 수요를 모형화할 때, 시간의 흐름

과 무 한 한 지역의 특성만을 고려하 다. 이는 타지

의 주유소들과의 상  가격에 따라 이 지역에서 구매

되는 휘발유의 양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인데, 이는 우리의 상 연구 결과에 반하는 가정이다. 

 

2.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성격 
가설의 실증  검증을 해 한국에서 가장 큰 멤버십 

로그램  하나로부터 본 연구를 한 데이터를 지원 

받았다. 이 멤버십 로그램은 약 25,000,000명의 회원

을 갖고 있으며, 주유소 이외에 슈퍼마켓, 서 , 제과  

등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0,000개 이상의 가맹 을 

갖고 있다. 멤버십 로그램의 특징은 고객들은 무료로 

멤버십 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맹 에서의 구

매를 통해 포인트를 쌓는다. 립된 포인트는 일정 수

 이상이 되면 가맹 에서  신 지불하는 방법으

로 이용하거나 으로 받을 수 있다. 한 회원들은 

멤버십 로그램을 통해 할인과 쿠폰 등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은 평균 

일 년에 12,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쌓는다. 따라서 

고객들은 이 멤버십 로그램에 참여할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으며 가맹  이용 시 포인트 립에 극 으로 

참여 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멤버십 로그램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는 체 고객 

가운데 100,000명 고객의 휘발유 거래 내역과 고객들 

 주유소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00,000명의 고객

들은 서울특별시 5개 구와 3개의 성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 가운데 무작 로 추출 되었으며, 추출된 

고객들의 주유 거래 기록 가운데 가격 변동의 폭이 가

장 컸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모든 주유 거래 기록

이 데이터에 포함 되어있다. 

비록 연구에 이용된 데이터는 최근의 주유 거래 기록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지역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 이 있다. 하지만, 해당 산업에서 소비자, 주유, 정

유 업체의 의사 결정에 큰 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찾

을 수 없고, 우리의 데이터는 최근 10년 간 가장 큰 휘

발유 가격 변동 폭을 보 던 기간인 2008년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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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구매 행동
한 달 평균 주유 지출 금액 107,196원
1회 주유 시 평균 구매 금액 45,305원

한 달 평균 주유 횟수 2.08회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할 확률 84.5%

다. 한, 데이터가 8개의 다른 행정 구역의 100,000명 

고객의 주유 거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주유시장에 해 

유의미한 추론을 제시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

로 상한다.

주유 거래 데이터에는 고객  주유소의 아이디(ID)

와 거래 날짜, 거래량, 거래 액, 그리고 유종이 포함되

어 있으며, 거래 데이터 이외에 다른 두 개의 데이터에

는 고객들의 인구통계학  정보(성별  생년월일)와 

고객과 주유소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로열티 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주유소들은 모두 

하나의 정유사 랜드를 갖고 있으며, 체 고객 가운

데 서울 근교에 사는 일부 고객의 거래 내역만을 포함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주유소들이 해당 정유사 이외에 

타 정유사로부터 휘발유를 구입하기도 하며, 각각 독립

인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해

당 기간 동안, 100,000명 고객의 총 1,700만 건 이상의 

주유 거래에 하여 방 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따

라서 휘발유 산업에 한 연구에 사용 될 수 있는 미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데이터가 휘발유 

소매 산업 반에 걸친 유용한 분석이 가능하며, 한

민국 휘발유 소매 산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것

으로 상하 다.

[표 1]에서 본 연구에 포함된 100,000명 고객들의 

2008년 휘발유 소비 행태를 간략히 정리하 다. 고객들

은 한 달 평균 107,196원을 휘발유에 지출 하 으며, 한 

번 주유 시 약 평균 45,000원어치 휘발유를 구매하 다. 

한 한 달 평균 2.08번 정도 주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정 동(洞)에서 주유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경

우, 그 동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확률은 약 85% 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는 2007∼2010년에서 유사하게 찰되었다.  

표 1.2008년 휘발유 구매 행동

3. 가격의 차이 
휘발유 가격차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 

휘발유 소매 시장에 상당한 가격차가 존재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휘발유 소매 시장에서 역시 주유

소 간 가격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랜드에 따라 고

객들이 휘발유의 품질을 정확이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휘발유가 다른 재화와 비교하여 생각

해 봤을 때, 상 으로는 동일한 품질을 지닌 재화라

고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소매 시장에 존재

하는 가격 차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큰 향을 

끼칠 것이라고 상할 수 있으며, 우리는 본 논문에서 

지역 간 휘발유의 가격 차이에 해 분석하 다.

휘발유의 가격차를 알아보기 하여 휘발유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휘발유 시장에 집 하 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일반 인 휘발유 시장에서 한 

곳의 주유소가 매하는 휘발유에 하루 동안 여러 개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활한 연구 

분석을 하여 하루에 여러 개의 가격이 존재할 경우 

휘발유 가격의 간값(median)을 해당 주유소의 하루 

가격으로 정의하 다. 주유소가 속한 지역인 동(洞)의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동에 치한 주유소를 지역 시장

으로 정의하 다. 이는 Van Meerbeeck[14]와 Clemenz 

and Gugler[15]이 지역 시장을 호주의 district로 정의

한 방법과 유사하다. Clemenz과 Gugler[15]가 실시한 

연구의 경우 지역 시장을 좀 더 범 하게 규정지었으

며 분석 상을 특정 랜드로 국한하지 않았다는 차이

이 있다. 하지만, 서울에 치한 동의 경우 그 평균 

면 이 1.42로, 이는 Lewis[11]과 Hastings[12]가 지역 

시장을 1.5마일 혹은 1km 반경으로 정의하 던 것과 

비교하면, 선행연구들 정의한 반경과 크게 벗어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 한, 본 연구의 데이터에 포함된 정

유 랜드의 경우 한 동에 평균 2.74개의 주유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데이터

가 지역 시장 내에 충분한 가격 분산을 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상을 가능  한다.

지역 시장 간 가격 차이를 분석하기 해 Lewis[11]

와 같은 방식을 따라 지역 시장 간 시장 내 간 가격들

과 그 간 가격들의 평균 가격의 차이의 표  편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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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Q1 Q2 Q3 Q4

X
Q1 92.70% 7.16 0.00 0.12
Q2 6.77 80.26 12.29 0.66
Q3 0.00% 12.50 80.92 6.57
Q4 0.11 0.66 6.36 92.84

  

∑∈ (1)

측정하 다. 시  t (단 : 1일)에서 시장 i의 다른 시장

들과의 가격 차이는 아래의 식(1)과 같이 정의 된다. 

J는 본 연구의 샘 에 포함된 모든 시장의 집합을 일

컬으며 it는 시  t때 시장 i의 t 날 간 가격으로, 그리

고 jt는 시장j의 t시 에서의 간가격으로 정의된다. 

식(1)과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된 가격 차이들의 

표  편차는 66.02원/리터인데, 이는 데이터에 나타난 

휘발유 가격 평균의 4.4%에 해당한다. 한 시장들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 시 에서 휘발유 가격의 

19.26%에 해당하는 지역 간 가격 차이를 발견할 수 있

었다. 66.02원/리터의 표 편차는 시장 내 가격 편차를 

분석한 선행 연구 (Lewis 2008)에서 그 결과가 3.7센트/

갤런에 불과 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19.26%의 지역 간 

가격차는 데이터에서 찰된 평균 구매의 경우, 다른 

주유소에서 구매했을 경우 최  10,000원 이상 그 최종 

구매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을 의미한다는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결과가 모두, 지역 간 가격 차

이가 상당하다는 본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한다. 

한 지역 시장 간 존재하는 가격의 차이가 지속 인

지, 지역 간 상  가격에 변화는 없는 지 알아보았다. 

이를 하여 주유소의 가격이 t일에 4 분 수 X에 속한 

후 t+1일에 4분 수 Y에 속하는 평균 확률을 계산하여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들이 재의 4분 수에

서 다른 4분 수로 다음 날 이동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

며, 재의 4분 수에 지속 으로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1.5%의 경우에만 

두 2분 수 이상을 넘나드는 성향을 보 는데, 이는 시

장 내 상  가격의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11]에서 

상  가격이 2개의 4분 수 이상을 넘나드는 경우가 

28%가 넘게 찰된 것과 비교한다면, 치의 차별성이 

존재하는 다른 지역 간 지역 지속 인 가격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이에 따라 지역 간 큰 가격 차이가 소비자의 주유 행

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하여 구매와 

련된 여러 의사 결정 가운데, 소비자의 구매량 결정

과 구매 지역 결정에 집 하여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

해, 두 의사 결정과정을 분석하 다.

표 2. 시장 가격 4분위수 변화 행렬 

4. 분석 모형
4.1 구매량 결정
휘발유 구매 경험에서 소비자는 여러 단계의 의사 결

정에 여한다. 를 들어 소비자는 가장 먼  구매 여

부를 결정하고, 구매 지역과 주유소 선택, 구매량 결정

을 포함한 여러 의사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이 가운데 

제일 먼 , 구매량 결정 선택을 모형화 하는데, 가격의 

변화에 따라 구매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탄력도를 분

석하고자, log-log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며, 구매량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 다. 이를 해 

분석 모형은 소비자가 이미 구매 여부와 구매 지역, 주

유소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구매량 결정은 구매 경험

에 여하는 다른 결정들과는 독립 으로 이루어진다

고 가정하 다. 의 분석 모형 설정을 통해 다음의 식 

(2)을 구성하 다.

 
   

   
      

(2)

이 식에서 Quatityit와 Pricet는 각각 t날 소비자c의 

구매량, t날 거래되는 체 휘발유 가격들의 간값을 

정의 하고, Xcjkt는 계 에 따른 주기  소비자와 주유

소의 demographics를 통제  주유소와 소비자의 주소

지 간 거리의 향을 측정한다.

그 외에, RelativePricejt과 RelativePricekt는 각각 식 

(3), 식 (4)와 같이 정의 되는데, 이들은 t날 다른 시장들

의 간 가격 비 시장 j의 간 가격() 과 t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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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장 j 내 다른 주유소들의 가격 비 주유소 k 

() 의 가격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 두 변수는 이 회

귀 분석에서 가장 요한 변수이며, 이들의 계수는 주

유가 이루어지는 지역 시장  주유소의 상  가격이 

구매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한다. 이를 

해 fixed effect estimation을 이용하여 소비자들 간 선

호도의 차이를 통제하며 의 식을 계측하 다.


 

∑∈ (3)


 

∑∈ (4)

 
   

     
(5)

구매량 모델의 결과는 [표 3]에 정리하 다. [표 3]에

서 가장 큰 심을 끄는 변수  하나인, ‘지역 간 상

 가격’은 본 연구가 상한 것과 같이 구매량 의사 결

정에 유의미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지역의 휘발유 간 가격이 체 간 가격 

비 1만큼 증가할 때, 고객들의 휘발유 구매량은 약 

1.25% 하락한다. 

표 3. 구매량 결정 

Parameter
Coefficient Estimates
(Standard Error)

* significance at the 5% level


-0.3507*
(0.0021)


-1.2519*
(0.0048)


-0.7324*
(0.0070)

Constant 7.8108*
(0.0724)

Number of 
Observations 6,036,938

R-Sq
within: 0.0187

between: 0.0185
overall: 0.0195

한 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같은 지역 내 거래

되는 가격의 간 값 비 1씩 증가 했을 때, 휘발유 구

매량에 역시 -0.73%만큼의 변화를 다고 측하 다. 

이는 고객들이 지역 간 가격 차이를 구매량 결정 시 고

려한다는 과 같은 지역 내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비

교  가격이 렴한 주유소에서 구매를 했을 때, 더 많

은 양을 구매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하지만 지역 내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을 고려

했을 때 같은 지역 내 주유소 간 가격 차이가 구매량에 

미치는 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상하 다. 마

지막으로 의 계수는 휘발유 가격이 1% 올

랐을 경우 구매량이 0.35% 어든다고 나타났는데, 이

는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들이 구매량을 이고 

구매 빈도를 높인다고 밝힌 기존 논문과 일치하는 결과

로 나타났다[16].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검증 결과는 

가설 1을 강하게 지지하며, 고객들이 구매량 결정을 할 

때 구매하는 지역의 상 인 가격을 고려하여 구매량

에 한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여러 마  연구에서 여러 소비재의 다른 제품군에

서도 와 같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성향이 여

러 차례 검증되었다. 하지만 고객들이 제품의 가격을 

상  밖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제품 구매만을 해 독립

인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휘발유 소매 시

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제품군에서의 연구 결과를 

휘발유 산업으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휘발유 산업을 연구하는 여러 

학술 논문들에서는 한 지역의 휘발유 수요는 다른 지역

의 휘발유 가격에 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13]. 따라서 구매량 결정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

증  검증 없이 와 같은 가정을 내리는 것은 결론의 

신뢰성  타당성을 해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본 연구

의 결과가 고객들의 휘발유 구매 행태에 한 실증  

지식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4.2 구매량 결정
구매지역 결정에 한 실증  분석을 해 본 연구에

서는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휘발유 구매 지역 결

정과 지역 간 상  휘발유 가격의 연 성을 검증하

다. 고객들이 구매량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지역 간 상

 가격을 고려 한다는 결과에 비추어 지역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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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구매 지역 결정에 역시 부(-)의 유의미한 향

을 미친다고 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og-log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모형을 구성하

고, 구매 지역 결정 역시 구매 경험에 여하는 다른 결

정 요인들과 독립 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 다. 

4.3 구매 지역 결정
구매지역 결정에 한 실증  분석을 해 본 연구에

서는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휘발유 구매 지역 결

정과 지역 간 상  휘발유 가격의 연 성을 검증하

다. 고객들이 구매량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지역 간 상

 가격을 고려 한다는 결과에 비추어 지역 간 상  

가격이 구매 지역 결정에 역시 부(-)의 유의미한 향

을 미친다고 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og-log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모형을 구성하

고, 구매 지역 결정 역시 구매 경험에 여하는 다른 결

정 요인들과 독립 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 다. 

 
   

     
(5)

다른 변수들은 모두 이  분석과 같이 정의하고, 

는 지역시장 j에서 t날 이루어진 총 거

래의 횟수를 지정하고 는 계 에 따른 주기를 통제

한다. 한 지역시장 내 운 자 수 혹은 통행량 등과 같

은 지역 간의 차이를 통제하기 하여, 이 의 소단원

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fixed effect를 이용하여 식(5)와 

같은 모형을 계측하 다. 이 식에서 한 가지 주의할 

은 이  분석이 소비자의 구매량을 연구하므로 분석의 

단 가 소비자 벨이었지만, 이번 분석은 지역의 상

 가격이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거래 건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므로 그 단 가 지역 벨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매량 분석 모델과 마찬가지로 

RelativePricejt 는 이 분석에서 가장 요한 변수로, 이 

변수의 계수는 주유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상  가격

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휘발유 구매 빈도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측정하 다.

구매량 모델의 결과는 [표 4]에 정리 되어 있다. 

RelativePricejt 의 계수, 즉 지역의 상  가격의 향

은 본 연구의 가정한 로 구매량 의사 결정에 부(-)의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한 지역의 간 가격이 

체 간 가격 비 1만큼 증가할 때, 지역 내 거래 횟수

는 약 1.44%가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

역 간 가격 차이가 고객들의 주유 지역 선택에 큰 향

을 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며, 가설 2-2를 강하게 

지지한다. 따라서 고객들이 구매 지역 결정을 할 때에 

구매하는 지역의 상 인 가격을 고려하며, 가격이 상

으로 렴한 지역에서 구매를 하려는 성향이 있다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구매량  구매 지역 결정 분석에 하여 한 가지 짚

고 넘어가자면, [표 3]과 [표 4]의 R-sq 값이 다소 낮다

는 이다. 우리는 그 이유로 분석에 포함되지는 않았

지만, 각 분석의 종속 변수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으로 상 하는데, 가격이 다른 요소들과 독

립 으로 결정되어 지는 한국의 주유시장의 사정을 고

려한다면, 이는 우리 결과의 robustness에 향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구매 지역 결정 

Parameter
Coefficient Estimates
(Standard Error)

* significance at the 5% level


0.1766*
(0.0043)


-1.4400*
(0.0126)

Constant 0.8232*
(0.0335)

Number of Observations 2,293,654

R-Sq
within: 0.0069

between: 0.1229
overall: 0.0054

본 소단원의  결론은 이  소단원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휘발유 시장을 연구했던 지난 선행연구들이 주로 

잘못 가정했던 소비자 구매 행태에 한 올바른 실증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앞으로의 정유 련 분야 연구  

휘발유 산업의 의사 결정 개선에 큰 시사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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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운 되는 멤버쉽 자료를 분석하여 휘발유 구매 행태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실증  분석을 

통하여 휘발유 소매 시장의 지역 간 가격 차이와 소비

자의 구매량과 장소 선택에 하여 알아보았으며, 소비

자 단계의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간 휘발유의 지

속 인 가격 차이가 소비자들의 구매량과 장소 선택에 

유의미한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서로 다른 지역에 치한 주유소들 간 큰 폭의 가격 

차이가 있었으나 상  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른 활발한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발견과 함께 구매 가속에 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치한 주유

소 간에 큰 폭의 가격 차이가 소비자들의 구매량  구

매 지역 선택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 하 으며, 실

증  검증 과정을 통하여 휘발유의 상  가격이 의 

선택에 부의 유의미한 향을 다는 사실을 검증하

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소비자들의 구매 가속 성향이 

휘발유 소매 산업에서 역시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 주

고, 둘째, 정유 산업의 경쟁 시장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에서 학문  의미를 갖는다. 

연구의 결과가 실제 휘발유 소매 시장에 어떠한 시사

을 주는지 확인하기 해 연구 분석 자료에 포함되었

던 주유소 두 곳의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 다. 그 

결과, 서로 이웃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설정한 휘발유 

가격 정보만이 각 주유소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한 향

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들

이 여러 다수의 지역에서 휘발유 구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재 주유소들의 용하고 있

는 가격 결정 방식이 효율 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례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 

는 간선 도로 주변에 치한 주유소들의 경우, 주변 지

역에 치한 주유소 가격 이외에 고속화 도로 혹은 간

선 도로로 연결이 되는 타 지역의 주유소 가격이 고객

들의 구매량  장소 선택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

다. 

한, 이는 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  가운데 교

육세와 주행세가 지방세로 포함된다는 을 고려하면, 

본 논문의 결과가 과세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제고에도 

향을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휘발유 산업에 

한 선행 연구  연구의 주제를 통해, 유류세에 따른 소

비자들의 구매량에 미치는 향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2], 본 연구의 결과가 휘발유 산업의 정유사  소매

의 의사결정에 한 효율성 제고에 한 시사 을 제시

할 뿐 아니라 정책가들의 의사 결정 개선에도 큰 향

을 미칠 것이라고 기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객들의 구매량  구매 

장소 결정에 한 실증  지식을 더했다는 의의가 있

다. 한 이 의 선행 연구들이 휘발유 소매 시장을 연

구함에 있어 경쟁 계를 정의할 때, 단순히 치가 가

까운 주유소들을 경쟁상 로 규정하는 방식이 합리

이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학문  시사 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 모형의 한계 을 논하자면, 본 

분석 모형에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주유소가 치한 지

역의 특성을 포함하지 못 했다. 본 연구가 자료로 삼은 

데이터가 서울  성 도시에 치한 주유소들에서 발

생한 주유 기록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특성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고객이 구매하는 주유량에 동

시에 미칠 가능성은 다. 따라서 이와 련하여 내생

성 문제가 분석 결과에 치명 인 향을 미친다고 보기

는 힘들다. 하지만, 이는 우리 분석 모형의 명확한 한계

으로 추후 연구에서 포함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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