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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한계가격의 변화†

이서진* ‧유종민**

요 약 :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16~2020년 시간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일 평

균, 피크 시간대, 피크 외 시간대의 SMP에 대해 ARX-GARCHX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총부하, 

가스도입가격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중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태양광 및 풍

력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SMP는 하락하는 급전순위효과(merit order effect)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의 1% 증가는 SMP 수준을 0.005%가량 하락시킬 뿐만 아니

라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SMP가 하락하여 기존 발전소의 수익성 감소와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소매 부분 전기요금에 부담을 가중하더라도 계통한계가격이 낮아

져서 이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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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on the Level and 

Volatility of Electricity Price: The Case of Korea†

Seojin Lee* and Jongmin Yu**

ABSTRACT :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on the 

System Marginal Price (SMP) in Korea. Using an ARX-GARCHX model with hourly data from 2016 to 

2020, we evaluate SMP determinants and merit order effects. As a result, we find that solar and wind 

power, as well as gas price and total load, play a critical role in the SMP. In particular, solar power reduces 

the SMP level but raises volatility during peak and off-peak periods. This result implies that SMP may fall 

as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increase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existing power 

plants and investment in renewable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subsidy of renewable energy increases 

the burden on the SMP, it can be offset by the merit order effect, which lowers the 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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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탄소중립이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에너지 수요의 전력화와 청정 발전

이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1)에 불과하지만,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조

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면서 전력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 

경제적 분석도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적 특징이 

초래하는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문제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탄력적인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한계비

용이 0에 가까운 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는 발전비용이 더 낮은 발전기가 가격을 결정하

도록 하여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데 이를 급전순위효과(merit order effect)라고 한다. 

전력도매가격 하락은 기존 발전소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회귀분석을 통해 급전순위효과 존재 여부를 확인하

고, 그 정도를 측정하는 실증분석이 주를 이룬다(Clò et al., 2015; Cludius et al., 2014; 

Benhmad and Percebois, 2018; Craig et al., 2018; Azofra et al., 2015). 또한 전력가격의 

위험(price risk)을 정량화하기 위한 지표로 변동성을 사용하여2) 재생에너지와 전력도

매가격 변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Mauritzen, 2012; Rintamaki 

et al., 2017; Ketterer, 2014; Kyritsis et al., 2017).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재생에너지 비

중이 매우 높고 전력시장의 규제가 완화된 독일이나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나 미국에 한

정되어 있다. 

국내의 SMP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결정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1) 한국전력공사 월별 전력통계속보 

2) Deb et al.(2000)는 일정 기간 동안 전력 가격의 위험을 정량화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력 가격의 변동성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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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 et al.(2012)은 LNG 가격과 SMP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보였고, 박민혁 외

(2014)에서는 VECM 모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저발전 비율과 LNG 도입가격이 

SMP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LNG 도입가격과 환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

혔다. 신동현 ‧ 김재혁(2015)은 2001~2014년 동안의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전공급

능력, 첨두부하 비중, LNG 가격 등이 SMP 변동성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결

과를 제시하였고, 윤원철(2017)은 구조적 VAR 모형의 요인분해를 통해 천연가스 가격

이 석탄 가격이나 환율보다 SMP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

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SMP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드문 상황이어서, 류승현 외

(2009)가 시나리오별로 공급곡선을 구성하여 풍력 발전이 SM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 정도를 찾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가 드문 이유는 우

리나라 전력시장의 상황 및 특징과 관련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아직 규제

하에 있어 전력시장 자유화를 이룬 다른 나라의 전력도매가격의 행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Knittel and Roberts(2005)는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 전력가격은 (i) 시계열의 안정

성(stationarity), (ii) 뚜렷한 시간별, 요일별, 계절별 주기, (iii) 단기간의 급격한 변동, (iv) 

마이너스 가격 등 주식이나 원자재 가격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Kyritsis et al.(2017)도 규제가 완화된 시장의 전력가격은 계절성과 가격 급등(spike) 및 

높은 단기변동성, 평균으로 회귀(mean reversion)하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

만 전력시장이 규제하에 있는 경우 가격이 일정범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대

적으로 작고, 새로운 발전소에 대한 투자결정 또한 전력가격보다는 전력수요 예측에 기

반을 두어 이루어지는 등 가격의 역할이 한정된다고 알려져 있다.3) 따라서 규제하에 있

는 우리나라의 전력가격 특성을 분석하고 앞서 언급한 외국 전력가격의 정형화된 특징

(stylized fact)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완전한 자유화가 이

루어지지 않은 전력도매가격 수준 및 변동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받는지에 

3) 우리나라의 전력사업은 2001년 4월 전력산업개편 이후 한국전력이 소유하고 있던 발전설비들을 6개의 발전회

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전력거래시장을 개설하면서 전력거래조건을 결정하는 CBP(cost based 

pool)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CBP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쟁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규제에 의한 자원배분의 성격이 강하여 전력가격의 급등 가능성도 통제할 수 있다(한국전력거래소, 2005). 특히 

한계발전 단가가 0에 가까운 재생에너지의 경우 연료한계가격에 기반을 둔 CBP하에서 가격에 의한 입찰이 어

렵고, 사후 정산의 개념으로 보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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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국내 발전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

중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와 전력가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시간별 데이터를 사용하

여 하루 전체 시간, 피크 시간대(9:00‒20:00), 피크 외 시간대(1:00‒8:00, 21:00‒24:00)의 

일일 평균 SMP의 특징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SMP는 계절성과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만 급등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특히 피크 시간대의 SMP는 평균적으로 높지만 갑작스러운 하락의 정도

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SMP의 자기회귀항과 함께 계

절성을 제어하는 더미변수와 총부하, 가스도입가격,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비중)을 설

명변수로 추가하는 ARX-GARCHX 모형으로 SMP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추정 결과 태양광(풍력) 발전량의 1% 증가는 SMP를 0.005%(0.002%) 하락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력시장에도 급전순위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설명변수로서 발전량 대신 발전 비중을 사용하는 경우나, 피크 시간대 혹은 피크 외 

시간대에도 태양광 발전량(비중)의 증가는 SMP 수준을 낮추고 SMP 변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이 일일 평균 최대 2%에

도 미치지 못하여 급전순위효과의 정도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전력가격의 전반적인 하락과 함께 변동성이 증가

하여 발전업자나 재생에너지 투자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 다른 관점

에서는 전기 소비자의 전기요금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시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을 통해 

우리나라 SMP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III에서는 ARX-GARCHX 

모형의 소개와 함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와 SMP 간의 관

계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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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료 및 기초통계량

1. 전력계통한계가격

이 논문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하루 전 24시간 계

통한계가격 데이터4)를 사용하여 전체 시간, 피크 시간대(9:00‒20:00)와 피크 외 시간대

(1:00‒8:00, 21:00‒24:00)로 구분하여 일일 전력가격을 측정한다. Kyritsis et al.(2017)

은 피크 시간과 피크 외 시간대의 전력시장은 유연성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다

른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시간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피크 시간대와 피크 외 시간대를 구분하여 분

석한다.

<그림 1>의 첫 번째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일 평균 전력가격 변화 추

이를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전력가격 변화의 특징은 2016년과 2019년, 2020년 발생

한 급격한 하락 추세,5) 가을철에는 낮아지다가 겨울철에 다시 오르는 계절성,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전력소비 감소로 인한 급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 Ulrich(2012)는 전력의 비저

장성으로 인해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충격이 즉각적으로 가격에 전달되어 가격의 급등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미국의 경우, 발전용량보다 전력수

요가 더 많으면 가격 급등이 이루어져 실제 2008년 7월 일반적으로 MWh당 $100 미만

을 유지하던 일일 전력도매가격은 $4,000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하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급등 현상이 표본기간에 관찰되지 않는 반면 가격 급락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전력거래소(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maSmpShdChart.do?menuId=040202)의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5) 2016년 SMP 하락의 원인으로는 유가하락과 대규모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2019년은 LNG 열량

단가의 하락,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소비 감소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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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두 번째 그래프는 피크 시간대 및 피크 외 시간대의 SMP를 비교한다. 피

크 시간대의 SMP가 피크 외 시간대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형성되지만, 급락 시에 피크 

외 시간대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표 1>의 통계량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피크 시간대의 SMP 평균값이 피크 외 시간이나 전체 시간보다는 높지만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는 음의 값(왼쪽으로 긴 꼬리)을 가지고 있어 작은 

값을 가지는 극단값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크 시간대의 SMP 

급락의 위험으로 재생에너지나 기존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예측이나 운용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시간, 피크 시간대, 피크 외 시간대의 SMP 시계열 모두 지속성(persistence)이 

0.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하단에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 검정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네 가지 단위근 검정 중 Augmented Dickey Fuller(ADF), DF-GLS, 

Philips-Perron(PP) test에서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SMP가 5%나 1% 유의수

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시계열의 정상성

<그림 1> 전력한계가격의 24시간, 피크 시간, 피크 외 시간 평균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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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arity)을 귀무가설로 하는 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KPSS) test에서

도 전체 시간과 피크 외 시간대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시계열의 정상성을 

확보하였지만, 피크 시간대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SMP 시계열이 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전력규제가 완화된 시장의 전력가격의 특징 중 가격의 급등 현상을 제외한 

시계열의 안정성과 평균 회귀 특성은 한국의 전력가격에도 대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이 논문에서는 전력거래소 송전단 발전량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원별 발전량과 총부

하를 계산하였다. 송전단 발전량은 송전망에 유입되는 전력량을 측정한 데이터로 대규

모 산업용 자가 발전 설비와 같은 자가 발전량과 배전망을 통해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되

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포함하지 않는다.7)

6) ADF test와 DF-GLS(ERS) test의 적정시차(lag length)는 최대 4의 범위 내에서 Schwarz Info Criterion에 의해 

결정되었고, PP와 KPSS test의 bandwidth는 Andrews Bandwidth를 사용하였다.

7)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송전단 발전량에서 집계한 차이는 자가 발전 설비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더욱 커지고 

<표 1> 24시간, 피크 시간대, 피크 외 시간대의 평균 전력가격

SMP 24시간 피크 시간대 피크 외 시간대

기초통계량

평균 81.437 83.559 79.315

표준편차 14.139 14.323 14.491

왜도 0.005 ‒0.167 0.102

첨도 2.959 3.136 2.717

AR(1) 0.956*** 0.913*** 0.967***

단위근 검정

ADF ‒3.661*** ‒4.781*** ‒3.121**

DF-GLS(ERS) ‒2.882*** ‒2.079** ‒2.786***

PP ‒6.410*** ‒7.538*** ‒5.437***

KPSS 0.291 0.453* 0.236

주: AR(1)은 자기상관 계수이고, *, **, ***는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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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표본기간의 실제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비교한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량은 변동성이 크고,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5~6월에 최대에 도달하고 동절기에 

점차 감소하는 계절성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표 2>에서 나타나 있듯, 태양광과 풍력 발

전 비중은 2016년부터 평균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편

차 역시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태양광 발전이 풍력 발전보다 발전 비중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일 평균 1%, 일일 최대 2% 

내외에 불과하여 30% 이상인 독일이나 미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2> 일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A. 태양광 발전량 B. 풍력 발전량

<표 2> 연도별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 비중

발전 비중(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태양광

mean 0.359 0.482 0.581 0.740 1.007

max 0.725 0.993 1.260 1.470 2.045

min 0.025 0.032 0.038 0.057 0.044

stdev 0.160 0.196 0.253 0.309 0.454

풍력

mean 0.327 0.412 0.459 0.502 0.606

max 0.972 1.170 1.626 1.664 1.677

min 0.010 0.016 0.030 0.030 0.043

stdev 0.231 0.282 0.305 0.342 0.401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 산출된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발전 비중)이 다른 보고서나 논문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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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따른 전력가격 분포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에 따른 전력가격 분포의 변화가 있는지 기본 통계량을 가지

고 확인해 볼 수 있다. Kyritsis et al.(2017)은 태양광 발전 비중(penetration rate)을 구간

별로 나누어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가격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는 감소하고 

왜도는 발전 비중에 상관없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보이고, 태양광 발전 비중의 확대가 

전력가격의 급락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해석하였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은 아직 2%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림 3>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0.2% 이하와 1% 이상으로 나누어 피크 시간대

의 전력가격 분포를 비교하였다.8)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0.2% 이하(표본수: 158)인 경

우 전력가격의 평균은 83.81인데 반해 1% 이상(표본수: 289)일 때는 72.38로 감소하여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을 때 전력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발

전 비중이 높은 경우, 왼쪽으로 두껍고 긴 꼬리가 형성되어 가격 급락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풍력 발전 비중이 0.2% 이하(표본수: 475)와 1% 이상(표본수: 

150)의 전력가격의 평균은 77.96에서 82.03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가격의 양 극단값의 

빈도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1%보다 높은 시기는 전력소비의 급감으로 총부하

가 감소하여 전력가격이 하락한 2020년이 포함되어 있어 전력가격의 분포변화를 모두 

태양광 발전 비중의 영향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가격은 높아지고 변동성과 위험성이 커진다고 해석하는 것도 곤란

하다. 기본 통계량만으로는 전력가격의 특성인 계절성, 평균 회귀성과 전력수요, 가스가

격의 영향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전력

가격 간의 관계를 계량 모형을 통해 보다 엄밀히 분석한다.

8)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lower quartile(25%)이나 upper quartile(75%) 구간으로 나

누어 분석하면 발전 비중(%)과 quartile 모두 %를 사용하여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태

양광 풍력의 발전 비중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발전 비중의 절대치로 구분하였다. 

0.2%는 전체 표본수 1,827 중 풍력 발전 비중의 표본수가 하위 25%와 근접하는 수치이고, 1%는 태양광 발전 비

중 기준으로 상위 15%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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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에 따른 피크 시간대 전력가격 분포

A. 태양광 발전 비중 < 0.2% B. 태양광 발전 비중 > 1%

C. 풍력 발전 비중 < 0.2% D. 풍력 발전 비중 > 1%

Ⅲ. 실증분석

1. 모형

전력 시장의 자유화는 전력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시켜 전력가격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데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력가격 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력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함께 전력수요 수

준,9) 가스가격,10) 계절성을 반영하는 더미변수, 자기회귀항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Gelaber et al., 2011, Wurzburg et al., 2013). 이러한 회귀모형은 

9) 전력수요는 생산비용에 따라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기 가동여부와 발전출력을 결정한다. 

10) 천연가스 가격이 전력한계가격의 중요 결정요인이라는 실증분석 및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실제 우리나라

의 연료원별 계통한계가격 결정시간 수는 타 연료대비 LNG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2016-2020년 동안 원자

력 한계비용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표본기간에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한 사례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주로 

LNG나 석유 등의 화력발전 연료 가격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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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전력가격에도 분산의 군집화 현상이 관찰

되면서 GARCH 모형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Kyritsis et al.(2017)은 분산의 시가변성

(time-varying conditional volatility)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평균 회귀모형에서는 평

균회귀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전력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기

본적인 AR-GARCH 모형에 외생변수를 추가한 ARX-GARCHX 모형을 사용한다. 

Knittel and Roberts(2005), Ketterer(2014) 등은 급전순위효과 추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ARX-GARCHX 모형을 사용하였다.

ln   ln ln  ln ln


  



   ln    

 (1)

     
    ln ln 

ln ln

 (2)

식 (1)은 평균방정식(mean equation)이고 식 (2)는 전력가격에 대한 조건부 분산의 행

태를 설명하는 분산방정식(variance equation)이다. 식 (1)의 잔차항은    ,

 ∼ 이고, 는 오차항의 분산을 의미한다. 는 총부하,  는 가스도

입가격,  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의미한다.  는 전력한계가

격의 계절성을 제어하기 위한 더미변수로 특수일, 주말, 월별 더미를 포함한다. GARCH 

모형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이 1에 가까

울수록 과거 시점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현재 시점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

다.11)12) 

전력한계가격은 하루 전(day-ahead) 가격이기 때문에 설명변수도 시점을 맞추어 하

11) GARCH 모형에 외생변수를 추가한 형태의 GARCHX 모형의 경우, 조건부 분산의 예측치가 양(+)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분산방정식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총부하, 가스가격,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실제 추정된 조건부 분산도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12) Han and Park(2012)는 GARCHX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비정상 시계열(integrated or near-integrated)인 경

우 GARCH 모형의 성격과 달라지고, 최대우도법(MLE) 적용 시 문제점이 발생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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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전 예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루 전 부하 예측 데이터는 전력거래소

에서 얻을 수 있지만,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에 대한 예측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예측 데이터 부재로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

루어졌다. 예를 들면, Nicolosi(2010), Mauritzen(2013), Kyritsis et al.(2017)은 모형을 

통해 예측하는 경우 실제 시장의 예측치와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 발

전량과 총부하에 대한 당일 실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반면, Jónsson et al.(2010)와 

Ketterer(2014)는 예측모형을 통한 추정은 평균적으로 2%가량의 오차를 가진다는 사실

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총부하에 대한 하루 전 예측치를 계산하였다. 


     ∼    (3)

여기서 는 당일 실현 발전량, 
는 하루 전 예측량, 잔차항 의 표준편차 는 표본

에서 계산한 평균 부하의 2%가 되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예측량은 실현 발전량에 잔차

항을 더함으로써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총부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에 대해 당일 실현값과 식 (3)을 이용하

여 추정한 하루 전 예측치를 각각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한

다.13) 특히, 발전량 예측치는 당일 발전량과 0.99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행태의 

변화는 매우 유사하나 최대 ‧ 최솟값은 달라 증감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하루 전 총부하에 대한 예측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

인되는데, 실제 총부하와의 상관관계는 0.97이고 평균값도 비슷한 반면, 최대 ‧ 최솟값에

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식 (1)을 추정하여 얻은 잔차항에 ARCH-LM 검정을 시행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ARCH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추정의 

정확성을 위해 시간 가변적 분산모형이 필요하고, GARCH 모형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3)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총부하 예측의 오차율을 태양광이나 풍력 예측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보완적 자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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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결과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ARX-GARCHX 모형에 외생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적인 AR-GARCH 모형(model 1), 총부하 및 가스가격만을 모형에 포함한 경우

(model 2), 총부하, 가스가격과 함께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추가한 경우(model 3), 태

양광 및 풍력 발전량 대신 발전 비중을 포함한 경우(model 4)로 구별하여 추정하였다. 총

부하, 가스도입 가격,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에 로그를 취한 경우 추정계수의 크기가 소

수점 셋째자리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들 변수는 100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표 3>은 총부하(lnLoad)와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lnPV, lnWind)의 당일 실현 데이

터를 사용한 결과이고, <표 4>는 하루 전 예측 데이터로 추정한 결과이다. <표 3>을 보면 

다른 설명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model 1의 평균 및 분산 방정식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분산 방정식의    을 만족한다. 총부하, 가스가격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을 추가하더라도 GARCH항의 나 의 크기는 큰 변화가 없

지만, AR(1)이 0.977에서 0.899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 

변수를 포함하지 않아 추정계수에 편향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SIC의 기준

으로 측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설명변수가 많을수록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ARX-GARCHX model 추정결과: 당일 실현 데이터

Realized valu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평균 방정식

Constant 0.118*** ‒0.486 ‒0.286 ‒0.403

(0.036) (0.340) (0.200) (0.266)

AR(1) 0.977*** 0.908*** 0.917*** 0.899***

(0.008) (0.016) (0.012) (0.014)

Log(Load)/100 6.135* 3.895** 5.507**

(3.207) (1.926) (2.565)

Log(Pgas)/100 3.040*** 3.010*** 3.485***

(0.551) (0.534) (0.593)

Log(PV)/100 ‒0.45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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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RX-GARCHX model 추정결과: 당일 실현 데이터 (계속)

Realized valu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Log(Wind)/100 ‒0.207*

(0.102)

PV/Load ‒1.096***

(0.322)

Wind/Load ‒0.244

(0.237)

Holiday, weekend, monthly dummies are included in all mean equations.

분산 방정식

Constant 0.001*** 0.018** 0.023*** 0.022**

(0.000) (0.008) (0.008) (0.009)

ARCH 0.790*** 0.197*** 0.267*** 0.508***

(0.249) (0.042) (0.067) (0.091)

GARCH 0.105 0.624*** 0.413*** 0.111*

(0.066) (0.069) (0.098) (0.060)

Log(Load)/100 ‒0.155** ‒0.184** ‒0.169**

(0.072) (0.074) (0.083)

Log(Pgas)/100 ‒0.014* ‒0.035*** ‒0.045***

(0.008) (0.011) (0.011)

Log(PV)/100 0.013**

(0.005)

Log(Wind)/100 ‒0.002

(0.006)

PV/Load 0.081***

(0.018)

Wind/Load 0.001

(0.006)

Adj.R2 0.921 0.925 0.925 0.926

AIC ‒3.432 ‒3.551 ‒3.590 ‒3.625

BIC ‒3.378 ‒3.484 ‒3.511 ‒3.547

Durbin-Watson 2.136 2.084 2.134 2.104

주: *, **, ***는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한다. 괄호 안은 

Bollerslev-Woodridge(1992)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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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별 평균 방정식 추정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총부하의 계수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전력수요가 높을수록 전력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스도입가격도 전력가격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나 가스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전력가격은 0.03%가량 증가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이나 비중

을 포함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Model 3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전일 전력가격은 

0.005%, 0.002%가량 하락한다. 이러한 결과는 Jónsson et al.(2010), Woo et al.(2011), 

Ketterer(2014)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낮은 수준임

에도 불구하고 전력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량 대신 발전 비중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model 4에서도 풍력 발전 비중은 유의미하지 않

지만 태양광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 전기요금은 0.013% 하락하는 것으로 나와 태양광 발

전량이나 비중의 증가가 우리나라 전력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 4>에서 총부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당인 실현값이 아닌 

전일(day-ahead) 예측치를 사용하더라도 추정 계수의 크기나 부호 등에는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뒷받침한다.

 

<표 4> ARX-GARCHX model 추정결과: 예측치 사용

Forecast valu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평균 방정식

Constant 0.118*** ‒0.488* ‒0.499** ‒0.163

(0.036) (0.209) (0.206) (0.214)

AR(1) 0.977*** 0.902*** 0.908*** 0.915***

(0.008) (0.021) (0.014) (0.010)

Log(Load)/100 6.530*** 6.539*** 3.026

(2.144) (1.982) (1.996)

Log(Pgas)/100 2.852*** 3.012*** 3.004***

(0.588) (0.506) (1.996)

Log(PV)/100 ‒0.51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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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RX-GARCHX model 추정결과: 예측치 사용 (계속)

Forecast valu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Log(Wind)/100 ‒0.0002

(0.0003)

PV/Load ‒1.341***

(0.283)

Wind/Load ‒0.151

(0.254)

Holiday, weekend, monthly dummies are included in all mean equations.

분산 방정식

Constant 0.001*** 0.045*** 0.048*** 0.043***

(0.000) (0.009) (0.010) (0.009)

ARCH 0.790*** 0.508*** 0.441*** 0.452***

(0.249) (0.065) (0.069) (0.081)

GARCH 0.105 0.097 0.105 0.094

(0.066) (0.062) (0.070) (0.070)

Log(Load)/100 ‒0.400*** ‒0.424*** ‒0.381***

(0.083) (0.088) (0.081)

Log(Pgas)/100 ‒0.007 ‒0.011 ‒0.010

(0.010) (0.011) (0.010)

Log(PV)/100 0.012**

(0.006)

Log(Wind)/100 0.004

(0.004)

PV/Load 0.041

(0.027)

Wind/Load 0.0003

(0.013)

Adj.R2 0.920 0.925 0.925 0.925

AIC ‒3.432 ‒3.657 ‒3.670 ‒3.678

SIC ‒3.3378 ‒3.591 ‒3.592 ‒3.600

Durbin-Watson 2.136 2.073 2.108 2.127

주: *, **, ***는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한다. 괄호 안은 

Bollerslev-Woodridge(1992)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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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피크 시간대와 피크 외 시간대 전력가격을 나누어 회귀분석한 결과이다.14) 

평균 방정식에서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태양광 비중 증가는 SMP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피크 시간의 추정계수 절대치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피크 시간 동안 급전수의 효과가 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Nicholson et al.(2010)는 급전순위효과가 밤보다 낮에 더 강

하다는 것을 보였고, Tveten et al.(2013)과 Milstein and Tishler(2011)는 태양광 발전량

이 증가함에 따라 급전순위효과가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 

<표 5> ARX-GARCHX model 추정결과: 피크 시간대와 피크 외 시간대

Peak

(Forecast)

Off peak 

(Forecast)

Peak

(Realized)

Off peak 

(Realized)

평균방정식

Constant ‒0.625* ‒2.154*** ‒0.184 ‒1.616***

(0.357) (0.303) (0.346) (0.326)

AR(1) 0.797*** 0.913*** 0.819*** 0.922***

(0.014) (0.011) (0.015) (0.015)

Log(Load)/100 9.295*** 21.258*** 1.304 16.231***

(3.376) (2.857) (2.998) (3.121)

Log(Pgas)/100 7.050*** 2.482*** 6.774*** 2.220***

(0.493) (0.565) (0.615) (0.646)

PV/Load ‒2.167*** ‒1.089*** ‒1.969*** ‒0.954***

(0.429) (0.246) (0.426) (0.293)

Wind/Load ‒0.562 ‒0.097 ‒0.514 ‒0.125

(0.367) (0.168) (0.423) (0.252)

Holiday, weekend, monthly dummies are included in all mean equations.

분산방정식

Constant 0.069*** 0.009*** 0.060*** 0.010***

(0.017) (0.002) (0.017) (0.004)

ARCH 0.404*** 0.388*** 0.393*** 0.337***

(0.060) (0.047) (0.065) (0.045)

14) <표3>과 <표4>의 AIC와 SIC 비교결과, model 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피크 시간대와 피크 외 시간대

의 실증분석 결과는 model 4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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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RX-GARCHX model 추정결과: 피크 시간대와 피크 외 시간대 (계속)

Peak

(Forecast)

Off peak 

(Forecast)

Peak

(Realized)

Off peak 

(Realized)

GARCH 0.201*** 0.618*** 0.180*** 0.650**

(0.061) (0.031) (0.065) (0.037)

Log(Load)/100 ‒0.653*** ‒0.076*** ‒0.644*** ‒0.084**

(0.153) (0.017) (0.160) (0.034)

Log(Pgas)/100 0.048*** ‒0.010*** 0.028 ‒0.009

(0.012) (0.003) (0.022) (0.006)

PV/Load 0.086** ‒0.001 0.093** ‒0.002

(0.039) (0.004) (0.046) (0.005)

Wind/Load 0.020 ‒0.007** 0.026 ‒0.004

(0.016) (0.002) (0.038) (0.006)

Adj.R2 0.868 0.938 0.866 0.936

Durbin-Watson 2.116 2.026 2.163 2.068

주: *, **, ***는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한다. 괄호 안은 

Bollerslev-Woodridge(1992)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이다. 

<표 3>. <표 4>, <표 5>의 추정결과는 한국의 전력가격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급전순

위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Keles et al.(2013)는 급전순위효과의 정도는 

(i) 전력수요 수준, (ii) 공급곡선의 기울기, (iii)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정리

하였다. 전력수요, 특히 기존 발전소가 공급하는 순부하는 생산비용에 따라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한계기술을 결정하고,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연료가

격 중 천연가스의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발전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나 운임 비용의 갑작스러운 인

상이나 이상기후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변하는 경우 전력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

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급전순위효

과의 정도는 크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력가격 

하락의 정도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력시장이 규제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15) Sensfuss et al.(2008)은 독일 전력시장에 대한 급전순위효과를 조사하고 다양한 연료가격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갈탄 및 원자력 발전 연료가격의 20% 하락은 급전순위효과 2% 감소에 그친 반면, 천연가스 가격

의 20% 인하는 급전순위효과를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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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격의 급등보다는 급락이 더 많이 관찰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 증

가가 전력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전력가격 급락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SMP 등락에 따라 다수의 발전회사들과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성과가 달라

지고, 발전설비에 이미 투자하였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의 현재와 미래가치

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추정결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는 SMP를 하락시켜 재

생에너지 투자나 발전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산 방정식에서 분산에 대한 과거 충격의 지속성을 반영하는 GARCH 계수는 피크 

시간 동안 낮고 피크 외 시간 동안은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충격의 영향을 포착하는 

ARCH 계수는 피크 시간 동안이 피크 외 시간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의 분산 방정식에서는 총부하와 가스도입가격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오히려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첨두부하가 천연가스로 이뤄진다는 점

에서 실제 시장 상황과 부합한다. 특히 <표 5>에서는 총부하의 증가는 피크 시간대에 전

력가격 변동성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스 가격의 증가는 피크 시간대에 오

히려 변동성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시간대에 따라 결정요인마다 전력가격

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비중의 증가는 피크 시간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갖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양광 발전은 피크 시간 동안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쳐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견해16)와 상충되지만, Ketterer(2014) 등의 선

행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전력가격의 변동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고 있다.17) 이에 대해 Kyritsis et al.(2017)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미미하여 유연성을 

통해 전력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전기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만, 기존 

발전소가 제공하는 전력공급(재생에너지 제외) 수준을 대체한다면 기술 전환이 발생하

여 가격 변동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Rintamaki et al.(2017)은 독일과 덴마크에서 

태양광 발전은 주간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

16) Paraschive et al.(2014)는 태양광 발전의 가격 하락 영향이 피크 시간 동안 안정적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7) Ketterer(2014)는 풍력 발전이 많을수록 일일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풍력 발전의 증가는 거의 

항상 더 높은 가격 변동성을 초래한다(Ketterer, 2014; Martinez-Anido, Brinkman, and Hodge, 2016; 

Kyritsis, Andersson, and Serletis, 2017; Rintamaki, Siddiqui, and Salo, 2017; Masoumzadeh, Nekouei, 

Alpcan 및 Chattopadhy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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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력가격 예측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특히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경제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발전 회사에 매우 중요하다(Benini et al., 2002). 전력시장의 과도한 변동

성은 시장 참여자에게 상당한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와 함께 전력계통 유연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Ⅳ. 결 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고, 신재생에

너지 비중 확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발전믹스를 

다양화하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간헐적 특징으로 인해 전력 운영 

및 계통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국내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확대가 전력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전력 시장의 

규제가 완화된 외국과 다르게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우리는 2016-2020년 시간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시간(24시간), 피크 시간대, 피크 

외 시간대의 일일평균 SMP의 특징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SMP는 계절성과 평균으로 회귀하는 성향을 나타내지만 급등하

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특히 피크 시간대의 SMP는 평균적으로 높지만 갑작스러운 

하락의 정도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RX-GARCHX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태

양광(풍력) 발전량의 1% 증가는 SMP 가격을 0.005%(0.002%)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

나 우리나라 전력시장에도 급전순위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전량 대신 발

전 비중을 사용하는 경우나 피크 시간대, 피크 외 시간대에도 풍력보다 태양광이 급전순

위효과를 유도하고 변동성에 있어서도 태양광이 더 큰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은 미미하여 급전순위효과의 정도는 아직 크지 않다. 하

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가 전력가격 수준이나 변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러한 영향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을 위해 필요하다. 향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이 확대된다면 전력가격의 변동성이 증

가함과 동시에 전력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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