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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계통국가들의 전력 순수출 결정요인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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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유럽 3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2014년 동안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유럽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한 2005년을 기준으로 도입 전과 후로 나누어 유럽 내 연결

계통국가들의 전력 순수출 변화 결정요인을 이분산과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한 패널 GLS 방법

으로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전력 순수출량이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이웃 국가들의 자국 내 전력수급, 에너지자원 보유국의 전력 생산량, 발전원 집중도 그리

고 산업부문의 1인당 총에너지사용량 등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2005년 이전과 이

후 모두에서 에너지자원 보유국의 전력생산량과 발전원 집중도, 원자력 발전비중은 전력 순수

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에 그 중요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웃 국가들의 자국 내 전력수급과 산업부문의 1인당 총

에너지사용량,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석탄과 가스 발전비중의 경우에는 2005년 이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전력 순수출

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국가 간 전력교역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의 역할을 결정

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에 맞는 중·장기 전원믹스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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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Net Export Connected Power Grid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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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net export of electricity among 30 European 

countries sharing electricity grid during the period of 1990~2014 by separating the sample period before 

and after 2005 in which ETS was introduced in Europe. The empirical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generalize least squared one considering both heterogeneous and serial correlation in the balanced panel 

data.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after 2005 introducing the ETS, holing energy resources, 

concentrating only on few electricity generation resources, and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had played 

more important role in net export of electricity, while renewable energy had negative effect on net export 

of electricity and coal and gas generation have no effect on net export after introduction of ETS in Europe 

probably because of high environmental cost.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results would be that 

reconsidering each country’s optimal generation mix strategy and its role in case freely trading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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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전

력수급과 전력계통 운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대안

으로서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일본 등을 잇는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의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1) 그동안 국내에서 국가 간 전력망 연계와 관련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전력 수출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미 국가 간 전력망을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간 운영해 온 노하우와 

다량의 누적된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 전력 순수출입의 결정요인을 

검토한다. 유럽의 전력 교역은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2) 또한 유럽의 

전력 교역은 EU 회원국도 있지만 비회원국가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

북아 지역에서의 이러한 전력망 연계가 전력산업의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에너지안보 

차원 등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뒤로하고라도 국가 간 전력

계통망 연계에 따른 전력 교역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지구온난화 대응에 있어 세계를 선

도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EU-ETS)3)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4) 따라서 전력 교역의 결정요인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 이전

과 이후 국가 간 전력교역에서 전력 순수출의 결정요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실

증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국가들은 탄소배출권 거

래가 활성화되고 전력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전원 믹스를 전력거래가 폐쇄적

인 경우보다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원 믹스를 

1) 자세한 내용은 이성규·정규재(2018) 참조할 것.

2) 유럽 국가 간 육로 및 해로 전력망 연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할 것.

3) 자세한 내용은 전력거래소(2017), 30-32페이지 참조할 것.

4)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EU에서는 EU-ETS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유럽연합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

권 가격이 2019년 들어 4배 가까이 상승하여 8월 11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물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28.51유로로, 올 초 7.78유로에 비해 266% 급등해 2006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30유로)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한다(자료: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 /article/2019 0812951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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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들 사이에 육로와 해로로 연계된 전력망을 통해서 국가 간 전력

교역 상황에서 전력 순수출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이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

고와 2015년 파리협약 등으로 인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된 원자력과 석탄이 전력교역 

상황에서 전력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점차 강화되는 환경 및 탄

소배출규제체제 하에서 급속히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풍력과 태양광)와 이

러한 재생에너지원들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해 주는 가스 발전이 전력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보유 여부와 각국의 산업부문의 1인당 총에

너지 사용량, 이웃 국가들의 전력수급상황, 발전원 집중도 등을 전력 순수출의 결정요인

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으로 국가 간 전력

을 교역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도 간접

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역할에 맞는 우리나라의 전원믹스체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

서는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변

수들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활용한 기초통계 분석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추정모형에 대

한 가설검정 결과와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II. 선행연구

유럽은 국가 간 전력계통망을 연계하여 운영해 오면서 전력교역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정보를 축적해 왔으며 국가 간 전력교역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Fuller(1971)는 국가 간 전력계통망이 에너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Schaber 외(2012)는 같은 해 두 개의 연구에서 전체 비용에 대

한 선형최적화에 기초한 전력 시스템 모델(URBS-EU)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국가 간 

전력망 연계는 풍력과 태양광 같이 간헐성을 지닌 재생에너지(Variable Rene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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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VRE)의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불균형의 위험을 축소시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boumahboub 외(2010)도 세계와 유럽의 두 

사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서 국가 간 전력망 연계가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의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백업용량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Heide(2010)는 유럽 전체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

양광 설비의 전력 생산량에 대한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는 교차균형, 즉 계절 최적화 믹스

(Seasonal Optimal Mix) 전략을 국가 단위로 확대하면 전력교역국 간 사회·경제적 편익

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5) Dassisti 외(2012)는 국가 간 전력망 연계에 따른 전

력교역은 탄력적인 양상을 보이며 전력교역의 활성화가 교역 당사국들 간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의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국가 간 전력교

역이 무역개방과 세계화 추세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hild 외(2019)는 국가 간 

전력교역이 간헐성 있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과 에너지 저장에 있어 비용최소화를 

가능하게 하여 전력 생산비용의 절감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증진시킬 수 있

다는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국가 간 전력계통 연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헌들이 나타나고 있다. 김

태현 외(2015)는 SUDP(Single Unit Dynamic Programm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러시

아, 한국 그리고 일본을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가정한 연구에서 계통을 연결했을 때 

제약 발전량과 비제약 발전량이 감량되어 그 정산금이 감소되며 송전설비 투자비용의 

절감효과도 함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현주(2013)는 패널 GLS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전력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동부, 중서부) 간의 전력

교역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을 포함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전력소비가 많은 동부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력유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Greenpeace and E3(2008)와 EWEA(2009b)도 중·장기적으로 자국 내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증가에 따른 초과 전력 생산과 대용량의 백업 전력 확보의 필요성을 국가 간 전

력망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5) 유럽의 경우, 풍력은 여름보다 겨울에 전력 생산이 많고 반대로 태양광은 여름에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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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기존연구들과 구별되는 점은 먼저 연구대상국들을 EU나 OPEC과 같이 특

정 국제기구에 가입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정학적으로 유럽지역에 포함

되어 있으며 국가 간 전력계통이 연계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

별 국가들의 전력 순수출량(= 수출량 - 수입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2005년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 전후의 그 결정요인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들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III. 모형설정 및 추정결과 

1. 기초통계량 분석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고려되고 있는 유럽 내 30개 개별국가들의 자국 내 잉여전력

량과 전력 순수출(= 전력수출량 - 전력수입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 간 전력

계통이 연계된 상황에서 잉여전력이 있다면(1사분면과 4사분면) 전력을 수출하고(1사

분면) 잉여전력이 없고 자국 내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전력 순수출이 불가능하거니

와 오히려 전력을 순수입(3사분면)함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전력교역상황에서 전력을 

순수입해야 하는 중간 거점국가가 최종 전력 순수입국으로 전력을 수송해주기 위해서 

수입한 전력의 일부를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사분면).

뿐만 아니라 유럽은 근거리 해상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육로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전력 수출입을 위한 전력계통망의 대부분이 육로 케이블로 연계되어 있

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전력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교역 당사국들 사이에는 하나 이상의 

국가가 그 중간에 위치할 수 있다. 전력교역상황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전력 순수입과 순수출 국가가 동시에 공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거점 역할을 

하는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잉여전력이 없다면 전력 순수출은 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

라 할지라도 전력 순수출의 값이 음(-)의 값을 갖게 되므로 2사분면에서의 관찰 값은 원

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림 1>의 4사분면 

영역으로서 잉여전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자국 내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거나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보다 많아 잉여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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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최종 전력 순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전력량을 독자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에는 이웃 국가로부터 추가로 전력을 수입하고 이를 자국의 전력계통망을 활용하여 

수출해주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전력교역의 순환원리로 인하여 <그

림 1>에서처럼 잉여전력량이 있더라도 전력을 순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잉여전력량과 국가 간 전력교역과의 관계

주: 순수출량이 음(-)이면 순수입량을 의미한다.

<표 1>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30개 국가들의 전력 순수출입 변화 추이를 정리하

여 보여준다.6) 전체 기간 동안에 전력 순수출을 유지한 국가는 France가 유일하다. 반면

에 전체 기간 동안 전력 순수입을 유지한 국가로는 Croatia, Finland, Hungray, Italy, 

Latvia, Luxembourg, Netherlands, UK 등이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력을 순수출

한 국가로는 Czech, Estonia, Poland, Slovenia가 있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Belgium, 

Macedonia, Greece, Portugal 등이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 전력 순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

6) 본 논문에서 표본기간을 2014년까지 한정한 이유는 분석기간을 확대한 경우 일부 국가들의 자료 획득이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14년까지로 표본기간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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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전력 교역유형 변화 추이

NO 국가 명 기간별 전력 교역유형 구분

1 Austria ∙ 2001년부터 순수입, 이후 전력교역 혼잡

2 Belgium ∙ 순수입(1990, 1991, 2009 순수출)

3 Bulgaria ∙ 1990-1993 순수입, 1994-2014 순수출

4 Croatia ∙ 순수입

5 Czech ∙ 순수출(1995 전력 순수입)

6 Denmark ∙ 전력교역 혼잡

7 Estonia ∙ 순수출(2009 전력 순수입)

8 Finland ∙ 순수입

9 Macedonia ∙ 순수입(1996, 1998, 1999 순수출)

10 France ∙ 순수출

11 Germany ∙ 전력교역 혼잡, 2003년부터 순수출

12 Greece ∙ 순수입(2000 전력 순수출)

13 Hungary ∙ 순수입

14 Ireland ∙ 전력교역 혼잡, 2002년부터 순수입

15 Italy ∙ 순수입

16 Latvia ∙ 순수입

17 Lithuania ∙ 1990-1993, 1995-2009 순수출, 1994, 2010-2014년 순수입

18 Luxembourg ∙ 순수입

19 Netherlands ∙ 순수입

20 Norway ∙ 전력교역 혼잡

21 Poland ∙ 순수출(2014 순수입)

22 Portugal ∙ 순수입(1999 순수출)

23 Romania ∙ 1990-1998년, 2012 순수입, 1999-2011, 2013-2014년 순수출

24 Serbia ∙ 전력교역 혼잡

25 Slovakia ∙ 1990-1999, 2007-2014 순수입, 2000-2006년 순수출

26 Slovenia ∙ 1990-2002, 2004-2005 순수출, 2003, 2006, 2007 순수입

27 Spain ∙ 1990-1991, 1997, 2004-2014 순수출, 1992-1996, 1998-2003 순수입

28 Sweden ∙ 전력교역 혼잡

29 Turkey ∙ 1990, 1992-1996, 2004-2010 순수출, 1991, 1997-2003, 2011-2014 순수입

30 UK ∙ 순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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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Bulgaria, Germany, Romania, Spain 등이 있었고, 전력 순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로는 

Ireland, Lithuania, Slovakia, Turkey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기간 동안에 국가 간 

전력교역 상황이 수시로 뒤바뀐 국가로는 Denmark, Norway, Serbia, Sweden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특이점이 있는 국가로 Sweden과 Lithuania의 사례를 소개한다. 우선 

Sweden7)의 경우 2016년 예기치 못한 낮은 강우량으로 수력 전력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수력 비중이 2015년 약 47%에서 2016년에는 약 39%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Sweden은 

즉각적으로 자국 내 전력수급안정을 위하여 5.0TWh 전력을 추가로 수입하고 5.9TWh

까지 전력수출을 감소시켰다. 더불어 Sweden의 원전발전량 비중은 2015년 약 35% 수

준에서 2016년 약 40%까지 증가하였다.

Lithuania8)의 경우에는 이웃 국가에 전력 수출을 목적으로 1985년과 1987년에 각각 2

기의 원자력 발전설비를 건설하였으나 199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자국 내 전력수요 증

가로 인해 전력수출량이 점차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원전들은 1986년 4월 우크

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여파로 2004년과 2009년에 모두 폐쇄 조치되어, 결국 2010

년을 기점으로 Lithuania는 전력 순수출국에서 전력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2>에서부터 <그림 6>까지는 <표 1>의 국가별·기간별 전력교역 유형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해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그림 3>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들은 유럽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2005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표본기간을 나누어 

각 기간 동안의 개별 국가들의 전원별 발전비중과 순수출량(상단)과 순수입량(하단)의 

평균값을 각각 계산하여 두 변수 간의 분포를 나타낸다.9) 

먼저 <그림 2>를 살펴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력 교역유형과 관계없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전

과 이후 모두 전력 순수출국인 반면에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증가와 더불어 

전력의 순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덴마크의 경우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 이전에 비

7) 자세한 사항은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6) 참고할 것.

8)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Power in Lithuania, May 2017.

9) 순수출량과 순수입량은 전체 교역량 기준이며 전력 교역량의 발전원을 파악하는 것은 전력의 특성상 식별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발전량과 교역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에서 순수출량과 순수입량의 값은 동일하며, 

두 변수 사이의 단순한 분포에 불과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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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0% 수준에서 30~40% 수준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

하고 전력 순수출과 순수입인 경우가 함께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05년 

이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약 12%까지 증가했으나 2005년 전과 후 모두 전력 수입

국이다.10)

또한 <그림 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이후 풍력과 태양광의 보급이 유럽 전역

에서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2005년 이후에 국가 간 전력교역이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

다. 다시 말해서 <그림 2>에서 2005년 이전보다 이후에 국가들 분포가 0을 기준으로 위

와 아래로 보다 넓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Italy는 유럽 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세금을 포함한 평균요금이 주택용과 산업용 모두에서 

자국보다 낮은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등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성규·김정아(2018)과 홍승완(2017) 참조할 것.

<그림 2> ETS 도입 이전과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전력 교역유형 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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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럽 30개 국가의 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중 추이

<그림 3>은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를 원별로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첫

째로, 지열(Geothermal)의 경우는 1990년 0.12%에서 2014년 0.24%로 전체 기간 동안 

발전량비중이 2배로 오르기는 하였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다만 유

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05년을 기점으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각각 

0.12%에서 0.16%로, 0.04%포인트만 상승한 반면에 2005~2014년 기간 동안 0.15%에

서 0.24%로 0.09%포인트가 상승하였다. 지열을 개발하기 위해선 국토 전반에 대한 면

밀한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반이 단단하고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단층이 존재

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입지 제약조건이 많아 개발가능지역이 크게 제한적이라는 측면

이 존재한다. 

둘째로,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전체 기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을 기점으로 

1990~2004년 기간 동안 0.71%에서 2.05%로 약 1.34%포인트 상승하였으나, 2005~ 

2014년 동안 2.33%에서 5.32%로 약 2.99%포인트 증가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

입 이후에 더 많은 상승 폭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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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는 1990~1993년 기간까지만 하더라도 0.05%에서 

0.12%로 앞선 지열의 발전량 비중보다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990~2004

년까지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0.05%에서 1.88%로 약 1.83%포인트 상승하였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2.29%에서 10.21%로 약 7.92%포인트 상승하였다. 심지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7년에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의 발전량 비중

을 추월하였다. 이는 기존 바이오매스와 폐기물도 친환경 전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으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절감을 목표로 하는 탄소배출권 거

래제와 같은 일종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선 풍력과 태양광 전원의 사회기

여도가 보다 크다는 정책적 판단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 ETS 도입 이전과 이후 원자력 발전비중과 전력 교역유형 간의 분포

다음으로 <그림 4>는 원자력 발전비중과 전력 교역량 간의 추이를 2005년 이전과 이

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의 특이점은 대체로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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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2005년 이후 개별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력 순수출량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타 발전원보다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비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도 적기 때문에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발전부문의 환경비용 상승압박이 오히려 원전 보유국들에게 전력수출 가격경쟁력을 부

여하면서 전력생산에 있어 원전이용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유도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5> ETS 도입 이전과 이후 석탄 발전비중과 전력 교역유형 간의 분포

<그림 5>는 석탄 발전비중과 전력 교역량 간의 분포를 200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05년 이전 대비 이후에 전력 순수출

과 순수입 모두에서 대체로 개별 국가들의 석탄 발전량 비중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2005년 이후 전력 순수출 부문에서 독일, 체코, 블가리아 세 국가를 제외하면 전

반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석탄발전비중의 변화에 따른 전력교역과의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석탄을 활용한 전력교역상황에서의 순수출은 자국의 경제적 편익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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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인 사회적 비용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럽의 경우 석탄을 활용한 전력생

산을 자국 내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활용가치로서 더 높게 평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림 6>은 가스 발전비중과 전력 교역량 간의 분포를 2005년 이전과 이

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05년 이전보다 이후

에 가스발전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가스발전 

비중의 증가와 함께 몇몇 국가들에선 전력 순수입량도 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발전부문에서의 환경비용 상승압력의 여파로 

자국 내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전력생산을 석탄에서 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

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부분의 전력을 수입하는 것이 자국의 전력공

급체계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이유에서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전력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발전 비중이 증가

하면서 국가 간 전력교역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ETS 도입 이전과 이후 가스 발전비중과 전력 교역유형 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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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모형 설정 및 가정

본 연구는 유럽지역 내의 30개 연결계통국가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추정방법으로 패널 자료 분석방법이 적용되었다. 패널 

자료에 대한 선형회귀모형의 추정방법으로 패널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OLS를 적용하

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합동 OLS 모형은 다음과 같다.



   


 


     ⋯  및     ⋯   (1)

위의 식에서 은 국가의 수로서 =30, 는 표본 기간으로서 =25(1990년부터 2014

년까지)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균형 패널 자료이다. 합동 OLS 모형에 의한 추정

량이 올바른 추론에 따른 분석결과이기 위해서는 와 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야 하는 가정들로서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모든 시점에서 오차항의 기댓값이 0이며,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오차항의 분산이 동분산(homoskedasticity)이어야 하며, 패널 

개체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동시에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

항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11) 

이상의 기본 가정들 중에서 오차항에 이분산이나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OLS 추

정량의 표준오차에 영향을 주어 비효율적인 추정량이 될 수 있다. 또한 식 (1)에서 패널 

개체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오차항 에 포함되는 경우,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누락된 변수

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생기고, 그에 따라 OLS 추정량은 일치 추정량

(consistent estimator)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패널 자료가 동분산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분산성을 가정한 상태에서 추정하는 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방법

을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패널 GLS 방법은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동시에 존재하더라

도 이를 통제한 후 추정을 할 수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적 상관 문제의 경우 본 연

구에서는 명확히 구분된 다른 나라의 자원 및 발전량 자료를 활용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11) 자세한 내용은 민인식·최필선(2016a, 2016b)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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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모형의 변수설명

본 연구에선 유럽 내에서 국가 간 전력 교역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서 OECD12)와 EU13)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지역 내에서 국가 간 전력교역을 하고 

있다면 연구 대상국으로 포함시켰다14). 반면에 OECD와 EU 회원국이지만 전력계통이 

독립되어 국가 간 전력교역을 하지 않는 Iceland, Cyprus 그리고 Malta 등과 같은 국가들

은 연구 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중 전력 교역량은 EU

의 EUROSTAT에서,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 자료는 BP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은 IEA에

서 발간된 자료에서 가져왔다. 다만, Switzerland는 전력교역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 

표본자료에서 제외되었다. 

<표 2>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앞선 <표 1>의 표본 국가들의 연도별 자료 정보를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종속변수는 개별 국가의 연도별 전력 

순수출량(= 수출량 - 수입량)으로서 양(+)의 값이면 순수출량, 음(-)의 값이면 순수입량

을 의미한다. 설명변수로는 먼저 개별국가들의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으로서 각 발전원

12) OECD, https://www.oecd.org/about/members-and-partners/, (2019) 

13) EU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2019)

14) 본 논문에 포함된 유럽 30개 국가들 중에서 EU 비회원국이면서 OECD 비회원국은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이

며, OECD 회원국이지만 EU 비회원국은 노르웨이와 터키, EU 회원국이지만 OECD 비회원국은 불가리아, 코

로아티아, 루마니아임, 나머지 23개 국가들은 OECD 회원국이면서 EU 회원국이다.

<표 2> 변수설명

변수구분 변 수 명 정 의 단 위

종속 netexp 전력수출량-전력수입량 GWh

독립

nuclear 원자력발전량/전력(총)생산량 %

coal 석탄발전량/전력(총)생산량 %

gas 가스발전량/전력(총)생산량 %

renewal1) 재생에너지발전량/전력(총)생산량 %

near
이웃한 계통연계 국가들의 

‘전력생산량/전력소비량’비중 합
%

res 자원보유국의 전력생산량 GWh

HHI 발전원 집중도 0~10,000

IndPop 산업부문 총에너지 소비량/인구 수 TOE/명

주: 1)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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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량을 전체 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다. 고려되는 발전원은 원자력, 석탄, 가스 그리

고 수력이 제외된 재생에너지 등이다.15) 이 변수들을 통해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전원

믹스)이 전력 순수출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전력계통 망이 연계된 국가들 간의 전력교역 상황은 자국의 전력수급 상황뿐

만 아니라 이웃한 개별국가들의 전력수급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

가별로 이웃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전력생산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전력자급률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16)

셋째로, 개별국가들의 전력 순수출은 자국 내에서 경제적인 전력생산이 뒷받침되어

야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국 내 원유, 가스, 석탄 등과 같은 에너

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력생산의 경제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전력 순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원유, 가스 그리고 석탄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의 전력생산량을 변수로 고려

하였다. 

넷째로, 발전원 집중도 변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응용한 것으로서 그 값이 

클수록 특정 발전원에 대한 이용률뿐만 아니라 의존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17) 즉, 

전력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생산이 가능

해지고 이러한 점이 전력 교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전력 교역이 활발해진다면 

개별 국가들은 여러 발전원들 중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발전원에 보다 집중하고 부족한 

전력은 자국 내 발전 단가보다 싸게 수입하면서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력 수출국도 인근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면 자국에서의 필요 전력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하여 전력을 수출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총에너지 소비량을 총인구로 나눈 것으로서 개별

국가들의 산업화 진행상황에 따라 자국 내 전력수요 증감이 결정되고 이것이 전력 순수

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의 1인당 총에너지 소비량이 클수록 

15) 본 연구에서 수력을 제외한 이유는 수력은 소수 국가에서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웃 국가’에 대해 정보는 [부록 A]를 참고할 것. 

17) 발전원 집중도는 6개 에너지원별(원자력, 석탄, 가스, 유류, 수력, 재생) 발전량 비중의 제곱 합으로 정의되며 한 

가지 발전원에만 의존하는 경우 발전원 집중도의 값은 1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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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입국, 작을수록 순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이외에도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여

부가 국가 간 전력교역상황에서 전력 순수출 결정요인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검증

하고자 유럽연합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시점인 2005년을 기점으로 표본기간을 전

(1990~2004)과 후(2005~2014)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18) 탄소배출권 제도

가 확대·강화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한 발전원에 집중하고 부족한 전력 또는 잉여 전력

은 전력 교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교역 여건이 활발한 전제 조건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 이전에 비해 이후에 발전원 집중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상관관계, 다중공산성, 이분산 그리고 자기상관에 대한 가설검정

<표 3>은 전력 순수출 모형에 사용된 각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제시되고 있다. 변

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전력 순수출량과 원자력 발전량 비중에 대한 상관계수

가 0.430으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약한 정(+)의 상관관계로 볼 수 있다.19) 

18) 2015년 이후 기간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변수들 중 일부 통계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실증분석 기간에서 제외

한다.

19) 일반적으로 변수 간 상관계수가 0.5 이하일 경우에 대체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본다. 

<표 3> 각 변수별 상관관계(Pairwise correlations) 측정결과

변수 netexp nuclear coal gas renewal near res HHI Ind/Pop

netexp 1.000 - - - - - - - -

nuclear .430* 1.000 - - - - - - -

coal -.010 -.267* 1.000 - - - - - -

gas -.364* -.279* -.307* 1.000 - - - - -

renewal -.123* -.138* -.117* .269* 1.000 - - - -

near -.209* -.040 .004 .190* -.013 1.000 - - -

res .313* .213* .053 -.007 .035 .050 1.000 - -

HHI .283* -.150* .075* -.226* -.288* -.234* -.042 1.000 -

IndPop -.103* .083* -.194* .072 .152* -.112* -.133* .053 1.000

주: *는 95% 신뢰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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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변수들에선 변수 간 상관계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

중공선성 문제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20) 그러나 이분산과 자기상관 검정에서는 모

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에 따라 전력 순수출의 결정요인의 추정을 위해서 이

분산과 자기상관의 존재를 고려한 패널 GLS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5. 추정 결과 및 분석

<표 4>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존재를 가정한 패널 GLS 모형의 추정결과를 나타

낸다.22) 특히 1990~2014년의 표본 기간 중 유럽에서 2005년에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의 

도입 효과를 반영하여 2005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표본을 나누어 추정하였다. 표의 하

단에 2005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 모형 1과 모형 2에 대한 Chow 검정 결

과, 1%와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귀무가설을 기각하면서 2005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모형을 1과 2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추정에 활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부호 값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두 가지 

모형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추정모형이 강건하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나타내고 있다. 

모형 1은 이웃 국가들의 전력수급률(near), 에너지자원(원유, 석탄, 가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력생산량(res), 발전원 집중도(HHI) 그리고 1인당 산업부문에서 사용

되는 총에너지 소비량(IndPop) 등이 전력 순수출입의 설명변수로 사용되었다. 

먼저 이웃 국가들의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전력 순수출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며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정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국가 간 전력계통 망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웃한 개별국

가들이 자국 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선 수출되는 전력의 계약물량

이 제약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다중공선성 검정을 위해 VIF(공차와 분산 팽창요인)가 10을 초과하면 다중공선성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

든 변수들의 VIF가 2 미만으로 추정되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완규, 홍성표, 2009).

21) 이분산과 자기상관에 대한 구체적인 검정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편의상 생략한다.

22) 추정결과의 강건성 검정으로 <모형 1>과 <모형 2>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시간변수와 HHI 계산에 있어서 

수력과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4개 발전원의 발전비중을 이용한 집중도 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하였으나 전체적

인 추정결과에 큰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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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유와 석탄, 가스 등과 같이 전력생산을 위하여 가용되는 에너지 자원을 보유

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력생산량 증가가 전력 순수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수급을 원활히 조절할 수 있으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들보다 물류비용이 현저하게 작다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이 에너지 자원 보유국들에게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

<표 4> 추정결과

모형　

모형 1 모형 2

(1) 2005년 이전 (2) 2005년 이후 (1) 2005년 이전 (2) 2005년 이후

near
-8,945.0*** -12,028.5*** -5,483.8** -10,401.8***

(2,636.8) (3,586.6) (2,727.0) (3,647.4)

res
0.013** 0.032*** 0.017*** 0.031***

(0.006) (0.007) (0.006) (0.007)

HHI
0.493*** 1.417*** 0.541*** 1.276***

(0.140) (0.273) (0.175) (0.293)

IndPop
-1,531.4*** -3,541.3*** -1,103.4 -3,373.6**

(552.4) (1,089.7) (739.5) (1,371.3)

nuclear
- - 3,923.3* 8,384.2***

(2,170.6) (3,076.2)

coal
- - -2,805.9* -2,154.9

(1,533.3) (2,706.3)

gas
- - -8,556.7*** -4,115.6

(2,356.7) (2,823.8)

renewal
- - -29,190.9*** -14,515.2**

(11,253.9) (6,038.4)

Constant
6,929.9** 5,122.8 4,598.0 6,064.6

(2,976.3) (4,135.2) (3,095.5) (4,349.1)

Obs 450 300 450 300

국가 수 30 30 30 30

Chow 검정 chi2(5) = 20.61*** chi2(9) = 15.59*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2) ***, ** 그리고 *는 1%, 5% 그리고 10% 유의수준을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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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 전력교역상황에서 전력 순수입보다는 전력 순수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개별국가들의 발전원 집중도 증가는 전력 순수출에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2005년

을 기점으로 이전 대비 이후에서 각각 약 2.8배와 약 2.2배 더 높은 계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환경비용의 상승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전력생산체계에 있어 경제성 있는 특정 발전원으

로의 집중도를 더욱 상승시키면서 규모의 경제가 극대화되도록 유도함으로서 전력 순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모형

에 새롭게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 2에서 원자력 발전량 비중의 증가가 전력 순수출에 통

계적으로도 높은 유의성을 지니면서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의 계

수 값도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이전보다 이후에 약 2배가량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러

한 추정결과의 해석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

고 이후 유럽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이탈리

아 등과 같은 대표적인 국가들이 지금은 탈원전의 시점을 연장하려 하고 있거나 스웨덴

과 같이 아예 그 입장을 뒤집고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개별국가들의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1인당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 비중은 전

력 순수출과의 관계에서 높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지니며,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국 내에서의 산업성장이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가 간 

전력교역상황에 있어서 전력을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모형 2는 모형 1에서 사용된 변수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주요 

발전원의 발전량 비중에 대한 변수들이 추가된 것이다.23) 먼저 석탄 발전량의 비중이 전

력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2005년을 기점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석탄을 활용한 전력

23) 모형 1에서 고려된 변수들은 모형 2에서도 통계적으로 대체로 유의하고 부호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복된 

해석은 피하도록 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량 비중에 대해서도 모형 1의 발전원 집중도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같이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된 분석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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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비중의 증가가 전력 순수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005

년 이후에선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 간 전력계통 망 연계가 주로 육로로 이루어져 있는 경

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국 내에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의 대다수가 전력생산에 필요한 석유와 가스 등을 국가 간 연

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공급받아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으로 바꾸고 있거나 혹은 자국 내 전력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전력을 바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부피가 크고 무거워 

철도나 선박을 이용한 수송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동반되는 석탄자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에 대해 많은 유럽 내 개별 국가들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여부와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석탄자원을 자국 내 전력수요 대응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전원믹스체

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유의미하게 석탄 

발전량의 비중을 추가적으로 축소시키는데 한계에 도달한 환경에서 전력 교역에 더 이

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 

둘째, 가스 발전량의 비중이 전력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2005년을 기점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전에는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으로 가스

를 활용한 전력생산량 비중의 증가가 전력 순수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에 2005년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석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은 석탄을 활용한 발전 비중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주로 가스가 대체하

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PNG 형태로 수입되는 가스로 전력

을 생산하더라도 석탄보다는 일반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싸고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성도 크다는 점에서 주로 자국 내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

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가스의 경우도 석탄과 같은 맥락에서 시점에 따

른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양분된 두 기간의 모두에서 전력 순수출에 미

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강도는 

약화되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유럽 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이 아직은 자국 내 전력계통운영의 불안정성이 유발되어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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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약으로 이웃 국가로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된 전력을 수출할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순수입량에 미치는 강도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중

에서도 전력 생산량의 예측이 어렵고 간헐성의 문제를 지닌 풍력과 태양광의 보급률이 

2005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독일과 같은 형태의 전력수출 증가 

사례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의 순수출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하였으며, 유럽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05년을 기준으로 표본기간을 양분하여 전력계통 망이 연계된 국가들의 전력교역상

황에서의 전력 순수출 결정요인의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추정결과를 모형 1과 2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 1의 경우 사용

된 변수 모두가 2005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에서 표본을 나누어 추정한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동시에 추정계수의 부호에 변화가 없었다. 첫째, 이웃국가들의 자국 내 

전력수급 안정화가 전력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개별국가들의 전력수급안정화가 국가 간 전력교역 가능물량의 규모를 감소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원보유국의 전력생산량 증가가 전력 순수출에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자원 

보유국은 전력생산을 위한 자원의 이용과 활용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에 국가 

간 전력교역상황에서 전력의 순수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발전원 

집중도의 증가도 전력 순수출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교역이 활

성화될수록 전력 생산에 있어 발전원에 대한 집중 현상이 강화되어 규모의 경제가 이루

어짐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력 순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산업구조의 대리변수로서 사용된 국민 1인당 산

업부문 총에너지 소비량은 전력 순수출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국 내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비중의 증가가 전력수요도 함께 증가시키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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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수출 여력을 감소시킨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모형 2의 경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2005년을 전후로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변수가 전력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석탄과 가스는 2005년 이전의 기간에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원자력의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전력 

순수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고 강

화된 이후 그 영향은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석탄과 가스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이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력 순수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유럽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포함한 여타의 환경

규제와는 별개로 원활한 자원수급을 위해 파이프라인 망을 확충하고 이것의 이용률을 

증대시키면서 자국 내 석탄을 활용한 전력생산을 가스로 최대한 전환하는 전원구성의 

변화를 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된 2005년 이후

에 석탄과 가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셋째, 이러한 상황

을 고려해 유럽은 점차 강화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만,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 이전에

는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의 비중이 높았다면 그 이후에는 대기질 개선의 효과가 더 좋

은 풍력과 태양광의 보급이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는 발전

량이 크지 않아 주로 자국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데 사용되어 재생에너지가 전력 순수

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광 같은 간헐성 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두 기간에 대한 계수 값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풍

력과 태양광이 더욱 확대되면 자국의 전력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간 연계된 

전력계통망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자국 내 보유한 에너지 자원이 없으며 국가 간 전력계통망이 연계되어 있지 않

다면 전력생산에 있어 발전원 구성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

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풍력과 태양광 같은 간헐성 전원의 확대가 자국의 전력계

통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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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계통국가들에서 풍력과 태양광 같은 간헐성 전원의 연도별 보

급목표치에 따른 시장도입확대와 함께 전력계통을 어떠한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행되지 않는다면 전력수급에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셋째, 우리 정부가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을 주요 정책과제

로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면 우리나라가 국가 간 전력교역상황에서 어떠

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맞는 전원구성 방향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되고 발전

단가가 비싼 가스와 간헐성 전원인 풍력과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록 우리나라는 전력 순수입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전력 순수

입국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전력 교역이 안정적으로 활

성화된다면 우리나라는 환경과 에너지 안보 전략에 맞는 적절한 에너지정책을 통해 최

적의 전원 믹스구성으로 그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가 간 전력교역상황에서 이웃 국가로부터 전력의 계약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환경을 조성해 가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되고 있는 개별국가들에는 소위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공존하

고 있어 모든 개별국가들의 에너지정책 시행시점과 전력수출입단가, 발전원별 연료 및 

발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변수들을 고

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별 상이한 일출과 일몰시간을 포함하여 기후와 계절성을 고

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같은 사항들은 후속 연구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

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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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유럽지역 내 개별국가들의 이웃국가 및 전력망 계통연계 현황 

NO. 국가 명

연구 대상 국가
고려되지 않은 
연구대상국가육로 연계 국가

해로 연계 국가
(해상, 해저)

1 Austria
Czech Republic, Germany, 

Hungary, Slovakia, Slovenia, Italy
　- Liechtenstein, Switzerland

2 Belgium
Netherlands, Germany, 
Luxembourg, France

　- 　-

3 Bulgaria
Romania, Serbia, Macedonia, 

Greece, Turkey
　- 　-

4 Croatia Slovenia, Hungary, Serbia 　-
Bosnia and Herzegovina, 

Montenegro

5
Czech 

Republic
Germany, Austria, 
Slovakia, Poland

　- 　-

6 Denmark Germany Sweden, Norway 　-

7 Estonia Latvia Finland Russia

8 Finland Norway, Sweden Estonia Russia

9 Macedonia Bulgaria, Greece, Serbia 　- Albania, Kosovo

10 France
Belgium, Luxembourg, 
Germany, Italy, Spain

UK, Ireland Andorra, Switzerland

11 Germany

Denmark, Poland, 
Czech Republic, Austria, France, 

Luxembourg, Belgium, 
Netherlands

Sweden Switzerland

12 Greece Macedonia, Bulgaria, Turkey ltaly Albania

13 Hungary
Slovakia, Austria, Romania, 

Serbia, Croatia, Slovenia
　- Ukraine

14 Ireland - UK, France 　-

15 Italy France, Slovenia, Austria Greece Switzerland

16 Latvia Estonia, Lithuania 　- Belarus Russia

17 Lithuania Latvia, Poland 　- Belarus

18 Luxembourg Belgium, Germany, France 　- 　-

19 Netherlands Germany, Belgium UK, Norway 　-

20 Norway Finland, Sweden Denmark, Netherlands Russia

21 Poland
Lithuania, Slovakia, 

Czech Republic, Germany
Sweden Belarus, Ukraine

22 Portugal Spain 　- 　-

23 Romania Hungary, Serbia, Bulgaria 　- Moldova, Ukraine

24 Serbia
Hungary, Romania, Bulgaria, 

Macedonia, Croatia
　-

Bosnia, Herzegovina, 
Montenegro

25 Slovakia
Poland, Hungary, Austria, 

Czech Republic
　- Ukraine

26 Slovenia Italy, Austria, Hungary, Croatia 　- 　-

27 Spain France, Portugal 　- 　-

28 Sweden Norway, Finland Denmark, Poland, Germany 　-

29 Turkey Greece, Bulgaria 　-
Georgia, Armenia, 

Azerbaijani, Iran, Iraq, 
Syria

30
United 

Kingdom
- Ireland, France, Netherlands 　-

주: Ireland에서 ‘해로 연계 국가’의 France는 공사 중에 있으며 상업운영을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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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부표 A>는 본 논문에 포함된 표본 연구대상국들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육로 연계 국가’는 표본에 포함된 연구대상국들의 지도상 육로로 

연결된 이웃 국가와 같다. 다음으로 ‘해로 연계 국가’는 해상과 해저 등의 케이블로 국가 

간 전력계통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이웃 국가의 범

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