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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 본� 논문은� 2005.1.1~2018.11.30일간의� 일간최대전력수요와� 일

간평균기온을� 이용해� 2011년� 이전과� 이후의� 기온� 변동성이� 최대전력

수요의� 변동성에� 미친� 전이� 효과에� 대해� 변동성� 전이모형(Volatility�

Spillover� Model)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전과� 이후의� 경우� 난방국면(18도� 이하)에서는� 변동성� 전이�

계수의� 절댓값이� 늘어나� 변동성� 전이� 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

지만,� 냉방국면(18도� 이상)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11년� 이후를� 2011-15년과� 2016-18년

으로� 분리하여� 분석해본� 결과,� 냉방국면에서는� 지속해서� 변동성� 전이�

계수의� 값이� 늘어나� 변동성� 전이� 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난방국면에서는� 2011-15년� 기간에는� 2011년� 이전과� 비교했을�때� 전

이�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18년� 기간에는� 오히려�

2011년�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부터� 늘어난�

폭염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냉방국면

에서는�변동성�전이�효과가�계속�늘어난�것으로�나타났고,� 난방국면에

서는� 2011-15년� 기간에는�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온� 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나타

낸다.� 또한� 변동성� 전이계수의� 값이� 냉방국면에� 비해� 3배� 이상이라는�

점은�하계�최대전력수요�관리에�더욱�힘� 써야� 함을�뜻한다.� 이러한�연

구의�결과는�에너지�수요예측� 시에�기온변수를� 이용해� 추정하지만,� 최

근� 늘어난� 기온� 변동성과� 기온� 변동성으로� 인한� 변동성� 전이� 효과의�

변화를�고려해야�함을�강조하는데�의의를�둔다.

주요어� :� 최대전력수요,� 에너지�수요예측,� 불확실성,� 변동성�전이모형

학� � 번� :� 2017-26631



- ii -

목� � � � � 차

Ⅰ.� 서론 ··························································································· �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 � 1

2.� 연구의�범위 ··················································································· � 5

3.� 연구의�방법 ··················································································· � 6

Ⅱ.� 기존연구의�고찰 ······································································· � 7

1.� 기상과�전력수요 ············································································ � 7

2.� 기존� 연구와의�차별성 ·································································· � 9

Ⅲ.� 분석� 자료와�기초통계 ····························································· 10

1.� 분석� 자료 ······················································································· 10

2.� 단위근�검정 ··················································································· 17

3.� 연구� 방법 ······················································································· 18

Ⅳ.� 분석� 결과 ·················································································· 26

1.� ARCH� LM� Test ············································································ 26

2.� 기온의�변동성과�최대전력소비�변동성간의�관계 ····················· 27

3.� 정책적�시사점 ················································································ 38

Ⅴ.� 결론� ························································································ � 40

참고문헌 ························································································· � 43

Abstract ························································································· � 49



- iii -

표� � � 목� � � 차

[표� 1]� 연도별�전력소비량�및�최대전력�증가율�비교 ······················· � � 2

[표� 2]� 단위근�검정 ················································································ � 17

[표� 3]� 일간� 평균기온�식� (14)� 추정결과 ············································ � 26

[표� 4]� 2011년�이전과�이후�기간의�분석�결과 ································ � 28

[표� 5]� 2011년�이전과�이후�기간의�변동성�이전�효과 ··················· � 29

[표� 6]� 2011년�이전,� 2011-15,� 2016-18년� 기간의�분석�결과 ··· � 32

[표� 7]� 2011년�이전,� 2011-15,� 2016-18년� 변동성�이전�효과� · � 33

[표� 8]� 추정치와�조건부�분산의�단위근�검정 ···································· � 36

그�림� � 목� 차

[그림� 1]� 연도별�하계�동계�최대전력�추이 ········································ � � 2

[그림� 2]� 2005.1.1~2018.11.30� 일간�최대전력수요 ····················· � 11

[그림� 3]� 월별계절변동지수(MSVI) ······················································ � 11

[그림� 4]� 일별계절변동지수(DSVI) ······················································· � 11

[그림� 5]� 2005-17년간�전력과�도시가스의�상대가격 ······················ � 13

[그림� 6]� 기상으로�인해�설명되는�최대전력수요와�평균기온 ·········· � 16

[그림� 7]� 기상으로�인해�설명되는�최대전력수요와�기온평년값 ······ � 16

[그림� 8]� 식� (15′)의� 추정치와�잔차 ··················································· � 35

[그림� 9]� 식� (16′)의� 추정치와�잔차 ··················································· � 35

[그림� 10]� 시간과�추정치,� 조건부�분산 ·············································· � 37

[그림� 11]� 추정치와�조건부�분산 ························································· � 37



- 1 -

Ⅰ.� 서론

� � 1.� 연구� 배경�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전� 세

계적으로� 한파,� 폭염,� 폭설,� 집중호우,� 가뭄,� 산불� 등의� 이상기상� 현상이� 날

로� 빈번해지며�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변�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경우�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tern,� 2006).�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2010년에� 폭설,�

태풍,� 이상저온,� 한파� 등의�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상이변에� 대

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고,� 이로� 인해� 이상기상� 현상에� 대한� 정부

의�종합적�평가�및�대응이�긴요하게�요구되었다.� 기상청과�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관계부처�합동�이상기후�특별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으며,� 매년� 이

상기후�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기상청,� 2010).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전통적으로� 기상에� 민감했던� 농업부문뿐

만� 아니라,� 국토� 해양,� 산업,� 방재,� 산림,� 수산,� 환경,� 보건�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전력소비량� 증

가율과� 최대전력(하계/동계)� 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전력소비량에�

대비해� 최대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11년간�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은� 5.37%에서� 2012-18년간� 1.86%로� 대폭� 감소

한� 데� 비해,� 하계와� 동계의� 최대전력� 증가율은� 2006-11년간� 각각� 4.77%

와� 5.22%에서� 2012-18년간� 각각� 2.66%와� 3%로�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

율의�상승이�주춤함에도�연평균�최대전력수요�증가율은�비교적으로�높다.� 또

한,� 전통적으로� 동계보다� 하계� 때� 최대전력수요가� 높았으나,� 2009년부터� 겨

울철� 난방수요의� 전력화� 등에� 힘입어� 동계� 최대전력수요가� 하계� 때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 들어서는� 하계� 이상기온� 현상� 등으

로�인해�다시�하계전력수요가�동계전력수요를�역전하는�모습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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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전력소비량�

증가율(%)
4.9 5.7 4.5 2.4 10.1 4.8 2.5 1.8 0.6 1.3 2.8 2.2

최대전력(하계)�

증가율(%)
8.0 5.6 0.8 0.7 10.6 3.3 2.9 -0.4 2.8 1.1 10.7 -0.7

최대전력(동계)�

증가율(%)
1.9 9.8 2.8 10.1 6.1 1.0 3.6 1.0 3.7 3.5 0.8 5.5

평균�전력소비량�

증가율(%)
5.37 1.86

평균�최대전력(하계)�

증가율(%)
4.77 2.66

평균�최대전력(동계)�

증가율(%)
5.22 3.0

[표� 1]� 연도별�전력소비량�및� 최대전력�증가율�비교

출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

[그림� 1]� 연도별�하계�동계�최대전력�추이(Gw)

출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

2017년에는� 기록적인� 한파로� 동계� 최대전력수요가� 직전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망치인� 8만5200MW를� 초과하였다.� 이로� 인

해� 2017년� 동계� 동안� 10차례의�전력수요�감축�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는� 제

도가� 도입된� 2014-16년까지� 3차례만� 발령되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대

조적이다.� 정부는�올겨울�잦은�전력수요�감축�지시와�관련하여�최대전력수요

에� 대한� 예측치가� 틀렸음을� 인정했으며� 이는� 예상치� 못했던� 한파가� 원인이

라고�발표하였다(한국경제,� 2018-1-15;� 펜앤드마이크,� 2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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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전력수요와�

기온의� 관계는� 기온을� X축으로� 간주하고,� 전력수요를� Y축으로� 간주하였을�

때,� 비선형적인� 관계(U자/V자)를� 갖는다(Valor� et� al.,� 2001;� Fung� et� al.,�

2006;� 신동현,� 2014).� 즉� 하계나� 동계의� 경우� 이상기온이� 발생� 시� 최대전

력수요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한� 계획수립�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경우,�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 신축적으로�

대응케� 되어있다.� 하지만�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여러�

모형과�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인구,� 기온� 등의� 주요한� 변수

들의� 경우� 국내� 최고권위�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지만,� 기

온� 데이터는� 기상청의�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

점을� 지닌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또한� 기상청이� 2011년에�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대략� 10

년� 주기로� 발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최대전

력� 수요의� 변동성을� 즉각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즉� 이상기온으로� 인한� 최

대전력수요의�변동성이�커질�경우,� 늘어난�변동성으로�인한�전력공급�안정성

이�우려되는�바이다.�

현재� 한국의� 전력시장은�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와� 경쟁체제�

도입� 후� 발전시장에� 진입한� 대기업과� 한국전력공사의� 수요독점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표면상� 체제로� 보이지만,�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변동비� 기반으로�

운영되어� 변동비가� 저렴한� 원자력,� 석탄,� LNG� 순으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시간대별로� 투입되는� 발전기의� 변동비가� 시장가격을� 결정하며� 민간발전회사

에는� 시간대별로� 결정된� 계통한계가격(SMP)에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한� 가

격으로�정산하는�방식으로�사실상�경쟁체제라고�보기�어렵다.� 이러한�작금의�

현실에서� 최근의� 수요관리정책(부하관리)은� 전력을� 소비하는� 민간의� 기업에�

전력이�부족한�시기에�감축을�요청하여�대응하는�방식이다.� 전력예비율�관리

에� 있어� 발전소를� 더욱� 확충함으로써� 해결했던� 기존의� 공급� 위주의� 정책과�

달리� 수요관리정책은� 예비율� 일부를� 수요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오래전

부터� 수요관리정책이� 안착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달리� 한국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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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적�상황으로�앞서�밝혔다시피�불확실한�상황이다.

또한,� 최근� 신정부에서�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안정

성과� 경제성� 중심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정책�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에너지전환로드맵에� 기반을� 둬� 원전과� 석탄

발전의� 단계적인� 감축과� 더불어� LNG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표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공급� 안정적인�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인해�발생할�공급�안정성의�우려�또한�무시하기�어렵다.�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수요관리정책으로�불안정한� 전력예비율관리와�

발전원� 전환으로� 인한� 공급� 안정성의� 저하,� 마지막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온� 변동성이� 최대전력수요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겹쳐졌을� 때,� 과연�

현재의� 수요관리정책만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한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늘어나는� 기온� 변동성은� 특히�

폭염현상에� 있어�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에� 따르면,� 평년�

기준으로� 10.1일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22.4일에� 달해� 두� 배� 이상의�

폭염일수를� 보였다.� 또한,� 2018년은� 무려� 31.5일에� 달해� 평년� 대비� 세배�

이상� 이었을뿐� 더러�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7월에도� 높은� 폭염일수

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2005년� 이후로,� 7월� 평균� 폭염일수는� 3.9일이고�

2018년을� 제외한� 최고� 폭염일수는� 2012년� 8.6일이었으나� 2018년� 7월의�

폭염지수는� 15.5일에� 달했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일수를� 의미하는데,� 이렇듯� 극심한� 폭염현상은� 냉방수요를� 촉진함으로써� 최

대전력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폭한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

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폭한� 현상의� 발생� 시� 최대전력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즉�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최대전

력수요의� 변동성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직면한�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긴요해졌다.� 본� 연구는� 이에� 앞선� 탐색적� 연구로서� 기온� 변동

성이� 최대전력수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함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다음과�같다.�

“2011년� 전후로� 기온� 변동성이� 최대전력� 수요의� 변동성에� 미치는� 변동성�

이전�효과가�증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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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범위�

먼저� 이상기상의� 경우� 한파와� 폭염과� 같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제한

한다.� 왜냐하면,�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풍속이나� 상대습도� 등도� 고려한�

연구결과들도� 일부� 있으나,� 최대전력수요는� 대개� 기온에� 의해� 상당� 부분� 설

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기상요인들은� 대개� 이를� 교정하는� 역할

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 변동성이� 최대전력수요의�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5.1.1~2018.11.30일까지의� 일간�

최대전력수요의� 자료와� 기온자료를� 이용해� 2011년� 전과� 후의� 변동성에� 대

해� 분석할�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시점을� 나눈� 이유는� 첫째로� 이상기

후� 특별보고서가� 2010년� 말에� 발간되기� 시작한� 이래로� 매년� 이상기후� 보고

서가� 발간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로� 10년� 주기로� 발간하는�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최근� 발간연도가� 2011년이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2010-11년경

부터� 평균전력� 수요� 증가율이� 줄어들었지만,�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상대적

으로� 적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1)� 마지막으로,� 국내� 전력� 소비패턴의� 구조

변화에� 관해� 연구한� 김철현� 외(2015)에� 따르면,� 총� 전력추세는� 2008년� 10

월과� 2011년� 3월,� 주택용은� 2010년� 7월,� 일반용은� 2009년� 12월,� 산업용

은� 2011년� 3월에� 추세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전후로� 기온의� 변동성이� 최대전력수요의� 변동성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2006-11년과� 2012-17년간� 평균전력소비증가율과� 하계� 및� 동계�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에� 대해� 각각� 시점� 전후로� 단측검정� t-test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전력

소비증가율의� 경우,� 2011년� 이전과� 이후�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

나(t=3.2294,� 유의수준=0.0089)� 하계와� 동계� 최대전력수요증가율의� 경우,� 2011년�

이전과� 이후에� 10%� 유의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하계� t=0.8891,� 유

의수준=0.1974,� 동계� t=1.2644,� 유의수준=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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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온� 변동성이� 최대전력수요� 변동성에� 미친� 영향

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1.1~2018.11.30일간의� 일일�

최대전력수요와� 동� 기간의� 기온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최대전력수요를� 설명

하는� 데� 있어,� 기온만이� 유일한� 요인이� 아니므로,�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독립변수들과�추가적인�변수들을�도입하여�분석한다.�

논문의� 전체�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기온과� 전력

수요간�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최대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정리하여� 통제변수로써� 사용할뿐더러� 기온의� 변동성에� 관해� 정의한다.� 다음

으로� 기온� 변동성� 전이�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이용해� 계량분석모형

을� 구축한다.�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변동성� 전이� 모형(Volatility� Spillover�

Model)으로� 대표적� 이분산� 모형인�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모형에� 기반을� 둔� 모형이다.� 마지막� 단계에

서는� Wald� 값을� 비롯한� 통계적� 방법을�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

모형의�분석�결과를�통해�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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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연구의�고찰

� � 1.� 기상과�전력수요

전력은� 그� 자체로� 직접� 효용을� 제공하는� 재화가� 아니라,� 램프,� 난

로,� 에어컨� 등의� 자본재(Capital� stock)를� 통해� 투입물로서� 작용해� 효용을�

제공하는� 재화이다.� 즉� 전력수요는� 최종산출물의� 파생수요이다.� 이러한� 전력

수요는� 대개� 전력의� 가격,� 상대가격,� 경제적,� 사회적,� 인구요인� 등에� 대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중� 기온에� 의한� 효과가� 압도적이다.� (Taylor,�

1975;� Eskeland� &� Mideksa,� 2010)

전력수요를� 기상에� 의한� 전력� 소비로� 분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

지가� 있는데,� 첫째로� 시간� 추세와� 공휴일,� 연휴,� 월등의� 더미� 변수를� 전력수

요에� 회귀분석하고� 남은� 잔차를� 기상에� 의한� 요인으로� 해석하는� 방식과

(Valor,� Meneu,� &� Caselles,� 2001;� Pardo,� Meneu,� &� Valor.,� 2002;�

Moral-Carcedo� &� Vicens-Otero.,� 2005),� 평균전력소비로� 단기전력수요를�

나누어� 기상에� 의한� 전력수요를� 추출하는� 방식(Li� &� Sailor.,� 1995;� Sailor�

&� Muñoz,� 1997;� Sailor,� 2001;� Bessec� &� Fouquau,� 2008)이�있다.�

국내외� 기온� 관련� 전력� 소비의� 연구를� 살펴보면,� Malcolm� O,� et�

al.(2008)은� 중국의� 도시지역,� 시골지역,� 비가정용으로� 구분한� 후� 기후요인�

유무로�인한�전력수요의�탄력성을�측정했다.� 소득탄력성의�경우�대체로�도시

지역에서� 매우� 민감하게� 나타났으나,� 기온변화로� 인한� 전력수요의� 탄력성의�

경우� 도시지역(0.59)보다� 시골� 지역(0.758)에서� 더� 민감하게� 나타났음을� 보

였다.� Franco,� G.&� Sanstad,� A.H(2008)은� 기후변화로�인해� 일간�최고기온

이� 현재� 약� 40~42도에서� 증가할�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러한� 기온증

가로� 인한� 연간� 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과� 시간대별� 피크증가율에� 대해� 전망

했다.� 이학노� 외(2010)는� 전력피크� 방정식을� 평균기온과� GDP,� 전력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유� 요금의� 함수로� 정의하였고,� 평균기온의� 경우� 포물선의�

형태를� 보이는� 이차함수� 꼴로� 추정하기� 위해� 2차식으로� 포함하였다.� 그� 후�

분산분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력피크는� 과거의� 전력사용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받았으며,� 고온과� 저온� 및� GDP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박광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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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상변수가� 최대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GARCH� 모형

을�이용하였다.� 하계최대전력�수요를�분석하기�위해�불쾌지수를�이용해�분석

했으나,� 기온변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과� 하절기와� 동절기� 수요의� 추세와�

순환변동을� 분해해�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였다.� 신동현,� 조하현�

(2014)은� 2011.1.1~2013.12.23일까지의� 전력최대수요� 일간자료를� 가지

고,� 최대전력수요에서� 기상으로� 인해� 설명되는� 부분으로� 분리� 한� 후,�

MRS(Markov� Regime� Switching)모형과� TR(Threshold� Regression)모형,�

STR(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이용해� 기온의� 연속� 및� 누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기온과� 과거의� 기온이� 최대전력�

소비에�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고,� 기온의� 연속� 및� 누적� 효과는� 특정� 온도� 이

상�혹은�이하에서만�효과가�나타남을�보였다.�

신동현� 외(2014)는� 1970년� 1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의� 분기

별� 자료와� 단변량� 구조변화� 접근법을� 이용해� 1980년� 4분기와� 1999년� 3분

기에� 변동성이� 증가했음을� 보였다.�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상업� 서비스� 부문

의� 변동성� 증가가� 그� 원인으로� 밝혔고� 생산� 충격과� 가격충격뿐� 아니라� 기온

충격� 또한� 전력� 소비의� 변동성� 변화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임을� 밝혔다.�

Chang� et� al.(2016)은� 월간전력�수요와�기온� 간의� 단기적인�관계를� 분석하

였다.� 기존의� 냉방� 도일과� 난방도일� 방식과� 달리� 기온분포를� 이용한� 기온�

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함이� 특징이다.� 또한,� 비기후적인� 변수들이� 기온변화에�

대응해� 단기수요에� 반응함을� 허용했으나,� 가정부문에서는� 적합한� 요인을� 찾

을� 수� 없었으나� 상업부문에서� 전력가격의� 상대가격에� 겨울철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인무� 외(2016)은� 산업업종별� 실시간�

AMR(Automatic� Meter� Reader)� 전력수요량을� 전력사용량의� 이동평균,� 기

온효과,� 단기의� 변동을� 반영하는� 특수일� 더미� 변수�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

고,� 기온분포함수와� 기온� 반응함수의� 적분� 꼴로� 정의되는� 기온효과� 변수를�

위해� 기온� 반응함수를� FFF(Fourier� Flexible� Form)의� 비선형� 함수형태로� 추

정하였고� 정준공적분회귀(CCR;� Canonical� Cointegrating� Regression)을�

이용해�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경우�기온효과가�강하게�나타났으

나,� 제조업의� 경우� 낮은� 효과를� 보였다.� 박지원(2018)은� 부분선형모형을� 통



- 9 -

해� 기온과� 전력간의�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비선형관계임을� 밝혔고,�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시�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선형모형을� 이

용했다.�

�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먼저,� 국내� 기온� 관련� 전력� 소비,� 최대전력� 소비들의� 연구는� 기온과�

전력수요�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 기온효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연구한� 결과들은� 기존의� 해외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

지만,� 전력�및� 에너지의�변동성이�늘어남에�따른�연구는�부족한�상황이다.�

� 기존� 에너지� 변동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신동현� 외(2015)는� 내생적�

구조변화를�통해�에너지�소비의�변화를�살펴봤는데,� 모수의�변화를�가정하지�

않아� 한계로� 남을뿐더러� 월간� 에너지� 소비� 변동성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

며,� 전력� 소비� 또한� 월간� 평균전력소비량에� 초점을� 둔� 것이� 차이이다.� 또한,�

신동현,� 조하현(2014)은� MRS,� TR,� STR과� 같은� 비선형� 모형을� 통해� 최대전

력� 변동성과� 기온의�연속�누적� 효과� 등에�관해�연구했으나,� 기온의� 연속,� 누

적� 효과가� 최대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Malcolm�

et� al.(2008)은� 도시� 및� 시골� 지역을� 구분하고� 기후요인을� 유무에� 따른� 전

력� 소비에� 대한� 가격,� 소득,� 기온� 탄력성을� 고려하였으니� 초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Franco,� G.&� Sanstad,� A.H.(2008)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

승을� 가정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서� 평균전력� 수요와� 피크전력수요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추후� 장기적인� 예측을� 목표로� 하였음이� 큰� 차이이

다.

본�연구에서는�기온과�최대전력수요의�변동성에�초점을�맞추고�이러

한� 변동성이� 변화를� 밝히기� 위해� 변동성� 이전� 모형을� 이용해� 분석할� 예정이

다.� 본� 연구는�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기온� 변동성이� 최대전력수요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

들에서는� 기온과� 최대전력� 소비� 간의� 비선형� 관계나� 장기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소비의� 변화,� 기후요인� 유무에� 따른� 가격,� 소득,� 기온� 탄력성을�

고려했던� 것에� 비해�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늘어난� 변동성의� 이전� 효과에�

집중하였고�이에�대응할�필요성을�강조한다는�점에서�차별성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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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자료와�기초통계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변동성� 전이� 모형(Volatility� Spillover� Model)을� 이용해�

최근의� 기온� 변동성� 증가와� 최대전력� 변동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

을� 둔다.� 연구에� 사용한� 최대전력수요� 자료의� 경우� 2005.1.1~2018.11.30

일까지의� 일간� 자료이다.� 최대전력수요� 자료의� 경우� 전력거래소(kpx.or.kr)

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전력,� 최대전력� 기준일시� 등

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기온자료는� 동� 기간의� 일간� 평균기온을� 연구에�

이용하였다.� 기온자료의� 경우,� 매� 시각마다� 전국의� 관측소에서� 관측되는데�

특정� 한� 지역의� 기온� 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연구에� 이용한�

기온의� 대푯값은� 서울,� 인천,� 원주,�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의� 8개�

도시의� 기온� 값과� 8개� 도시를� 포함하는� 권역의� 연도별� 전력판매량의� 비중을�

가중치로� 두어� 산출했다.� 이때의� 전력판매량은� 산업용을� 제외했는데,� 이는�

산업용� 전력의� 경우�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Chang� et� al.,�

2014).

먼저� 최대전력수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여름과� 겨울철의� 경우� 냉난방� 수요로� 인해� 최대전력수요가� 높고,� 봄과�

가을의� 경우에는� 반대로� 낮은� 파동의� 형태를� 가진다.� 또한,� 파동의� 아랫골에�

튀어나온�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매년� 추석� 기간이다.� 마찬가지로�

윗골에서�튀어나온�기간은�설날이다.� 이렇듯�추석과�설날을�포함한�공휴일에

는� 최대전력수요가� 급감한다.� 최대전력수요를� 주간으로� 살펴보게� 되면� 주중

보다는� 주말에� 전력수요가� 낮은�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이� 주말과� 공휴일에

는�최대전력수요가�상대적으로�급감하는�모습을�보인다.� 이는� 주말과�공휴일

에는�산업체에서�사용하는�전력사용량이�줄어들기�때문인데,� 이를� 근무일�효

과(Working� day� effect)라고� 한다.� 아래� [그림� 3]과� [그림� 4]에서� 정의된�

월별계절변동지수(MSVI;� Monthly� Seasonal� Variation� Index)와� 일별계절

변동지수(DSVI;� Daily� Seasonal� Variation� Index)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2)(Valor� et� al,� 2001).� 이를� 통제하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

휴일�직전과�직후의�평일을�더미�변수로�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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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2005.1.1~2018.11.30� 일간� 최대전력수요(단위:� 만� kw)

[그림� 3]� 월별계절변동지수(MSVI)

[그림� 4]� 일별계절변동지수(DSV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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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효과를�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산업� 생

산지수� 등을� 변수로� 도입하였다.� 동행지수의� 경우� 현재� 경기� 동향을� 보여주

는� 지표인데� 전력사용량,� 생산자� 출하지수,� 실질수출액� 등의� 10개� 지표를�

통합하여�산출한다.� 이러한�동행지수에서�추세적�요인을�제거하고�만든�것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이다.� 전산업� 생산지수의� 경우� 한국의� 전체� 산업활동을�

월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 활동� 동향을�

월별로�집계하여�단일지표로�만든�것이다.�

한국의� 전력시장과� 도시가스� 시장은�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된다.�

전력의� 상대가격은� 소비자가� 전력의� 소비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한국의� 경우,� 정부로부터� 가격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므로� 가격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가격이� 변하더라도� 한� 달� 단위로� 정산

하므로�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비교체� 등의�

시간이� 들어� 월별� 자료� 이하의� 연구에서는� 그동안� 가격변수를� 거의� 고려하

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이후로� 전력과� 도시가스의� 상대가격의�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특히� 난방수요에� 있어� 도시가스난방에서� 전력� 난방으로� 많이�

대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의� 산업부문에서� 히터와� 건조기에서�

사용되는� 전기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2002년은� 공정용� 히터와� 건조기

에서� 사용된� 전력이� 거의� 없었으나,� 계속� 꾸준히� 늘어� 2014년에는� 35.1%

에�달했다.(Chang� et� al.,� 2016;� 홍종호�외.,� 2017;� 김인무�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전력의� 실질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전력과� 도시가스

의� 상대가격을� 구하고� 이를�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

였다.� 도시가스의� 가격추세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

해서,� 2014년에는�거의�두� 배에� 달할�만큼�증가하였다.� 전력의�경우�지속해

서� 증가하긴� 하였으나,� 상승� 폭이� 도시가스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전력과� 도시가스의� 상대가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해서� 낮아진�

후,� 최근에� 정상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전력� 실질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최대전력수요� 평균� 증가와� 변동성� 증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을� 가능성

이� 있다.� 전력� 상대가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최대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

나,� 장기적으로는�정부의�정책적인�의도로�인해�최대전력수요의�증가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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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격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외생적인� 다른� 변수들과� 달리� 최대전력수요

와� 내생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력의� 실질가격� 변화로�

인해� 최대전력수요가� 변화하게� 되는� 전력화� 현상에� 집중하기� 위해� 일차� 차

분하여�사용하였다.

[그림� 5]� 2005-17년간�전력과�도시가스의�상대가격� (2005.1.1� =� 100)

� 출처:�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마지막으로� 기온� 또한,� 최대전력수요와�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 변

동하는� 모습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기온의� 변동성은� 기온� 평년값에

서� 벗어난� 값을� 일간� 기온� 변동성으로� 간주했다.� 기온� 평년값은� 30년간

(1980-2010)의� 일별� 누년� 평균값의� 5일� 이동평균� 값을� 이은� 값이다.� 자세

하게는� 변동성� 전이�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 일간� 평균기온을� 설명하는� 독립

변수로써� 기온� 평년값과� 시간� 추세를� 통해� 추정하고� 남은� 잔차항을� 기온변

동으로� 간주하였다.� 이때의� 기온� 평년값을� 모집단의� 평균이라� 보고,�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함수로� 가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3� 연구방법에

서�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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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와� 선행연구

들의�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먼저�기상으로부터�설명되는�

최대전력수요로�분리하고자� 하였다.� 기상으로�설명되는� 최대전력수요로� 분리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시간� 추세와� 공휴일/연휴/월등

의� 더미� 변수를� 전력수요에� 회귀분석하고� 남은� 잔차를� 기상에� 의한� 요인으

로� 해석하는� 방식(Valor,� Meneu,� &� Caselles,� 2001;� Pardo,� Meneu,� &�

Valor,� 2002;� Moral-Carcedo,� &� Vicens-Otero,� 2005),� 평균전력소비로�

단기전력수요를� 나누어� 기상에� 의한� 전력수요를� 추출하는� 방식(Li� &� Sailor�

1995;� Sailor� &� Muñoz,� 1997;� Sailor,� 2001;� Bessec� &� Fouquau,�

2008)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추세와� 공휴일을� 포함한� 더미� 변수로� 기상으로�

인해� 영향받는� 전력수요를� 분리한� Moral-Carcedo� &� Vicens-Otero(2005)

의� 연구와� 신동현� 외(2014)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였고,� 추가로� 동행지수� 순

환변동치,� 전산업� 생산지수를� 포함하였다.� 인구　또한� 통제변수로� 고려하였

으나,� 시간� 추세와� 상관관계가� 높고� 연간자료이기에� 제외하였다.� 기존연구들

에서는� 여름휴가� 기간을� 통제하기� 위해� 8월을� 더미� 변수로� 추가하였는데,�

휴가� 기간을� 고려하기� 위해� 7월� 말~8월� 초� 기간을� 설정하고� 더미� 변수로�

고려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기상요인으로� 인한� 최대전력�

소비를� 식(1)에서� 최대전력수요를� 회귀분석하고� 남은� 잔차항으로� 정의하였

다.

    
         ⋯⋯⋯ 

  ∆     ∆  

                ⋯⋯ 

  ∆     ∆  

    i f 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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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Peakelec는� 일일� 최대전력수요이며,� t는� 시간을� 나타내

는� 하첨자이다.� H는� 공휴일,� BH와� AH는� 각각� 공휴일� 직전,� 직후의� 평일이

다.� Sat와� Sun은�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CoEcoI,� PI는� 각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산업생산지수를� 의미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단위근을�

가져,� 1차� 차분하였다.� 또한,� Rprice는� 전력과� 도시가스의� 상대가격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DPE는� 기상요인으로� 인한� 최대전력� 소비이다.� 식� (1.1)과�

(1.2)의� 차이는� 시간� 추세의� 변화를� 다르게� 고려한� 것이다.� 먼저� 식� (1.1)의�

경우,� 시간� 추세를� 이차항으로� 간주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작

아지도록� 고려한� 것이고,� 식� (1.2)의� 경우� 2011년� 이전과� 이후의� 전력수요

의� 추세변화가� 있었음을� 포함하여� 고려한� 것이다.� 아래� [그림� 6]과� [그림� 7]

은� 기온과� 기상으로� 인해� 설명되는� 전력� 소비�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평균기온과� 기온� 평년값� 모두� 18도� 부근에서� 최저점을� 가지고� 점점�

올라가는�추세와�겨울철보다는�여름철�기온변화에�더� 민감한�모습을�보인다.�

이렇듯� 기온과� 최대전력수요� 간의� 관계는� 18도를� 기준으로� 나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18도� 이상일� 경우에는,� 냉방수요로� 인해� 전력사용이� 늘게� 되

고,� 18도� 이하에는� 난방수요로� 인해� 전력사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 평년값� 18도를� 기준으로� 잡았고,� 18도� 이상에서는� 냉방국

면,� 그� 이하에서는�난방국면으로�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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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상으로�인해�설명되는�최대전력수요와(만kW)� 평균기온

[그림� 7]� 기상으로�인해�설명되는�최대전력수요와(만kW)� 기온�평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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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 Unit� Root� Test PP� Unit� Root� Test

상수항
상수항,�

1차� 추세
상수항

상수항,�

1차� 추세

Peakelec -19.224� *** -32.845� *** -17.225� *** -32.084� ***

AverTemp -8.208� *** -8.207� *** -5.306� *** -5.290� ***

CoEcoindex � -1.668� � � -1.701� � � � � -1.674 � -1.704

ΔCoEocindex -50.379� *** -50.402� *** -71.260� *** -71.279� ***

Prodindex -3.632� *** -8.847� *** -3.660� *** -9.273� ***

ΔRprice -50.455� *** -50.453� *** -71.476� *** -71.472� ***

2.� 단위근�검정(Unit� Root� Test)

연구에� 사용된� 최대전력수요,� 평균기온� 등의� 경우� 시계열� 자료이므

로� 단위근� 검정이� 요구된다.� 시계열� 분석� 시,� 단위� 근을� 가지면� 변수� 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결과가� 나올� 수� 있

다.� 이러한�경우를�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라� 하며,� 단위� 근을� 가질�

경우,� 차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계열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위근� 검정을�

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과� PP(Phillips-Perron)� 검정을�

시행했다.� 최대전력수요와� 평균기온� 두� 변수� 모두� ADF� 검정과� PP� 검정에서�

1%� 유의수준에서� 단위� 근을� 기각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단위�

근이�있는�것으로�나타나� 1차�차분하여�사용하였다.

[표� 2]� 단위근�검정

�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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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 1)� GARCH� 모형

본� 연구의� 목표는� 기온� 변동성이� 최대전력수요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동성� 전이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변동성� 전이� 모형(Volatility� Spillover� Model)을� 사용할� 것이다.� 변동성� 전

이� 모형은� 이분산성을� 가정한�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GARCH모형은�

기존의� ARCH� 모형을� 일반화한� 모형으로� 분산이� 시간에� 따라� 가변함을� 모

형에� 반영한� 모형이다.� 기존의� 시계열� 분석에서는� 시계열의� 평균과� 분산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안정적(Stationary)일� 것을� 가정하였고,� 불안정적인� 시

계열일� 경우� 안정적인� 시계열로� 변형시켜� 분석하였다.� 하지만,� Engel(1982)

는� 주식이나� 금융� 시계열등의� 경우� 조건부� 평균과� 분산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며� 높은� 변동성을� 가지는� 구간과� 낮은� 변동성을� 가지는� 구간이� 밀집되

어� 발생하는�변동성� 집중현상을�모형화하기� 위해� ARCH모형을� 제안했다.� 기

본모형인� ARCH(1)의� 경우� 다음�식� (2)와� 식(3)과� 같다.

      ⋯     ⋯⋯⋯⋯⋯ 

   
  ∼

   
  ⋯⋯⋯⋯⋯⋯⋯⋯⋯⋯⋯⋯⋯⋯⋯⋯⋯ 

    ≥ 

식� (2)는� 조건부평균식,� 식(3)는� 조건부� 분산식이라고� 한다.� ht는�

조건부� 분산으로� 이번기의� 오차항의� 분산이� 이전기의� 오차항의� 제곱� 값에�

의존할�것이라고�가정한�것이다.� 이러한�분산식에�포함되는�지난기의�오차항

의� 제곱� 항이� 늘어남으로써�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데,� 식� (4)와같이� 분산식

이�구성될�경우,� ARCH(P)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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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렇듯� ARCH� 모형의�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건부� 분산식에서� 만

족해야� 하는� 계수의� 비음(Non-negative)�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려워질뿐더

러� 적절한� ARCH의� 차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ARCH�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ollerslev(1986)은� 조건부� 분산식에서� 지

난기의� 오차항의� 제곱뿐만� 아니라,� 지난기의� 조건부분산에도� 의존하는�

GARCH� 모형을� 제안했다.� 표준적인� GARCH(1,1)은� 다음� 식� (5),� (6)과� 같

다.

      ⋯     ⋯⋯⋯⋯⋯⋯ 

   
  ∼

   
  ⋯⋯⋯⋯⋯⋯⋯⋯⋯⋯⋯⋯⋯ 

      ≥     

식� (6)의� 조건부� 방정식의� 비음� 조건과� 지난기의� 조건부� 분산과� 오

차항의� 계수의� 합이� 1보다� 작음과� 식� (5)의� 평균� 방정식은� 안정적인� 시계열

이� 되며� 이때의� 비조건부� 분산(σ2)은� α0/(1-α1-α2)이고� 오차항간의� 자기� 상관

은� 없는(cov(εt,εs)� =� 0),� for� t≠s)� 조건은� 동치이다(Bollerslev,� 1986).� 즉�

식� (6)의� 제약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시계열이� 안정적이며� α1+α2의� 크기가�

지난기의� 충격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팩터이다.� GARCH(1,1)� 모형은� 근사적

으로� ARCH(∞)로� 표현할� 수� 있고� 많은� 거시시계열들이� GARCH(1,1)모형으

로�설명�가능하다는�점이�널리�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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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동성�전이�모형

본고에서는� GARCH� 모형을� 기반으로� 둔� 변동성� 전이� 모형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변동성� 전이� 모형은� 본래� 국제자본시장� 간의�

통합이� 가속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과� 국제� 자본시장� 간의� 관계를�

마르코프� 스위칭� 과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왔다.� 두� 개의�

자본시장이� 분리된� 상태와� 통합된� 상태를� 각각의� 상태로� 간주하여,� 이러한�

상태들을� 마르코프� 과정을� 통해� 전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태� 이동의� 전

이확률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고,� 평균� 기대수익률의� 선형

결합으로� 본� 것에서� 벗어나� 분산식까지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레

짐� 전환과정을� 시변계수를� 갖는� 일반화된� 유한� 혼합� 모델(General� finite�

mixture� distribution� model)의� 특수케이스로� 볼� 수도� 있다.� 이번� 절의� 논

의는� Bekaert� &� Harvey(1995)와� Bekaert� &� Harvey(1997)를� 따른다.� 위�

두� 논문에�따르면�모형은�다음과�같다.

   
′    ⋯⋯⋯⋯⋯⋯⋯⋯⋯⋯⋯⋯⋯ 

  


     

  


  
′     ⋯⋯⋯⋯⋯⋯⋯⋯⋯⋯⋯⋯⋯ 

  


     

  


식� (7)에서� Xi,t-1은� 지역� 정보(Local� information)� 변수로서� 조건부�

평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나타낸다.� 또한,� 잔차항은� GARCH(1,1)� 모형

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다른� 시장과의� 접점이� 없는� 상태로서� 완전� 부분

(Fully� segmented)� 모형이다.� 식� (8)는� 세계� 모형이다.� Xt-1은� 세계� 정보

(World� information)� 변수로서,� 세계� 시장의� 조건부� 평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나타낸다.� 또한,� 잔차항을� 위와� 같이� GARCH(1,1)� 모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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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정한다.�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충격을� 지역� 시장에서� 받아들인다고� 가

정하자.� 이러한�충격을�조건부�평균뿐만�아니라�분산�또한�세계�요인(World�

factor)�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할� 수� 있다.� Bekaert� &� Harvey�

(1995)와� Bekaert� &� Harvey(1997)에� 따르면,� 우리는� 시장� i의� 조건부� 평

균과� 분산을� 식(9),� (10)과� 같이� 세계와� 지역� 정보의�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먼저,� 식� (9)부터� 살펴보면,� θi,t-1은� 세계� 정보�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

는� 정도를� 의미한다.� ki는� 세계� 정보� 변수로부터� 지역� 시장에� 미치게� 될� 효

과의� 정도를� 의미한다.� 변동성� 또한� 세계와� 지역� 정보의�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ψi,t-1은� 세계� 정보�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때의� ξi*ψi,t-1는�변동성�전이계수로�세계�시장의�오차항(εw,t)이� 지역� 시장의�

오차항(εi,t)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는� 추가적인� 제약� a)� b)� c)를� 통

해� 식� (11),� (12)와� 같은�결론을�도출할�수�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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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가정은� 상당히� 제약이� 강한데,� 일례로,� 식(6)� ξi와� ψi,t-1�

둘� 다� 양수일� 경우,� 공분산이�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약을� 완화해� 일반화한� 공분산� 모형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를� 확장� 모

형(Extended� Model)이라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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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방법은� 2절에서� 언급한� Bekaert� and�

Harvey(1997)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고,� 이를� 참조한� Ng(2000),�

Christiansen(2007)의� 분석� 절차와� 유사하게�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일간� 평균기온을� 기온� 평년값과� 시간� 추세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사용한� 기

온� 평년값은� 1980-2010년� 동안의� 30년간� 일별� 평균기온을� 누년� 평균하여�

이를� 5일� 이동평균선으로� 이은� 값이다.� 이때� 기온� 평년값은� 일종의� 모집단�

평균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시간� 추세를� 포함함으로써� 시간� 추세에� 따라�

가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때의� 식� (14)를� 세계� 시장으로� 간주하였고,� 최대

전력� 수요를� 설명하는� 식� (15)과� 식� (16)를� 지역� 시장으로� 간주하였다.� 기

온은�최대전력수요에�일방향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간주할�수� 있으며,� 시간

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모형이� 적합하

다고�판단하였다.� 첫� 단계로는�식(14)� Garch(1,1)의� 계수� 값을� 추정하여�잔

차항� εA,t을� 구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온평년값과� 첫� 단계에서� 추정한� 잔차항�

εA,t을�식� (15)와� 식� (16)에� 넣어�분석하였다.�

         ⋯⋯⋯⋯⋯⋯⋯⋯⋯⋯⋯⋯⋯⋯ 

  
  ∼

  
 

 
    ⋯⋯⋯⋯⋯ 

  ∆   ∆
 ≤ 

   
   

  ∼

  
 

  ≤  i f  ≤ 

 
    i f 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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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i f  ≤ 

 
    i f 년이후

 

식� (15)와� (16)의� 차이는� 시간� 추세의� 변화를� 다르게� 고려한� 것이

다.� 식� (15)는� 시간� 추세를� 이차항으로� 간주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적으로� 작아지도록� 고려한� 것이고,� 식� (16)은� 2011년� 이전과� 이후의� 전력

수요의� 추세변화가� 있었음을� 포함하여� 고려한�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적절한� 시간� 추세� 변화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에� 모형을� 나누어� 분석하였

고,� 통계적으로�모형�적합도를�비교할�것이다.�

이때,� 식� (14)의� Tempt는� 일간� 평균기온이며,� TA,t는� 기온� 평년값을�

의미한다.� 식� (15),� (16)에서� Peakelec는� 일일� 최대전력수요이며,� t는� 시간

을� 나타내는� 하첨자이다.� H는� 공휴일,� BH와� AH는� 각각� 공휴일� 직전,� 직후

의� 평일이다.� Sat와� Sun은�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CoEcoI,� PI는� 각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산업생산지수를� 의미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단위근을� 가져,� 1차� 차분하였다.� 또한,� Rprice는� 전력과� 도시가스의� 상대가

격을�의미한다.� 이러한�통제변수들은�최대전력수요가�시간의�흐름에�따라�증

가하는� 경향과� 산업효과� 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들이다.� 추가된� 변수들은�

기온의� 평균� 전이(Mean� spillover)과� 변동성� 전이(Volatility� spillover)를� 측

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먼저,�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본� 것과� 같이� 기상

으로�인해�설명되는�최대전력수요가�일간�평균기온과�기온�평년값에서� 18도

를� 기준으로� 냉방수요와� 난방수요� 국면으로� 나뉘므로� 이를� 구분해주기� 위해�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를� 통해� 기온� 평년값� 18도� 이상과� 이하를� 구

분하였다.� 모형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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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 “난방국면(18도� 이하)과� 냉방국면(18도� 이상)에서� 2011

년� 이전과� 대비� 할� 때� 변동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가”인데� 식� (15),�

(16)에서는� “Ψ1과� Ψ3이� 각각� Ψ0과� Ψ2와� 같은� 부호를� 갖고,� 값이� 유의미해

야� 한다”와� 같다.� 왜냐하면,� 난방국면의� 경우� 기온과� 최대전력수요� 간의� 관

계가� 음의� 관계를� 가지므로� Ψ0은� 반드시� 음수� 값을� 가진다.� 이때� Ψ1도� 음

수� 값을� 가져야만� 변동성� 전이효과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계수의� 값

이� 음수라고� 할지라도,� 변동성� 전이효과가� 있다고� 해석� 가능한데� 이는� 식

(10),� (11)에서� 보듯이� 변동성� 전이� 계수(ξi*ψi,t-1)를� 추정� 시에는� 오차항을�

독립변수� 추가로� 넣어� 추정하나,� 이러한� 세계� 시장의� 변동성이� 지역� 시장의�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 시에는� 변동성� 전이� 계수를� 제곱한� 값으로� 해석

해야� 함이다.� 이는� 냉방국면에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기온과� 최대전력수

요� 간의� 관계가� 양의� 관계를� 가지므로� Ψ2의� 값은� 반드시�양수� 값을� 가진다.�

이때� Ψ3의� 값이� 양수� 값을� 가져야만� 변동성� 전이효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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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 계수 표준오차 z값

독립

변수

상수항 -0.49993� *** 0.0709707 -7.04

Time 0.0001591� *** 0.0000197 8.06

TA,t 1.035686� *** 0.0031209 331.86

ARCH

상수항 1.114909� *** 0.0762664 14.62

Arch(γ1) 0.5241667� *** 0.0295758 17.72

Garch(γ2) 0.358711� *** 0.0188177 19.06

Wald� χ2(2)� =� 110206.92� ***

Ⅳ.� 분석�결과

1.� ARCH� LM� test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Engle의� ARCH� LM� test를� 실시하였

다.� 식(14)과� (15),� (16)의� 평균� 방정식을� 가정하고� 평균기온과� 최대전력수

요� 두� 경우� 모두에� 대해� 검정하였다.� ARCH� LM� test의� 경우,� 평균� 식에서�

회귀분석�후� 남은�잔차항을�이용해� ARCH(p)까지를�효과를�분석하는�방식이

다.� 이때의� 검정� 통계량은� 근사적으로� 카이자승분포(p)를� 따르게� 되고,� 이를�

통해�검정한다.� ARCH� LM� test의� 영가설과�대립가설은�식� (16)이다.

    

    ⋯⋯⋯⋯⋯⋯⋯⋯⋯⋯ 

�

평균기온과� 최대전력수요� 두� 경우,� 모두� p=100차� 항까지� 검정하였

으나,� 두� 경우� 모두� 모든� 차수에서� 유의수준� 0.0000으로� 나타나� 영가설을�

기각했다.� 즉� 기온과� 최대전력수요가� 변동성� 군집� 현상을� 갖기에� 이를�

Garch� (1,1)� 모형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잔차항� εA,t을� 구하기� 위해� 식(14)

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γ1+γ2=0.8828로� 나타나�

높은� 변동성� 지속을� 보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표� 3]� 일간� 평균기온�식� (14)� 추정결과

� � � � �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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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온의�변동성과�최대전력�소비�변동성�간의�관계�분석

1)� 2011년� 이전과� 2011년�이후� 기간�분석

앞서� 제시한� 가설인� 난방국면과� 냉방국면에서� 2011년� 전과� 대비하

여� 변동성이� 증가하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식� (15)와� (16)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다음� 아래� [표� 4]와� 같다.� 두� 모형� 모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추세가� 줄어드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의� 평균전력소비량

의� 증가율� 감소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도�

약� 500만kw,� 610만kw,� 930만kw�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근무일에� 더� 많

은�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휴일� 직전� 평일의� 경우� 최대

전력� 소비의� 감소가� 두� 모형�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공휴일� 직후� 평

일의� 경우� 식(15)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전력과� 도

시가스의� 상대가격의� 1차� 차분� 값도� 유의미하게� 음수� 값을� 가졌는데� 이는�

상대가격이�상승함에�따라�최대전력수요가�감소함을�나타낸다.�

다음으로� 기온의� 평균� 이전을� 살펴보면,� 식� (15)에서는� 냉방국면과�

난방국면� 모두� 2011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볼� 때� 계수� 값의� 절댓값이�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나� 기온의� 평균� 이전� 효과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식� (16)에서는� 난방국면에서� 계수의� 절댓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이전� 냉방국면의� 평균� 이전� 효과� 계수� 값(φ3)이� 난방국면(φ1)

보다� 2배� 가까이� 높은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기온� 평균값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온의� 변동성� 이전은� 다소� 다

르게� 나타났는데,� 결과는� 일목요연하게� [표� 5]에� 정리하였다.� 변동성� 계수

는,� 난방국면의� 경우� 2011년� 이전과� 비교할� 때� 두� 모형� 모두에서� 변동성�

이전계수의�절댓값이�증가해�변동성�이전�효과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으나,�

냉방국면의� 경우� 2011년� 이전과� 비교할� 때� 변동성� 이전� 효과가� 줄어들었거

나,�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이렇듯� 냉방국면에서는� 연구가설과� 상반된�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음절에서는�

2011년� 이후를� 2011년-15년과� 2016년-18년� 사이로� 분리하여�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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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elec
식� (15) 식� (16)

계수 표준오차 z값 계수 표준오차 z값

통
제� �
변
수

상수항
1117.2�
***

65.10479 17.16
174.3017
***

64.19863 2.72

Time
0.7618236�
***

0.0103726 73.45
0.3927106
***

0.0082106 47.83

Time2
-0.0000674�
***

0.00000015 -45.28

d11*Time
-0.0640849
***

0.0054715 -11.71

H
-543.5213�
***

7.941931 -68.44
-508.5628
***

9.347676 -54.41

BH
-59.03334�
***

9.575967 -6.16
-43.70758
***

11.89529 -3.67

AH
� -28.21593

23.89509 -1.18
-49.5092
**

23.43976 -2.11

Sat
-609.9479�
***

5.715242 -106.72
-615.8069
***

6.098982 -100.97

Sun
-937.8008�
***

6.352062 -147.64
-939.6349
***

6.85474 -137.08

ΔCoEcoI
83.31636
� **

36.24026 2.30
98.50203
***

34.53937 2.85

PI
9.835944�
***

0.625001 15.74
23.23111
***

0.6513774 35.66

ΔRprice
-4.484447�
***

1.282427 -3.50
-2.391384
**

1.103637 -2.17

평
균
이
전

φ0
3260.148�
***

38.78776 84.05
3406.907
***

38.49697 88.50

φ1
-59.82653�
***

0.7519989 -79.56
-60.37269
***

0.7779582 -77.60

φ2
-4.573095�
***

0.9155451 -4.99
7.87751
***

1.010243 7.80

φ3
121.1465�
***

1.716697 70.57
126.4349
***

1.771345 71.38

φ4
4.499431�
***

0.483687 9.30
12.85719
***

0.5531437 23.24

변
동
성
이
전

ψ0
-29.98267�
***

1.56819 -19.12
-31.88514
***

1.53569 -20.76

ψ1
-8.019398�
***

2.008869 -3.99
-8.237419
***

2.30508 -3.57

ψ2
102.3816�
***

3.388834 30.21
93.63921
***

3.095949 30.25

ψ3
-17.98105�
***

4.788689 -3.75
1.259565

4.495442 0.28

A
R
C
H

상수항
6957.646�
***

361.9536 19.22
7359.57
***

479.5047 15.35

Arch
0.440489�
***

0.0218126 20.19
0.4569747
***

0.0227036 20.13

Garch
0.5072576�
***

0.0149442 33.94
0.4978258
***

0.0162826 30.57

Wald� χ2(19)� =� 145650.79� *** Wald� χ2(19)� =� 178203.38� ***

� [표� 4]� 2011년�이전과�이후�기간의�분석�결과

� � �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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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계수�변화
식� (15) 식� (16)

� 18도� 이하 18도�이상 18도� 이하 18도�이상

2011년�이전 -29.9826 102.3816 -31.88514 93.63921

2011년�이후 -38.0021 84.40055 -40.12256 94.89877

순� 변화량
8.01939

***

-17.98105

***

8.237419

***

1.259565

[표� 5]� 2011년� 이전과�이후�기간의�변동성�이전�효과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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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이전과� 2011-15년,� 2016-18년�기간� 분석

앞� 절에서� 분석하기로,� 난방국면에서는� 기온� 변동성의� 이전� 효과가�

유의미하게�늘어났음을�확인할�수� 있었으나,� 냉방국면에서는�오히려�기온�변

동성의� 이전� 효과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11년� 이후의� 기간을� 2011-15년과� 2016-18년의� 기간으로� 추가로� 나

누었는데�근거는�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림� 1]에서� 보건대로�냉방의�전력화�

현상으로� 인해� 2008년� 이후로� 동절기의� 최대전력수요가� 하절기의� 최대전력

수요보다� 높았었는데,� 2016년에� 들어� 다시금� 하절기의� 최대전력수요가� 동

절기의� 최대전력수요를� 뛰어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서론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과� 2018년의� 폭염일수가� 평년값들과� 대비할�

때� 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는�것이다.

아래� 식� (15′)와� (16′)은� 식� (15)와� (16)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를� 2011-15년간의�기간과� 2016-18년의�기간으로�분리하여�구성하였다.� 식�

(15′)와� (16′)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앞서� 분석과� 유사하게�

시간의�흐름에�따라�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며,� 공휴일과�주말에�최대전력수

요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통제변수들의� 계수� 값은� 앞서� 분석한�

[표� 4]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온의� 평균� 이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변동성� 지속계수인� Arch� 항과� Garch항� 각각� 두� 모형에서� 0.946,�

0.961로�나타나�변동성�지속이�매우�강한�것으로�나타났다.�

기온의� 평균� 이전의� 경우,�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냉방국면에서는�

모두� 2011년� 이전보다� 계수의� 절댓값이� 늘어났다.� 난방국면의� 경우,� 식�

(15′)에서는� 난방국면에서� 평균이전� 효과가� 2011년� 이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 (16′)에서는� 평균이전�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의� 초점인� 변동성� 이전계수의� 경우,� 앞선� 분석과�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결과는� [표� 7]에� 정리하였다.� 먼저,� 난방국면의� 경우,� 두� 모형� 모두에

서� 2011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 이전계수의� 절댓값이� 점차� 커지고�

있는�모습을� 확인할�수� 있다.� 반면에�냉방국면의� 경우,� 앞의� 분석과�다른�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모형� 모두에서� 2011년� 이전의� 변동성� 이전� 계

수� 값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18년� 기간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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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식� (16′)의� 경우,� 2011-15년� 기간에는� 74.60116에서�

2016-18년� 기간은� 162.05237로� 나타나� 이는� 앞선� 2011-15년� 기간보다�

약� 2.17배� 높은� 결과이며,� 분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교하면� 약� 4.72배만

큼�차이�나는�것으로�나타났다.�

    
         ⋯⋯⋯⋯⋯ ′ 

   ∆   ∆

   ≤        

             

               ⋯⋯⋯⋯ ′ 

   ∆   ∆

   ≤        

             

   
  ∼

  
 

  ≤    i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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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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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elec
식� (15′) 식� (16′)

� 계수 표준오차 z값 계수 표준오차 z값

통
제�
변
수

상수항
1085.102�
***

65.2546 16.63
305.2482
***

64.78856 4.71

Time
0.7627043�
***

0.0103614 73.61
0.4021557
***

0.0081898 49.10

Time2
-0.0000673
***

0.00000015 -45.63

d11*Time
-0.0605089
***

0.0054113 -11.18

H
-545.6154�
***

8.144352 -66.99
-508.4726
***

9.20716 -55.23

BH
-60.37518�
***

10.41544 -5.80
-48.47501
***

12.3792 -3.92

AH
-29.15039

24.30407 -1.20
-46.54599
**

23.42192 -1.99

Sat
-610.8499�
***

5.785835 -105.58
-611.9799
***

6.137714 -99.71

Sun
-940.4722�
***

6.479691 -145.14
-935.8559
***

7.020564 -133.30

ΔCoEcoI
82.60749�
**

36.22659 2.28
94.3944
***

33.36455 2.83

PI
9.795127�
***

0.6296977 15.56
22.33606
***

0.6510538 34.31

ΔRprice
-4.591646�
***

1.28753 -3.57
-2.83675
***

1.164226 -2.44

평
균
이
전

φ0
3295.597�
***

38.45336 85.70
3331.803
***

37.54558 88.74

φ1
-59.91913�
***

0.7564904 -79.21
-59.77259
***

0.7685283 -77.78

φ2
-4.839872�
***

0.9210738 -5.25
6.418985
***

1.004086 6.39

φ3
122.6357�
***

1.709891 71.72
123.4056
***

1.726521 71.48

φ4
4.473231�
***

0.4824136 9.27
12.1209
***

0.5440038 22.28

변
동
성
이
전

ψ0
-29.994�
***

1.570981 -19.09
-31.66193
***

1.53709 -20.60

ψ1
-7.047978�
***

2.127228 -3.31
-8.128807
***

2.545763 -3.19

ψ2
-11.826�
***

3.139637 -3.77
-15.01622
***

3.431147 -4.38

ψ3
102.2947�
***

3.326653 30.75
92.26115
***

3.009762 30.65

ψ4
-25.48741�
***

5.19195 -4.91
-17.65999
***

4.881836 -3.62

ψ5
16.53485�
**

7.791445 2.12
69.79122
***

6.446205 10.83

A
R
C
H

상수항
6825.805�
***

362.3111 18.84
6950.247
***

461.7557 15.05

Arch
0.4295909�
***�

0.0209634 20.49
0.4626225
***

0.0230995 20.03

Garch
0.5169662�
***

0.0144044 35.89
0.4989207
***

0.0161572 30.88

� � � � Wald� χ2(21)� =� 151814.69� *** Wald� χ2(21)� =� 178477.05� ***

[표� 6]� 2011년�이전과� 2011-15년,� 2016-18년�기간의�분석�결과

� � � �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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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계수�변화
식� (15′) 식� (16′)

� 18도�이하 18도� 이상 � 18도� 이하 18도� 이상

2011년� 이전 -29.994 102.2947 -31.66193 92.26115

2011-15년 -37.041978 76.81629 -39.79074 74.60116

2016-18년 -41.82 118.82955 -46.67815 162.05237

순� 변화량(11-15)
7.047978

***

-25.48741

***

8.128807

***

-17.65999

***

순�변화량(16-18)
11.826

***

16.53485

***

15.01622

***

69.79122

***

[표� 7]� 2011년�이전과� 2011-15,� 2016-18년� 변동성�이전효과

� � �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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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적합도

우리는� 앞� 절에서,� 시간� 추세를� 이차항으로� 간주한� 모형(식� 15′)과�

2011년� 이전과� 이후의� 시간� 추세가� 변한다고� 가정한� 모형(식� 16′)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에서� 사용한� Garch� 모형은� 최대우도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할� 때,� 더� 효율적인(Efficient)� 추정치를� 얻

을�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Bollerslev,� T.,� 1986).� 가설� 검정� 시� 사용되는�

검정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Wald� Test,� Score� Test,� Likelihood� Ratio�

Test가� 있다.� 본�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고려하기�위해서�Wald� test가� 사용되

었다.� 모형의� Wald� 값(식� 18)을� 비교해본� 결과,� 식� (15′)에서는�

151814.69이고,� 식� (16′)에서는� 178477.05로� 나타나,� 식� (16′)이� 통계적

으로�모형적합도가�더� 높은�것으로�나타났다.�

        ≠ 

  ′ 
∼ ⋯⋯⋯⋯ 

다음으로,� 평균이� 늘어남에� 따라� 변동성이� 늘어나는�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정치(Fitted� values)와� 잔차(Residuals)의� 관계를� 살펴보고� 상

관계수� 값을� 구해보았다.3)� [그림� 8]과� [그림� 9]는� 식� (15′)와� (16′)의� 추정

치와�잔차의� 관계를�그림으로�그린�것이다.� 식� (15′)의� 경우,� 추정치와�잔차

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세하게� 이차항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변수의� 상관계수� 값이� 0.183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식� (16′)의�

경우,� 추정치와� 잔차의� 관계를� 살펴보면� 추정치가� 늘어남에� 따라� 잔차의� 분

포가�커지는�모습을�확인할�수� 있었다.� 두� 변수간의�상관계수�값은� 0.09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식� (16′)이� 추정치와� 잔차� 간의� 관계가�상대적으로�무

관한� 편이며,� 상관계수의�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식�

(16′)� 모형이�통계적으로�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3)� 독립변수와� 오차항간의� 공분산을� 0이라고� 가정하는� 회귀분석의� 경우,� 추정치와�

잔차간의� 상관계수가� 반드시� 0이나,� 가능도함수의� 최댓값을� 상정하는� 모수� 값을� 구

하는�최대우도법의�경우�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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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식� (15′)의� 추정치와�잔차

[그림� 9]� 식� (16′)의� 추정치와�잔차



- 36 -

ADF� Unit� Root� Test PP� Unit� Root� Test

상수항
상수항,�

1차�추세
상수항

상수항,�

1차� 추세

 -17.541� *** -35.056� *** -16.390� *** -36.942� ***

 -27.865� *** -28.848� *** -20.037� *** -20.037� ***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택한� 식� (16′)의� 추정치와� 조건부� 분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10]은� 시간과� 추정치,� 조건부� 분산의�

관계를� 그린� 것이다.� [그림� 10]을� 살펴보면� 파동의� 마루와� 골부분에서� 조건

부� 분산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 내� 조건부� 분산�

값이� 이전� 기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11]은� 추정치와� 조건

부� 분산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11]에서는� 추정치의� 값이�

커짐에� 따라� 조건부� 분산의� 분포가� 커지는� 모습� 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추정치와� 조건부� 분산의� 상관계수는� 0.2123으로,� 두� 변수� 간에� 미세하게�

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일간최대전력수요의�최댓값과�최

솟값에� 가까워질수록� 조건부분산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계절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기상여건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또

한,� 최근에� 가까워짐에� 따라,� 조건부분산의� 평균과� 산포도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마지막으로,� 추정치( )와� 조건부� 분산( )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시행

하였는데,� ADF검정과� PP검정� 모두에서� 유의수준이� 0.0000으로� 나타나� 단

위근을�기각했다.

   ⋯⋯⋯⋯⋯⋯⋯⋯⋯⋯⋯⋯⋯⋯⋯⋯⋯⋯⋯⋯⋯ 

  
  ∼ 

  
 

[표� 8]� 추정치와�조건부�분산의�단위근�검정

�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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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간과� 추정치,� 조건부�분산

[그림� 11]� 추정치와�조건부�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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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시사점

위의� 분석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기온� 변동

성이� 최대전력수요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해서� 늘어나기만� 하는� 것

이� 아닌� 급변하는� 모습을� 통해�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최대전력수요를� 예측하면서� 일정� 수준의� 변동성을� 가정하더라도� 변

동성의� 급변하는� 변동성으로� 인해� 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

타낸다.� 다음으로�난방국면에서의�변동성은�계속하여�늘고�있는데�이는�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평균� 변화뿐� 아니라,� 확률� 분포의� 변동성� 및� 형태변

화도�고려해야�한다는(IPCC,� 2012)� 내용과�일맥상통하는�것이다.� 즉� 최근의�

지구온난화�현상은�단순히�기온의�변화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 기온분포의�

형태와�분산�또한�변하고�있음을�의미할�것이다.�

또한� 2011년� 전후로� 기온이� 최대전력수요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

가� 늘어났다는� 것은� 최대전력수요� 예측� 시� 기존보다�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변동성� 이전� 효과와� 더불어� 고려해보면� 기온이� 최

대전력수요의� 평균과�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커졌기에� 최대전력수요� 예측

치를� 기존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는� 점과� 변동성을� 고려한� 예비율� 설정에도�

신중해야�한다는�점이다.� 즉� 최대전력수요의�예측과�관리의�측면에서�보수적

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온의� 평균� 이전의� 측면에서도� 냉방

국면은� 난방국면보다� 2배� 이상의� 최대�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변동성� 이전의� 경우� 3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동계에�

비해� 하계� 때� 기온� 변동성이� 늘어날� 경우,� 높은� 변동성� 전이� 계수로� 인해�

전력�공급망�관리에�매우�높은�불확실성을�가져다줄�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하계와� 동계� 모두� 연간� 최대전력수요의� 피크가�

발생하는데,� 이는� 보통� 하계� 때의� 최대전력수요� 관리에� 곤경을� 겪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계의� 경우,� 냉방수요를� 위해� 전력사용� 이외의�

다른� 대체재가� 없으나� 동계의� 경우,� 난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가스와�

등유� 등의� 대체재가� 있음이� 그� 차이이다.� 한국이� 동계� 때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해� 1차� 에너지원인� 도시가

스와� 등유를� 이용해� 난방수요를� 충족하기보다� 2차� 에너지원인� 전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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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

난방수요가� 전력피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8.6%에서� 점차� 늘어�

2010년에는� 25.4%에� 달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2차� 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유와� 석탄과� 같은� 1차� 에너지원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열효율이� 30%대에� 불과하다.� 전력을� 난방수요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열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매

우� 낮은� 효율을� 가지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한�

동계의� 전력화� 현상은� 에너지� 효율� 측면과� 아울러,� 최대전력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는�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력의� 상대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전력수요가� 감소하는데,� 이는�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해� 최대전력수

요가�늘어났다는�것과�같은�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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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연구는� 한국의� 2005.1.1~2018.11.30일간의�일간� 최대전력수요�

자료와� 평균기온과� 기온� 평년값�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기온� 변동성이� 일간�

최대전력수요의� 변동성에� 미친� 효과가� 2011년� 이전과� 비교할� 경우,� 난방국

면의�경우�지속해서�증가했으며,� 냉방국면의�경우�일시적으로는�감소하는�모

습을� 보였으나,� 최근� 3년간� 다시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국경제가� 2011년� 전후로� 전력� 소비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기온� 변동성의� 전이효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 본�

논문의�학술적�의미라고�생각된다.�

전력�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손실이�

막심하다.� 전력의� 경우� 저장이� 불가능하고,� 전력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할� 경

우� 정전�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이러한� 전력의� 특성상� 평균전력� 소비에�

맞추어�공급망을�설치하는�것이�아니라,� 최후의�경우를�대비하여�보수적으로�

예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렇듯� 무작정� 공급망을� 늘려

서� 해결하려면� 발전소� 등을� 추가로� 건립해야� 하는데� 이는� 송전망� 갈등� 및�

지역� 주민들의� 발전소� 건설�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이는� 재생에너지원도� 마찬가지인데,� 태양광과� 풍력발전� 또한� 주민들에게� 기

피시설로�인식되기�때문이다.� 이러한�사회적�비용뿐만�아니라�경제적�효율성

의�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거의� 가동하지� 않을�

발전소를�건립하는�것은�사회적으로�낭비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나온� 방식이� 수요관리정책이다.�

전력에서의� 수요관리정책은� 크게� 효율� 향상과� 피크관리로� 나뉜다.� 피크관리

의� 경우,� 전력의� 피크수요가� 발생할� 때,� 무작정� 공급망을� 늘리기보다� 수요를�

일시적으로� 줄임으로써� 대응하는� 방식들을� 포함한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전력� 피크수요가� 발생� 시에� 수요자들에게� 높은�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공급망�

관리를�효율적으로�한다는�점에서�수요관리정책은�바람직하다고�할� 수� 있다.�

이때의� 효율적� 운영은� 장기적으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필요성을� 낮춘다

는� 것과� 단기적으로는� 첨두발전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 서

론에서� 밝혔다시피� 한국의� 수요관리정책은�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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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기저발전인�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첨두발전인� LPG� 발전을� 늘리

기로� 한� 것과� 재생에너지원을� 늘리기로� 한� 점은� 전력�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수요관리정책과는� 어긋난다.� 왜냐하면,� 수요관리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피크수요가� 발생� 시에�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LPG� 발전량을�

줄이고,� 석탄과� 원자력발전으로� 이를� 감당하고자� 함인데,� LPG� 발전을� 늘린

다는� 점은� 이와� 철학이� 어긋난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원의� 경우� 기저발전이긴� 하나,� 발전량이� 매우� 불안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전

력� 공급망의�불확실성을�높이는�요인이다.

이렇듯�당면한�한국의�상황에서�늘어나는�기온변동성과�기온�변동성

이� 최대전력수요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

점을� 준다.� 먼저,� 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장기적으로� 발전소의�

추가적인� 건립을� 저지한다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첨두발전을�

낮춘다는�관점에서�접근해야�할� 것이다.� 즉� 주도적으로�수요관리정책으로�피

크수요를� 관리한다기보다� 불확실한� 기후변동성에� 대비하여� 공급망� 확충으로�

대응하되�보조적인�수단으로�사용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적정수준에�대해

서는� 쉽게� 논할� 수� 없다.� 늘어난� 기온변동성과� 최대전력수요� 변동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응하여� 어느�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가는�

후속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에는�여러�가지�한계가�있어�여러�가지� 아쉬운�점이�남는다.�

먼저,� 국면설정을� 자의적으로� 평년값� 18도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

한� 국면전환의� 기준점이� 정확히� 18도도� 아닌� 점과� 예를� 들어� 평년값이�

18~19도이고� 일간� 기온� 평균이� 이보다� 낮았을� 경우,� 냉방수요가� 늘어나겠

지만,�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추후의� 변동

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는� 보통� 30년� 정도의� 기상�

현상을� 바탕으로� 정의하는데� 최근� 약� 10년� 사이의� 이상기온� 현상을� 통해�

기후가� 바뀌었다고� 논하기� 어렵다.�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실제로�

기후가� 변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변동성� 측면에서도� 일맥상통한

다.� 현재� 한국의� 최대전력수요� 자료는� 2005.1.1일� 이후로만� 일간�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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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어� 시계열의� 길이가� 14년에� 불과하다.� 즉� 본� 연구에서의� 결론으

로는�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특

히� 18도� 이상의� 냉방국면의� 경우� 2011년� 이전과� 비교� 시� 2011-15년과�

2016-18년의� 변동성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변동성을� 정

확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베이지안의� 관점에서� 분석했어야� 함이� 옳다.� 하지

만,� 본� 연구모형에서� 충분히�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고� 분석� 결과가� 크게� 차

이가�나지�않으리라고�생각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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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from

Daily Temperature to Maximum

Electricity Demand

Lee, Ja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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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emperature volatility

on the maximum electricity demand volatility before and after

2011, using the daily maximum electricity demand and daily

average temperature from January 1, 2005 to November 30, 2018

through the Volatility Spillover Model.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during the periods requiring heating (under

18 degrees Celsius),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increase due

to the rise in the volatility spillover coefficient, however during

the periods requiring cooling (above 18 degrees Celsius),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decreased. To take a closer look, the

time frame after 2011 was divided into 2011 to 2015 and 2016

to 2018. During the periods requiring cooling, the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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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llover increased due to the hike in the volatility spillover

coefficient, but during the periods requiring heating, the first

time frame, from 2011 to 2015, showed a lower volatility

spillover effect compared to the time frame before 2011 while

the second time frame, from 2016 to 2018, showed a higher

volatility spillover effect to that before 2011. This is presumed

to be caused by the heat waves that have increased from 2016.

Therefore, during the periods requiring cooling,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increased while during the periods requiring

heating,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decreased from 2011 to

2015 and has recently started to increase. This suggests a

higher uncertainty due to the increasing temperature volatility.

Moreover, the fact that the volatility spillover coefficient of the

periods requiring heating is three times that of the periods

requiring cooling implies more effort is required to manage the

maximum electricity demand during the summer seas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while energy demand is estimated

using temperature variabl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hanges in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due to the recent changes

in temperature volatility.

Keywords: Maximum Electricity demand, Energy demand

prediction, Uncertainty, Volatility spillov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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