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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전력수요의 기온효과 분석

김인무* ․이용주** ․이성로*** ․김대용****

요 약 : 본 논문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자동원격검침(AMR) 전력수요량을 사용하여 산업별 전

력수요의 기온효과에 대한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AMR 전력사용량의 시계열적 특징으로

부터 장기 추세효과와 중기 기온효과 그리고 단기 특수일 효과로 구성되는 공적분 모형을 구축

하고, 기온효과를 연속적인 기온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기온반응함수를 푸리에 플

렉서블 폼(Fourier Flexible Form; FFF) 비선형 함수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도출된 기온반응

함수와 기온효과를 통하여 기온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비스업군과 기온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제조업군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온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비스업군을 기온

반응함수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여름피크 산업과 겨울피크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실증분

석 결과는 산업별, 계절별 전력수요관리정책 수립에 정책적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AMR 전력수요량 분석이라는 점에서 시차의 발생없이 신속하게 전력수요관리에 반영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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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using AMR (Automatic Meter Reading) electricity data accurately measured 

in real time,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temperature effect on the industrial electricity 

usage. For this goal, the paper constructs and estimates a model which captures the properties of AMR 

time series including long-term trends, mid-term temperature effects, and short-term special day effects. 

Based on the estimated temperature response function and the temperature effect, we categorize the 

whole industry into two groups: one group with sharp temperature effect and the other with weak 

temperature effect. Furthermore, the industry group with sharp temperature effect is classified into a 

summer peak industry group and a winter peak industry group, based on the estimates of the temperature 

response function. These empirical results carry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on the real time electricity 

demand management.

Keywords : Industrial electricity usage, Electricity demand management, Temperature response function, 

Temperature effect, Canonical cointegrating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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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 등 여러요인으로 인해 높은 수준

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발전설비 확충 속도 또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

위기의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초유의 정전사태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

을 던져준다. 첫째, 전력수요관리의 중요성이다. 사건 전후 최대전력 발생일 기준 전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대전력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예비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정전사태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9월 15일은 그 해의 최대전력 수요

일도 아니었다. 어떠한 충격도 감당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의 공급예비력을 갖추는 것

이 재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비상사태 발생 시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

해서 체계적인 전력수요관리체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함을 인식시켜 주는 중요 사건이

었다. 둘째, 전력수요관리의 요체가 이상기온 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라는 점

을 일깨워 주었다. 9월 15일 정전사태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여러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이상기온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

라서 전력수요관리는 이상기온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

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현실과 이상에서 소개된 정전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자동원격검침(Automatic Meter Reading, AMR) 전력수요량 자료

를 사용하여 전력수요에 대한 산업별 기온효과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

의를 시사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각 산업별로 별도의 기온반응함수를 추정하

여 이를 통하여 산업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력수요관리에의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헌에서는 에너지 수요량 중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크기를 에너지 수요

의 기온효과(temperature effect)라고 부른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기온효과를 

에너지 수요모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초기의 연구들에서

는 기온효과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 특정기온에 대한 불연속적인 변화로 반

영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주로 에너지 사용량은 냉난방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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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기온이 기준 온도보다 낮아서 난방이 필요한 난방도일, 높아서 냉방이 필요한 냉

방도일을 기온효과 변수로 사용한 회귀방정식을 에너지 수요모형으로 활용하였다

(Gupta, 1985; Al-Zayer and Al-Ibrahim, 1996; Fan and Hyndman, 2011). 이러한 모형들

은 임의로 가정한 기준 온도를 중심으로 특정기온의 불연속적 변화를 반영한 선형모형

이라는 한계가 있었다(김인무 외, 2011).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난방수요와 냉방수요를 구분하는 기준온도를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추정하며 비선형적인 기온반응함수로 파악하는 모형들이 연구되어 

왔다. 기온반응함수는 에너지 수요가 각 온도에 반응하는 민감도 혹은 에너지 수요에 대

한 가중치를 나타내는 함수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온반응치를 기온 대에 대한 함수로 나

타낸 기온반응함수는 U자 모양을 보이는데, 이는 냉방부하가 크게 발생하는 높은 온도

에서 큰 값을 갖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낮아지다가, 난방수요가 발생하는 낮은 기온

에서는 다시 올라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온에 대한 에너지 수요의 반응을 그래프로 나

타내면 에너지 수요를 수직축으로 하고 기온을 수평축으로 할 때 비대칭적인 U자 모양

의 기온반응함수가 된다. 

그러나 기온반응함수에 특정한 형태를 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선형 형태

의 기온반응함수를 추정한 기존 연구 중 Engle et al. (1986)은 미국 가정용 전력수요의 

기온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미국 가정용 전력수요에 대한 기온반응함수는 18.3C를 기

준으로 비대칭적인 V자 형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온반응함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온반응함수의 특정한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선형 함수

인 푸리에 플렉서블 폼(Fourier Flexible Form; FFF) 비선형함수를 기온반응함수로 사용

하여 왔다. 한국의 도시가스 수요를 추정한 Kim and Na (2002), 미국 전력수요의 기온반

응함수를 추정한 Liu et al. (2006), 그리고 멕시코의 용도별 전력수요에 대한 기온반응함

수를 추정한 Martinez-Chombo (2003) 등이 그 예이다. 한편 Moral-Carcedo and 

Vicens-Otero (2005)는 스페인 전력수요의 기온반응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로지스틱 스

무딩 전환 모형(logistic smoothing transition model)을 이용해 U자형태의 비대칭적 기

온반응함수를 추정했다. 그리고, 김인무 외 (2011)는 기온반응함수를 에너지 상대가격

과의 교차모형으로 확장하여 한국 도시가스 수요의 3차원 기온가격 교차반응함수를 추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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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들 연구의 연장선에서 비선형적 기온반응함수를 한국의 각 산업별로 추

정한 다음 각 산업의 기온반응함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상기 언

급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의 주용도별 전력수요에 대한 분석했다. 산

업용 세부수요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전력수요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

요 전 분야에서도 세부적인 산업용 수요에 대한 분석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Bernstein 

and Madlener (2015)는 독일 산업용 전력수요의 8개 세부업종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

였고 Agnolucci (2009)는 전력수요가 아닌 전체 에너지의 세부수요를 살펴봤다. 본 연구

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33개 세부 업종 전력수요의 기온 및 추세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

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전력사용량의 업종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산업별 특성 분석에 앞서 산업용 총 전력사용량,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력사용량에 대

한 기온영향도 분석을 실시한다. 각 산업별 기온반응함수를 추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한

국의 산업별 전력수요에 대한 기온반응 크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기온반응함수의 형태가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산업

의 기온반응함수는 전형적인 U자 형태의 기온반응함수를 보여주는 반면, 대부분의 제

조업은 평평한 수평선에 가까운 기온반응함수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산업

별 전력수요의 특성과 계절적 패턴이 극명하게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반영

하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시간 AMR 전력

수요량을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재분류한 후 나타나는 AMR 전력수요량의 시계열 특성

을 분석한다. 제 Ⅲ장에서는 AMR 전력수요량의 시계열 특성에 따라 기온반응함수가 

포함된 산업별 AMR 전력수요량 모형을 제시한다. 제 Ⅳ장에서 실증분석 결과 추정된 

기온반응함수를 기초로 산업별 AMR 전력수요량에 나타난 기온효과의 특성을 분석한

다. 제 V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력수요관리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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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료

1. AMR 전력수요량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자동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측정한 업종별 실시간 AMR 전

력수요량이다. 검침원에 의해 측정되는 전력수요량은 실제 사용량 보다 약 한달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력수요량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

에 반해 AMR 전력수요량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력수요량을 시간단위로 측정하여 제

공한다. 

AMR 전력사용량은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79개 세부업종의 시간별 전

력사용량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여기서 주택용, 가로등, 기타를 제외한 76개 

업종별 자료를 33개 업종으로 재분류하였는데,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대분류 

21 항목으로 분류한 후, 제조업을 다시 한국은행 분류기준에 의거 화학제품, 1차금속, 전

기및전자, 운송장비 등 13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기간은 2010년1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사용하였다.

원격 검침에 의하여 측정되는 AMR 전력수요량은 2014년1)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전

력사용량의 73.9%를 차지한다. 2009년에는 전체 전력수요량의 64.8% 였으며 이후 전

체 전력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MR 전력사용량을 업

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체 전력사용량의 94.1%를 차지하고, 서비스업, 광업, 

농업은 각각 53.1%, 72.5%, 41.3%를 차지한다. 원격검침의 확대로 AMR 전력사용량의 

포함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MR 전력사용량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71.3%를 

점유하고, 서비스업은 약 21.6%, 기타 업종이 7.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이 13.6%로 가장 많고, 1차 금속 13.0%, 전기및전자 11.0%, 

운송장비 7.0%, 부동산및임대업 6.3%, 기계및장비 5.9%, 비금속광물과 석탄및석유 업

종이 각각 3.5%를 점유하고 있다.

1) AMR 자료는 2015년까지 존재하나 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용도별 전력판매량 자료가 2014년까지
만 존재하기에 비교년도를 2014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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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MR 전력수요량의 시계열적 특성

현대 계량경제학에서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는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 여부를 검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료의 안정성을 단위근 검정을 

통한 단위근의 존재 여부로 파악하고 가설 검정의 결과에 따라 시계열 모형을 구축하게 

된다.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검정 결과를 얻게 되면 Beverage and Nelson (1981)이 제시한 

분해 모형에 따라 시계열 자료를 다음과 같이 모형화 한다. 시계열 자료에 단위근이 존재

하면 반드시 확률적 추세(stochastic trend)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

계열 자료  는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확정적 추세를 나타내며 는 확률적 추세를 나타낸다. 한편 는 주

기성을 갖는 항목을 의미한다. 시계열 자료 의 장기적인 정보는 확정적 추세와 확률

적 추세로 나타내어지며, 단기적인 주기성과 오차에 관한 정보는 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33개 산업별 일간 AMR 전력수요량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시행하여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단위근 검정 방법으로는 검정력이 높고 널리 사용되는 ADF 

방법을 사용하였다. ADF 검정 방정식에 포함되는 확정적 추세 변수로는 상수항과 1차 

시간추세를 순차적으로 포함시킨 모형을 사용하였다. 한편 ADF 검정 방정식에 포함되

는 오차항의 독립성을 위하여 포함시키는 종속변수의 시차항의 최대 개수인 
max

는 

Schwert (1989)가 제시한 
max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여기서 은 자

료수를 나타낸다. 시차항의 갯수 는 Ng and Perron(1995)에 따라 사전적인 최대 order

를 정해놓고 시차항의 유의성 검정 결과로 선택하였다.

<표 1>은 2010년 1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의 산업별 일간 AMR 전력사용량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표 1>에 나타난 p-value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것

을 귀무가설로 두었을 때 귀무가설 하에서의 t-value 분포인 Dickey-Fuller t분포에 의해 

계산된 p-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통계적 유의수준 0.05보다 계산된 p-값이 크면 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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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추론을 하게 된다. 상수항만을 포함하는 

경우와 상수항과 1차 추세항을 포함한 경우 모두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는 목제종이

인쇄복제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목제종이인쇄복제업을 제외

한 모든 업종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추론을 하게 된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단위근

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은 기각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산업별 검정결과는 부록에 나타

내었다.

<표 1> 단위근 검정 (ADF t-test)

회귀모형
t-value p-value t-value p-value

산업용 총판매량 제조업

상수항 ‒ 3.492 0.009 ‒ 3.741 0.004 

상수항, 1차추세 ‒ 2.917 0.157 ‒ 2.713 0.232 

서비스업 화학제품

상수항 9.401 1.000 ‒ 2.939 0.042 

상수항, 1차추세 9.436 1.000 ‒ 2.175 0.503 

부동산임대업 목제종이인쇄복제

상수항 9.708 1.000 ‒ 5.204 0.000

상수항, 1차추세 9.705 1.000 ‒ 5.194 0.000

단위근 검정의 결과에 따라 일간 AMR 전력수요량을 다음과 같이 모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 추세  주기성 항목

여기서 장기적 추세항은 확률적 추세를 갖는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고 주기성 항목은 계

절적인 주기성을 갖는 중기적인 항목과 주간별 혹은 요일별 주기성을 나타내는 단기적

인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일간 AMR 전력사용량이 보여주는 장기, 중기 및 단기의 시계열적 특징을 살펴보기

로 하자. <그림 1>는 산업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의 대표적인 산업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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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품업과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산업인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의 AMR 전

력수요량을 로그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요동치는 가는 실선은 각 산업의 일별 

AMR 전력수요량을 나타낸다.

<그림 1> 주요 산업 전력판매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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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AMR 전력수요량이 일별 자료임을 감

안하여 365일 이동평균(moving average, MA) 을 장기적 추세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림 1>의 평활한 검정색 두꺼운 선이 365일 MA 항에 의한 장기적 추세선을 보여준다. 제

조업군의 AMR 전력수요량은 완만히 증가하는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서비스업

군은 다소 평탄한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AMR 전력수요량의 장기적 추세를 365일 

MA항목으로 나타내면 장기적 추세에 관한 임의적인 가정 없이 장기적 추세를 효율적

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AMR 전력수요량이 가지는 장기적인 추세를 제외하고 중단기 항목의 주기성에 대하

여 살펴보자. <그림1>에서 AMR 전력수요량의 중기적인 주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

간을 나타내는 수평축에 대하여 년 단위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세로 참조선을 나타냈

다. 세로 참조선 가운데를 하나의 윈도우로 보고 윈도우 내의 패턴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년간 단위로 주기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1>에 나타난 년간 주기성을 살

펴보면 화학제품업의 AMR 전력수요량에서는 동하절기 변화가 크지 않고 주기성이 뚜

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의 AMR 전력

수요량에서는 동하절기에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뚜렷한 계절적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계절변동의 차이는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반적

으로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기온변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변동이 크지 않은 반면, 서비스

업의 경우 계절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냉․난방수요가 발생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AMR 전력수요량에 나타나는 단기 정보인 요일별 특징을 살펴보자. 일별 특징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2>는 2014년 광업 AMR 전력수요량을 일별로 나타내었

다. <그림 2>의 각 점은 AMR 전력수요량을 나타내는데 이 점을 연결한 그래프에서 같

은 형태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같은 형태의 패턴이 일

주간 단위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말의 전력수요량이 주중에 비

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2월과 9월에 전력사용량이 크게 감소한다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설날과 추석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2>에 나타난 

그래프의 패턴은 주말과 공휴일에 따라서 전력수요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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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4년 1월 광업 AMR 전력사용량 추이

<그림 2> 2014년 일별 광업 AMR 전력사용량

요일별 AMR 전력수요량 패턴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 3>에 광업 전력사

용량을 2014년 1월에 국한하여 나타냈다. <그림 3>의 그래프를 보면 일요일에 전력수

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일요일보다 감소량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월요일은 휴일은 아니지만 대체로 화요일에서 금요일 전력사용량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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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1월 1일은 일요일보다 전력수요량의 감소효과 큰 것으로 보이

고, 설날은 이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3>에서 법정공휴일로 1월 1

일만을 살펴보았지만, 다른 국가공휴일도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AMR 전력수요량의 단기적인 변화는 요일은 물론 공휴일에 따라서

도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나타는 패턴을 살펴보면, 

설날과 추석명절에 전력수요량 감소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법정공휴일, 일요일, 토요

일, 월요일의 순서로 전력사용량 감소가 발생한다. 또한 최근 여가문화의 확대로 법정공

휴일은 아니지만 샌드위치 데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휴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전력수요량의 감소가 나타난다.

III. 모 형

앞서 살펴본 AMR 전력사용량의 시계열적 특성을 고려하여 AMR 전력수요량 분석

모형을 장기, 중기, 단기의 정보를 대표하는 세 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회귀

방정식으로 설정하였다.

log     log        (1)

여기서 는 일별 AMR 전력수요량, 는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AMR 전력

사용량의 이동평균, 는 중기적인 계절적 주기성을 나타내는 기온효과, 는 단기

의 변동을 반영하는 특수일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는 오차항으로 일반적으로 

 을 따르는 백색오차임을 가정한다.

AMR 전력수요량은 단위근 검정 결과 단위근을 가지는 불안적인 시계열로서 확률적 

추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AMR 전력수요량의 이동평균인 MA 변수도 불안정적인 

시계열 특징을 가지며 동일한 확률적 추세를 가지게 되어 AMR 전력수요량 분석모형 

(1)은 불안정적 시계열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에서 공통의 확률적 추세를 갖는 공적분 모

형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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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분 모형으로 구축된 AMR 전력수요량의 회귀모형 (1)에서 세 개의 설명변수가 

사용되었는데 이중에서 MA 변수와 특수일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비교적 쉽게 구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MA 변수는 365일 이동평균 값을 사용

한다. 단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일로는 -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1월1일, 삼일절, 

노동절, 어린이 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연말일, 석가탄신일, 명절 전전날, 명

절 전날, 명절, 명절 다음날, 명절 다음다음날, 명절 3일 후, 선거일, 이틀연속 휴일, 샌드

위치 데이, 하계휴가 - 총 23개의 특수일로 구분하여 23개의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한편 

장기와 단기의 특성과 달리 중기의 계절적인 주기성의 특징을 가지는 기온효과   변

수는 비선형 기온반응함수를 포함하는 함수 형태로 구성이 된다.

기온효과   변수는 전력수요의 계절적 주기성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기온 변화에 

따른 전력사용량의 증감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온분포함수   와 기온반

응함수  의 기온 에 대한 적분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여기서 는 기온을 [0, 1] 구간의 실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기온의 범위를 섭씨 –20도에

서 40도까지 가정하여  


기온  
를 통하여 구한 값이다.

기온효과 (2)에서 기온분포함수   는 각 기온의 발생빈도를 상대빈도로 나타낸 것

으로 개념적으로 확률밀도함수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비모수 추정법인 커널밀도함수

를 통하여 추정한다. 

 




  



 

   

다양한 커널함수가 사용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이고 기온분포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정규커널함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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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는 커널밀도함수의 평활화를 결정하는 모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식인 

     로 설정하였다. 

기온반응함수 는 기온에 따른 전력수요량을 함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기온에 

따른 전력수요량의 변화는 기온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같은 기온 1도의 변화

라 하더라도 섭씨 17도에서 18도에서의 변화와 섭씨 –10도와 –11도의 변화 또는 섭씨 

30도와 31도의 변화에 따른 전력수요량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 

따른 전력수요량 변화를 나타내는 기온반응함수는 비선형함수가 된다. 

기온반응함수를 일반적인 비선형함수로 가정하면 Gallant(1981)가 제시한 기온 에 

대한 다항식과 삼각함수 항으로 구성되는 푸리에 플렉서블 폼(Fourier Flexible Form; 

FFF) 비선형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인무 외 (2011)에서 사용한 다음

과 같은 FFF 함수 형태의 기온반응함수 추정식을 사용하였다. 

    
  




  

  



  cos   sin    (3)

기온반응함수 (3)을 AMR 전력수요량 모형 (1)에 포함하여 추정하기 위하여 기온반

응함수 (3)에서 사용된 다항식과 삼각함수 항의 일반화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   와 를 

사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김인무 외 (2011)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모수를 p=2 q=1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기온반응함수를 추정한다.

      
  cos sin  (4)

기온반응함수 (4)를 AMR 전력수요량 모형 (1)에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추정모형을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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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     (5)

여기서 변수 와 계수 벡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s


  sin  


′

       ′

AMR 전력수요량 추정모형 (5)는 기본적으로 공적분 모형이기 때문에 OLS 추정방법

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Maddala and Kim, 1998). 공적분 추정방법

으로는 Johansen 추정방법 등 다양한 공적분 추정방법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점근적

으로 효율적이면서도 비선형 계수함수의 경우에도 일관적인 추정량을 제공하는 

Park(1992)이 제시한 정준공적분회귀(Canonical Cointegrating Regression, CCR) 모형

을 응용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2010년1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AMR 전력수요량 자료

를 사용하여 AMR 전력수요량 추정모형 (5)를 CCR 방법으로 33개의 산업에 대하여 추

정하였다. 이동평균 추정기간의 양 끝단에서 불안정하게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이동평균치는 2009년 1월 1일에서 2016년 3월까지 자료를 이용하고, 전력수요량 추정

시에는 2009년과 2016년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많은 산업

에서 자료가 불안정하였기에 2009년을 모형추정에서 제외하였다. 추정결과는 이동평

균 MA, 기온효과 TE, 상수항 및 특수일 더미변수 23개에 대한 총 26개 회귀계수와 함께 

기온반응함수 계수가 33개 산업에 대해서 추정되었다.2)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AMR 전력수요량에 포함된 산업별 기온효과의 특징은 

2) AMR 전력수요량 추정 모형의 전체 추정결과는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했으나 원하는 독자에게 제
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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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반응함수와 기온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된다. 주요 산업에 대한 기온반응함수 

(4)의 추정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나머지 세부업종에 대한 추정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2> 주요 산업 기온반응함수 추정결과

업종 산업용 총수요량 제조업 서비스업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1.66 3.00 0.97 1.95 ‒ 0.22 ‒ 0.20 

 0.48 2.33 2.77 4.06 3.02 3.90 

 ‒ 0.38 ‒ 1.70 ‒ 2.75 ‒ 4.23 ‒ 2.24 ‒ 2.96 

 0.11 6.30 0.22 4.91 0.37 7.04 

 0.07 6.22 0.02 1.35 0.29 18.02 

업종 화학제품 부동산및임대업 도매및소매업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 0.70 ‒ 1.20 ‒ 3.75 ‒ 1.31 11.44 4.88 

 2.67 3.03 4.42 5.17 4.74 7.68 

 ‒ 2.67 ‒ 3.11 ‒ 3.51 ‒ 4.21 ‒ 4.00 ‒ 6.65 

 0.21 3.49 0.53 9.13 0.54 12.88 

 0.00 ‒ 0.02 0.33 18.24 0.21 16.49 

추정결과에서 는 기온반응함수의 상수항에 대한 33개 산업별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온변수 의 일차항에 대한 추정계수 값이 으로 이차항에 대한 추정계수 값이 

로 나타나 있다. 한편 삼각함수 중 cosine 항목에 대한 추정계수 값이 로 sine 항목

에 대한 추정계수 값이 로 주어져 있다. 각 산업별로 추정된 기온반응함수의 추정계수 

값들이 각 산업의 기온반응함수가 어떠한 형태를 갖는지를 결정한다.3)

한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온분포는 한국의 표준 기온분포이다. 그러나 실제 기상

3) 기온반응함수의 추정기간에 따른 추정치의 강건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 고려한 기간이외에 
2010~2014년과 2011~201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상기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면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추정결과를 수록하지 못했으나 저자에게 요청시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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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는 각 지역별 기온분포에 관한 정보만 존재하고 한국 전체의 표준 기온분포에 관

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기상정보에 의한 지역 기온분

포를 지역별 전력수요량으로 가중평균한 표준 기온분포를 구하여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기온분포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5대 지역 시간별 기온자료를 이

용하여 일단위로 AMR 전력사용량과 시점을 맞추어서 정규커널함수를 이용하여 추정

하였다. 지역별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시스템(EPSIS)에서 제공

하는 업종별 전력사용량의 지역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준 기온분포를 구하는 과정을 운수업을 예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상정보로 

추정된 5대 지역의 기온분포를 해당지역 전력사용량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운수업) 전국 기온분포 = 서울지역 기온분포 × 53.2%+

부산지역 기온분포 × 14.3%+

대구지역 기온분포 × 10.1%+

대전지역 기온분포 × 11.4%+

광주지역 기온분포 × 11.0%.

산업별 표준 기온분포 추정에 사용한 지역별 가중치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2015

년 가중치는 자료의 부재로 2014년 지역별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가지고 기온분포와 기온반응함수의 적분으로 구성된 기온효과를 

구한다. 기온효과를 구하는 적분과정을 도식화를 통하여 살펴보자. <그림 4>는 기온효

과를 구하는 과정을 운수업의 경우를 예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의 좌측 그림에서 

수평축은 기온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두 개의 값을 별도로 나타낸다. 좌측의 수직축은 기

온 변화에 대한 전력수요량을 나타내는 기온반응함수 값이며 우측의 수직축은 기온에 

따른 연간 상대빈도를 나타낸다. <그림 4>의 좌측 그림에서 U자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가 운수업의 기온반응함수이다. 운수업의 기온반응함수는 <표 2>의 기온반응함수 추정 

결과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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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온효과 생성과정

한편 <그림 4>의 좌측 그림에서 종 모양에 가까운 두 개의 그래프 중 좌측의 그래프는 

운수업의 1월 20일(점선)의 표준 기온분포이며 우측의 그래프는 8월 5일(실선)의 표준 

기온분포이다. 운수업의 1월 20일의 표준 기온분포는 섭씨 6도 정도를 중심으로 1월 20

일의 기온이 분포되어 있으며, 8월 5일의 표준 기온분포를 보면 섭씨 27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의 좌측 그림에 나타난 기온반응함수와 기온분포를 적분하여 구한 것이 <그

림 4>의 우측 그림에 있는 기온효과 그래프이다. <그림 4>의 우측 그림에서 수평축은 시

간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기온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운수업의 경우 <그림 4>의 좌측 

그림에서 나타난 U자 형태의 기온반응함수에 일별 표준 기온분포를 곱하여 적분한 결

과가 <그림 4>의 우측 그림에 나타난 W자 형태의 기온효과 그래프이다. 수평축을 1월1

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일별 시간으로 나타내었을 때 전체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기온

효과에 의한 전력수요량이 많고 봄과 가을에 적어서 운수업의 기온효과 그래프는 W자 

형태를 갖게 된다. 

<그림4>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U자 형태의 기온반응함수가 W자 형태의 기온효

과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만약 기온반응함수가 U자 형태를 가지지 않게 되면 

기온효과 그래프도 W자 형태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U자형 기온반응함수

로 인하여 W자 형태의 기온효과 그래프를 갖는 산업별 특성을 UW 특성이라고 하자. 이

와 대조적으로 수평선 형태의 평평한 기온반응함수를 가져서 수평선 형태의 기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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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산업별 특성을 FF 특성이라고 하자.

산업별로 기온반응함수와 기온효과의 그래프가 어떠한 형태를 갖는지 비교하여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업종은 

UW 특성을 가지는 반면 제조업은 FF 특성을 갖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체적 특성

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는 서비스 산업의 대표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운

수업의 기온반응함수와 기온효과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업의 대표적인 3개의 

업종 모두 뚜렷한 UW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서비스업에서는 냉난

방용 전력수요량이 크기 때문에 UW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7>은 제조업의 대표적인 업종인 화학제품, 1차금속, 그리고 전기 및 전자

기기 업종의 기온반응함수와 기온효과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대표적인 3

개의 업종 모두 뚜렷한 FF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전력

이 생산과정에서 공장설비 등 자본재를 가동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되어 기온변화에 대

한 전력사용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기온효과에 따른 전력수요량의 차이는 기온반응함수

의 형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각 산업별로 추정된 기온반응함수는 각 기온 대에 전력수요

량이 얼마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가중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온 대에 나타나는 기온반

응함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구하여 그 차이인 범위를 계산하여 비교하여 보면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기온반응함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

이인 범위의 값이 크면 UW 특성을 가지고 반대로 범위의 값이 작으면 FF특성을 가지게 

된다.

<표 3>은 각 산업별로 추정된 기온반응함수가 섭씨 –15도에서부터 35도까지의 기온 

대에서 갖는 기온반응함수의 최대치와 최소치 그리고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인 범위

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범위의 값을 비교하기 쉽게 범위의 값이 큰 순서대로 산업을 

나열하였다. 범위의 값이 큰 <표 3>의 상단부는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구성되

어 있고, 제조업은 작은 범위 값을 가져서 <표 3>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온반응함수에 나타난 왼쪽 극저온부와 오른쪽 극고온부의 결과는 소위 end-point problem에 의해 나
타난 것으로 기온반응함수는 표본 끝 부분을 제외한 온도 구간에 대해서 뚜렷한 U자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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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업용 총판매량, 제조업, 서비스업 기온반응함수/기온효과 추정결과

기온반응함수 기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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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업 대표업종 기온반응함수/기온효과 추정결과

기온반응함수 기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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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조업 대표업종 기온반응함수/기온효과 추정결과

기온반응함수 기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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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온반응함수의 최대치, 최소치 및 범위

업종 최대값 최소값 범위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0.499 ‒ 0.326 0.825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469 ‒ 0.287 0.756

숙박및음식점업 0.454 ‒ 0.300 0.754

공공행정 0.369 ‒ 0.329 0.698

부동산업및임대업 0.363 ‒ 0.281 0.644

교육서비스업 0.338 ‒ 0.300 0.638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0.232 ‒ 0.333 0.566

농업 0.191 ‒ 0.360 0.55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0.295 ‒ 0.238 0.532

도매및소매업 0.310 ‒ 0.220 0.53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286 ‒ 0.205 0.491

건설업 0.200 ‒ 0.268 0.468

금융및보험업 0.262 ‒ 0.185 0.447

금속제품 0.216 ‒ 0.212 0.428

운수업 0.211 ‒ 0.190 0.402

운송장비 0.220 ‒ 0.170 0.390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239 ‒ 0.112 0.352

1차금속 0.089 ‒ 0.247 0.335

정밀기기 0.101 ‒ 0.192 0.293

광업 0.109 ‒ 0.174 0.283

목재종이인쇄 0.106 ‒ 0.147 0.253

석탄및석유제품 0.079 ‒ 0.139 0.218

기타제조업 0.135 ‒ 0.070 0.205

음식담배 0.117 ‒ 0.087 0.204

비금속광물 0.096 ‒ 0.105 0.201

전기및전자기기 0.116 ‒ 0.076 0.192

기계및장비 0.116 ‒ 0.065 0.181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0.094 ‒ 0.081 0.175

화학제품 0.058 ‒ 0.061 0.119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0.052 ‒ 0.057 0.109

섬유및가죽제품 0.052 ‒ 0.04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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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서비스 산업은 UW 특성을 가져서 기온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력수요량이 계절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조업은 

FF 특성을 가져서 기온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력수요량이 계절별 차이가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UW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특히 어

떠한 업종에서 계절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지 기온반응함수의 값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각 기온대에 나타나는 기온반응함수 값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보면 어떠한 산

업이 어떤 기온대에 가장 큰 전력수요량을 보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표 4>와 <표 5>은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업종들의 기온반응함수 값의 상대적 순위

를 기온대별로 정리한 표이다. 표의 맨 좌측 열은 섭씨 35도에서 –15까지의 기온 대의 일

부를 나타낸다. 각 산업별로 표시된 숫자는 섭씨 35도에서 –15까지의 기온에서 계산된 

기온반응함수 값의 상대적 순위를 나타낸다. <표 4>에서 서비스업 열에서 1의 값은 35

도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영상 35도의 기온에서 기온반응함수 값이 가

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큰 기온반응함수의 값이 2로 나타난 34

도에서였다. 이러한 기온반응 순위를 통하여 서비스업 전체의 경우 30도 이상의 더운 날

씨에 기온반응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한편 영하 5도에서 8도 사이의 추운날씨에도 기온

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경우 냉난방에 대한 전력수요가 높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1위에서 50위까지의 숫자가 <표 4>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전력수요에 대한 기온반응이 낮게 나타나는 중간 기온대는 생략

하였다.

<표 4>를 보면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 전력수요량

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 난방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높

아지는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을 겨울피크 산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출판영상

방송통신, 도매및소매업, 금융보험업은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전력수요량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냉방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출판

영상방송통신, 도매및소매업, 금융보험업을 여름피크 산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표 5>에 나타난 서비스 산업의 업종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와 기온이 높은 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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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모두 전력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나타난 서비스 업종은 여름/겨울

피크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4> 겨울피크 산업과 여름피크산업

기온 서비스업 농업
교육서비

스업
건설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 15 31 11 34 18 40 35 34

‒ 14 27 13 29 15 35 29 29

‒ 13 23 14 24 13 31 26 26

‒ 12 19 12 20 11 27 22 22

‒ 11 17 9 17 8 24 19 19

‒ 10 14 8 12 6 20 16 15

‒ 9 12 6 10 4 18 13 13

‒ 8 9 5 8 2 16 11 11

‒ 7 6 3 6 3 14 10 8

‒ 6 7 1 4 5 15 12 9

‒ 5 8 2 2 7 17 14 12

‒ 4 11 4 1 9 19 15 14

‒ 3 13 7 3 12 22 18 16

‒ 2 15 10 5 14 23 20 18

‒ 1 18 15 7 17 25 23 21

0 20 16 9 19 28 25 23

26 26 45 37 35 10 17 20

27 24 43 35 33 9 9 17

28 21 41 32 30 8 8 10

29 16 38 30 28 7 7 7

30 10 36 27 26 6 6 6

31 5 33 25 23 5 5 5

32 4 31 22 20 4 4 4

33 3 28 19 16 3 3 3

34 2 24 16 10 2 2 2

35 1 21 14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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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여름/겨울피크 산업

기온

전문,과학

및기술서

비스업

예술,스포

츠및여가

관련서비

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임대업

보건및사

회복지서

비스업

사업시설

관리및사

업지원서

비스업

공공행정 운수업

‒ 15 32 31 30 32 29 32 24 13

‒ 14 28 27 27 27 26 27 22 11

‒ 13 24 24 23 23 23 23 18 8

‒ 12 20 22 20 20 20 20 16 6

‒ 11 18 18 18 16 18 16 13 5

‒ 10 15 16 16 14 15 13 11 7

‒ 9 13 13 12 11 12 11 9 10

‒ 8 9 11 10 9 10 9 7 12

‒ 7 8 9 8 7 8 7 4 14

‒ 6 10 8 7 8 7 8 6 15

‒ 5 12 10 9 10 9 10 8 17

‒ 4 14 12 11 12 11 12 10 18

‒ 3 16 14 13 15 13 15 12 20

‒ 2 19 17 14 17 16 17 14 21

26 21 25 29 25 30 25 33 27

27 17 20 25 21 25 21 30 25

28 11 15 21 18 21 18 28 22

29 7 7 15 13 14 14 25 19

30 6 6 6 6 6 6 20 16

31 5 5 5 5 5 5 15 9

32 4 4 4 4 4 4 5 4

33 3 3 3 3 3 3 3 3

34 2 2 2 2 2 2 2 2

35 1 1 1 1 1 1 1 1

<표 6>은 이상의 분류 방법을 통한 산업별 기온효과의 특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서

비스 산업이 여름피크 산업, 겨울피크 산업, 그리고 여름/겨울피크 산업으로 구분되어있

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FF 특성을 보여 기온효과 미약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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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나타난 기온효과 크기와 계절별 피크에 따른 산업 분류는 전력수요관리 정

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력수요량이 최대로 나타나는 하절기와 동절기

에 각각 어떠한 산업에 대하여 전력수요관리 지침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

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업별 특성을 실시

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AMR 전력수요량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전력수요관리정책의 시

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업종별 기온효과 특성 구분

구분 기온효과 뚜렷 기온효과 미약

여름

피크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금융및보험업
광업, 음식료및담배, 섬유및가죽제품, 

목재종이인쇄복제,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조업, 금속제품,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기계및장비, 

온송장비, 기타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겨울

피크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여름/

겨울

피크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운수업,

V. 결 론

본 논문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AMR 전력수요량을 이용하여 산업별 전력수요의 기

온효과에 대한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MR 수요량의 시계열적 특징으

로부터 장기 추세효과와 중기 기온효과 그리고 단기 특수일 효과로 구성되는 공적분 모

형을 구축하고, 기온효과를 연속적인 기온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기온반

응함수를 FFF 함수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도출된 기온반응함수와 기온효과를 통하여, 서비스 산업의 AMR 전력수요

량은 기온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UW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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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기온효과가 미약한 FF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UW 특성이 나타나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기온반응함수로 구해지는 기온별 전력수요량 가중치의 상대적 순

위를 통하여 여름피크 산업과 겨울피크 산업으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상

기온 발생 시 전력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과 그렇지 않은 산업군을 구분할 

수 있었고, 이는 계절별 전력수요관리 정책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산업전력수요의 특성에 관한 결과가 시사하는 전력수요관리에 대

한 정책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기온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가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전력수요관리정책 시행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둘째, 여름피크 산업과 겨울피크 산업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에 산업별 전력수요관리정책에 있어서 계절별 고려 또한 산업별 고려와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기온효과가 뚜렷하여 이상기온 발생 시 전력수요가 급

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과 그렇지 않은 산업군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기온

으로 인한 전력수요관리 필요시 이러한 특성과 전력사용량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요관리에 임하는 것이 본원적인 경제활동을 최소한으로 제약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검침원이 행하는 수동검침을 통한 전력수요량 자료 분석

을 통한 결과는 정책적 시차를 가지는데 반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AMR 전력수요량의 

분석을 통한 결과는 정책적 시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방법론은 전력

수요관리정책의 신속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AMR을 통한 원격검침의 확대와 이에 

대한 분석은 정책 시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을 끝내며, 과학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전력수요의 특성이 다양

한 관점에서 더욱 더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력수요는 여러 가지 다

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경우 기온효과에 따른 중기적 전력수

요와 그 특성이 산업별로 분석되었지만, 그 외의 단기적 요인, 장기적 요인들에 따른 전

력수요의 특성이 더 분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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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1> AMR 전력사용량 자료 분류-1

AMR 전력사용량 자료 분류 모형 분류

농업

A. 농림어업임업

어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B.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

식료품 제조업

C-1 음식담배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2 섬유및가죽제품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3 목재종이인쇄복제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4 석탄및석유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5 화학제품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6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 제조업 C-7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8 금속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9 전자및전자기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10 정밀기기

전기장비 제조업
C-11 기계 및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12 운송장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C-13 기타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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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AMR 전력사용량 자료 분류-2

AMR 전력사용량 자료 분류 모형 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전기가스 증기 수도사업

수도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환경 

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종합건설업
F. 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G. 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 운수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J. 출판 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K. 금융 및 보험업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임대업; 부동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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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AMR 전력사용량 자료 분류-3

AMR 전력사용량 자료 분류 모형 분류

연구개발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S.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T. 가구내 고용활동 이하 미분류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U. 국제 및 외국기관

주택용

모형 제외가로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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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산업별 전력사용량 지역별 비중

업종 서울
1)

대전
2)

대구
3)

광주
4)

부산
5)

농림어업 20.5% 17.2% 11.1% 36.8% 14.5%

광업 43.6% 26.1% 13.9% 8.9% 7.5%

음식료및담배 34.3% 22.3% 7.0% 20.4% 15.9%

섬유및가죽제품 23.1% 7.4% 43.1% 10.4% 15.9%

목재종이인쇄복제 36.2% 23.9% 7.7% 17.9% 14.3%

석탄및석유제품 14.9% 18.9% 6.0% 31.2% 29.0%

화학제품 43.6% 29.4% 11.3% 9.6% 6.1%

비금속광물제품 43.6% 29.4% 11.3% 9.6% 6.1%

1차금속제품 11.2% 22.7% 27.8% 17.1% 21.1%

금속제품 34.9% 13.1% 16.1% 4.4% 31.6%

전기및전자기기 55.5% 8.8% 8.9% 6.8% 20.0%

정밀기기 43.1% 35.9% 13.4% 3.2% 4.4%

기계및장비 69.8% 17.7% 5.0% 2.8% 4.8%

운송장비 18.5% 14.6% 16.2% 9.8% 41.0%

기타제조업 75.8% 12.0% 3.6% 1.4% 7.2%

서비스업* 52.9% 11.4% 10.1% 11.2% 14.4%

제조업 27.9% 21.6% 15.2% 15.1% 20.2%

산업용 총 판매량 39.5% 16.6% 12.8% 13.6% 17.7%

1) 서울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2) 대전지역: 대전, 충남, 충북

3) 대구지역: 대구, 경북

4) 광주지역: 광주, 전북, 전남

5) 부산지역: 부산, 울산, 경남

* 전기가스수도증기사업, 건설업과 모든 서비스업은 자료 한계로 인해 동일한 가중치 적용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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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단위근 검정 (ADF t-test)

회귀모형
t-value p-value t-value p-value

산업용총판매량 제조업

상수항 ‒ 3.492 0.009 ‒ 3.741 0.004

상수항, 1차추세 ‒ 2.917 0.157 ‒ 2.713 0.232

서비스업 농림어업

상수항 9.401 1.000 9.217 1.000

상수항, 1차추세 9.436 1.000 9.324 1.000

광업 음식담배

상수항 ‒ 2.674 0.079 ‒ 3.520 0.008

상수항, 1차추세 8.223 1.000 ‒ 3.278 0.070

섬유및가죽제품 목제종이인쇄복제

상수항 ‒ 2.075 0.255 ‒ 5.204 0.000

상수항, 1차추세 ‒ 5.232 0.000 ‒ 5.194 0.000

석탄및석유제품 화확제품

상수항 ‒ 2.648 0.084 ‒ 2.939 0.042

상수항, 1차추세 ‒ 2.325 0.420 ‒ 2.175 0.503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상수항 ‒ 1.973 0.298 ‒ 2.262 0.184

상수항, 1차추세 ‒ 1.973 0.616 ‒ 2.404 0.377

금속제품 전자및전자기기

상수항 ‒ 3.070 0.030 ‒ 2.269 0.182

상수항, 1차추세 ‒ 2.794 0.200 ‒ 2.159 0.512

정밀기기 기계및장비

상수항 ‒ 2.260 0.185 ‒ 3.431 0.010

상수항, 1차추세 2.265 1.000 ‒ 2.895 0.164

운송장비업 기타제조업

상수항 ‒ 3.050 0.031 ‒ 2.876 0.049

상수항, 1차추세 ‒ 2.450 0.353 ‒ 2.417 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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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단위근 검정 (ADF t-test)-계속

회귀모형
t-value p-value t-value p-value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상수항 5.515 1.000 ‒ 2.699 0.075

상수항, 1차추세 6.140 1.000 ‒ 2.455 0.351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상수항 ‒ 2.137 0.230 1.998 1.000

상수항, 1차추세 8.849 1.000 1.997 1.000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수항 9.818 1.000 1.965 1.000

상수항, 1차추세 9.903 1.000 1.964 1.00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금융 및 보험업

상수항 9.965 1.000 2.778 1.000

상수항, 1차추세 10.106 1.000 2.802 1.000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상수항 9.708 1.000 9.371 1.000

상수항, 1차추세 9.705 1.000 9.508 1.000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공공행정국방

상수항 9.322 1.000 2.922 1.000

상수항, 1차추세 9.665 1.000 3.079 1.000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상수항 7.358 1.000 2.797 1.000

상수항, 1차추세 7.354 1.000 2.926 1.000

예술스포츠여가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

상수항 8.387 1.000 9.565 1.000

상수항, 1차추세 8.444 1.000 9.580 1.000

가구내고용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상수항 ‒ 2.527 0.110 2.979 1.000

상수항, 1차추세 ‒ 2.537 0.310 2.9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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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기온반응함수 추정결과

업종 산업용 총판매량 제조업 서비스업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1.66 3.00 0.97 1.95 ‒ 0.22 ‒ 0.20

 0.48 2.33 2.77 4.06 3.02 3.90

 ‒ 0.38 ‒ 1.70 ‒ 2.75 ‒ 4.23 ‒ 2.24 ‒ 2.96

 0.11 6.30 0.22 4.91 0.37 7.04

 0.07 6.22 0.02 1.35 0.29 18.02

업종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 및 담배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1.56 1.45 0.18 0.45 ‒ 0.17 ‒ 0.24

 ‒ 3.45 ‒ 0.84 3.00 2.57 3.29 3.97

 3.76 0.97 ‒ 3.10 ‒ 2.73 ‒ 3.10 ‒ 3.89

 ‒ 0.24 ‒ 0.90 0.17 2.19 0.30 5.50

 0.35 3.97 0.01 0.29 0.01 0.86

업종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종이 인쇄복제 석탄 및 석유제품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 2.57 ‒ 2.82 2.74 0.69 1.14 0.66

 1.58 2.13 2.33 2.82 2.54 0.68

 ‒ 1.61 ‒ 2.30 ‒ 2.54 ‒ 3.19 ‒ 2.21 ‒ 0.63

 0.13 2.78 0.20 3.54 0.19 0.79

 0.01 0.59 0.00 ‒ 0.20 0.07 0.90

업종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 0.70 ‒ 1.20 0.89 0.20 2.40 1.99

 2.67 3.03 ‒ 0.09 ‒ 0.04 2.33 0.74

 ‒ 2.67 ‒ 3.11 0.13 0.06 ‒ 2.80 ‒ 0.94

 0.21 3.49 ‒ 0.10 ‒ 0.62 0.18 0.89

 0.00 ‒ 0.02 ‒ 0.03 ‒ 0.54 ‒ 0.10 ‒ 1.41

업종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2.74 3.01 2.03 3.22 4.50 3.60

 4.84 3.74 1.33 1.15 3.26 1.25

 ‒ 4.99 ‒ 4.01 ‒ 1.03 ‒ 0.91 ‒ 3.53 ‒ 1.39

 0.39 4.52 0.13 1.66 0.25 1.42

 0.08 2.82 0.06 2.38 ‒ 0.04 ‒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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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기온반응함수 추정결과-계속

업종 기계및장비 운송장비 기타제조업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0.89 0.67 0.79 0.80 -0.35 -0.38

 2.94 1.17 7.16 4.11 2.81 3.33

 -2.76 -1.12 -7.03 -4.28 -2.76 -3.29

 0.28 1.61 0.54 4.87 0.28 4.73

 0.10 1.92 0.10 2.77 0.09 4.73

업종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폐기물처리 건설업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0.92 0.92 -0.46 -0.99 -0.12 -0.36

 -0.47 -0.25 1.52 1.44 0.14 0.11

 0.63 0.35 -1.40 -1.36 0.32 0.26

 0.01 0.06 0.11 1.52 0.14 1.59

 0.07 1.92 0.05 2.34 0.29 10.80

업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11.44 4.88 -0.54 -0.46 1.95 0.52

 4.74 7.68 0.17 0.10 1.51 1.22

 -4.00 -6.65 0.16 0.10 -0.39 -0.32

 0.54 12.88 0.15 1.39 0.26 3.05

 0.21 16.49 0.14 4.30 0.40 15.34

업종 출판영상방송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및 임대업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1.07 -1.58 1.71 1.61 -3.75 -1.31

 1.58 1.16 3.69 5.99 4.42 5.17

 -1.07 -0.80 -3.03 -5.04 -3.51 -4.21

 0.20 2.15 0.42 10.00 0.53 9.13

 0.10 3.67 0.21 16.22 0.33 18.24

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1.43 -2.12 -1.55 -4.60 -0.72 -1.18

 3.60 3.41 4.22 3.46 0.80 0.59

 -2.91 -2.83 -3.46 -2.91 0.10 0.08

 0.43 5.96 0.49 5.93 0.21 2.30

 0.22 9.91 0.28 10.84 0.40 14.28

업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변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5.14 1.85 0.15 0.19 -2.68 -1.90

 4.24 1.69 0.97 0.76 1.82 1.47

 -3.21 -1.31 0.23 0.18 -0.71 -0.59

 0.38 2.22 0.22 2.57 0.29 3.45

 0.53 10.14 0.42 16.00 0.36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