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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견사항

1 CO2 배출량 5천만 톤 이상 감축
●

‘19년 탄소배출량은 ‘90년 대비 약 35% 감축된 수준으로, 2020년 목표(40% 감축) 달성이 보다 가까워짐

●

석탄발전(갈탄, 무연탄)의 급격한 감소가 탄소배출량 감축의 가장 큰 요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의 높은 탄소가격,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증, 전기 소비량의 감소 또한 영향

●

한편 건물과 수송 부문 탄소 배출량은 증가

2 재생에너지 비중이 총 소비전력 기준 약 43%에 달해 최고 기록 경신
●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소비전력 기준 42.6%, 발전량(전력 믹스) 기준 40% 달성

●

재생에너지의 연간 증가량은 15TWh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나, 앞으로 풍력 발전시설을 위한 공간
제약과 인허가 이슈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2030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결단력 있는
정치행위가 필요

3 재생에너지 부과금 곧 하락할 것
●

소비자 부담 재생에너지 부과금은 ‘20년 1kWh당 6.77유로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의 비용
하락으로 늦어도 ‘22년에는 부과금이 줄어들어, 그 결과 전기요금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노후하고 비싼 발전소는 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21년부터는 연료배출거래법(Fuel Emission
Trading Act, BEHG)에 따른 수익 일부가 부과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그 결과 2020년대
전기요금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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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이 ‘19년 독일 사회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 부상
●

설문조사 결과 2019년 처음으로 난민이나 연금 문제를 제치고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이 독일 사회 가장
주요한 이슈로 나타남

【그래프】 2018~2019 독일의 정치이슈 TOP5
(2018년 1월～2019년 12월간 조사, 12개보기 중 가장 많이 선택된 5개 주제)
<2019년 순위>
① 환경/기후/에너지전환(Umwelt/Klima/Energiewende)

② 외국인/통합/난민(Ausländer/Integration/Flüchtlinge)
③ 연금(Renten)

④ 사회분열(Soziales Gefälle)
⑤ 교육(Bildung)

●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독일의 기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독일 정부가 9월 도입한 기후 패키지

(Climate Package)는 2030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수송·건물·산업 부문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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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슈로 보는 2019년

1 재생에너지
●

‘19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17.8TWh 증가, 전체 소비전력의 42.6%를 충당하며 최고 기록 경신
(‘18년 대비 약 5%p 증가)

●

사상 최초로 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원자력, 석탄발전(갈탄과 무연탄)의 총 전력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

●

육상풍력 발전설비 증가량은 올해 크게 줄었고, 태양광 발전설비도 정부의 2030년 목표(전체 소비전력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함

●

난방 및 교통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9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며,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14.7%로 다소 증가하는 데 그쳤음

2 전통적 전력발전(Conventional Generation)
●

무연탄 이용률이 ‘18년 대비 ‘19년에는 31% 감소하며 하락 추세가 지속됨

●

전년 대비 탄소가격 상승과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급전순위에서 천연가스가 무연탄을 대체, ‘19년
전력 생산량 기준 천연가스 비중이 11% 증가

●

갈탄 기반 발전량도 30TWh이상(22%) 감소하여, 199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

●

‘19년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2020년 초에는 감소* 예상
* 단계적 원전폐지법(Nuclear Phase-out Act)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필립스부르크 2 (Philippsburg 2, 1.4GW) 가동 중지
(2019.12.31.)

3 에너지와 전력 소비
●

‘19년 전력소비량은 569TWh로 지난 20년(2000~2019) 중 가장 적은 전력소비를 보임
- 경제 위기를 겪은 2009년보다도 낮은 수치로 1차 에너지 소비량도 1% 감소
- 정확한 원인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산업부문 성장세 둔화, 비정상적으로 따뜻했던 날씨,
꾸준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주요 동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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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보호(Climate Protection)
●

온실가스 배출량은 5천만 톤 이상(작년 대비 6%) 감축하여, 연간 8억 1,100만 톤 CO2e 수준으로 1990년
대비 거의 35% 낮은 수준
- 전력 부문에 있어 갈탄과 무연탄 발전량의 급격한 감소, 탄소가격 증가, 재생에너지 전력 증가, 전력 소비
감소가 주요 요인

●

한편 수송과 건물 부문은 디젤, 천연가스, 휘발유, 난방유의 수요 증가로 탄소 배출량 증가

●

독일의 2020년 기후보호 목표(1990년 대비 -40%)와 비교할 때 6,500만톤 CO2e의 추가 감축이 필요

5 전력거래
●

초과수출은 37TWh보다 약간 적은 수준으로 2018년 대비 약 14TWh 감소
- 천연가스의 낮은 가격으로 이웃 국가의 가스발전 증대, 탄소배출권 가격 증가에 의한 독일 석탄발전의
비용 증가가 주요 요인. 즉, 수출 감소는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화력 발전과 연관되어 있음

●

독일 전력의 주요 수입국은 오스트리아가 1위,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음

6 전기요금 및 계통 유연성
●

전기요금 도매가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의 증가로 ‘18년 MWh당 44.70유로에서 ‘19년 37.60 유로로
하락
- 가격급등 현상 감소, 도매 시장에서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었음을 의미

●

‘19년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은 KWh당 30.90 유로센트로 전년 대비 3% 증가

7 재생에너지 촉진 비용
●

재생에너지 지원책에 따른 정부 보조금은 에너지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태양광 관련 보조금은 kWh당 4.90 유로센트로 유지
- 육상 풍력발전은 응찰자가 부족하여, 보조금은 제시된 금액 중 최대 금액으로 입찰되는 경향이 나타남,
해상 풍력발전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음

●

재생에너지 부과금은 0.35 유로센트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kWh당 6.756 유로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부과금 증가는 ‘21년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추세변화가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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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력망 확장
●

7,700km의 추가 송전선 건설을 결정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1,150km만 설치 완료

●

그러나 ‘19년에는 1,000km 추가 설치 허가가 승인되는 진전이 있었음

●

국경간 전력망은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아 이웃 국가간 전력 교환이 증대, 재생에너지 통합과 공급 안정화 전망됨

9 에너지 정책 개발
●

‘19년 초 석탄위원회는 ‘38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점진적 폐쇄를 권고하였으나, 입법 절차는 아직 진행 중

●

‘19년 9월, 기후 패키지의 일환으로 에너지 정책 관련 조치 채택
- ‘30년까지 부문별 목표치를 규정한 기후보호법

- 수송·건물 부문 고정 탄소가격을 명시한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 건물 재개발 관련 세금 감면 혜택

10 2020년 전망
●

갈탄과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은 더욱 줄어들 것
* 갈탄화력발전소 2기 폐쇄(‘19. 10), 12월 필립스부르크 2 원전 중지(‘19. 12)

●

육상 풍력발전 확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태양광 발전의 용량은 2019년도와 비슷한 수준
(4GW)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신규 해상 풍력발전소(1GW) 또한 ‘19년 말 혹은 ‘20년 초에 준공될 것

●

그러나 전반적 재생에너지 확대는 203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느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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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망

1 (탈석탄) 석탄위원회는 1월 최종보고서 발간, ‘38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점진적 폐쇄 및 탈석탄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및 발전소 운영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억 유로 지원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구조적 지원
법안 통과(‘19.8) 및 연방 상하원의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 탈석탄 관련 입법 절차는 여전히 부재
2 (기후보호법) ‘19년 11월 연방 상원은 기후보호법을 기후패키지의 일환으로 통과시킨 바 있음. 해당 법안은
‘20년부터 각 부문별 기후 보호 연간 목표를 설정, 관할 부처에 관련 조치를 만들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년
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명시하고 있음
3 (건물·수송 탄소가격) ‘19년 11월 연방 상원은 연료배출거래법(Fuel Emission Trading Act, BEHG)을
통과시킴. 이에 따라 탄소가격은 ‘25년까지 거래 없이 고정되고,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1년 25유로/
tCO2에서 시작하여 2025년 55유로/tCO2까지 상승될 전망
4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5% 목표를 달성하는 반면, 육상 풍력
발전 터빈의 거리를 주거지에서 1,000m 떨어진 지역으로 제한하는 신규 규제 시행 예정. 이처럼 기후 패키지에
모순적 정책이 담겨있어, ‘20년도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충돌 예상
5 (복합화력 및 지역난방) 열병합 관련법이 개정되어 석탄화력 열병합 발전소는 가스로, 지역난방 네트워크는
녹색 지역난방으로 전환될 것
6 (건물 세금 혜택) 주택 개조를 하는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 제공. 경제부의 건물 에너지법은 아직 내각의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현 초안에는 건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없어 기후 보호나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7 (유럽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유럽연합은 ‘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목표수립. 폰 데어 라이언(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기후보호 및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갈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19년
12월 발표. 유럽연합의 2030년 기후목표는 ‘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0-55% 감축으로 상향 조정될 것

8 (11월 기후협약 26차 당사국총회) ‘15년 파리기후협약이 2도 달성 목표를 위해 매 5년마다 각국의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수립을 촉진시켰듯 英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도 책무와 감축 목표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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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전력 믹스 * 괄호 안은 ‘18년 수치
●

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석탄과 원자력의 전력 생산량을 합친 것만큼의 수준으로 증가(각각 약 40%)
- 재생에너지 40%(35.3%), 갈탄 18.8%(22.8%), 천연가스 15.1%(12.9%), 원자력 12.4%(11.9%)
무연탄 9.4%(13.0%), 석유 및 기타 4.2%(4%)
* 재생에너지 내 비중 : 육상풍력 16.8%(14.2%), 바이오매스(폐기물 포함) 8.3%(8%), 태양광 7.7%(7.2%),
해상풍력 4.1%(3.1%), 수력 3.1%(2.8%)

2 전력 부문 변화(2019년 vs. 2018년)
●

석탄 발전의 급격한 감소, 재생에너지·가스 발전의 증가, 전력소비량 및 전력 수출입 수지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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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에너지 효율 : GDP, 제1차 에너지 소비, 총 전력 소비의 분리(1990~2019) * 인덱스 : 1990=100
●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분리(decoupling) 현상 계속해서 나타날 것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9) 및 2020·2030 기후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5천만 톤 이상 감축, ‘90년 대비 35% 감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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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2000~2019) 및 2030 목표
●

‘19년 재생에너지 비중 42.6% 달성, ‘30년 65%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2%p 증가 필요

6 재생에너지원의 전력 발전량(1990~2019)
●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풍력 발전이 주요한 역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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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년말과 ‘19년말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비교
●

‘18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18GW → ‘19년 125GW*
* 2019.11.11 측정치를 통해 예측한 수치

- 태양광 4GW 증가한 반면, 육상풍력 700MW 증가에 그쳐

8 재생에너지 보조금 및 전력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원(RES) 비중(2010~2035)
●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곧 정점에 이른 후 2020년 초반 감소하기 시작할 것

●

총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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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일 전력 수출입 현황(2012~2019) : 작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전력 수출국 유지
●

전력 수출량은 12TWh 가량 급락한 반면, 수입량은 5TWh 증가 → 초과수출 17TWh 감소
- 최대 순수입국은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음), 최대 순수출국은 스웨덴과 스위스
- 스위스, 체코, 덴마크 간 무역수지 반전 : 스위스(‘18년 흑자 → ‘19년 적자),
체코·덴마크(‘18년 적자 → ‘19년 흑자)

10 독일 전력 수출입 거래 비교(2018년 vs. 2019년)
●

거래 흐름 구조는 유사, 규모는 변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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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 원자재 가격 : 천연가스, 무연탄, 석유 수입 가격 및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
●

석탄, 석유, 가스 가격 모두 하락한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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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Energiewende)는 독일 에너지 싱크탱크로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관련 데이터를 민간 차원에서 분석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본 자료는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The Energy Transition in the Power Sector: State of
Affairs in 2019」 - A review of major developments of 2019, and an outlook for 2020 – 영문판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요약한 내용이며 원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agora-energiewende.de/en/press/news-archive/emission-certificate-prices-pushgreenhouse-gas-emissions-and-coal-fired-power-generation-to-reco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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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역】

에너지, 자동차, 지속가능성
- 2020년 10대 예측 - 요약본
<일러두기>

☞ 본 자료는 Bloomberg NEF의「Energy, Vehicles, Sustainability - 10 Predictions for 2020」
보고서 일부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요약한 내용이며 원문은 아래 링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bout BloombergNEF : BloombergNEF (BNEF), Bloomberg’s primary research service,
covers clean energy, advanced transport, digital industry, innovative materials and
commodities. We help corporate strategy, finance and policy professionals navigate change
and generate opportunities. Available online, on mobile and on the Terminal, BNEF is
powered by Bloomberg’s global network of 19,000 employees in 176 locations, reporting
5,000 news stories a day.
※원문
https://about.bnef.com/blog/energy-vehicles-sustainability-10-predictions-for-2020/?fbclid=IwAR1
ucaznntmCJgyE4S5Wiyc3hWffPPjVkOxmSMBjRU_zvgEih7uEL_dPtFE
※공식 한국어판(Bloomberg NEF 제공)
https://www.bloomberg.co.kr/blog/energy-auto-sustainability-2020pre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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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동차, 지속가능성 - 2020년 10대 예측 - 요약본
(Energy, Vehicles, Sustainability - 10 Predictions for 2020)

보고서 일자 : 2020.01.16.
※ 보고서의 전체 10대 예측 중 5가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 투자

o ‘19년 신재생에너지 생산용량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금액은 2,822억 달러로
전년대비 1% 상승
- 이는 후반 해상풍력 거래의 급증 때문이며, 풍력과 태양광 설비의 원가
하락과 중국 태양광 시장의 급격한 냉각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o 금년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한 번 더 약간 상승하여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유럽 해상풍력 자금조달 증가, 미국 풍력 및 태양광의 확대 흐름, 정부의
장기적 전력 가격 지원이 없이도 설치되는 시설 확대 등이 주요 동인

o ‘20년 전 세계 풍력 및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사상 최고 수준인 200GW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풍력

o ‘20년은 풍력 분야에서 기록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
- 신규 육상풍력 설비는 69GW(‘19년 55.3GW)가 예상되며 미국, 중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이 주도
- 해상풍력은 기록적인 2019년에 뒤이어 신규 용량 설비가 일시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시 반등해 향후 10년간 다시 상승세 이어질 것
o 반면 투자 부문은 영국의 기가와트급 프로젝트, 미국 최초의 상업적 규모
자금조달, 중국의 건설붐 등으로 호황을 기대
28

- 특히 프랑스에서 100MW가 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최종 투자 결정을
마무리 짓고자 함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부유식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 채권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
o 덴마크에 위치한 5MW급 투노 놉(Tuno Knob) 해상풍력 발전소가 올해로
운영 25년차를 맞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인지 또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명 연장을 위한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인지 귀추 주목

3

태양광

o 신규 설비용량 기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121~154GW 수준, 2019년 121GW)되며, 많은 태양광 시설이 직접적인 보조금
없이도 설치되고 있음

o 유럽에서는 단기 전력구매 계약을 맺었거나 직접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의
태양광 시설이 ‘20년에 약 4.7GW 설치될 것으로 전망, 이는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19년 1.3GW보다 높은 수치
o 중국은 별도 보조금 지원 없이 현재 석탄의 현지가격으로 설정된 발전차액지원
제도(FIT)만 적용받는 태양광 시설들을 포함해서 다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로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중국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전 세계 태양광 제조업체 약 300곳이 합병될 것으로 예상. 한편
살아남은 기업들은 양면수광형 태양광 모듈, 대형 웨이퍼 셀을 사용한 제품
등 더욱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나갈 전망

4

에너지 저장

o 금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프로젝트가 50억 달러 이상 발표될 것으로 전망
o 미국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 연계형 태양광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 전력
회사인 NextEra 의 ‘19년 신규 태양광 발전 중 50%가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

社

o 중국 발전 사업자들은 그리드 통합 요건이 더욱 엄격해질 것에 대비,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조합 프로젝트를 시험 중에 있음

29

o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들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 유럽
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같은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배터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5

전기차와 자율주행

o ‘15년 100만 대였던 전기차는 ’20년 말까지 1,000만대로 증가 예상,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구매 인센티브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
매출액 증가 속도는 느릴 것으로 전망

o ‘20년 전 세계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19년 대비 약 20% 증가한 250만 대로 예상
o 중국은 여전히 절대값 기준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되겠지만, 2020년
말에 이르면 중국과 유럽 간 격차는 매우 좁혀질 것으로 보임

o 중국은 신에너지차 지원 제도(New Energy Vehicle credit system)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확산의 대부분이 정부와 공공부문 구매와, 내
연기관 차량을 제한하는 도시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뜻함.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 경량상용차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전기화(electrification)도 시장
성장세에 기여할 전망

o 중국의 올해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120만대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 말
전기차 보급 목표(50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최근 상하이에 문을 연
테슬라 공장은 연간 약 15만대 생산이 가능하여, 이로 인해 중국 국내 전
기차 스타트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o 유럽에서도 ‘20년은 돌파구 같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2020-2021 EU CO2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라 ‘19년(50만대)보다 훨씬 더 많은 플러그인 자동차를 판매
해야 함.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80만대를 약간 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의 판매를 주목해야 함

o 북미에서는 올해도 40만대를 밑도는 둔화세를 이어갈 것, 곧 출시될 테슬라
Model Y를 제외하면 올해 미국시장을 강타할 신규 모델이 많지 않음
o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이 내연기관 승용차의 판매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며, 올해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다시 한 번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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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2019년 유럽 전력 부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샌드백)
활용처
블로그(카드뉴스 및 번역본), 이트랜스
전자신문 보도(2.24), 파이낸셜 보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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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역】

2019년 유럽 전력 부문 요약본
- 전력 전환(Electricity Transition)에 대한 최신 분석 -

<일러두기>

☞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Energiewende)는 독일 에너지 싱크탱크로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관련 데이터를 민간 차원에서 분석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샌드백(Sandbag)은 영국과 벨기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후 에너지 싱크탱크로서, EU
‧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 등 탄소시장과 기후 정책 등을 분석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본 자료는「Agora Energiewende and Sandbag (2020): The European Power Sector in
2019: Up-to-Date Analysis on the Electricity Transition」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요약한 내용이며 원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원문사이트
https://www.agora-energiewende.de/en/press/news-archive/eu-power-plant-emissions-in-2019-s
ee-record-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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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 전력 부문 요약본
- 전력 전환(Electricity Transition)에 대한 최신 분석 ※ 독일 에너지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와 영국 및 벨기에에 기반을

‧

두고 있는 기후 에너지 싱크탱크 샌드백이 발표한

년 유럽 전력 부문’

‘2019

보고서의 요약본을 소개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년 전체 전력의

2019

35%

에

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처음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18%)이 석탄
발전량(15%)을 추월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전년대비 각각
반면 석탄은

24%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전력 부문

CO

14%,

₂배출량은

7%

증가한

120Mt(12%)

감소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탈석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년

2019

그리스와 헝가리가 추가됨에 따라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약속한
국가는 총

EU

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석탄발전을 가동하지 않는 곳이 6개국,

15

석탄 폐기를 약속한 국가가

개국입니다. 나머지 7개국의 경우 논의 중(체코, 스페인)

15

이거나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폴란드, 로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번 보고서에서는

년 전망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올해

2020

에도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발전 용량이 풍력은
규모, 태양광은
전력믹스의

35%

17.9GW

규모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올해 재생에너지가 유럽

21GW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됩니다.

년 말 독일 원자력 발전소 필립스부르크가

2019

가동중지 되었고, 프랑스 페센하임 발전소는
드의 올킬루오토 3호기의 가동은

년 폐쇄될 예정입니다. 핀란

2020

년 3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2021

보고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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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발견사항
EU

석탄발전량 전년대비

ㅇ 무연탄과 갈탄 각각

24%

32%,

감축
감소,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과 재생에너지

16%

보급 확대가 주요동인
ㅇ 석탄발전의 절반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절반은 가스로 대체되었음
ㅇ 석탄 감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년 그리스와 헝가리가 추가됨에 따라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2019

약속한

EU

국가 는 총
*

개국 으로 증가. 반면 폴란드, 로마니아, 불가
**

15

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는 아직 석탄 폐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음

*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이 보고서에서 EU 국가는 영국(‘20.01.31 기준 EU 탈퇴) 포함 28개국 의미

** 현재 석탄발전을 가동하지 않는 곳이 6개국, 석탄폐기를 약속한 국가가 15개국
이며 나머지 7개국의 경우 논의 중(체코, 스페인)이거나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음(폴란드, 로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석탄 감축에 따라 전력 부문
ㅇ 이는

년 이후

2012

₂배출량이 전년대비

120Mt(12%)

감소

가 감축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음.

32%

다만 이중 중공업을 포함한
(stationary

CO

emissions)

은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U

7.6%

의 고정 배출량

ETS)

감소함에 따라 산업 부문 배출량은 단

1%

줄었을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EU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전체 배출량은 전년대비

따라 배출허용총량(CAP)에 따른

2%

줄어듦에

감축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현재 전체 배출량은 배출허용총량보다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8%

EU

16%

낮게 나타남. 이는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재생에너지 비중은

EU

전체 전력의

35%

에 달해 최고 기록 경신

ㅇ 최초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18%)이 석탄 발전량(15%)을 뛰어넘음

35

ㅇ 풍력과 태양광의 증가는 서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진 반면, 폴란드와 그리스
는 이제 참여하기 시작함. 나머지 동유럽 국가들은 크게 뒤처지고 있음
ㅇ 저렴한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기회는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음.

년

2019

해상풍력(영국)과 태양광(포르투갈) 경매 가격은 사상 최저를 기록, 도매
가격보다 낮았음. 또한 풍력과 태양광을 많이 확장한 국가들의 도매가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의 에너지전환이 시작되고 있음
ㅇ 유럽 그린딜은 향후 5년간 ’기후위기 대응‘을
ㅇ

EU

정상들은

승인했고,
대비

정책의 중심에 둘 것

년까지 유럽이 최초의 온실가스 중립 대륙이 되는 것을

2050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EU

50~55%

EU

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

년

1990

감축으로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 상황임. 이는 수송과 난방 부

문이 전기화(electrify) 되는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늘더라도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임을 암시

2

2019년 유럽 전력믹스의 주요 변화

□ (전력 소비량) 전년대비

1.7%(56TWh)

줄어듦에 따라 전력 수요가

년

2015

수준으로 감소. 춥지 않았던 겨울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전력 소비가 감소했으며, 특히 독일이

□ (풍력) 전년대비
스웨덴, 스페인

14%(54TWh)
5

3.3%

로 가장 크게 감소

증가. 증가량의

개국에서 나타났으며

가 독일, 영국, 프랑스,

73%

개국에서는 전년대비 변화량

15

없었음.

□ (태양광) 전년대비
증가한 스페인이

7%(9.5TWh)
EU

□ (바이오매스) 전년대비

증가.

3TWh

증가한 네덜란드와

전체 태양광 발전 증가량의

54%

2TWh

를 차지

만 증가, 바이오매스 성장 둔화세 뚜렷

1%(0.9TWh)

36

※ 풍력

,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합치면 전년대비 전체

증가.

65TWh

올해의 유리한 바람 조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풍력발전이 성장했기 때문

□ (수력) 전년대비

6%(21.5TWh)

감소, 금세기 세 번째로 낮은 수준 도달.

올해 수력발전이 감소한 국가는

□ (원자력) 전년대비

개국이며 8개국은 전년대비 변화 없었음

13

1%(6TWh)

감소. 프랑스가

3%,

영국이

14%

감소한

반면 벨기에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원전들이 재가동됨에
따라

□

(

48%

증가

가스)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여 석탄발전 대비 가스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12%(73.5TWh)

증가. 증가량의

스페인에서 왔고, 네덜란드(12TWh), 이탈리아와 독일(각각
가 그 뒤를 이음. 이 다섯 국가가

(8TWh)

EU

가

37%(27TWh)
9TWh),

프랑스

전체 가스 발전량 증가분의

를 차지함.

88%

□ (무연탄)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가스
발전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독일

26TWh,

9TWh

스페인

24TWh,

순이며 이 다섯 국가가

□ (갈탄) 독일

32TWh,

폴란드

32%(101TWh)

감축. 국가별 감소량은

네덜란드와 영국 각각
EU

7TWh

10TWh,

무연탄 발전 감소량의
감소함에 따라 총

79%

이탈리아
기여

16%(49TWh)

감축.

저렴한 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시장경제가 갈탄
전력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화력발전 무연탄
(

,

갈탄, 가스, 기타 화력 포함)은

6%(82TWh)

감소하여

년 다음으로 지난 5년간 가장 큰 감소를 보여줌. 이는 전력 수요는

2018

줄어드는 반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증가했기 때문

□ (탄소배출량)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갈탄과 무연탄 발전이 줄어듦에
따라 전년대비

12%

감소

37

□

전력 순수입)

(

감소한
7TWh

16TWh

EU

국가로 들어오는 전력 순수입은 전년대비

11TWh

기록. 오스트리아는 풍력과 수력 발전의 증가로 순수입이

감소했고 벨기에는 원전 재가동을 통해

순수출 국가가 되었으며 순수입은

19TWh

년 이후 최초로 전력

2009

줄어듦. 스웨덴은 오스트

리아와 마찬가지로 풍력과 수력 발전의 증가로 순수출이
네덜란드는 가스와 태양광 발전의 증가에 따라 순수입이

9TWh
7TWh

증가.
감소

하며 전력 무역수지를 달성
3

전망

3-1. EU 27개국 대상
*

□

(

영국(‘20.01.31 기준 EU 탈퇴) 제외 27개국을 대상으로 함

풍력 및 태양광 신기록 기대)

풍력 발전 용량을

17.9GW

맞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용량을

21GW

믹스의

35%

WindEurope

는

2020

년 유럽의 신규

규모로 전망, 또 다시 ’역동적인 한 해‘를
SolarPower

Europe

은 태양광의 신규 발전

규모로 전망함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년 유럽 전력

20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단, 이는 수력발전의 가용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년 연속 천연가스가 석탄 발전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 탈석탄 정책

(3

과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과 같은 시장논리에 따라

년 가스

2020

발전과 전체 석탄 발전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보임

□

년에도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인 감소 예상)

(2020

년 말 독일 원자력

2019

발전소 필립스부르크(Philipssburg)가 가동중지 되었고, 프랑스 페센하임
발전소는

(Fessenheim)

호기의 가동은

(Olkiluoto) 3

년 폐쇄될 예정임.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2020

년 3월까지 지연되었음.

2021

38

□

석탄의 단계적 폐쇄는 지속될 전망) 독일이 탈석탄 법을 시행함에

(

따라

2020

년부터 첫 번째 폐쇄가 진행될 예정이며, 스페인과 체코는

‧

석탄 퇴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 에너지 기후
계획(NECP) 초안에 따르면, 폴란드는
*

2020

년과

년을 위한 기가

2021

와트급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이미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3%

로 확대하고 석탄 비중을

56%

2030

년

로 줄일

계획임.

* EU 회원국은 에너지동맹거버넌스와 기후행동규칙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인 ‘2030 국가에너지‧기후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

유럽 기후행동은 가속화될 전망)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이

5

년마다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의무화함. 오는

英

11

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

는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첫 번째 회의로서

년까지 전 세계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별 기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됨.
년

2019

월

12

정상들은 집행위원회에 제26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EU

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갱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감축’에서

40%

□

유럽 그린딜)

(

‘50~55%

2030

기후 목표를 당초

년 대비

‘1990

감축’으로 확대할 것임을 보여줌.

년 대비 온실가스

1990

50~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 경제 전반의 빠른 대전환이 필요하며, 전력부문에서는
석탄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속화가 중요함. 그린딜의
로드맵은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계획뿐 아니라 ‘공정 전환 체제(Just
투자 계획,

2030

기후목표에 대한 포괄적

Transition

Mechanism)’

을 포함한

년 기후중립 목표를 구체화한 유럽 기후법, 산업 분야의

2050

탈탄소 혹은 초 저탄소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개략적인 체계를 담은

EU

산업 전략 등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음.

년은 이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2020

39

년부터

2021

2023

년

에는 유럽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유럽의 법률과 정책의 전반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것임. 전력 부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
와 같음
ㅇ

(

주류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핵심 경제 정책이

EU

기후 중립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공공조달 및 국가원조와 관련된 정책들 간 조화, 향후 몇 년간의
유럽 예산과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및
투자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탄소 리스크에 대한 투명성
보장의 필요성 등을 포함. 유럽투자은행은

년까지 화석연료 투자

2021

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것임.
ㅇ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이 점차 산업, 중량 화물 운송,

항공 부문 탈탄소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그린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원, 특히 풍력의 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임.
ㅇ (탄소 가격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더욱 강력한 탄소 가격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따라서

‧

EU

탄소배

출권 거래제를 국제항공 운송, 더 나아가 수송이나 건물과 같은
다른 부문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또한 집행위원회는 탄소
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탄소 국경세 조정 체제를 제안할 것이라
*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체제들은 기존

EU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긴밀

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며, 현재 시스템 내 배출허용량 무상 할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탄소누출 : 특정 국가‧지역의 탄소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원의 역외 이탈현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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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브렉시트(Brexit)

□

년

월

일 기준, 영국은 유럽연합 조약

2020

1

31

영국은

EU

국가 평균에 비해

₂집약도가

조에 따라

50

를 탈퇴.

EU

매우 낮은 전력 믹스를

CO

보이고 있음. 즉각적인 결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을 따로 계산했을 때 영국을 제외한

₂집약도는

CO

에서

265

₂

275gCO

27

개국으로 구성된
로 증가
년

2018

EU

27

배출량 수준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을 제외하면

2030

20.6%

전력 믹스

/kWh

□ 유럽환경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아닌

EU

개국 기준 온실가스
년 대비

1990

가

23.2%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브렉시트는 유럽연합의

기후목표를

감축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정치적 논의의

50~55%

시작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영국을 제외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3%p

개국은 동일한

27

추가 감축해야 할 것

으로 추정

□ 그러나, 브렉시트가

EU

기후 및 에너지 체제에 미칠 영향은

개국

EU 27

과 영국 간 향후 관계에 달려 있음. 이 관계에 대한 협상은 이제 막

場 을 어떻게 마련

시작했고,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

)

하고 어떻게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조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것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력부문에서 크게 아래 두 가지 측면이 중요
ㅇ (탄소 배출권 거래)

년

2019

1

월, 유럽연합은 일시적으로 영국에 대한

배출허용량 무상 할당, 경매, 국제 탄소배출권의 교환을 중지한 바
있음. 이는 영국이

를 탈퇴함에 있어 전분야에 걸쳐 맺었던 모든

EU

동맹관계를 정리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가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음. 하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 기업들은 더 이상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니게 되고,

41

EU

탄소시장에 사용되지

않은 탄소배출허용권이 넘치게 되면서 가격의 하락을 일으킬 수 있음.
향후 영국은 스위스가
래 제도를

년 1월 시작한 것처럼 자국의 개별 배출 거

2020

유럽 시스템에 연결시킴으로써

EU

탄소시장에 참여할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ㅇ

(EU

내부 전력 시장) 영국 산업 분야는 유럽 대륙으로부터 저렴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현재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는
가 설치되어 있으며,

(interconnector)*

4GW

8GW

규모의 인터커넥터

로 추가 확장할 계획임.

하지만 유럽연합과 영국 간 새로운 관계 하에서는 영국이

EU

전력 시장에 완전히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부
EU

통합 전력 시장의 거대한 혜택들이 상실될 것으로 전망

* 인터커넥터 : 영국이 유럽 대륙이나 다른 섬나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심해저 케이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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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

아프리카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한다(Project Syndicate)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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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번역】

아프리카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한다
<일러두기>

☞ 본 자료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카를로스 로페스(Carlos Lopes)의
「Africa Must Choose Renewables Over Coal」칼럼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한
내용이며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는 전 세계 유명 학자, 정치인, 기업 총수 등이 세계
주요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고하는 사이트로, 1995년 체코 프라하에서 조직된 비영리
미디어 단체입니다.
☞ 카를로스 로페스(Carlos Lopes)는 케이프타운대학 넬슨 만델라 공공 거버넌스 스쿨의 교수로
아프리카 연합(AU)의 고위 대표이며, 경제 및 기후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의 일원입니다.
* 원문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africa-economic-development-needs-renewables
-not-coal-by-carlos-lopes-4-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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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한다

기고 일자 : 2020.02.10
기고자 : 카를로스 로페스(Carlos Lopes)
매체 :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번역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2020년 2월 10일자로 전 세계 유명인사들의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
케이트에 실린 케이프타운대학 교수이자 아프리카 연합 고위 대표인 카를로스
로페스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그는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기후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108개국 중 47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있음을 이야기하며, 석탄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경제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는
별도 보조금 없어도 석탄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분산형 또는 오프그리드
재생에너지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도심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공동체가 필
요로 하는 기본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일부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화석연료를 단계적
으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보여주는 이번 칼럼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번역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정부는 새로운 기후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강화해야합니다.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기함으로써,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아프리카 연합(AU) 연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대륙의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이슈들을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러한
성장 아젠다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라는 세계적 도전 과제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열대성 폭풍, 가뭄 및 홍수가 더욱 빈번
하고 심각해져 아프리카 사회와 경제를 파괴해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 온난화
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아프리카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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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가 직면한 기후 위험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파리 협정에 따라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개국 중

108

년까지 기후

2020

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이들은

47

새롭고 더 깨끗하고 보다 효율적인 성장 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알아본 것입니다.
더욱이,

년

2019

월 아프리카 개발 은행(AfDB)은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11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에너지효율적인 가전제품,
장비, 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아프리카에서는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석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금융 전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개의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세계은행 톱 40곳 중 16곳을 포함하여 석탄 발전

100

투자를 철회하고 있고, 이보다 더 많은 곳들이 신규 석탄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석탄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경제와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는 별도 보조금이 없어도 석탄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석탄
관련 건강 문제의 숨겨진 비용, 좌초자산 위험성, 소위 '청정' 석탄(clean

에 필요

coal)

한 높은 선불 투자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간단히 말해
신규 석탄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아프리카도 예외는

42%

아닙니다. 남아공의 국영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의 1차 에너지 비용은 지난
동안 실질적으로

년

20

나 급등하여 심각한 재정 문제와 높은 소비자 요금을 초래

300%

했습니다. 남아공 전력 시스템에 대한

년 통합자원계획 초안을 분석한 결과,

2016

‧

‧

최저 비용을 위한 선택은 석탄이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수력 바이오가스 가스
와 같은 유연성이 높은 발전원의 혼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년 통합

2018

자원계획은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남아공의 길을 따라가려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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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대기 오염을 피하는 동시에 에너지 접근성을
빠르게 보다 경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년에서

년 사이 아프리카에서

1990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약

2013

명으로

250,000

36%

증가했습니다.

분산형 또는 오프그리드 재생에너지는 유해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가정 및 공공 전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력 접근성 개선은 또한 여성 주도의 기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소
득을 최대 11배 증가시키는 등 성평등 실현에도 기여합니다.
석탄으로부터의 전환이 가져다 줄 이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저탄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기후관련 금융 위험성
과 연관된 천연 가스, 석유, 대규모 수력 발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점차 줄여가야
합니다. 정책 시그널이 일관되지 않고 뒤섞이게 되면

년까지 수조 달러에 달하는

2035

화석 연료 관련 좌초 자산이 발생하거나 현재 가치 기준

의 최대

GDP

가 손실

15%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는 이미 대규모 아프리카 수력 발전소 몇 군데를
위험에 빠뜨리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뢰성과 재정적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사회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전역에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여전히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짐바브웨, 세네갈, 나이지리아,
모잠비크에서 가동될 계획인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 대륙의 석탄 화력
발전용량은 현재 3GW에서 2040년 17GW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기후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야심찬 아젠다

2063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기함으로써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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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에너지전환의 사회경제적 영향 측정 - 일자리 중심」
(IRENA)
활용처
블로그(카드뉴스), 이트랜스(인포그래픽으로 재가공
및 해외동향), 에너지신문 기사화(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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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역】

「에너지전환의 사회경제적 영향
측정 - 일자리 중심」요약본
<일러두기>

☞ 본 자료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에너지전환의 사회경제적 영향 측정 –
일자리 중심」보고서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요약한 내용으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 IRENA (2020) Measuring the socio-economics of transition: Focus on jobs,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Abu Dhabi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0/Feb/Measuring-the-socioeconomics-of-transition-Focuson-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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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의 사회경제적 영향 측정 – 일자리 중심」요약본
보고서 일자 : 2020년 2월

※ 보고서 시나리오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19 Remap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바탕으로 2가지 시나리오를 수립, 시나리오별 에너지 분야 일자리
전망을 발표

① 현재 계획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만들어진 기후 의무를 포함,
각국 정부의 현 에너지 계획 및 수립 예정인 기후 목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시나리오
(Current

②

표1]
서는

Plans)

:

에너지 전환(Energy T ransition) : 재생에너지로의 대규모 전환,
전기화(Electrif ication), 에너지효율향상을 포함하는 2050년까지의
기후탄력적 과정을 의미. 전력 부문에서는 가변적 재생에너지
(VRE)의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기화를 통한 부문 간 결합(sector coupling)에 의해 촉진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정. 이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은 오늘날 24%에서 2050년 86%로 증가 예상

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계획’ 시나리오에
27%(
재생E 73%)인 반면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따르면 65%(
재생E
35%), 전력 생산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계획’ 시나리오는 55%, ‘에너지전환’
[

2050

非

시나리오에서는

非

86%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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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에 따른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일자리 수는
‘현재계획’ (8,720만개) 대비 14%, 약 1,300만개 더 많은 약 1억 개로 증가 전망
1

-

‘

현재계획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 일자리 수가

2050

증가 예측되지만,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

‘

-

현재계획’ 대비

14%,

약

만개/‘현재계획’ 대비

대비

21%

만개로

8,720

년 약 1억 개로

만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

1,300

분야별로는 재생에너지(4,190만개/‘현재계획’ 대비
(2,170

년

27%

64%

증가), 화석연료

감소), 에너지효율(2,130만개/‘현재계획’

증가), 에너지 유연성&전력망(1,450만개/‘현재계획’ 대비

증가), 원자력(40만개/‘현재 계획’ 대비

표2] 전 세계 에너지 일자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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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소) 순

8%

□ 그중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2050년까지 ‘현재계획’(2,560만개) 대비
64%, 약 1,600만 개 많은 약 4,190만 개로 증가 예상
2

현재계획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수가
2050년 2,560만개로 증가 예측되지만,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4,190만개로 ‘현재계획’ 대비 64%, 약 1,600만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

- ‘

-

분야별로는 태양광(1,870만개/‘현재계획’ 대비 63% 증가),
바이오에너지(1,410만개/‘현재계획’ 대비 101% 증가),
풍력(610만개/‘현재계획‘ 대비 39% 증가) 등

표3]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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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년 전 세계 ‘현재계획’ 대비 ‘에너지전환’ 일자리 수 분야별 정리

2050

□ ‘에너지전환’에 따른 2050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의
15% 는 미국, 10% 는 유럽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
3

표5]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따르면

[

64%

는 아시아,

년 지역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50

아시아(64%), 미국(15%), 유럽(10%) 순 창출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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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국은 ‘에너지전환’에 따라

현재계획’(3,070만개) 대비 약

‘

년까지 에너지 부문 일자리 수가

2050

만개 더 많은

3%,

만개로 늘어날

70

3,140

전망이며, 그중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는 ‘현재계획’(1,160만개) 대비
만개 더 많은

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

220

-

에너지

1,380

재생에너지(13,823,000개/‘현재계획’ 대비

:

효율(7,910,000개/‘현재계획’ 대비
개/‘현재계획’ 대비

(5,147,000

대비
-

38%

:

개/‘현재계획’ 대비

[

9%

21%

20%

감소)

증가), 바이오에너지

증가), 풍력(3,711,000개/‘현재계획’ 대비

증가) 등

표6] 중국 에너지 일자리 수

표7] 중국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

[

현재계획 시나리오 기준 3,070만개,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기준 3,140만개)

표8]

증가), 에너지

증가), 화석연료(4,341,000개/‘현재계획’

현재계획 시나리오 기준 1,160만개,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기준 1,380만개)

(

[

19%

증가), 에너지 유연성&전력망

태양광(8,677,000개/‘현재계획’ 대비

(769,000
25%

5%

15%

감소), 원자력(161,000개/‘현재계획’ 대비

재생에너지

19%,

(

년 중국 ‘현재계획’ 대비 ‘에너지전환’ 일자리 수 분야별 정리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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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사

‘脫탄소’ 달성을 위한 여정 CCS 기술의 개념과 현황(CLEW)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기획원고)로 활용
‘기후위기로 다시 주목받는 기술(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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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脫탄소’ 달성을 위한 여정 - CCS 기술의 개념과 현황
* 출처 : CLEW, 「Quest for climate neutrality puts CCS back on the table in Germany」(‘20.2.13)

매년 1월말 각국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세계경제포럼, 이른바 다보스포럼의 올해 주제는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2020 국제위험보고서」에서는

년대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1위 기후

2020

변화, 2위 기후변화 대응 실패, 3위 자연재해, 4위 생물 다양성의 상실 및 절멸,
5위 인위적인 환경 재해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년간 발표된 자료지만 이번

15

처럼 기후환경 관련 문제가 상위 5위 모두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절실한 ‘생존의 문제’가 되어감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연합(폴란드 제외)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그린 딜(Green Deal)

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량을 완
전히 보상할 수 있어 기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 혹은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리고 이러한 야심찬 목표가 수립됨에 따라,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and Storage,

Capture

이하 CCS) 기술 역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 장기 전략에 따르면

CCS

는 특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필요하며,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생산에 필수적
입니다. 독일 정부는 2019년 가을에 승인된 '기후 행동 프로그램 2030'에서 CCS
프로그램 수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CCS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공정 등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어려운 부문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해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및 기후 과학자들 역시 향후

CCS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에너지 부문 탄소 배출량은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0
으로 줄일 수 있지만, 농업 혹은 산업 공정(시멘트 생산 등)에서의 일부 탄소 배출
량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또한 최신 보고서에서 지구온도를 1.5도로 제한
하는 시나리오에 CCS를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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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 기반 구축 사업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

부, 환경부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에너지전환 전문 언론사인 CLEW(Clean Energy Wire)의 팩트

「독일,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
하다(Quest for climate neutrality puts CCS back on the table in Germany)」의 주요
시트

내용을 바탕으로 CCS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

「Quest for climate neutrality puts CCS back on the
table in Germany(2020.2.13.)」
CLEW(Clean Energy Wire) -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quest-climate-neutrality-puts-ccs-back-t
able-germany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기술이란?

Capture and Storage, CCS)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 관련 공급원으로부터

CO

₂를 분리

,

CCS

를

산업 및 에너

”

저장 위치로 운송, 대기로부터 장

기간 격리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로는 탄소를
격리하는 대신 자원으로 인식하여 발전이나 생산 공정과정에 다시 활용하
는 기술을 뜻하는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탄소 포집‧활용),
이 모두를 아우르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활용‧저장)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C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활용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₂배출원에 CCS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비싸고 비실용
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CCS 프로젝트는 대규모 CO₂배출원을

소규모 및 분산 CO

대상으로 합니다. 에미리트 제철의 CCS 프로젝트, 텍사스 휴스턴 근처
페트라 노바 석탄 발전소 등 전 세계 대규모 시설 몇몇 곳에서 CCS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직접공기포집(DAC)도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아직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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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요하는 힘든 일입니다. 스위스 회사
클라임웍스(Climeworks)는 직접공기포집 기술의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CO

₂는

유전, 가스전, 채굴이 불가능한 탄층, 깊숙한 대염수층과 같은

육상 및 해상 지질 구조물에 저장되거나 플라스틱이나 화학 물질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후자를 탄소 포집 및 ’활용‘, 즉

₂

CCU(Carbon Capture and Utilisation)라고 부릅니다. 탄소는 또한 CO 를

주입하여 석유를 추출하는 석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을

₂

통해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CO 일부는 지하에
남게 됩니다. 전 세계 대규모 CCS 프로젝트 대부분이 석유회수증진(EOR)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글로벌 CCS 연구소(Global CCS Institute)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진행 중인 전 세계 대규모 CCS 프로젝트는 총 19개였습니다. 그해 전력

₂

및 산업 부문에서 2,500만 톤 이상의 CO 가 CCS 기술을 통해 영구적
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독일,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CCS

기술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다

CCS 기술을 석탄 발전의 구명줄로 이용하려는 산업계의 계획은 독일에서

수년간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CCS는 독일 정치인들에게 ’더 이
상의 논의가 불가능한 이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수립됨에 따라, 시멘트 생산 공정과 같은 CO

₂

배출을 제거하기 어려운 부문에 활용하기 위해 CCS에 대한 새로운 논의
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2050

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 공약에 동참할 것이라 발표하며, 탄소 배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S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명

₂

히 밝혔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CO 저장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슈이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주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61

ü

S ddeutsche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는 ‘CCS에 대한 논의가

독일에서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제 다시 돌아왔다(Now
it is back.)”고 답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광범위한 사회 토론’이 필요하며
CCS 기술 역시 내각의 아젠다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및 기후 과학자들 역시 향후 CCS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
니다. 에너지 부문 탄소 배출량은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0으로 줄일 수
있지만, 농업 혹은 산업 공정(시멘트 생산 등)에서의 일부 탄소 배출량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또한 최신 보고서에서
지구온도를 1.5도로 제한하는 시나리오에 CCS를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의
기후변화 위원회(CCC)도 5월 초 기후중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해서 "CCS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 장기 전략에 따르면 CCS는
특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필요하며,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생산
에 필수적입니다.
탈탄소화된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CCS의 사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
니다. 독일 산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산업연맹(BDI)는 보고서
에서 야심찬 탄소 감축 목표를 최대 95% 달성하기 위해서는 "CCS와 같이
지금은 인기가 없는 기술"의 사용과 이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연방환경청(UBA) 및 에너지워치그룹(Energy Watch Group)의
연구와 같이 CCS가 없는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독일연방환
경청의 보고서는 독일이 원전과 CCS 없이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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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메르켈의 결단에 따라, 2019년 가을에 승인
된 '기후 행동 프로그램 2030'에서 CCS 프로그램 수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CCS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에는 CCS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공정 등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어려운 부문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해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탄소 저장에 있어 독일 정부는 지중 저장 방식 대신 북해의 "유럽 연안의
큰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이웃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
니다. 독일연방지질조사소(BGR)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독일의 총 탄소 저장
가능 용량은 20-115기가 톤(Gt)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북해 해저에 위치합니
다.

유럽의

CCS

프로젝트 현황

ø

유럽에서 현재 가동 중인 대규모의 CCS 시설은 딱 2개(Sleipner, Sn hvit)
로, 모두 노르웨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CCS 분야에서 세계

₂

에서 가장 숙련된 국가 중 하나로, 이웃 국가들이 배출하는 CO 를 노르
웨이 해저에 위치한 비어있는 가스전에 저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Sleipner는 1996년부터 천연가스에서 매년 백만 톤의 CO

₂를 분리

하여 해저에 저장해왔습니다. 노르웨이의 석유 및 가스 회사 Equinor는 현

₂

재 노르웨이 대륙붕에 CO 를 저장하는 것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7년 10월, 청정 성장 전략(Clean Growth Strategy)을 통해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CCUS
정상 회담에서 영국과 노르웨이는 CCUS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CCS를 기후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CCS 사용은 산업 부문 탄소 배출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장은 해저 저장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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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탄소저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총 4개 진행되었으며, 그 중

₂

단 하나만이 실제 CO 를 땅에 주입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참고 : 1. 우리나라의 CCS 실증 사업
2. CC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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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우리나라의 CCS 실증 사업

「

」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CCS 사업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사업이 잠정 중단된 적이 있었으나, 한국지리물리‧물리탐
사학회 등 조사단의 발표에 따라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과 포
항 지진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₂

실제 포집된 CO 를 대규모로 저장할 부지를 찾는 이번 연구는 육상 연
안으로부터 최소 60km 이상 떨어진 곳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CCS가 큰
지진을 유발한 국제적인 전례가 없긴 하지만, 만에 하나 지진이 일어난다
고 해도 최소 60km 이상 떨어진 곳에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으로 비교적
안전한 CCS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지질연구원도 올해부터 기관 고유사업으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소 저장효율 향상 및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2024년
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원 규모로, 대규모 CO

₂지중저장 부지 선정을 위한 유망구조 확보 및 주입 시나리오 도출, 국내
대규모 CCS 경제성 확보를 위한 CO₂주입‧저장 효율 평가 및 향상 기술

개발, 그리고 지중저장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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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CC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CCS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CCS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않고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싼 기술이라 여깁니다.
CO

₂포집,

운송 및 저장은 비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

다. 포집, 저장, 활용에 드는 비용은 탄소 포집 방법, 산업 유형, 위치, 적
용된 규제 체계(주 보조금, 탄소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
와 같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탄소 배출권 가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
입니다. 독일 공학한림원(acatech)는 2018년 보고서에서 “재정 지원과 적절

₂ 배출권 가격 책정이 없으면 CCU와 CCS는 필요한 모멘텀을 마

한 CO

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연방환경청(UBA)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CCS는 환경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하 압력으로 인해 지하수로 넘어
올라온 염수나 탄소 저장소, 운송 파이프라인에서 탄소가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작동하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연방환
경청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잠재적인 위험은 조건, 방지 및 보
상 조치를 통한 승인 절차의 체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

₂

고가 발생한다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주변 지역으로 대량의 CO 가 배
출 될 수 있습니다.

₂
높기 때문에 지면 근처에 축적됩니다. 고농도의 CO₂는 인간과 동물에게

CO

₂는

무색‧무취의 가스입니다. 육상에서는 CO 가 공기보다 밀도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와 토양의 수소이온농도지수(pH)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탄소 저장 프로젝트 또는 EOR에서 발생한 지진 활동이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땅에 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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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하면 지진 활동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₂

해수면에서는 누출 사고 발생 시 탄소가 주로 희석되게 됩니다. CO 농도
증가 및 산성화는 주로 국지적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양
생물에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해의 지하에는 수십 년간 석유와 가스 추출을 위해 사용된 시추공(

孔)이

試錐

있고, 이를 통해 탄소가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멍은

10,000 개가 넘으며 CO

의문입니다.

₂을

대규모로 저장할 때 모두 피할 수 있을지는

탄소 포집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 역시 건강과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CCS 인프라 구축은 주입 시스템, 파이프라인 및 진입로와 같은
지상 시설의 건설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CS를 대규모로 시행하면 무수히 많은 환경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이는 CCS가 특정 지역에서 석탄으로부터 가스로의 이행과 같은 에너
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이 연소 시

₂

가스보다 더 많은 CO 를 배출하는 것은 맞지만, 메탄은 CO

₂보다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로서 만약 가치 사슬에서 메탄 누출이 발생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석유회수증진(EOR)입니
다. 석유회수증진 과정에 CCS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지하에 주입하는 CO

₂의 양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석유가 추출됨에 따라 전체 탄소 배출량은
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₂가 선박을 통해 운송
되는 경우, 운송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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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보고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하는 글로벌 석유기업
활용처
블로그(카드뉴스로 재가공)
이트랜스(카드뉴스로 재가공 및 해외동향),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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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하는 글로벌 석유기업
2020.3.12.(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기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시작했고,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 수립 등 각국 정부 역시 기후정책을 강화
하고 관련 규제를 확대해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전기차 증가 등으로 석유 수요는 곧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
이라는 ‘석유수요 정점론’이 확산되는 한편, 재생에너지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경제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전체 매출액에 비하면 여전히 빙산의 일각
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석유기업들의 움직임은 기존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이 점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기후위기에 긴밀히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글로벌 석유기업의 현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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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국적 석유기업 쉘(Royal Dutch Shell)

□

여 개국에 지사를 둔 석유 대기업 쉘은

70

부서를 신설하고,

Energies)’

매년

년 ‘신 에너지(New

2016

년에는 향후

년간(2018년~2020년)

2017

3

억 달러를 풍력, 바이오연료,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청정

10~20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투자액을 증액하여 매년

년에는

2025

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20~30

□ 쉘은 작년에 독일 에너지저장장치 기업
태양광 발전사

년부터

2021

미국),

Silicon Ranch(

을 인수했으며, 현재

*

Sonnen

호주)의 최대 주주임

ESCO Pacific(

* 태양광 설치 가정에 가정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전력 생산 고객과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력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너지 스타트업

□ 쉘은 올해
120MW

월, 호주 퀸즐랜드에 약

2

규모의

Gangarri

산업용

대규모

만개의 태양광 패널을 갖춘

40

태양광

발전단지를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이를 통해 매년

건설하는

만 톤의 탄소

3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쉘은 올해

월, 향후

2

년 내 네덜란드 북부에 풍력발전을 기반으로

10

하는 대규모 그린수소 발전소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발표함
-

현재 약 1년간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 들어간 이 계획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해상풍력 설비를

년까지

2030

3~4GW,

년까지

2040

10GW

하여 ‘유럽 수소 밸리’로 발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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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확대

②영국 BP(British Petroleum)

□ 세계

대 석유기업 중 하나인

는 올해 2월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5

BP

전환해나감에 따라 석유기업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탄소 집약도를

□

는 작년 태양광 합작법인

BP

50%

하여 바이오연료 회사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함
의 지분을 기존

에서

*

Lightsource BP

‧

로 확대했고, 브라질 농 식품업체

50%

년까지

2050

43%

와 공동 투자(지분

Bunge

50%)

를 설립했음

**

BP Bunge Bioenergia

* 13개국 2GW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0GW로 확대할 계획
** 브라질 5개 지역에 11곳의 바이오연료 시설을 보유, 브라질 국가 전력에 연간 1,200GWh 보급

□

는 올해

BP

월 호주

3

이산화탄소 약

의

Santos

Moomba

‧

가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만 톤을 포집 저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1,700

만

1,320

달러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가 세운 투자회사

BP

BP

벤처스는 올해

월 인공지능(AI) 기반의

1

건물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국 벤처기업

에

R&B

만

360

달러를 투자함

③프랑스 토탈(Total)

□

프랑스 최대 정유사 토탈은
믹스의
까지
-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5~20%

6GW,

년까지 저탄소 사업을 전체 전력

2040

년까지

2025

년

2020

로 늘릴 계획임

25GW

현재 토탈의 저탄소 발전은 재생에너지

를 포함, 총

3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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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함

7GW

□ 토탈은 올해
를

월, 인도 아다니 그룹(Adani

의 태양광 사업 지분

2

Group)

억천만 달러에 인수. 아다니 그룹은 인도 최대 민간발전

50%

5

사업자로,

2,148MW

규모의 태양광과

규모의 풍력 발전

172MW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

토탈의 태양광 부문 계열사
올해

Solar

Distributed

월, 태국 최대 식품 회사 중 하나인

3

25MWp

-

Total

개 시설에

24

규모 지붕형 태양광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 태양광 프로젝트는
매년

의

Betagro

은

Generation

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62,000

가량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며, 가동기간 동안 총 2만

38GWh

천 톤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④이탈리아 에니(Eni)

□

이탈리아 최대의 국영 석유회사 에니(Eni)는 올해
55GW

각각
-

월,

2

년까지

205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 집약도를

80%,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함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석유와 가스 비중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의 정유공장을 폐기물 재활용과 수소 생산을 위한 바이오공장
으로 전환 ▲
년까지 매년 천만 톤 이상의 탄소를 포집하는
프로젝트에 투자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삼림 보존 프로젝트에
,

2050
,

참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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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는 작년
의

Falck

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자산

Renewables

를 인수했으며,

년 말까지

49%

2023

이상을 추가적으로 개발

1GW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함

□

에니는 현재 이탈리아에 총

80GW

운영하고 있으며, 에니의 자회사

Eni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New

Energy

곳을

13

는 작년

SpA

월

7

이탈리아 최초의 유틸리티급(utility-scale)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14.19MW

규모로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⑤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

□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인 에퀴노르는 올해

월 연례보고서에서 신규

2

기후 로드맵’을 발표함

‘

-

▲

년까지 글로벌 영업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

까지 생산부터 최종소비까지 전 과정의 순 탄소 집약도를

▲

년

2050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까지

□
-

년까지 현재의

2026

배인

10

4~6GW,

년

2035

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12~16GW

년 스코틀랜드에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하이윈드

2017

프로젝트(30MW)를 건설
첫 2년간 설비 이용률

를 달성, 이는 대부분의 육상풍력과 태양광

56%

이하), 영국 해상풍력의 평균(2018년 기준

(30%

40%)

보다 높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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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스페인 렙솔(Repsol)

□

스페인 최대 정유기업 렙솔(Repsol)은
발표한 첫 석유기업으로(2019년

월),

12

년 탄소중립 목표’를

‘2050

년까지 저탄소 발전용량을

2025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7,500MW

□

렙솔은 현재
이고,

2,952MW

2,683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운영 중

규모가 개발 중에 있어 총

5,635MW

가량의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

□ 렙솔은 올해
하는

Delta

월,

3

2

년까지

2030

860MW

규모의 육상풍력단지를 조성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함. 석탄 발전과 비교할 때

260

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출처>

<

* 본문 인용 순

Ÿ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7/nov/28/shell-doubles-green-spending-vows-halve-carbon-footprint

Ÿ

https://www.pv-tech.org/news/shell-to-acquire-battery-firm-sonnen

Ÿ

https://www.shell.com.au/media/2020-media-releases/shell-australia-to-build-its-first-large-scale-solar-farm-in-queensland.html

Ÿ

https://www.greentechmedia.com/articles/read/shell-exploring-worlds-largest-green-hydrogen-project

Ÿ

https://www.washingtonpost.com/climate-environment/2020/02/12/1a867124-4da4-11ea-bf44-f5043eb3918a_story.html

Ÿ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news-and-insights/press-releases/bp-and-bunge-complete-formation-of-bp-bunge-bioenergia-joint-venture-in-brazil.html

Ÿ

https://www.total.com/sites/default/files/atoms/files/total_rapport_climat_2019_en.pdf

Ÿ

https://www.eni.com/en-IT/media/press-release/2020/02/long-term-strategic-plan-to-2050-and-action-plan-2020-2023.html

Ÿ

https://www.equinor.com/en/how-and-why/climate.html

Ÿ

https://www.repsol.com/en/press-room/press-releases/2019/repsol-will-be-a-net-zero-emissions-company-by-2050.cshtml

[해외동향]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하는 글로벌 석유기업

76

8
기사

왜 우리는 기후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는가?(The Guardian)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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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번역】

왜 우리는 기후위기에
코로나바이러스만큼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는가?
<일러두기>

☞ 본 자료는 영국 가디언지(The Guardian)에 실린 오언 존스(Owen Jones)의 칼럼「Why don’t we
treat the climate crisis with the same urgency as coronavirus?」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한 내용이며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원문
https:/ 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r/05/governments-coronavirus-urgent-climate-crisis

79

왜 우리는 기후위기에 코로나바이러스만큼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는가?
칼럼일자 : 2020.03.05
작성자 : Owen Jones
매체 : The Guardian
번역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것’은 이미 대규모 살생을 초래했고, 수백만 명 이상을 조기 사망에

’

이르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전 세계적 비상사태입니다. 그 영향은 점차
확산되어 전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빈곤국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닌 “기후위기”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정부들은 긴급 국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탈리아까지 극적인 변화와 진화에 대한 핸드폰 푸시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리지도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3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바이
러스에 굴복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처한 전 지구적 위기의 아주 일부일 뿐
인 대기오염만으로도 매년

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700

위기에 대해서는 코브라미팅(COBRA, 영국 국가비상사태 논의 회의체)도 열리지
않았고,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응급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국무
총리의 공식 성명서 발표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를 마침내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경우, 우리는 이미
적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처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것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임박한 위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기후위기는
여전히 그 영향이 수십 년 후에나 나타날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질병과 달리, 기후가 우리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시각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여름, 전례 없는 산불이 북극 일부 지역을 휩쓸었을 때
우리는 이를 계기로 기후위기가 어떻게 기상이변을 초래하는가에 대한 긴급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년, 전 세계적으로

2018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6,000

80

인해 고통 받았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에서만 폭염과 산불로 인한 피해자가
명을 넘었습니다.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는 사이클론 '이다이'에

1,600

의해 황폐화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허리케인 '플로렌스'와 '마이클'은
미국 경제에

억 달러 가량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240

최근 영국 요크셔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가 보여주듯, 인류와 경제에 끔찍한
비용을 청구하는 이상기후는 이미 영국 생활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극
빙하는

년 전보다

40

배 이상, 그린란드 대륙빙하는 기존 예상치보다

6

이상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배

4

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UN

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는 데 아직

1.5

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어떤

10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고 합니다.
또한 범지구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별개의 것이

種 들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패턴이 변하면 종(

더 높은 고도로

)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거의 없는 질병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의 공동대표 미리암 터너는

FOE)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미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

“

은 참 이상한 일”이라며,

런던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는 기후위기가 멀리

“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도 이미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위기
로 인한 응급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느끼는 것처럼 기후위기를 긴급한
사태로 여긴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신경제재단
(New

Economic

Foundation,

NEF)

의 알피 스털링이 지적했듯이, 두 위기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글로벌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조치는
기후위기 해결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알피 스털링은

불황이 발생하면

“

혼돈에 빠진 정책입안자들은 '해결하기 쉬운 과제(low-lying
려는 경향이 있다”며

fruits)‘

에 몰두하

그러나 생산과 공급에 치중하는 것은 그저 몇 개의

“

반창고를 붙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81

예를 들어,

년 금융위기 당시 부가가치세와 이자율을 즉각적으로 낮춘

2008

반면 투자지출은 충분히 빠르게 증가하지 못했고, 이후 '긴축'을 이유로
오히려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신경제재단(NEF) 연구에 따르면 만약 영국
정부가 당시 탄소 제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했다면,
경제를 부양시키는 동시에 주거용 탄소배출량을

30%

가량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낮은 금리를 줄이거나 양적 완화를 강화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녹색 재정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TV

네트워크를 통해 라이브로 방송되는 엄숙한 총리 연설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모든 가정과 기업의 단열 처리, 일자리 창출, 연료 빈곤(fuel
poverty)

해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전국에

설치될 것입니다. 알피 스털링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는 연료펌프 교체와
같은 국가 인프라 전환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훈련을 위한
비상 트레이닝 프로그램 또한 발표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유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상용 고객
부담금이 도입될 것입니다. 터너가 말했듯이, 이제 모든 정부 정책은 코로
나바이러스라는 프리즘을 통해 보여질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후렌즈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지구의 벗(FOE)은 버스 네트워크에 대한 즉각
적인 투자와 함께,

대 이하를 위한 버스 무상 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0

재생에너지는 배로 증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며 치명적인 대기오염을 줄일 것입니다. 정부는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하고 유럽에서 가장 삼림 밀집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삼림 크기를 두 배로 늘리는 새로운 나무심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와 기후위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피 스털링은 "우리는 코로나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3~40

지적합니다. 이는 매우 부끄러운 차이입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서비스(NHS)의

82

자원과 자금이 부족하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비상 팬데믹 계획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많은 도전적 과제와 위협을 야기하지만, 기회는 매우
적습니다. 반면 지구가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은 저렴한 운송, 단열이 잘된
주택, 숙련된 녹색 일자리 및 깨끗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팬데믹에
대한 응급조치는 물론 필요하며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더욱 치명
적인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러한 긴급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려줍니다. 그러나
지구의 미래에 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위한 이러한 결단과
의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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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고서

2019 풍력발전보고서 요약본(GWEC)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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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역】

「GWEC 2019 풍력발전 보고서」
요약본
<일러두기>

☞ 본 자료는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에서 발간한 「Global Wind
Report 2019」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요약·번역

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한 내용이며 원문은

☞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 : 풍력발전 산업을 위한 국제무역 연합체로서
오늘날 에너지 문제를 풍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음.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풍력의 강점에 대해 소통하고 있으며 전 세계 80개국에 풍력
산업 관련 연구·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음
☞ ‘Global Wind Report 2019’는 15번째로 발표된 GWEC의 주력 보고서로
GWEC Market Intelligence*가 최신 시장 데이터, 국가 프로필, 동향 등을 토대로
세계 풍력 산업에 대한 종합적 개요를 담고 있음
* GWEC Market Intelligence : GWEC의 내부 조직으로 세계 풍력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데이터 기반 분석 자료 제공
* 원문 gwec.net/global-wind-repor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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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EC 2019 풍력발전 보고서」요약본
보고서 일자 : 2020.03.25
※ 주요 내용

▶ 2019년 글로벌 풍력 신규설비 용량은 60.4GW로 2018년 대비 18%가
증가하였으며 역사상 2번째로 성과가 좋았던 해임.

▶ 풍력발전의 누적 용량은 651GW로 2018년 대비 10% 상승
▶ 해상풍력이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지난해 해상풍력
신설 규모는 6.1GW였고, 전체 신규 설치의 10%를 차지함.

▶ 본 보고서는 풍력발전의 성장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함.
①균등화발전비용(LCOE)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풍력과 재생에
너지 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는 에너지 시장을 구
축하는 것

②하이브리드와 그린수소 기술을 이용해 풍력산업의 새로

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

▶ GWEC는 2020년에 신규 풍력발전설비 76GW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하고 풍력발전 신기록이 세워질 해로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가 끼칠 전반적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전이기 때문에,
2분기 보고서에는 코로나 19, 국제경제 및 에너지 시장에 대해 파악

하여 2020-2024에 대한 전망을 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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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019년은 풍력발전이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해
시장 현황
2019년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60.4GW이 추가
되어 누적 용량은 651GW가 되었다. 육상풍력은 2018
년 대비 17% 증가한 54.2GW가 설치되었다. 중국과 미
국이 육상풍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신규 설치의
60%가 이 두 시장에서 나왔다.

Feng Zhao
GWEC 연구 디렉터

세계 해상풍력 산업은 2019년 6.1GW가 추가되어 신기록을 세웠고, 최초로
전 세계 신규 설치의 10%를 차지했다. 누적 용량은 29GW를 넘었으며, 전체
누적 용량의 4.5%를 차지한다.
코로나 19의 영향
2020년 초 GWEC Market Intelligence는 1분기 세계 풍력발전 시장 전망을
완료하였고, 2020년은 풍력발전 76GW가 새로 설치되어 새로운 기록을 세
우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GWEC는 또 2024년까지 매년 풍력발전이
71GW씩 신규 설치되어 향후 4년 동안 355GW가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
했다. 보고서 전망에 의하면 연간 해상풍력 설치는 2024년까지 15GW에 달해
전 세계 신규 풍력발전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보고서를 완성한 이후 세계 그리고 풍력발전 시장은 코로나 19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 그리고 중동
과 현재는 유럽과 북미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바이러스가 잠식되고, 사회와 시장이 정상화될지 불분명하며,
팬데믹의 영향과 2020년과 그 이후 세계 풍력발전 설치에 드리워지고 있는
경기 침체를 수치화하기도 어렵다. 그런 이유로 보고서는 1분기 전망을 변동

없이 그대로 가기로 결정했다. 팬데믹의 영향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지면
2분기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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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속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 시장 설계
지난 20년 동안 풍력발전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오고 있다. 21세기 초에는
에너지원의 극히 일부를 차지했으나, 2019년 말에는 세계 시장에서 청정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에너지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세계 풍
력발전 시장은 누적 설비용량이 651GW에 달했으며, 아시아, 미대륙, 유럽
등지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상풍력발전 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해상풍력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게임
체인저’로 채택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저탄소 혹은 넷제로(net-zero) 미래를 구현하는 데 주요한 역
할을 할 것이다. 2030년까지 지구온도상승 1.5℃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시나리오는 전 세계 육상풍력 용량을
3배, 해상풍력 용량은 10배 증가시키고, 광범위한 전력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풍력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크게 낮아진 덕분에 풍력
은 에너지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갈 산업
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년간 육상 및 해상풍력의 비용은 평균 50% 이상
낮아졌다.
향후 현저히 낮아질 육상 및 해상풍력의 균등화발전비용은 앞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풍력이 화석연료 보다 가격 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것
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 에너지 시장에서 단순히 더 경쟁력을 갖췄다고
해서 에너지전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른
재생에너지원이 화석연료를 제 때에 대체할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본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균등화발전비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에너지전
환을 위해 정책과 규제의 틀에도 더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용량을 적재적
소에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것이
그 예이다. 에너지원을 위한 시스템 가치 채택, 재생에너지에 충분한 수익
이 돌아가는 시장 설계, 그리드 전환을 위한 자금 동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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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솔루션
풍력발전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
최근 몇 십년간 풍력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에서 주류 에
너지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 풍력은 2019년 유럽연합 전력 수요의 15%를 충당하였고, 중국
에서 세 번째로 큰 에너지원이며, 세계 시장에서 신규 에너지 용량 중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통한다.
GWEC는 새로운 솔루션을 통해 풍력발전의 기회와 도전 과제를 살펴보았
으며, 에너지전환을 향한 핵심 도구로 하이브리드 솔루션과 그린수소에 주
목했다.
하이브리드 솔루션 : 재생에너지 통합을 지원
풍력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원을 결합하거나 ESS와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법
은 풍력과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주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하이브리
드 솔루션은 유럽, 미국, 호주와 같이 성숙된 시장 및 빠르게 성장 중인 동
남아 시장의 그리드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 대륙과 같은 개도국이나 작은 섬에서 하이
브리드 솔루션은 시스템 결합과 마이크로그리드 및 오프그리드를 가능하게
하여 공급 안정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솔루션의 가능성에도 불
구, 정치적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세계 에너지전환의 가속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시스템적 관점
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비용 효율적인 전력을
제공하고, 전력계통에 보다 많은 재생에너지를 연결(유연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수급 조절도 개선할 수 있다.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저장기술, 디지털 솔루션 등이 뒷받침 된다면
하이브리드 솔루션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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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 에너지전환의 핵심 조력자
수소는 수송 및 난방 분야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산업 공정에서 저탄소
자원으로 활용되며, 에너지 운반체로 활용되고,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게
저탄소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
로 다가오고 있다. 나아가서 에너지전환은 탄소배출 없이 재생에너지로 생
산되는 “그린수소”를 필요로 한다.
그린수소는 풍력발전 시장에 더 큰 시장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풍력
과 태양광으로 수소를 생산하면 풍력,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
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에너지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
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바람이 강할 때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전력으로 수
소가 생산되고,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유연하고 운반 가능한 에너지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
풍력발전, 그중에서도 특히 해상풍력은 수소 생산과 관련이 높다. 또한 수
소는 독특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100%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발
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수소가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풍력발전이 더
욱 야심차게 움직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풍력발전은 수소를 활용하는 탈
탄소 중공업의 막대한 수소 수요를 충당해야 할 것이다.
해상풍력과 수소는 기후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해상풍
력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으로 경제성을 갖출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
지원 중 지속가능한 수소 생산에 가장 잠재성이 높다. 북유럽 해상풍력은
이미 상당량의 청정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시스템에 공급하였으며, 생산
비용은 55유로에서 70유로/MWh로 감소했다. 이는 2015년 대비 65% 감
소한 수치이다.
현재는 해상풍력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에 두 가지 솔루션이 있다.
첫 번째 솔루션은 해상풍력 발전에서 남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수소 전기분해기 가동에 사용한다. 이
렇게 생산된 그린수소는 압축되어 탱크 시스템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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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솔루션은 해상풍력발전에서 남은 전력을 석유나 가스 플랫폼에 위치한
전기분해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여 바닷물을 이용해 녹색 수소를 생산한
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가스 수출선과 섞여 육지로 운반된다. 이 솔루
션은 이미 산업용 가스기업 및 정유사들이 널리 쓰고 있다.

2019년 시장 현황
개요
2019년은 전 세계에 2018년 대비 19% 성장한 60GW 이상의 풍력발전이
새로 설치되었다. 총 설비용량은 650GW로 전년 대비 10% 성장한 것이
다. 육상풍력 시장의 신규 설치는 54.2GW에 달했으며, 해상풍력 시장은
6GW를 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난해 신규 설치의 50.7%를 차지하며 세계 풍력발
전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 유럽(25.5%), 북미(16.1%), 라틴 아메리카
(6.1%), 아프리카·중동(1.6%)이 차례로 뒤따르고 있다.
2019년 신규 설치의 5대 시장은 중국, 미국, 영국, 인도와 스페인이었다.
이 5개 시장은 지난해 신규 설치의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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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발전 시장
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4.2GW의 육상풍력이 추가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성장을 뜻하며, 누적 설비용량은 600GW이다.
세계 최대 풍력발전 시장인 중국은 지난해 23.8GW의 육상풍력을 전력망에
연결시켰으며, 전체 설치량은 230GW에 달한다.
2019년 두 번째로 큰 시장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9.1GW를 신규 설치하였
으며, 전체 육상풍력은 100GW를 넘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상위 5개 시장에는 인도(2.4GW), 스페인(2.3GW), 스
웨덴(1.6GW)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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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시장
2019년 해상풍력은 6GW가 새로 설치되어 세계 해상풍력발전 산업에 최고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2.3GW 이상의 해상풍력을
설치하여 신기록을 세웠다. 설비용량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
국이 2위를 차지했으며, 1.8GW를 새로 설치하며 기록적인 행보를 보였다.
3위를 차지한 독일은 1.1GW를 새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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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시장
GWEC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풍력발전 시장을 개척해왔다. 브라질, 멕
시코, 인도, 남아프리카의 성공적 경험을 지렛대 삼아 이제는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해상풍력 부문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GWEC는 각 지역 단위로 테스크포스(TF)를 결성하여 각국 정부에 규제 및
기술 관련 가이드를 제시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공공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베트남, 태국, 칠레, 콜롬비아, 케냐, 미국, 중국, 일본 시
장을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다뤘다.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풍부한 풍력 자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시장 진입장벽과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시장 성장이 늦어졌다. 그러나 국가
전력 시스템에 가격경쟁력을 갖춘 풍력발전을 추가하라는 압력이 가해져
GWEC와 산업계의 도움으로 지난 2년 동안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일었다.
2015~2016년 엘니뇨현상으로 발생한 심각한 가뭄으로 콜롬비아가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러한 요인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수력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콜롬비아는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1.5GW로 확대한다는 것을 목
표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계통 용량 부족이 재생
에너지 보급에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풍력발전 성장 초기에
송전 인프라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도입된다면 효율적으
로 재생에너지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풍력 자원, 정치적 안정성,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 등이 있어 콜
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강력한 풍력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콜롬비아는 2030년까지 지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달성하려
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재생에너지 계획’(RELAC)에서 선도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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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와 화석연료 매장량 감소 문제를 안고 있
어 풍력 에너지는 전력시장에서 긍정적 경쟁을 조장하고, 탄소배출을 저감
시키고, 전력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칠레 : 라틴아메리카 탈탄소의 선두주자
칠레는 기술적 잠재성, 풍력발전을 키우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 탈석
탄 정책을 펼치고 있어 풍력 관련 전망이 밝다.
2019년에는 풍력발전 용량은 18% 증가하였고, 신규 설치는 526MW였다.
칠레는 현재 운영 중인 풍력 용량이 2.15GW, 건설중 용량이 1GW이며,
6GW 이상의 풍력 프로젝트가 허가되었다.
칠레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이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10년 동안 이어진
대가뭄은 칠레 중앙 지역의 경작지를 사막화시켰고,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
도를 떨어트려 칠레는 풍력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합리적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완전한 탈석탄을 선언한 첫 번째 국가이다.
2019년 칠레 정부는 2024년까지 8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나머지
발전소들은 2040년까지 전부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일정은 첫 번째
발전소 폐쇄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달렸으나, 이 같은
정책은 2050년까지 탈탄소와 탄소 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여러 성장 요인으로 칠레는 2025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중을 20%로 만들겠
다는 목표를 5년 빨리 달성하였다. 그러나 풍력발전 설치는 사회적 불안과
전력계통 병목 현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칠레에서는 사회의 불공정과 물
가에 대한 불만으로 전국 단위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은행에 의하면 비록 칠레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단 0.25%만 차지할 뿐이지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력발전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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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지가 계속
된다면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풍력발전 성장의 근원이 될 것이다.
베트남
베트남에는

해안지대가

3,000km가

넘고

남쪽

지방의

평균

풍속은

8m/s~9m/s에 달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에 대한 잠재력은 상당하다. 세계은행
에서 발표한 두 개의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 전역에서 육상풍력은 24GW,
해상은 475GW 풍력 기술 용량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베트남 정부는 급등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
양화하여 에너지 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에너지 정책의
초점이 저렴한 요금에서 빠른 에너지 용량 확보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
2019년 말 베트남의 누적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487.4MW였다. 이중
99MW가 아세안 지역 최초의 조간대 해상풍력이었다. 몰려드는 국내외 투
자 덕분에 베트남 풍력 시장은 2025년까지 4GW 가량의 용량이 새로 설치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풍력발전의 비용은 이미 지열발전 대비 경쟁력이 있으나,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송전 투자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2021년 이후의 성장은 FIT 제도의 만료와 출력제한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
태국
태국 풍력발전은 엄청난 성과를 거둔 2019년 이후 교차로에 들어섰다. 동
남아에서 경제 규모 2위인 태국은 꾸준한 경제 성장과 인구 성장이 이어
졌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기도 하다. 최근
30년 동안 진행된 도시화와 전력 수요 증가로 태국은 에너지원을 다양화
하기 위해 풍력의 역할을 키울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그러나 풍력이 태국
에 미래 에너지 믹스에 가격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
맵이 부재하여 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99

2019년은 태국 풍력발전에 큰 성과가 있었던 해였다. 신규 풍력을 322MW
설치하여 국내 풍력발전이 1,532MW가 설치되면서 태국 정부가 2037년까지
3GW를 설치하겠다고 설정해놓은 다소 보수적인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다.
그러나 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풍력 개발자들은 정부의 빈약한 정책적
지원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육상풍력의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자 태국 정부는 2018년 풍력 관련 FIT
제도를 없애고 신규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정부로부터 전력구매계약
(PPA)을 보존하고 싶다면 다른 전통방식 에너지원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
추도록 압박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풍속이 느린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태국 풍력 산업은 미래 성장 기회가 많다. 지난 5년보다 향후 5년의 성장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9년 말에 이미 누적 풍력 용량이
1.5GW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37년까지 풍력발전을 3GW 설치하겠
다고 설정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냐
케냐의 경제는 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재생에너지 부문도
마찬 가지로 국가의 개발과 산업화 전력에서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케냐는 현재 풍력 설비용량이 350MW에 달하며, 2024년까지 350MW가 추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양광 자원 보다 풍력
자원의 가치가 더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력 산업의
리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학적 안정성, 전력 보급률 75%, GDP 성장률 6%, 금융기관의 적극적
진출, 풍부한 민간 자본 등이 케냐의 풍력 시장의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축적되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단지인 312MW의
Lake Tukana 프로젝트가 2019년 성공적으로 전력계통에 연결될 수 있었다.
국가의 야심찬 청정에너지 목표도 풍력발전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케냐 정부는 2020년까지 발전 분야에서 지열, 풍력, 태양광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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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에너지 믹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
량을 23GW로 확보하고자 한다. 케냐 국가 전력화 전략(KNES)에 따라 전
력 소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케냐 국가 전력화 전략은 2022년
까지 전체적인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풍력 보급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ake Turkana 풍력발전단지는 케냐의 재생에너지 부문에 중요한 도약이기
도 했지만 프로젝트 실행에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프로젝트
초기에 벌어진 토지 소유권에 대한 논쟁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었고, 이후
계통에 연결되는 데도 15개월 지연되었다.
Lake Turkana 풍력발전단지는 케냐 풍력발전의 야망과 규모에 대한 증거가
되었으나 허가 과정과 계통 용량에 대한 문제점을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Lake Turkana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시장에서 공공풍력발전단지가 늘어나
는 전력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면에 격동의
개발 및 건설 과정은 현장의 문제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2019년 8월 완공되어 2020년 운영될 케냐-에티오피아 양국가간 전력망
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케냐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해당 프로젝트는 동아프
리카 전력 풀(EAPP)의 근간이 되어 지역 통합과 국가간 무역에 대한 진
전을 이뤄낸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진보에도 불구, 케냐 정부는 여전히 2022년 이후의 석탄
기본계획과 석유 생산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탄자니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려고 한다. 케냐의 경쟁력 있는 에너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풍력산
업은 Lake Turkana의 성과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과거의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어 케냐의 풍력발전 환경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 해상풍력
미국 해상풍력 시장은 2016년 12월 30MW 규모의 Block Island 프로젝트가
운영되면서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해상풍력 관련 복잡한 규제에도 불
구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발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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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 의하면 미국 해상풍력의 기술적 자원
잠재성은 2,000GW로 현재 미국 전체의 전력 이용량의 2배이다. 개발자들은
15개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예상하고 있으며, 총 10,603MW 가량이
2026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야
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박·항구 관련 인프라 그리고 노동력
등 공급 과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주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세금 관련
혜택이나 연구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 주 정부들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급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계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600~1,200마일에
달하는 계통이 뉴잉글랜드주와 뉴욕주에 새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는 한 개 주에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 상원은 2019년 12월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를 1년
연장하였다. 2020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2024년에 운영이 시작되는 프로
젝트에 대해 1.5센트/kWh 생산세액공제(기존 생산세금공제의 60%) 혹은
18%의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가 생산세액공제를 대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 해상풍력 : 떠오르는 신흥 강자
2018년 중국은 영국보다 많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며 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해상풍력 5GW를 계통 연결시키겠다는 목표는
2019년에 조기 달성하였고 같은 해 해상풍력 2.4GW가 새로 설치되었다.
현재 중국은 해상풍력의 총 설비용량이 6.8GW에 달하며 이는 세계 3위
수준이다.
중국의 해안지대는 18,000km로 1,000GW 이상의 해상풍력 잠재성을 가지
고 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세운 목표는 없으나 연안 지역의 지방 정부
에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광동성에서는 2030년까지 30GW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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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풍력을 설치하고자 하며, 장수(15GW), 저장(6.5GW), 후지안(5GW)이 뒤를
따르고 있다.
중국 시장은 FIT제도에서 경매제도로 전환중이다. 2019년 5월 2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중국 해상풍력발전 관련 계획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18년 말 이전에 허가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2021년
이전에 완전히 전력 계통에 연결된다면 FIT가격을 0.85 유안/kWh로 설정
할 수 있다. 2019년과 2020년에 허가된 프로젝트는 경쟁적 경매에 참여해
야 한다. 2020년 1월 23일 중국 중앙 정부는 2022년 이후부터 해상풍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 정부에서 해상풍력 개
발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은 장려되고 있다. 정책적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총 40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2019년 이전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2019년 말 기준, 건설 중인 해상풍력은 10GW 이상이었으며, 허가를 받고
건설 준비가 된 프로젝트가 30GW였다. 현재는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은 FIT
가격 0.85 위안/kWh의 혜택을 보기 위해 프로젝트를 2021년 말 전까지 마
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희망은 무산될 가능
성이 높다. 지역의 해상풍력 공급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풍
력발전의 날개, 베어링, 케이블, 터빈 설치용 배가 2022년 전까지 해상풍력
이 전력 계통에 연결되는 데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GWEC Market Intelligence는 단 7.5GW의 해상
풍력만이 2020~2021년에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국은 여전히 영국을 제치고 누적 용량 기준으로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일본 해상풍력
일본의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는 2003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일본
해상풍력은 개발에 시간이 걸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고정식 및 부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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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에 대한 움직임이 재개되었다. 지금까지는 상업용으로 설치
된 프로젝트는 전무하며, 시장 구조의 개발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올해 말 풍력발전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
로 예상되어 해상풍력 시장이 마침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장기 재생에너지 목표, 복잡한 환경 및 허가 기준, 국제적 기업에 공
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것, 너무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영
향력이 강한 이해관계자 관리하는 등 시장 형성에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것
들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정책적 단위 그리고 기업 단위에서 해상풍력 육성에 대한 의지
가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국제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들과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풍력 FIT제도는 2012년 6월에 채택되었으나, 해상풍력 맞춤형 FIT는 2014
년 3월에 마련되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해상풍력 FIT가격을
35엔/kWh로 결정했다. 높은 FIT 매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상풍력
은 65.6MW 뿐이다. 해상풍력의 성장 침체의 원인으로 일본의 복잡한 환경
영향평가 방식과 시장 불안정성을 꼽을 수 있다.
2017년 일본 국토교통성이 항구와 항만에 관한 법령을 해상풍력 개발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한 이후부터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 해안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 관
련 법적 절차가 생기고 11개의 해상풍력 추진 지역을 발표되기도 했다.
비록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의 장기 목표 발표를 망설이고 여전히 원자력과
석탄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음)를 비치고 있지만, 풍력 산업은 매년 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관련
계약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일 공급 구조가 형성이 된다면 일본 해
상풍력의 총 용량은 2030년까지 10GW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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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의 신흥 시장
GWEC Market Intelligence의 관점에서 당장 설치가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해상풍력의 신흥 시장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인도, 브라질,
호주는 높은 해상풍력 잠재성을 지녔으나 정치적 지원이 엇갈리는 시장이
다. 물론 위 4개 시장에서도 해상풍력이 적정 규모, 가격 경쟁력 그리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정치권의 의지는 있으나 명확한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도는 2030년까지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하고자 하며 정치권의 의지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재생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해상풍력 개발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권
의 의지는 부재한 상황이다.

시장 전망 : 2020~2024
세계 풍력발전 시장 연평균 4% 성장할 것(코로나 19 이전)
세계 풍력발전 시장의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4%로 전망이 밝다.
GWEC Market Intelligence는 355GW 이상의 신규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2024년까지 매년 71GW가 새로 설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 기간 5년 중 초기의 풍력발전 시장은 FIT, 생산세액공제, 경매제도,
국가 및 주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할 것
으로 보인다.
2020년은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빠르게 풍력발전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2021
년부터 중국에서는 육상풍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사라지는 날이 누구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올 것이다.
균등화발전비용이 급감하고 세계 에너지전환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해상풍
력발전 관련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향후 5년 동안
50GW의 해상풍력이 새로 생겨날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 19.5%에 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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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망
해상풍력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2019년 6GW에서 2025년 15GW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신규 건설이 가장 많이 이뤄질 것이고,
대만과 일본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초로 2023년경 유틸리티
규모(utility-scale)의 해상풍력발전(800MW 이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상풍력이 마침내 진정한 국제적 사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중동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풍력발전이

향후

3년(2020~2022)

동안

매년

1.45GW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시장 규모는 2배가량 증가할 것이고,
남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여가 클 것이다.
아시아(중국 제외)
향후 2~3년 동안 프로젝트 추진 관련 문제점과 시장 설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건설의
가속화, 환경 정책의 개선, 경제 성장, 전력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베
트남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시장이다.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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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향후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은 호주일 것이다. 하이
브리드 프로젝트,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새로운 솔루션은 이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재생에너지 통합을 개선할 것이다.
유럽
성숙된 시장으로서 유럽연합의 육상풍력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11~12GW
가 추가되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외에도 터키와 러
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정부가 경매와 입찰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면서
성장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 대륙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나 브라질 시장의 회복과 민간 시장
의 수요에 따라 연간 풍력발전 4GW 설치는 가능하다. 향후 5년 동안 기업
전력구매계약(corporate PPA)와 주단위 RPS도 계속해서 시장의 성장을 촉진
하겠으나, 생산세액공제가 미국 시장을 이끄는 핵심이 될 것이다.
* 기업 전력구매계약 : 기업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민간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형태

중국
2020은 중국 육상풍력발전의 최고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다. 이전에 허가
된 FIT를 충족시키기 위해 50GW 이상의 프로젝트가 2020년 12월 31일까
지 계통 연계가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건설되는 육상풍력은 대체로 보조금 지원이 없이 진행되겠으나, 신규
건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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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9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주요내용(IRENA)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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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번역】

‘19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주요내용
<일러두기>
☞ 본 자료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Renewable Capacity Highlights(‘20.03.31)」를 번역한 내용으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 출처 :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0/Mar/Renewable-Capacity-Statistic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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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주요내용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 Renewable Capacity Highlights (2020년 3월 31일)

주요 숫자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9년말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5%

2,537GW

설비용량은 2,537GW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19년말 기준 전 세계

23%

수력입니다(1,190GW)*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7%
나머지

7.4%

25%

대부분은

풍력(623GW)과

태양광(586GW)이 차지했고,

‘19년 재생에너지

그 다음으로 바이오에너지(124GW),

설비용량 증가율

지열에너지(14GW), 해양에너지(500MW)
수력

176 GW
‘19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순 증가량

풍력

태양광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세
GW

GW

54%

2,500

‘19년 재생에너지 신규

2,000

100
90
80
70

설비용량의 아시아 비중

90%
‘19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 중 풍력 및
태양광 비중

72%
‘19년 신규 설비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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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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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풍력

태양광

‘19년 신규 설비용량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19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76GW (+7.4%)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선두를
달려온 태양광이 98GW(+2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풍력 59GW
(+10%), 수력 12GW(+1%), 바이오에너지 6GW(+5%), 지열에너지 700MW이하
순입니다.

IRENA의재생에너지통계자료는
www.irena.org/statistics 에서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19년 신규 설비용량 기준 90%를 차지, 재생에너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설비용량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19년 수력발전의 설비용량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 주: 수력발전 설비용량에 양수발전(pure pumped storage)은 포함하지 않음. ‘19년말 기준
양수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121GW였고, 이를 포함하면 수력 설비용량은 총 1,310GW가 됨

‘19년 지역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
북 아메리카

유럽

유라시아

신규 설비용량 391 GW
전 세계 비중
15%
증가량
+22.3 GW
증가율
+6.0%

신규 설비용량 573 GW
전 세계 비중
23%
증가량
+35.3 GW
증가율
+6.6%

신규 설비용량 106 GW
4%
전 세계 비중
+3.1 GW
증가량
+3.0%
증가율

중미 및 카리브해 지역

중동

아시아

신규 설비용량
16 GW
전 세계 비중
1%
증가량
+0.6GW
증가율
+4.1%

신규 설비용량
23GW
전 세계 비중
1%
증가량
+2.5 GW
+12.6%
증가율

신규 설비용량 1,119 GW
전 세계 비중
44%
증가량
+95.5 GW
증가율
+9.3%

남미

아프리카

신규 설비용량 221 GW
전 세계 비중
9%
증가량
+8.4 GW
증가율
+4.0%

신규 설비용량
전 세계 비중
증가량
증가율

오세아니아

48GW
2%
+2.0 GW
+4.3%

신규 설비용량
40 GW
전 세계 비중
2%
증가량
+6.2 GW
증가율
+18.4%

전체 데이터는 IRENA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통계 2020(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20)」참조(www.irena.org/publications)

‘19년 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95.5GW 추가되어 전 세계 54%를 차지했으며, 총 설비용량은
1.12TW(전 세계 44%)에 도달했습니다. 유럽 및 북미 지역은 각각 35GW(+6.6%) 및 22GW(+6.0%) 증가했습니다.
오세아니아와 중동은 설비용량 비중은 작지만, 증가율이 각각 +18.4%, 12.6%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이 두 지역과 비슷하지만, 증가량은 2GW(+4.3%)로 매우
적습니다. 전년대비 ‘19년 설비용량 증가량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약간 감소한 반면, 유럽과 북미에서는
증가했습니다.

기술별 주요사항
수력 : ‘19년 설비용량 증가량은 매우 적었습니다. 몇 개의

바이오에너지 : ‘19년 바이오에너지의 설비용량 확장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공일자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일

보통 수준으로, 중국(3.3GW)이 절반을 차지했고 독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래왔듯 중국과 브라질이 신규

이탈리아, 일본, 터키에서도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발전용량의대부분을차지했습니다.(각각4GW 이상추가)
지열에너지 : ‘19년 지열에너지 설비용량은 전년대비 약간
풍력 : ‘19년 풍력은 거의 60GW 추가되며 특히 크게

많은 682MW 추가되었습니다. 터키가 232MW로 가장

확장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전년대비 많은 26GW,

많았고, 인도네시아(185MW), 케냐(160MW)가 그 뒤를

9GW를 추가하며 꾸준히 우세했습니다. 다른 8개 국가들도

따랐습니다.

각각 1GW 이상 풍력 설비용량을 확장했습니다.
오프그리드(독립형) 전력 : ‘19년 설비용량은 160MW(+2%)
태양광 : ‘19년 아시아 지역의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추가되어 ’19년 8.6GW에 도달했습니다. 이중 40%가

56GW를 기록,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 세계의 약

바이오에너지지만, 증가 속도는 비교적 느립니다. ‘19년

60%를 차지하며 꾸준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인도,

오프그리드 태양광은 112MW, 수력발전은 31MW 증가한

일본, 한국, 베트남이 ’19년 태양광 설비용량 확장을

반면

이끌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호주, 스페인, 우크라이나,

오프그리드 태양광의 발전에는 상반되는 동향이

독일에서 태양광 설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페인,

공존합니다.

우크라이나, 베트남은 지난 몇 년 대비 눈에 띄는 성장을

소매업자들은 신규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일부 기존

보였습니다. 대만, 멕시코, 아랍에미리트도 태양광 설비를

시장의 소비자들은 더 규모가 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1GW 이상 추가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미니그리드는 여전히 자금조달 문제를

바이오에너지는
태양광

17MW만

조명

및

증가했습니다.

가정용

시스템의

겪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드 확장이 오프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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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설비용량 내 비중

연간 신규 설비용량 내 재생에너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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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

위 도표는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수준에서 보면, '19년 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장기적인

보여줍니다. '19년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장이 둔화된 첫

기존 흐름대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 순 증가한 반면

해라는 점이 눈에 들어오지만, 19년 추가된 전체 전력 설비용량

유럽과 북미에서는 신규 건설보다 기존 발전소 해체가 더 많이

자체가 평균보다 낮았고, 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 역시

나타났으며기타다른지역에서는큰차이가없었습니다.

기록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설비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9년 72%에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19년 여전히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체 신규

도달하며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설비용량 중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예외로는 아프리카,

전체 설비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8년 33.3%에서 '19년

중동이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순 증가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34.7%로증가했습니다.

각각52%,26%에불과했습니다.

이전 추정치 대비 최근 수치
통계적 관점에서,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예를 들어, 이번 수정을 통해 '18년 전체 재생에너지

시계열 자료 대부분은 전년대비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설비용량은 0.3%만 증가한 반면, 순 증가량은 4.7%나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를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IRENA에서는 '18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IRENA의 연간 설비용량 통계는 주로 규제기관, 전력망 사업자,

171GW 추가된 2,351GW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19년 6월

인센티브 제도의 공식 데이터를 기초로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 수치는 기존 값보다 각각 4, 5GW 많은 175GW 추가,

전년도의 전반적인 발전사항을 보여주기 위한 초기 데이터로,

2,356GW로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식적인 데이터 수집과 검증

공식적으로 검증된 최종 데이터를 반영하면 '18년 수치는

과정이완료되기전에제공됩니다.

179GW 추가, 2,361GW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에 보고서를
분산전원 확대, 에너지 시장의 자동화 및 규제 완화로 인해, 이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각각 8, 10GW가 더 큰 값입니다.

보고서에 사용된 기초자료 중 일부는 올해 말이 되어야만

이러한 수정사항이 총 설비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연간

국가에 설치된 모든 설비용량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를 계산할 때는 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시된통계를활용할때는이점을고려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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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보고서

외신으로 살펴보는 코로나19와 에너지전환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115

‘20.04.28(화),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코로나19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 일깨워

1

◦

전 세계 성인 71%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는 코로나19만큼 심각한 사안”
이라 생각, 65%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우선
순위로 고려해야한다”는 말에 동의

* 입소스(ipsos), 14개국 성인 2만 8천여 명 대상 온라인 조사(‘20.4.16~4.19)

◦ 우리나라 국민

코로나19의 근본원인은 기후변화 때문” 동의

84.6% “

* 리서치뷰, 우리나라 성인 1만 6천여 명 대상 전화 조사(‘20.4.4~4.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녹색투자 등 에너지전환 필요성 부각

2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에너지전환은 ’50년까지 전 세계
달러 증가시켜 코로나19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

◦

개 EU 회원국 기후 및 환경부 장관,
한다” 성명서 발표(4.9)

17

“

를 약

GDP

조

100

그린딜 활용해 코로나19 극복해야

* 그린딜 : ‘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기후환경 정책
** 17개국 :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말타
-

-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녹색전환을
가속화하는 그린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후중립 경제를 구축해야 함
성명서 발표 이후 유럽의회는 녹색회복동맹(Green

Recovery Alliance)

창설(4.14)

* ‘녹색회복동맹’에는 유럽의회 의원 79명 외에도 37명의 CEO, 28개의 협회, 7개의 NGO 및 6개의
싱크탱크 등 다양한 주체가 동참

◦美

민주당 상원 의원 18명, 지도부에 코로나 대응 정책 내 재생에너지
지원 포함 요청 서한 제출(3.20)

◦ 美 뉴욕

재생에너지 성장 및 지역이익 촉진법‘ 승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 회복 동시 달성코자 함(4.3)
’

◦ 英 스코틀랜드 풍력발전단지 수익금 매년 약
(

백만 파운드) 코로나 대응

21

재원으로 활용 예정

-

재생에너지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하다는 것 보여주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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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 이것은 이미 대규모 살생을 초래했고, 수백만 명
이상을 조기사망에 이르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전
세계적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19가
아닌 기후위기입니다.”

英 칼럼니스트(가디언)
Owen Jones

‧ 기후위기는 코로나

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더욱 치명적인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9

“코로나19를 에너지전환 가속화할 ‘기회’로 삼아야”

‧ 각국 정부는 경제 부양책에 풍력 태양광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야 함
‧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정
,

,

,

CCS

국제에너지기구(IEA)

,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두 가지 효과 기대 가능

사무총장 Fatih Birol

“현명한 정부가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코로나19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

‧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노르웨이과학기술대(NTNU)

국가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
즉, 국민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의 정도와
이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중요
“

정치학자 Torbjørn Knutsen

“태양광은 비용이 적은 반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기술보급이 쉽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복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유럽태양광산업협회

대표 Walburga Hemetsberger
“코로나19와 달리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백신을 알고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기차 재활용
에너지 절약 주택 강조
‧ 경제 회복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

독일 환경부 장관

,

,

미래 대비형 일자리에 대한 투자해야 할 것

Svenja Schulze

“코로나19는 전반적인 에너지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며,
석유‧가스 산업 약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기회 있을 것”

‧ 코로나 는 에너지 시장 역학을 대체로 풍력 태양광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 있음
‧ 석유 및 가스 소비의 급감은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시장 英 칼럼니스트(로이터)
19

,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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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yde Russell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끼칠 영향 주목

3

◦ 코로나

·

로 인한 원유 수요 급감과 러시아 사우디의 경쟁적 과잉 공급으로 인한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끼칠 영향 주목
19

<참고자료 출처> * 본문 인용 순
Ÿ

Ipsos(4.22),
serious

Two

a crisis

thirds

of

citizens

around

the

world

agree

climate

change

is

as

as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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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겨레(4.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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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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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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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launched in 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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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Utility

Dive(3.23),

stalled stimulus

18

Senate

Democrats

call

on

Congress

to

include

renewables

in

package

- https://www.utilitydive.com/news/18-senate-democrats-call-on-congress-to-include-renewables-in-stalled-stimu/574661/

Ÿ

NYSERDA(4.3),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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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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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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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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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Growth and Community Benefit Act as Part of 2020-2021 Enacted State Budget
- https://www.utilitydive.com/news/18-senate-democrats-call-on-congress-to-include-renewables-in-stalled-stimu/574661/

Ÿ

Insider.co.uk(3.26), Wind farm cash to help remote communities through coronavirus
- https://www.utilitydive.com/news/18-senate-democrats-call-on-congress-to-include-renewables-in-stalled-stimu/574661/

Ÿ

The Guardian(3.5), Why don’t we treat the climate crisis with the same urgency as coronavirus?
-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r/05/governments-coronavirus-urgent-climate-crisis

Ÿ

REcharge(3.15), Coronavirus crisi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speed global energy transition: Birol
- https://www.rechargenews.com/transition/coronavirus-crisis-an-excellent-opportunity-to-speed-global-energy-transition-birol/2-1-774042

Ÿ

Norwegian SciTech News(4.8), From coronavirus to a greener society?
- https://norwegianscitechnews.com/2020/04/from-coronavirus-to-a-greener-society/

Ÿ

REcharge(3.27), EU leaders back Covid-19 recovery strategy that 'integrates energy transition'
- https://www.rechargenews.com/transition/eu-leaders-back-covid-19-recovery-strategy-that-integrates-energy-transition/2-1-783230

Ÿ

AP(4.27), Germany, Britain call for ‘green recovery’ from pandemic
- https://federalnewsnetwork.com/government-news/2020/04/germany-britain-call-for-green-recovery-from-pandemic/

Ÿ

Reuters(4.7), Renewable energy wins over oil and gas in post-coronavirus world: Russell

…벤처·투자업계 동상이몽

- https://www.reuters.com/article/us-column-russell-health-coronavirus-cli/renewable-energy-wins-over-oil-and-gas-in-post-coronavirus-world-russell-idUSKBN21P0L5

Ÿ 아주경제(4.23),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 https://www.ajunews.com/view/2020042215530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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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사

국제에너지기구(IEA)
「2020년 글로벌 에너지리뷰」 주요 내용
(Carbon Brief)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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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2020년 글로벌 에너지리뷰」 주요내용

※ 일러두기

☞ 본 자료는 영국 기반의 기후환경 관련 비영리단체 카본브리프(Carbon Brief)에 실린
2020년 4월 30일자 기사「IEA : Coronavirus impact on CO2 emissions six times larger
than 2008 financial crisis」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0년 글로벌 에너지 리뷰(Global Energy Review
2020)」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3fw5deS)

※ 기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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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

“코로나19 여파로 ‘20년 CO2 배출 8% 감소 전망,
‘08년 금융위기의 6배 이상”

기사일자 : 2020.04.30
기자 : Josh Gabbatiss
매체 : Carbon Brief
번역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20년

이는

전 세계

CO 2

배출량은 전년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년 금융위기 영향보다 6배 큰 것으로,

‘08

CO2

배출량 기록 사상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이하
2020)’

의

IEA)

년 글로벌 에너지 리뷰(Global

‘2020

Energy

Review

보고서는 올해 현 시점까지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한 한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의 실시간 추정치에 가까운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년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봉쇄, 통행

‘20

금지, 학교 및 기업의 운영 중단이 앞으로 몇 달 간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IEA

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가정에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 제시한

IEA

라는 수치는 카본브리프(Carbon

8%

에서 올해 4월 초 발표한

Brief)

분석 자료를 포함한 기존 예상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IEA

보고서가

기존 자료보다 더 광범위한 데이터와 최신 자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망치인

8%

감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폭을

도 미만

1.5

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탄소 배출량 감축량과 거의 같습니다.

124

그러나 파리협약에서 제시된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년간

10

매년 이와 같은 감축이 필요합니다.
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탄소 배출량 감소가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IEA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반등을 피하기
위해 청정에너지를 경기 부양책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
합니다.
전례 없는 충격
는 전쟁 또는 다른 최근 위기상황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 끼친 영향과

IEA

코로나19 사태를 비교하며,

平時 에 이러한 거시경제 충격은 처음 이라

평시(

“

)

”

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인도 내 탄소 배출량의 증가가 ‘다른 지역의 탄소
배출 감축을 크게 상쇄시켰던’

년 금융위기 때와 이번 사태를 비교하고

’08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달리 두 나라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러한 상쇄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표1】(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 (아래) 연간 변화 ※단위: GtCO2
‘20년 예상 수준은 빨간색 표시, 다른 주요 사건들은 이번 배출량 감소 규모 체감을 위한 참고용
125

코로나19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로 확산되면서 사회 모든 곳이 영향
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은 부문에 따라 다릅니다.
항공 등 여러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붕괴되었지만, 가정용 가스 난방
또는 서버 팜(Server

Farm,

서버를 한 곳에 모아놓은 시설

–

역자 주), 디지털

장비의 전력 사용은 앞으로 몇 달 간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IEA

에 따르면

감소했으며,

년

‘20

분기의 전 세계 에너지수요가 전년 동기대비

1

년 연간 총 에너지수요는 전년대비

’20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

6%

됩니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감소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나타난 양상
이며, 기존 5년간의 수요 증가를 효과적으로 상쇄시킬 것입니다.

【표2】‘90년 이후 1차 에너지수요의 연간 변화율 ※단위: %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도 함께 표기
년 탄소 배출량은 전년대비

‘20

8%

감소한

억 톤(GtCO )으로 예상되며, 석탄

306

2

사용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에 따르면 석탄 감축은 주로 전력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저렴한

IEA

천연 가스와의 경쟁 및 산업 둔화가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석탄 수요는

126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산업 부문이 재개 되면 하락폭은 조금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표3】(왼쪽) 전 세계 전체(진한색) 및 전력 부문(연한색) 수요량, (오른쪽) 석탄 수요 연간 변화량 ※단위: Mtce
‘20년 1분기 수요변화는 빨간색, ’20년 1년 동안의 변화량은 분홍색으로 표기
아래 도표는 전 세계 봉쇄 영향으로

년 1분기 동안 수송 부문 석유 수요가

’20

전례 없는 규모로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표4】전년 동기대비 ‘20년의 도로 수송(왼쪽) 및 항공편 수(오른쪽)의 변화율 ※단위: %
이는 특히 여객수송에 사용되는 연료, 즉 휘발유와 등유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편 대부분 화물수송을 위한 차량에 사용되는 디젤 수요는 강세를 유지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석유 수요는 4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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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하락에 이어 올 한해 전체

9%

수송 활동의 감소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월 유럽연합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

55%

감소했습니다.

는 연료

IEA

경제 기반 국가에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에너지효율 개선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가스 수요는 석유나 석탄에 비해 수송 부문 수요변화에 따른 영향을 덜 받
지만 여전히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 부문 가스 의존도가 높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봉쇄 기간이 더 연장된다면, 가스는 더욱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원자력은 화석연료보다 상황이 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쇄에
따른 수요 감소와 건설 중단으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이

3%

감소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과 핀란드의 원전 프로젝트들이 연기되었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앞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몇 달 간 봉쇄로 인해 전력 수요는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서비스 산업 기반 경제로 엄격한
봉쇄조치를 시행한 국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표5】봉쇄 시작일로부터의 경과일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율 ※단위: %
전면 봉쇄는 실선, 전면 봉쇄는 점선으로 표기. 날씨 보정 데이터(Weather-corrected)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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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카본브리프의 최신 분석에서 지적한대로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이 연중 에너지 수요 및 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오로지 코로나19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이 1분기에 ‘평균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였고
이로 인해 난방에 사용되는 가스량이 줄어든 것이 이번 에너지 수요 감소에
일조했습니다.
부상하는 재생에너지
년 첫 몇 달간 화석연료 사용이 급감함에 따라,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20

접근할 수 있고 수요변화에 따라 발전량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신규 풍력 및 태양광 설비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분기에
약

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그리고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카본브리프의 이전
분석 자료에서도 지난

일간 유럽 전역에서 풍력 및 태양광의 발전 비중

30

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아래 도표와 같이 봉쇄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가 감소한 전 세계
국가들의 전력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표6】주요 탄소 배출국의 ‘20년 현재까지의 에너지믹스 변화 ※단위: %
봉쇄기간은 회색 음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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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재생에너지는 봉쇄기간이나 경제회복 수준과 관계없이 올해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표6】전년대비 ‘20년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수요 변화율 전망치
재생에너지(녹색 표시)만 증가 예상 ※단위: %
아래 도표는 올 한해 제한이 점차 완화된다는 가정 하에 이번 코로나19 회복을
통해

년 석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던 저탄소 에너지원 발전량 비중이

’19

어떻게 올해

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총 전력 수요가

40%

하기는 하지만, 이 비중은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표7】전 세계 발전량 비중(‘20년 예상치 포함)
석탄(빨간색 표시) 및 저탄소 에너지원(음영 표시)
저탄소 에너지원에는 원자력(노란색 표시) 및 재생에너지(초록색 계열 색깔로 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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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소

올해 가동을 시작할 신규 프로젝트들은 전 세계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을
년 전의 2배 수준인

5

IEA

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9%

는 난방과 운송을 포함한 전체 재생에너지 소비가

년 약

‘20

1%

증가할

것으로 보며, 설사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다른 산업에 비해 회복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년 말은 미국과 중국의 신규 풍력 프로젝트가

’20

세금 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마감일이지만, 이러한 프로
젝트들의 진행상황은 현재 매우 불확실해졌습니다.
IEA

의 애널리스트 헤이미 바하르(Heymi

재생에너지가 활약할 해’로 기대를 모았던

“‘

는 최근 블로그 포스팅에서

Bahar)

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과

‘20

노동시장의 혼란으로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제조되는 태양광 패널과 비교할 때 공급망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풍력 터빈 제조 부문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분석기법과 자료 간 불일치
카본브리프가 기존에 계산한
보다 약간 낮은

8%

년 탄소 배출량 감소 규모는

‘20

IEA

전망치인

였습니다.

5.5%

카본브리프의 분석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분의

4

을 차지하는

3

개의

5

주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요소들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상세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번 보고서는

IEA

각 국가에서
없는 경우

에 제공한 자료,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 공식데이터가

IEA

IEA

자체 예상치 등 4월 중순까지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기존 카본브리프 분석보다 더욱 최근에 수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사태이고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자료일수록 그 영향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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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래
이번

IEA

보고서는 4월에 발표된

IMF

시나리오에 따라

감소한다는 예상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6%

년 전 세계

’20

가

GDP

자형 경기회복을 가정하고,

U

침체된 경기와 사회활동이 오직 점진적으로만 재개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
니다.
보고서는 이를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경기

IEA

회복이 급격한

자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V

늘어나거나 추가적인 봉쇄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회복이 늦춰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으며, 각국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IEA

부양책들이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가가 급락하고 전력 시장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는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IEA

“코로나19

위기 이후 에너지 부문은 이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

니다. 모든 하위 분야에서 수요와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에너지기업의 재무
상태는 약화되고, 종종 대차대조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시장 신호의 영향을 덜 받는 기업, 특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IEA

보유한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원격근무가 보편화되고 보건 인프라의 기능이 매우
중요해진 이 시기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와 석유 시장의
동요가 에너지안보에 끼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천 개의 병원과 의료시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문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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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가 추정한

년 탄소 배출량 감소는 작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탄소

‘20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명시된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년간 매년

10

필요한 탄소 감축량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 있는 국제기후연구센터(CICERO)의 기후경제학 선임
연구원인 로비 앤드류(Robbie
“경제활동을

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Andrew)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료약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는 보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IEA

파티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 역시 이번 보고서와 함께 발표된 성명서

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기사망과 경제적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이 역사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는 조금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탄소 배출량 반등이

’08

발생한 것과 달리, 이번 경기침체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EA

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지도자들의

Guterres)

및 여러 세계

이번 경제회복 전략의 중심에 청정에너지를 두어야 한다”는

“

목소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비 앤드류 또한

년이 탄소 배출량 감축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20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급격히 달라지면 사회적 요구 역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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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고서

세계경제포럼, 2020년
에너지전환지수(ETI) 발표(WEF)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페이스북(인포그래픽)

135

세계경제포럼(WEF),

2020년

에너지전환지수(ETI) 발표
’20.05.15(금),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세계경제포럼의 2020년 에너지전환지수(ETI Energy Transition Index)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15개국 가운데 48위, 선진국 32개국 중
31위 차지, 3년째 최하위권

*

Fostering

Effective

Energy

Transition,

WEF,

’20.5.13(수)

** 원문 바로가기 : https://www.weforum.org/reports/fostering-effective-energy-transition-2020

ㅇ 세계경제포럼은 ‘15년부터 매년 에너지전환지수를 발표, 평가기준은

‧

①시스템
성과(System performance), 에너지 시스템 구조, 자본‧투자, 법규‧정치
공약, 제도‧거버넌스, 인프라‧혁신 비즈니스 환경, 인적자본‧소비자
참여를 보는 ②에너지전환 준비도(Transition Readiness Scores)로 구성
‧

지속가능성, 에너지 안보 접근성, 경제발전 성장을 보는

[ 도표1 ]

에너 지전환 지수(ETI)

평 가기준

ㅇ 글로벌 평균 ETI 점수는 ’15년 이후 2%p 상승, 올해 55.1%를 기록하
였으며 총 94개국이 ‘15년 이후 ETI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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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은 시스템 성과 59%, 에너지전환 준비도 57%로 전체점수
조사대상

115개국

중

48위‧선진국가군(32개)

※ ‘18년 : 49위, 30위, ’19년 : 48위, 30위)

(

[ 도표2 ]

‘2 0년

에너 지전환 지수(ETI)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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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1위

기록

57.7%,

ㅇ ‘20년 상위 10개국은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
트리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순
-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싱가포르가 13위(‘19년 13위)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일본이 22위(’19년 18위) 기록. 한편 중국은 78위(‘19년 82위)

[ 도표3 ]

‘2 0년

에너 지전환 지수(ETI)

상위

10개 국

ㅇ 세계경제포럼은 “에너지 다소비 10개국 중 중국과 인도는 큰 개선을
보인 반면, 독일, 일본, 러시아, 한국은 보통 수준, 브라질, 캐나다,
이란, 미국은 정체 혹은 악화되었다”고 평가
ㅇ 세계경제포럼의 이사이자 에너지 책임자인 로베르토 보카(Roberto
Bocca)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새로운 지구 2.0(Earth 2.0)은 ”뉴 노멀
(New Normal)“이 될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근본적인 도전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협동하는 것입니다.”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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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고서

그린뉴딜 풍(風)...EU, 코로나19 대응
“녹색전환” 초점(EU 집행위원회)
활용처
이트랜스, 에투유, 관련 기고(KDI 나라경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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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風...EU, 코로나19 대응 "녹색전환" 초점
‘20.06.02(화),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U집행위, 7,500억 유로(약 1,0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계획안 발표(5.27)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Europe’s moment : Repair and Prepare
for the Next Generation」 (https://bit.ly/2M3p9YX)

ㅇ 유럽연합 출범 이래 최대 규모 예산으로, 이중 3분의
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5,000

에 해당하는

2

억 유로는 대출로 지급

2,500

* EU 자체 자원 한도를 일시적으로 국민총생산의 2%로 늘려 예산을 조달하고, 향후
탄소국경세, 플라스틱 및 디지털 세금 등 새로운 수입원 통해 상환 예정

□ 이번 계획의 초점은 “녹색전환 및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있으며,
계획안에 ’그린딜‘ 포함

ㅇ 모든 지원은 녹색전환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는 녹색 조건이 붙으며,
예산의

가 기후친화적인 지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25%

ㅇ 경제회복을 위한 공공투자는 기존

피해를 끼치지 않음)”

“do no harm(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 화석연료와 원전은 지원에서 배제

※ 주요내용
① 건물 및 인프라의 대규모 혁신

과 순환경제 투자 확대

(renovation wave)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
- “’30년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 시, GDP의 1%를 추가할 수 있고 새로운
녹색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

② 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유럽의 청정 수소 경제 착수
③ 청정 운송 및 물류
,

-

전기자동차 충전소

-

강화
재교육을 돕고 기업이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④ 공정전환펀드

만개 설치, 청정 모빌리티 구현

100

(Just Transition Fund)

※ 붙임

: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번역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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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번역본

* 원문 : European Commission, 「Europe’s moment : Repair and prepare for the next
generation」(‘20.05.2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940)

오늘

EU

집행위원회는 주요 경제회복 계획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합

니다. 그 과정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모든 회원국에게 공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개선된 장기적

EU

새로운 회복책으로

EU)’

‘

차세대

EU(Next

Generation

예산을 포함한
를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유럽의 경제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우선
시하기 위한 ‘업무 프로그램 조정 계획(Adjusted Work Programme for
2020)’

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는 보건 및 복지 시스템, 사회와 경제, 우리가 생활하고 협력
하는 방식을 시험하며 유럽과 세계를 뒤흔들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고, 유럽연합을 복구하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번영
할 수 있는 회복을 구축하기 위해

EU

것을 제안합니다.

7,500

강화된 장기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EU

예산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할

억 유로의 차세대

와

EU

EU

년부터

’21

는 총

1

조

‘27

8,500

년까지의

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U

이번 회복 계획은 복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

투자로서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을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 유럽
그린 딜과 디지털 전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것입니
다.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우리 환경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
이 유럽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부응하는 ’행동하
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차세대
해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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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우리는 야심찬

EU

예산을 담당하는 요하네스 한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U

우리의 공동 예산은 유럽 경제회복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차세대

“

와 강화된

‘21

년~’27년도

장기예산안(Multiannual

EU

EU

Financial Framework,

의 추가적인 화력은 회원국과 경제를 지원하는 연대의 힘을 보여

MFF)

줄 것입니다. 함께, 유럽은 더욱 경쟁력 있고 회복탄력적이며 강력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로쉬 쉐프초비치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U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현실을

“

반영한 개정된 업무 프로그램은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럽연합
을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회복으로 향하는 경로에
안착시킴으로써 이번 위기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임을 보여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예산은 국가적 노력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정한 사회경제적 회복,

EU

場

유럽연합의 복구 및 활성화, 공평한 경쟁의 장(

)

보장, (특히 유럽의

미래 영속성과 회복탄력성에 주요한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긴급 투자

지원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자체 자원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국민총생산의

EU

신용등급을 인정받아 차세대
니다. 이 추가 자금은

EU

를 위한

EU

2%

로 늘려 높은

억 유로를 조달할 것입

7,500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될 것이며, 미래

EU

예산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28년~’58년) 상환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자체 자원책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가장
중대한 요구에 빠르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추가적인
억 유로가

115

’20

년에 바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년도 장기예산안(MFF)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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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

‘14

‘

차세대

기금은 3가지 주요 축에 투자될 것입니다.

EU’

① 투자와 개혁을 통한 회원국 지원
-

5,600

억 유로의

Resilience

Facility)’

‘

신규 복구‧회복 퍼실리티(new

Recovery

and

를 통해 투자와 개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공.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 국가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Semester,

의

우선순위와

EU

연결됨.

이는

유럽학기(European

예산 편성과정을 뜻함 – 역자 주) 제도에 포함됨. 최대

EU

억 유로가 보조금의 형태로,

3,100

억 유로는 대출로 지급,

2,500

모든 회원국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회복 필요성이 큰 곳에 집중될 것
-

새로운

REACT-EU

이니셔티브에 따라 현재부터

의 결속정책 프로그램(cohesion
해소 정책 – 역자 주)에

550

policy,

‘22

년까지 현재

유럽공동체 내부의 지역 간 격차

억 유로 사용, 회원국의 상대적 번영

수준과 청년 실업률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정
-

각국의 기후중립을 위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정전환펀드
(Just

-

Transition

Fund)

를

400

억 유로로 강화하는 것을 제안

농촌지역개발기금(European
EAFRD)

을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억 유로 보강, 유럽 그린딜에 따라 지방에서 필요한

150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생물다양성 및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ies,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략 – 역자 주)

과 일치하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146

②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

EU

경제 활성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국가, 지역, 부문의 유망한 유럽 기업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상환능력 지원 수단(Solvency
을 통해 민간자본을 동원. 본 제도는
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어

310

Support Instrument)’

년부터 운영이 될 수 있으며,

‘20

억 유로가 모든 경제 분야의 기업

3,000

·

의 상환능력을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하여 모든 기업들이 청정 디지털

·

화 회복력 있는 미래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의 주요 투자 프로그램인
높여

-

EU

억 유로 수준으로

153

전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동원
에 새로운

InvestEU
Facility)’

를

InvestEU

‘

전략적 투자 퍼실리티(Strategic

Investment

를 구축, (특히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 내수 시장의 핵심 가치

사슬과 관련된) 전략적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

억 유로의 투자를 창출하고자 함. 차세대

1,500

기금으로부터

EU

억 유로가 지원될 것

150

③ 이번 위기의 교훈을 해결
-

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는 새로운 보건 프로그램

94

를

EU4Health

통해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고 보건안보 강화
-

EU

시민보호기구(Civil

Protection

의

Mechanism)

시민들을 재난과

rescEU(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제도 – 역자 주)에

20

억 유로를

보강, 미래 위기에 더욱 빠르게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강화
-

Horizon

의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 – 역자 주)을 위해

Europe(EU

억

944

유로를 보강, 보건, 회복탄력성,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연구에 사용될 것
147

-

억 유로를 추가로 분배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원조 등 유럽의

165

글로벌 파트너 지원
다른

-

EU

프로그램들도 회복 필요성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미래의 재정 체계를 맞추기 위해 강화될 것이며, 예산의 유연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수단도 함께 강화될 것
회복을 위한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고,

가 미래를 위해 경제를

EU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추기 위해서는
에서

년~’27년

‘21

EU

예산안과 차세대

월까지 유럽이사회

7

에 대한 빠른 정치적 합의

EU

에 도달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정책적 기초사항
경제 재개는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위기로 인한 단기적 손실을 복구하는 과정
에서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차세대

EU

의 모든 자금은 조정된

EU

장기 예산안의

EU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됩니다.

EU 경제회복 전략으로서의 유럽 그린딜
-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물과 인프라의 대규모 혁신과 순환경제

-

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유럽의 청정 수소 경제 착수

-

전기차 충전소

만개 설치 및 철도 수송 확대, 청정 모빌리티

100

구현을 포함하는 청정 운송 및 물류

148

-

재교육을 돕고 기업이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공정전환펀드(Just

Transition

Fund)

강화

유럽연합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
- 5G

-

네트워크의 빠른 구축 등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투자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슈퍼컴퓨팅 및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전략
적 부문에 더 강력한 산업적 기술적 강화

-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데이터 경제 구축

-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향상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회복
-

노동자와
(European

기업을

지원하기

Unemployment

위해

Reinsurance

단기

Scheme,

유럽실업재보험제도
SURE)

를 통해

억

1,000

유로 지원
-

산업인력정책(Skills

Agenda

for

Europe)

및 디지털 교육 액션플랜을

통해 유럽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
-

공정한 최저임금제도와 구속력있는 임금 투명성 조치로 여성과
같은 취약 근로자를 지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탈세와의 싸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국의 수입 창출에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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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고서

G20 기업 임원 대상 에너지전환
설문조사 결과(Ashurst)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에너지경제신문 보도(7.1, 인기기사로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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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기업 임원 대상 에너지전환 설문조사 결과
‘20.06.25(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일러두기

☞ 본 자료는 국제로펌 애셔스트(Ashurst)의「Powering Change : Energy in Transition」
(’20년 5월 발표)의 주요내용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 애셔스트와 공동 검수
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19년 4분기 G20 국가 총 2,090명의 기업 임원들 대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및 투자전략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it.ly/3crmC5A)

※ 주요내용
☞ 응답자의
-

에너지전환은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답변

78%, “

국가별로는 인도가 1위, 한국이 멕시코와 공동 2위,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 3위
응답자의

94%,

자신이 속한 기업이 향후 5년간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

으로 예상하며 평균 증가율은 달러 기준 43%에 달할 것이라고 답함

☞ 현재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가 확정된 재생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태양광이며, 뒤이어 육상풍력과 수력임.

☞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

선호도를 보인 에너지저장, 스마트미터, 전기차와 같은 탈탄소 기술이 에너지전환 위해
주요한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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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및 개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4분의

1

이상을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충당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에

‘50

조 달러(약 135,333조 원)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110

이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

흐름을 따라가는 동시에 주주에게 수익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업들이 보다 기후긍정적인(climate-positive)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가장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의 동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투자전략과 지역동향을 중심으로

에 속하는 기업들이

G20

어떻게 재생에너지 및 기타 탈탄소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투자자들의 저항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원래 이러한 변화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래의 기술과 각 부문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며, 이는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및
규제적 동인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 설문조사 개요
- G20에 속하는 국가 총 2,090명의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19년 4분기
온라인 설문조사(각국 언어로 진행)를 시행함
- 응답자가 속한 기업의 평균 글로벌 매출은 150억 달러(약 18조 4,500억 원),
매출 총합은 약 30조 달러(약 36,900조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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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
1

ㅇ 에너지전환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음
ㅇ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저장’ 순
ㅇ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에너지전환에 대해 제시된

가지 의미 중 3가지

12

이상을 선택,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
ㅇ 그러나 에너지전환의 의미에 대해 업계 참여자들 간 혼란이 발생한다면
거시적 수준에서는 통합적인 글로벌 대응, 미시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효과적인 에너지전환 전략 개발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
ㅇ 이번 보고서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 경제활동의 점진적인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및 산업 시스템의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

‘

[도표1] 에너지전환에 대한 해석(%, 중복 응답 가능)
155

□ 사회적 압력
2

ㅇ 기업들은 투자자, 주주,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에너지전환에
투자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음
ㅇ 특히 가장 큰 압력은 ‘정부’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가

87%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극심하게

“

(extreme)

또는 상당히(significant)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답함

[도표2] 에너지전환을 촉구하는 사회적 압력(주체별)
ㅇ

G20

국가 대부분의 경영진이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있고, 에너지전환을

전략적 성장을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 오직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를 전략적 성장을 위한 핵심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터키와 남아프리카가 낮은 인식을
보여줌
ㅇ 응답자의

가 자신이 속한 기업이 향후 5년간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를

94%

늘릴 것으로 예상하며 평균 증가율은 달러 기준 43%에 달할 것이라고 답함
ㅇ 이 밖에도 에너지 보안, 대중의 기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니즈 등이 종합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
ㅇ 세계적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및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일본

공적연금(GPIF)은 기업들이 기후위기를 전략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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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국 모든 조직은 넷 제로 달성에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전환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년대 이후의

’20

성장을 이끌어갈 것

□ 에너지전환과 기업의 성장
3

ㅇ 응답자의

가 에너지전환은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답변(매출 5천만

78%

‧

달러(약

619

기업은

71%),

억) 임직원 수

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50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

86%,

이보다 작은 규모의

에 그침. 이는 에너지전환의

1%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

[도표3] 에너지전환은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답변의 국가별 비중(한국이 공동 2위)

□ 에너지전환의 장애물
3

ㅇ 에너지전환 투자의 장애물로 ‘거래비용’, ‘정부 지원 부족’, ‘기술적 리스크’가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인프라 부족’이 바로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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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 에너지전환의 장애물(%, 중복 응답 가능)
ㅇ 이 질문은 특히 지역에 따라 답변의 양상이 달라지는 특징을 보임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BRIC) 국가 응답자는 장애물을 여러 개
고른 반면,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한국 응답자들은 장애물을 가장 적게
고름. 이는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고, 브릭(Bric)
국가에서는 에너지전환이 다른 정치적 안건의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음
기술적 리스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BRIC) 국가의 투자자

- ’

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아태 지역 및 라틴 아메리카가 그 뒤를 이은
반면, 북미 및 서유럽 국가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에 오름. 이는 북미와
서유럽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탈탄소 기술의 상대적 성숙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상업적 인센티브/경제적 이득 부족’은 독일, 일본, 영국에서 가장 많이

‘

선택되었으며, ‘정부 지원 부족’은 독일, 이탈리아, 호주에서 주요 장애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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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분야
4

[도표5] 에너지전환 기술 성숙도 매트릭스(기술별 현재 및 미래 투자 수준)
ㅇ 위 도표는 설문조사 답변을 기준으로 기술별 현재와 미래의 투자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경향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꾸준히 유망한 기술(insatiable

Technology)’

‧

로 분류하였으며, 태양광, 수력, 전기차, 스마트 미터, 수소,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이 여기에 포함됨

(CCUS)

ㅇ 예상과 달리 이번 설문조사에서 육상풍력, 폐기물 에너지가 낮은 수준의
관심을 받았으나, 이 분야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투자 증가
혹은 적어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G20

외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
5

ㅇ 가장 큰 관심은 태양광 : 응답자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가
확정된 재생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태양광’이며 그 다음
육상풍력’,

‘

수력’임. 현재 수력은 세계 설비용량이 풍력과 태양광을

‘

합친 수준인

에 달해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1,30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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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은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속도가 비교적 빠르며 수력발전
과 같은 지리적 제한도 없으므로 투자가 보다 용이함.
태양광은 중국, 인도, 멕시코를 포함한 총
있거나 확정된 계획이 있는 에너지원

개 국가에서 현재 투자하고

12

위로 나타났으며, 다른

1

개국

4

에서는 2위를 차지. 육상풍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수력은 독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터키에서 선두 혹은
공동 1위를 기록함
지난

년간 태양광 패널 가격의 급등과 공급 부족을 야기한 중미

2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은 저렴한 가격과 예측 가능한
산출량을 기반으로 지난 2년간 경쟁력을 강화함
또한 향후 5년간 투자를 검토해보겠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태양광과
수력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임. 최종적으로(현재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가 확정되었다는 응답과 향후 5년간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모두 포함

–

역자 주), 응답자의

가 태양광,

74%

가 수력에 대한 투자를

67%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또한 모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55%

이상으로 나타나,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보여줌

[도표6] 재생에너지원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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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상하는 육상풍력의 가치 : 육상풍력은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섰지만,
여전히 정치 및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함. 독일과 인도의 육상풍력 산업은
지난 3년간 경쟁 입찰을 도입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은 반면, 미국은 중요한
세금공제를 연장함에 따라 올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영국의 육상풍력
산업 역시 보조금과 정부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긍정적인
신호로 영국 정부가
Difference)

년 예정되어 있는

’21

발전차액계약,

CfD(

Contracts

for

할당 라운드에 육상풍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는 육상풍력 시장이 등락이 빠르며, 글로벌 관점을 갖고 신흥시장 리스크를
개의치 않는 투자자에게는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줌.
이번 조사에 따르면

G20

국가 중 라틴아메리카(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가

높은 수준의 확정된 육상풍력 투자 계획을 갖고 있음. 아르헨티나의 경우
육상풍력 투자의

가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90%

investment,

해외 자본이

– 역자 주 인 반면 브라질과

대상국에 생산 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투자

멕시코는 그린필드 투자와 브라운필드 투자(brownfield
대상국의 기업이나 시설을 사들이거나 합작하는 방식의 투자

)

해외 자본이

investment,

– 역자 주 가 균형을
)

이루고 있음.
또한 육상풍력 투자에 대한 응답은 주요 아시안 국가(중국, 인도, 일본)와
프랑스, 독일에서도 주로 나왔음. 일부 육상풍력 시장이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임. 이는 육상풍력 발전이 정착되고
입증된 재생에너지원임을 반영
ㅇ 해상풍력 투자로 향하는 신흥시장

:

지난 2년간, 유럽의 주요 전력사와

투자자들은 해상풍력을 중국, 대만, 미국, 유럽의 새로운 지역(발트해 등)으로
확장시켜왔음. 부유식 해상풍력의 상업화는 해상풍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많은 응답자들이 해상풍력에 관심을 가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임원들의 36%가 현재 해상풍력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는
각각

가 해상풍력을 향후 5년간 활용하거나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

40%, 34%

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답함. 인도와 중국의 응답률 역시 44%,
161

를 기록하여

33%

강한 관심을 보여줌. 그 다음으로 해상풍력에 투자하고자 하는 응답자가 많았
던 지역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아시아임.
북미 연안 해상 풍력 투자에 가장 관심이 있는 기업은 멕시코, 캐나다와
브라질에서 나왔고 미국은 4번째를 차지함. 서유럽 기업들 역시 북미에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로 유럽 대륙이나 영국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음. 이는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 관심도는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과
가까운 시장을 선호함을 보여줌
ㅇ 폐기물 에너지

연구에 따르면 폐기물 에너지 기술에 대한 관심이

: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는 폐기물 연소를 통해 전기, 열,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기술(폐기물 소각열(waste

incineration),

가스화(gasification),

열분해

과 폐기물 부산물(주로 매립지 가스)에서 전기, 열 등을 생산

(pyrolysis))

하는 기술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주임
폐기물 에너지 기술의 보급은 기후위기에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

있음. 첫째, 시각 후각적 악영향 외에도 생물학적 분해로 인해 유해가
스 및 액체를 방출할 수 있는 매립지의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 둘째, 대부분의 현대화된 폐기물 에너지시설이 정교한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flue

을 갖추고 있어 ‘기저’ 에너지 발전

gas treatment system)

기술로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 기반 전기 및 열

‧ ‧

발전(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사용하여 관련 배출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폐기물 에너지는 특히 인도, 중국, 러시아 임원들의 주요 관심사이며,
이는 해당 국가의 쓰레기 매립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영국
(41%),

미국(40%) 등 더욱 성숙한 재생에너지 시장의 경영진들도 이

기술에 투자하거나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폐기물 에너지는(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성숙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만이 현재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미래

30%

가 기대되는 기술”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임(원 저자와 확인한
결과, 원 저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폐기물 에너지가 현재와 미래 투자 수준이 모
두 낮아 “제한적인 기술”로 분류되긴 하였지만 향후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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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가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를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현재 투자 수준은 낮지만 미래 투

– 역자 주 향후

자 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

는 답변이

25%

)

년 내 폐기물 에너지에 투자하겠다

5

나온 것을 고려할 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경

험상 덜 성숙한 재생에너지 시장의 경우 올바른 환경, 재무, 법적 동인이 우
선되어야 함

□ 탈탄소 기술
6

ㅇ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

‧

에너지저장 스마트 미터 전기 자동차와 같은 탈탄소 기술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주요한 역할 할 것

[도표7] 탈탄소 기술별 선호도
ㅇ 가장 많이 선호되는 “에너지저장”

:

배터리 및 기타 에너지 저장 기술은

오랫동안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을 해결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정보

– 역자 주 로 여겨져 왔음
)’

link,

전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저탄소 포트폴리오에 ‘에너지저장’을
추가함.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현재 에너지저장에
투자하고 있거나 확정된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여 모든 탈탄소
기술 중 1순위를 차지,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에너지저장의 역할은
충분히 잘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대부분의 탈탄소 기술들은 여전히 그 역할을
정립 중인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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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에 투자 중이거나 확정된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인도에서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와 중국이었음. 이는 인도와
아르헨티나의 전력망 불안정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였음.
한편 에너지저장에 향후 5년 내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였으며,

19%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터키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전반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의 임원들이 자신의 국가가 에너지
저장 기술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가장 확신했으며, 영국, 사우디아라
비아, 프랑스의 경영진은 그 신뢰도가 가장 낮았음
ㅇ ”저탄소 수송혁명“은 현재 진행 중
탈탄소 기술은 전기차로, 응답자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고

:

두 번째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가 현재 투자 중이거나 확정된 투자

43%

가 향후 5년 내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함.

25%

이는 현재 전기차의 낮은 보급률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력 발전 부문의 발자취를 따라 운송 부문에서 급격한
탈탄소 혁명이 진행될 것임을 보여줌. 이는 전기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또한 자동차 배터리는 전력망에 연계되거나 충전 시 에너지 저장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전기차의 글로벌 성장은 향후

년 동안 가속화되어 상승곡선을 그릴 것

10

으로 전망. 그러나 충전소 인프라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는
전기차로 갈아타지 않는 반면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전기차
운전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충전소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마디로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위해 인센티브를 구성하는 동시에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대부분의 경영진이 자신의 국가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아태지역과 라틴아메리카, 북미에서 그 비율이 높았음.
인도 경영진의

가 국가가 전기차 혁명에 대해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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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고, 멕시코(54%)와 인도네시아(47%)가 그 뒤를 이었음. 그러나 이는 부분
적으로 해당 국가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덜 야심찬 목표를 세웠기 때문
일 수 있음
ㅇ 기업은 단순하고 입증된 기술을 선호
84%,

서유럽에서

:

아태지역과 라틴아메리카에서

가 ”전략적 성장을 위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가

82%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이 ‘자본’이 어디로 투자되는지를 살펴볼
가치가 있음. 조사결과 현재 투자 중이거나 확정된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탈탄소 기술은 에너지저장, 전기차, 스마트 미터였
으며 수소와 전력 거래(energy

도 높은 편이었지만, 위 분야보다는

trading)

낮았음. 이는 수소와 전력거래가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고
기업 임원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탈탄소 기술 및
재생에너지 분야 모두 응답자들은 ”입증된” 기술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여줌
ㅇ 분산에너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술에 대한 관심 폭넓게 나타나
탈탄소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 ‧

63~67%

:

대부분의

가량의 임원들이 에너지저장,

탄소포집 저장 활용(CCUS), 전력 거래 시스템, 수소, 전기차, 스마트 미터와 같은
기술에 대해 현재 투자 중이거나 확정된 투자 계획을 갖고 있거나 향후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시장이 에너지전환의 추진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추세에서 유일하게 벗어나는 것이 분산 에너지 시스템(48%)으로, 에너지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커뮤니티 수준에서 설치됨을 고려할 때 크게 놀라운 결과
는 아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좀더 ‘지역’ 수준으로
배치되는 에너지 솔루션을 의미하며 지역 열병합발전(CHP), 지역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력소로부터 최종 에너지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온수나 스팀
형태 저탄소 열을 포함함. 이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기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인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
있음. 그러나

G20

외에 전력망 안정성과 가용성이 더 중요한 이슈인 지역이나

다른 투자자 그룹(보다 소규모 투자를 관리하는 그룹 등)에게는 큰 관심사일 수 있음
더욱이, 지역에 따라 기회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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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과 같은 국가와 비교하면) 현재 지역 난방 네트워크의 역할이 크지 않지만

(

영국 정부의 난방 부문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음
ㅇ 추진력 얻게 된 수소

:

최근까지도 다른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던 수소는 여전히 초기단계의 기술이지만 추진력을 얻고 있음.
수소는 탈탄소 하기 어려운 많은 부문에서 천연가스를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전해조(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

‧ ‧

– 역자 주

),

연료전지,

탄소포집 저장 활용(CCUS) 기술을 통한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의 경제’ 필요

‧ ‧

영국을 예로 들면 청정 수소가 난방 부문 및 다른 가정 상업 산업용 분야에서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스 송배전 네트워크와 가스 기기를 변화
시켜야 함. 따라서 산업 부문은 청정 수소 개발을 위해 필요한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공하기를 촉구해왔음

166

16
보고서

덴마크 해상풍력 관련 보고서 주요내용
(덴마크 에너지청)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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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에너지청 해상풍력발전
관련 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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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해상풍력발전 개발」요약본
서문

.

,

,

25

.
.

2015
,
11

18

2016

Kriegers Flak
.
,
.

요점
▶ 투자자들에게 예비조사를 제공하면 해상풍력의 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실제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전에 입지에 대해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
다.
▶ 만일 투자자가 단지에서 전력 생산이 시작된 직후 계통 연계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 있다면 해상풍력의 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 투자자, 기획자, 계약자, 사업권 소유자를 위해 정부와의 주요 접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샵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 투자자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예비조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투자자와 개발자들에게 선정된 지역에 대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가격이
산출되는 시점과 하도급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근접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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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풍력발전의 역사와 배경
1970

22kW

80

55, 75, 95kW

,

.

80

.
164m
6,200

9MW

.

2001
500kW

.

.
1,000
2000

2,500MW

2016

5,000MW

2

.

1980

.

1990

1.9%

. 1999

10%, 2008
*

. 2015

19.1%

(wind penetration)

42%

.

2020
1,350MW,

50%

880
8

7

(
)

. 2015

16

)

,

480

.

시민 참여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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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1994
. 1995

,
.
,
.
.
2008

2

21

(Energy

Policy

Agreement)
.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1991

Vindeby

11×450kW
.
,

Horns Rev I(

160MW)

Middlegrund

Nysted(

165MW)

.

Samso
.

1,300MW
,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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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2016년 말 기준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단지>
단지명

설립 년도

터빈 개수

전체 용량

11

5MW

**

Vindeby

1991

Tuno Knob

1995

10

5MW

Middlegrunden

2001

20

40MW

Horns Rev 1

2002

80

160MW

Samso

2003

10

23MW

Ronland

2003

8

17MW

Rederikshavn

2003

3

8MW

Nysted

2003

72

165MW

Horns Rev 2

2009

91

209MW

2009/2010

3

11MW

Sprogo

2009

7

21MW

Rodsand 2

2010

90

207MW

Anholt

2012

Avedore Holme

Horns Rev 3
Nearshore
(2개 프로젝트)
Kriegers Flak

111

400MW

2020

*

49

406.7MW

2019

*

NA

350MW

2021

*

NA

600MW

Horns Rev II

DONG Energy

(full load hours)
95 )

10TWh

0.52
E.On AB

10TWh

0.63

. Anholt
20TWh

1.05

/kWh(

Vattenfall
.

5

/kWh(

115 )

5
191 )

400MW

.

Horns Rev III

20TWh
)

/kWh(

.

. Rosland II

2015

5

0.77

/kWh(

Anholt

140

,
.

2016

2

.

350MW

. Vattenfall
0.475

/kWh(

2

86 )
173

.

17.5TWh

0.70

/kWh(

127 )

.
2016

600MW Kriegers Flak

. Vattenfall

30TWh

0.372

.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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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

68 )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성과 및 요금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

.
1985
.
175

.
Horns Rev 1
,

Nysted

.

,

(

,

)

.

.
.

,

.
.
.

해양 구역 계획
,
.
.
.
.
.
1995

.
,

,

·

,

,
.

,
.

176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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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자원 지도
1980
. 1999
.
.

(TSO)
.

요점
▶ 해상풍력 입지 선정 전에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필요함
▶ 해상풍력 입지를 물색할 때 풍황, 수심, 계통 연계 옵션, 해저 환경, 해양생물 등을 고려해야 함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을 위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관계당국과 상의해야 함. 이 경우
대체로 절충안이 만들어짐.
▶ 계획 단계에서 최소한의 경쟁 상대(선박 루트,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어업 지역, 자원 등)를 고
려할 것
▶ 바다를 활용하는 모든 정부 단체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야 함. 그래야 모든 입지 선정 과
정에 관련 부처들이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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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과정
배경
.
.
4
,

.
“

(one-stop shop)"
4

.
.

1.
2.

(
)

3. 25

(

)

4.
항소
.
.
One-stop Sh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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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입찰
2020
.

2

2020

50%

.
1,350MW

.
.
.

.

.

.
Horns Rev 3

Krieger's Flak

.

10m
4

.
(f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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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그리드와 전력 시장
해상풍력의 그리드 연계
,

,

,

.

.
.

도표 3 : 덴마크 전력 계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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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해상풍력의 경제성
덴마크 해상풍력의 거시 경제 추진력
.

5
.
.

·

(

·

)

·
·

,

·
·

(>7,300km),
FIT
.

(PSO)

.

2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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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 덴마크 공익서비스비용. 공익서비스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을 포함

5

.
.
.
.

.

.
,

. 2017
,
.

.

도표 5 : 세금을 포함한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 (2016). 출처 : HEPI - Energie Control Austri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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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asaETT Ltd.

도표 6 : 가정용 전기요금 세부 요소(2016년 12월 평균). 출처 : HEPI - Energie Control Austria
and VaasaETT Ltd.

투자 여건

.
.
·

,

·
·
·

,

,

,

.

.
,

184

.

.

,

.

왜 덴마크에 해상풍력인가?
덴마크는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가장 경험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덴마크의 입찰 과정은 아래의
요소에 기반하기 때문에 덴마크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위험을 줄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든다.
▶ 덴마크 법안에 의해 생산된 고정 전력량에 대한 고정 결산일 가격이 확보됨. 이는 정기적이고 예
측 가능한 수입원이 됨.
▶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부터 입찰을 모으기까지의 과정은 해상풍력 입지 활용에 대한 권한에
대한 합의서를 확보함.
▶ 입찰 참가 전 부지에 대한 완전히 입증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가능한 계통 솔루션
이 나올 것임. 환경영향평가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기반하여 작성되며 추후 특정 프로젝트에 대
한 추가 평가가 필요 없어짐.
▶ 입찰 신청 전 풍력·파력·조류에 대한 예비조사의 결과가 공개되어 입찰 참가자들은 정보에 기반
하여 입찰가를 제시할 수 있게 됨.
▶ 입찰 신청 전 지질학적 환경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가 공개됨.
▶ 덴마크 에너지청은 허가와 관련된 “단일 창구(one-stop shop)"로 기능함. 덴마크 에너지청은 허
가와 관련된 모든 관계 기관과 협력함.
▶ 송전망운영자(TSO)가 제공하는 시장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력 시장이 조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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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국제적 가격 기록 달성
보고서 일자 : 2016.12

2016년 11월에 결정된 발틱 해안에 위치한 6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입찰가는 지금까지 해상풍력발전
의 가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가격 기록은 해상풍력발전의 향후 시장 경쟁력을 점지한다.
배경
덴마크 최초의 해상풍력 단지는 1991년에 준공되었으

최초의 정부의 입찰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신규 해

며 이후 기술은 급격히 발달하였다. 그 예로 터빈의

상풍력발전단지를 설립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을 실현

규격 용량이 1991년 450kW에서 오늘날 8MW로 20배

하기 위함이었다. 보편적인 정부의 입찰 과정에서 덴

가량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마크 에너지청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특정

덴마크 에너지당국(Danish Energy Authorities)은 진작

규모의 해상풍력 터빈 프로젝트(예를 들어 600MW)의

부터 구조화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5년의 덴

입찰을 공표한다.

마크 해상풍력발전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이후 해상
풍력 건설이 지정된 구역을 표기한 지도가 정기적으로

덴마크의 독립 송전망운영자(TSO) Energinet.dk社는 환

업데이트 되어왔다.

경영향평가를 담당한다. 입찰 모집 전 계획 단계에서
지구물리학적 조사와 지질공학적 조사도 진행된다. 지

지원 체계

역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입지에 대

2004년부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두 단계에 걸

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 투자자들에게 경매 가격 제시

친 개방형 입찰 과정을 거쳤다. 풍력발전단지는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가이드가 된다.

적인 입찰 과정에 의해 준공되었고, 5만 전체가동시간

이러한 초기 단계들은 허가 과정의 기간과 불확실성을

(full load hours)에 대한 키로와트시 당 전력 생산 비용

줄이기 위함이며 참가자들에게 실질적 비용에 기반한

은 FIT에 반영되었다.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예비 응
186

찰자들에게 높은 투자 안정성과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

보상 기준은 가격으로 그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 – 재단 역)을 제공한다.

만든다. 그러므로 풍력발전 건설 낙찰자는 낙찰 가격
을 5만 전체가동시간(full load hours)에 대해 가격/kWh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덴마크 에너지청은 응찰자들

의 고정가격을 보장 받는다(약 12~15년). 이후 이들은

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

현물 시장 가격을 받는다. 덴마크는 대게 현물 가격이

도록 하는데 전체가동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일정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는 연간 단 몇 시간인데 이

용량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정 FIT 형태로 제시하

시간에 대한 지원은 없다.

도록 한다. 낙찰가는 프로젝트 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입찰의 결과는 프로젝트의 지역, 입지의 풍황, 당시 시

진행되 경매와 결정된 가격

장의 경쟁적 상황 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입찰에 제

아래는 낙찰가에서 계통 연계비를 제외한 가격에 대한

공되는 지역은 공간에 대한 계획 단계에 결정된 입지

요약표이다. 가장 최근에 결정된 가격인 Kriegers falk

들이다. 다른 정부 기관들이 신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에서의 비용은 국제적으로 낮은 가격의 신기록이었으

입지 지정과 최종 보고서 허가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며 계통 연결 비용을 포함해도 여전히 낮다. 만일 입

기관들은 입지 확보에 전념하게 된다. 이는 다시 투자

찰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Kriegers Flak에 계통 연

자 안정성과 입지에 대한 사전 이해를 높인다.

결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했다면 최초 12~25년
에 대한 가격은 약 10외르(한화 약 17.7원)/kWh 올랐

해상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는 입찰 과

을 것이다.

정이 끝나기 이전에 미리 발표가 된다. 사전 조사의
비용은 추후에 풍력단지 사업권 소유자가 되갚을 것이
다. 또한 관련 비용은 풍력발전단지 입찰이 시작되기

보다 많은 세계 가격 기록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

한참 전에 공개된다. 정부 입찰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인 가능 :

에 Energinet.dk社는 변전소와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ens.dk/en/press

육지로 전력을 끌어오는 수중 케이블에 자금을 대고,
건설하고, 소유와 유지를 도맡는다.
지원 과정을 신속하고 비관료주의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 기업들과 사업권 계약을 부여 받은 컨소시엄은 모
든 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덴마크 에너지청을 단일 접
점으로 활용한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허가를 내주고,
다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는 덴마크 에너
지청이 내주는 허가는 다른 기관들(덴마크 해양청, 연
안청, 문화청, 국방부 등)과 연계된 조건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한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경매 일자

Horns Rev 2

2005년 2월

Rødsand 2

2008년 4월

Anholt

2010년 4월

Horns Rev 3

2015년 2월

Kriegers Flak

2015년 11월

낙찰가

낙찰가

일반가

고정 2016 가격

209MW

51,8 øre/kWh

64 øre/kWh

(터빈=2.3MW)

8,6 US c/kWh

9,6 US c/kWh

207MW

62,9 øre/kWh

70,6 øre/kWh

(터빈=2.3MW)

12,3 US c/kWh

10,6 US c/kWh

400MW

105,1 øre/kWh

113,6 øre/kWh

(터빈=3.6MW)

18,7 US c/kWh

17 US c/kWh

400MW

77 øre/kWh

78,2 øre/kWh

(터빈=8MW)

11,4 US c/kWh

11,7 US c/kWh

600MW

37,2 øre/kWh

37,2 øre/kWh

(터빈>8MW)

5,6 US c/kWh

5,6 US c/kWh

단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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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해상풍력발전 국제적 가격 기록 달성」요약
2016

11

600MW

배경
1991
.

1991

450kW

2016

8MW

20

.

지원 체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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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덴마크 해상풍력발전과 어업
보고서 일자 : 2018.12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은 해당 지역 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 체계를 확립할 필요
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사업개발자들은 지역 어부들과 상의해야 하며, 예측되는 수입 손실에 대해 피해 완화 조
치나 금전적 보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문서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예측이 환경영향평가 당시 시작되었고,
입지 배치가 확정될 즈음 마무리되었다.
법률 체계
덴마크 어업 법은 ‘해저케이블 보호 구역’에 적용된

저 케이블 통로를 포함한 풍력발전단지 지역

다. 즉 모든 풍력발전단지 지역과 해저 케이블을 따

을 포함한다. 일부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송전

라 형성된 200m의 완충 지대를 뜻함

사업자인 Energinet.dk가 해저 케이블을 설치
하고 영향을 받은 어업인들과 보상 합의를 다

어업 법에 의하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어업을 하

룬다. 보상 액수가 결정되면 사업권 보유자가

던 모든 어부들은 수입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한다. 사업개발자들은 피해를 본 모든 어부와 보상

3.

건설 기간 어업에 미친 영향과 영구적 손실에

에 관하여 협상해야 하며 모든 어부들과 합의를 봐

관련된 보상 문제 그리고 보상 가능 금액에

야만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전력 생산을 허가 받을

대한 결정은 가능한 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

수 있다.

설이 시작되기 이전에 끝나야 한다.

사업개발자(사업권 보유자)에 부여된 건설 허가는 아

영향 평가

래의 조건을 명시한다.

상업적 어업에 대한 영향 평가는 사전에 결정된 해상

1.

2.

사업권 보유자는 상업적 어업에 필요 이상으

풍력발전 입지의 환경영향평가(EIA)의 일부분으로 준비

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건설 행위를 조율하려

가 된다. 덴마크 모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입찰 과

는 입장을 취하고 관련된 상업적 어부들과 반

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

드시 연락을 해야 한다.

를 포함한 프로젝트 엔벨로프(로치데일 엔벨로프: 환경

사업권 보유자는 어업 법 하에 문서화된 손실

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이 확실

에 대한 보상에 관해 협상하려는 입장을 취하

하지 않을 때 약속된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 내용을 포

고 해당 지역의 상업적 어부들과 연락을 해야

괄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재단 역)에 기반한다.

한다. 일반적으로 보상에 대한 협상은 덴마크
어업인 조합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나 사업권

분석은 덴마크 어업청의 자료(지역 별 어획량, 선박 모

보유자는 어업인 조합이 해당 지역의 모든 어

니터링 시스템 등)와 지역 어부들의 인터뷰에 기반한

업인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어업 활동이 이뤄지는

야 한다. 모든 보상은 내륙 그리드 시스템, 해

지, 가장 중요한 상업용 어종, 연간 분포도 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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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이다. 건설 및 운영 기간에 빚어질 영향에
대한 평가는 그 이후에 진행된다. 그러나 어업인에게

보상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다.

미치는 손실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최종 평가는 풍력
발전단지의 배치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될 것이다.

사전조사 기간
• 일시적 어구(漁具) 제거

또한 두 번째 단계로 입찰 이후 개발자는 독립 컨설턴

• 지질공합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어업

트를 고용하여 어업인에게 주어질 보상의 정도를 추정

활동 일시 정지

한다. 조사 범위와 방법은 덴마크 어업인 조합의 협력
하에 진행된다.

건설 기간
• 건설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어업 활동 정지

개발자, 어업인 조합, 어업청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합의한다.

운영 기간
• 단지 내 진행되는 일부 어업활동 정지

협상

• 새로운 어업 활동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보다 먼

보상은 문서화된 손실에 대해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

거리로 이동하는 경우

문서화된 손실은 2년에서 10년 치 데이터에 기반한다.
아래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덴마크 어업인 조합과 개발자들은 대개 함께 협상하고,

다.

어업인 조합은 관계된 지역 단체와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업인 개인은 혼자서 협상할 지를 결정할 수

https://ens.dk/en/our-responsibilites/global-

있고 개발자들은 협상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ooperaiton

두 단체 간에 자발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예를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Energinet.dk는 덴마크 어업인 조합과 Horns

lrn@ens.dk

Rev2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덴마크 서해안으로 연결하

+45 3392 6779

는 해저 케이블 위에서 저인망 어업이 이뤄지는 것을
허용하기로 자발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자발적
합의 덕분에 보상 지불을 필요하지 않았다.
다른 완화 방식도 협상 과정을 순조롭게 만들기도 한
다.
•

건설 지역을 단계 별로 나누어 제한구역을 한정시
키기

•

어선 제공 혹은 어업인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현장 및 운영 인력에 활용하는 등 대체 수익을 제
공하기

•

고정기어를 풍력발전기에 연결하고 어업 활동하는
것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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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해상풍력발전과 어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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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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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평가
,
(
-

:

)

.

협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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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erginet.dk

Horns Rev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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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 ‘2020 에너지전환지수’로
살펴본 우리나라 현주소
활용처
화상대담 개최, 이트랜스, 기고(경향신문,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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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 ‘2020 에너지전환지수’로 살펴본 우리나라 현주소
’20.08.13(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2020년 에너지전환지수를 바탕으로, 한국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한국 평가결과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임

* Fostering Effective Energy Transition, WEF, ’20.5.13(수)
** 원문 바로가기 : https://www.weforum.org/reports/fostering-effective-energy-transition-2020
※붙임 세계경제포럼 년 에너지전환지수 한국 평가 주요내용 부 본문 쪽 끝
『에너지전환 지수
』는 국가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 상태
:

‘20

1

(

54

).

.

(Energy Transition Index)

를 평가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팩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1)할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를

조성하고자 진행 중인 작업의 일환이다.

■ 에너지 시스템 성과 ■ 에너지 전환 준비도로 나
성과 분야는 ①경제 성장과 개발 ②환경 지속 가능성

에너지전환 지수는 크게 2분야
누어 평가한다.

■시스템

(

)

,

(

)

,

,

③에너지 접근성과 안보 항목으로 구분되어 에너지 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하며
■전환 준비도 분야는 ①법규 및 정치 공약 ②제도 및 거버넌스 ③자본과 투자
④인프라 및 혁신 비즈니스 환경 ⑤인적 자본 및 소비자 참여 ⑥에너지 시스템
3

,

,

,

,

구조

6항목으로

,

,

구분되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의 준비

정도를 평가한다.
2020년,
48위를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지수는 총점
차지했다. 시스템 성과 분야에서

분야에서는

56.6점을

받아

27위를

57.7점으로

58.8점을

받아

조사대상

69위를,

115개국

가운데

에너지전환 준비도

차지했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지수

결과값을 보면, 에너지전환을 선언하면서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점수나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세부항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떤 평가
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받은 세부항목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
해, 에너지전환 지수 상위

10개국(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

트리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과 독일(20위), 일본(22위), 미국(32위)
등 3개국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비교
적 잘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집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1) WEF의 에너지전환 지수에 담긴 함의와 시사점, 문영석, 정귀희, 김수린,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0-13호, 에너
지경제연구원,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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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전환지수(Energy

Transition Archetype)

에너지 전환 지수 종합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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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수

: 57.7점(48위)

Ⅰ

.

시스템 성과

(S ystem Performance) 58.8점 (69위)

먼저 에너지 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성과 분야를 살펴보자. 시스템
성과는 경제성장&개발, 환경 지속 가능성,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

3분야를

평가하

며, 우리나라가 받은 점수와 순위는 아래와 같다.

시스템 성과 분야의

3개

항목에 대해 에너지전환 지수 상위

10개국과

독일, 일본,

미국과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은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 분야에
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교 대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다른 나라들(미국, 아이슬란드 제외)은 환경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장과 발전 두 분야의 점수 차이가

10점

내외에서 고르게 발전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점수 차이가 무려 30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시스템
성과 분야 중 환경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다른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점
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라는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에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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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 3항목에서 월
등히 높은 점수를 받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3항목을

균형 있게 개선하

기 위해 각 나라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에만 치중하다
보니 환경 지속 가능성에 신경을 소홀히 한 결과가 큰 점수 차이로 입증된 것이다.
환경 지속 가능성에 소홀히 한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 미세먼지의
심각성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경제성장&개발, 환경 지속 가능성 개선,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의 세 항목
을 에너지 분야의 트릴레마라 부른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요소
지만, 세 항목을 한 번에 개선하기 어렵기에 에너지 트릴레마로 명명된 것이다.
참고로 트릴레마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세 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가리킨다.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택해도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딜레마(dilemma)
라고 하고, 세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택해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상황을 트릴
레마(trilemma)라고 한다. 트릴레마란 그리스어로 숫자
‘보조정리(정리를
‘레마(lemma)’의

‘3’을

가리키는 ‘트리(tri)’와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적인 명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합성어로, 세 가지 레마(명제)가 서로 상충되어 나아가지도 물러서

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딜레마
라고 하기 때문에 트릴레마라는 말 대신 삼각 딜레마 또는 삼중 딜레마라고 부르
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에너지를 과하

·

·

게 사용하면 환경에 영향을 미쳐 기후 위기 미세먼지 산성비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경제, 에너지, 환경 문제의 트릴레마에 빠졌다고 표현할 수
있다.2)
이러한 '에너지 트릴레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수도 존재한다. 바로 세계에너지
총회(World

Enenrgy Council, WEC)에서

매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 건전성

을 평가하기 위해 발표하는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 에너지 전환 지수의 '시스템 성과 지수'와 '에너지 트릴레마 지
수'는 매우 유사하다.
2) [네이버 지식백과] 트릴레마 [trilemma]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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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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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9-43호

마지막으로 에너지 트릴레마 해결의 어려움에 대해 전문기관의 분석을 살펴보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와 추세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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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3개의 트릴레마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한 국가가 없었는데,

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이 필연적으로 다양한 상충 작용을 초래해왔기 때문으로 해
석됨. 하나 또는 두 개의 트릴레마 항목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한 항목
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형적인 트릴레마 문제가 여전히 발생
한다는 것을 뜻함3)
1.

경제 성장(Economic

Growth & Development) 61.4점(40위)

시스템 성과 지수의 첫째 평가 지수인 경제 성장과 개발 지수는 총 7개의 세부 평
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1-1.

가정용 전기 요금

(Household electricity prices) 14.12 US

￠㎾
/

h(PPP) (20위)

■ 세계경제포럼은 킬로와트 시당 가정용 전기 요금이 낮을수록 좋게 평가하였다

.

여기서 각 나라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절댓값이 아닌 각 나라 가정의 구매력 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한 값이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빈국이면서도 이 분야에서 비교적 상위인
되어 있다. 가정용 전기 요금 분야 상위

15개

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20위에

랭크

국가 모두 천연 에너지 자원이 풍부

20위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순위이다.

가정용 전기 요금 순위 상하위 15개 국가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데이터 출처 : Enerdata)

3) WEC의 2019년 트릴레마 지수와 추세 분석, 정귀희, 문영석, 세계 에너지 시장인 사이트 제19-43호, 에너지경제연구
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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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대상국(에너지전환 지수 상위

10개

나라+일본, 독일, 미국)과 견주어 볼

때, 천연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을 제외한

10개

국가의

가정용 전기 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가정용 전기 요금

■ 세계경제포럼이 가정용 전기 요금이 낮을수록 좋게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
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물론 에너지 복지라는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층도 전기 사
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지만, 가격이 낮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기후 위
기와 미세먼지 등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나타나는 악영향에 의한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사회 약자인 빈곤층이다. 이는

2017년 UN에서

』 등 다양한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적 불평등

.

나온

『기후변화와 사회

따라서 무한정 낮은 가격이

좋다는 평가보다는 바닥 값이 있어서 바닥 값보다 낮을 때는 평가가 나빠지는 것
으로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여기서

,

우리는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한 목표 중 일곱 번째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7)가 "적정하며,

에 대한 접근성 확보(Ensure
modern

energy

affordable에는

for

all)"임을

믿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cheap이

and

아닌

에너지 소외계층을 고려하면서도 미래세대와 지구 생태계의 고려가

담겨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음
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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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용 전기 요금

(Electricity prices for Industry) 11.40 US

￠㎾
/

h (42위)

■ 세계경제포럼은 킬로와트 시당 산업용 전기 요금이 낮을수록 좋게 평가하였다

.

가정용 전기 요금과 마찬가지로 상위

15개국은

석유와 같은 천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 순위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 요금도 가정용 전기 요금과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국과
견주어 볼 때 비교적 싸게 공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 대상국 중 우리
나라보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낮은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산업용 전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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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라뿐

■ 천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은 우리나라가 가정용 산업용 전기 요금을
/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
다. 대가 없는 값싼 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 요금이 이후
살펴볼 환경 지속 가능성의 낮은 점수의 원인이지 않을까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의 선도 국가로 자부하는 덴마크나 독일, 그리고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
은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전기 요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환경지속가
능성・안전에 대한 비용과 기술력 등 미래 발전 전망에 투자비용을 적정하게 전기
요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시스템 성과 분야의 다른 평가 항목인 환경지속가능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가정용/산업용 전기 요금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을 미래세대와 지구 생태계에 떠넘김으로써 가능
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1-3.

가스 도매 요금

■

세계경제포럼은 백만

15개국은

(Wholesale Gas price) 10.34 US $/백만BTU (84위)

BTU당

가스도매요금이 낮을수록 좋게 평가하였다. 상위

당연히 천연가스 생산국이 차지하고 있다.

가스도매요금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IGU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우리나라 가스도매요금은 백만

BTU당 10.34달러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나라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스도매요금이 비싼
이유는 다른 나라들보다 액화하여 해상으로 운반하는 비용과 저장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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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가스도매요금

■

아이슬란드의 경우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not

applicable

또는 이용할 수 없음

not

available의

n/a(해당

없음

약자)로 표시되었으며, 이처럼

데이터 자체가 없거나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경우, 다른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1-4.

■

에너지(화석연료) 보조금
세계경제포럼은

IMF의

(Energy S ubsides) 0.01 %/GDP (53위)

자료를 인용하여

(Pre-tax fossil fuel subsidies)의

GDP

대비 세전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을 계산한 값을 산출하여 에너지 보조금을 평

가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보조금이 적을수록 좋게 평가한다.

■

37개

국가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는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은

0.01%로

비교 대상국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비교 대상국 중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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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화석연료 보조금 국가 순위 Data Source :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세전 화석연료 보조금이란

?

세전 화석연료 보조금은 세전 소비자 보조금과 생산자 보조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다. 세전 소비자 보조금과 생산자 보조금에 대해

IMF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세전 소비자 보조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이 에너지 공급 비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생산자 보조금은 소비자 가격을 낮출 목적을 갖지
않으며,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세전 화석연료 보조금에서
생산자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전 소비자 지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원문

번역 요약)4)

이에 대해 숀 스위니(뉴욕시립대학교 노동 기후환경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 코디네이터)는 아래 인용구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석연료 보조금이란 실체가 없는 허깨비 보조금에 불과하고, 실제 보조금도 부풀
려져 있어서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따른 부담은 제3세계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4) Global Fossil Fuel Subsidies Remain Large p7-8, David Coady, Ian Parry, Nghia-Pitor Le, Baoping Shang, IMF
Working Paper, WP/19/8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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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든, 대부분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생산자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자 보조
금이다. 세전이나 세후일 수 있다. 세전 소비자 보조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이

· ·

에너지 공급 비용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세전 소비자 보조금은 석탄 가스 석유 제
품(휘발유, 등유 등)에 대한 “국제 기준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한 실제 소매가격 간
의 차이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IMF에

따르면 세전 소비자 보조금은 과소 가격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제 기준가격 단가보다 리터
당 1달러 낮은 가격으로 휘발유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면, 그 금액이 보조금이 된다.
알제리가 요리 및 난방용 가스를 기준가격보다 열량당
게 판매하는 경우 그

20센트도

20센트

낮게 알제리인들에

보조금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가구의 전기 요금을 할인할 경우에도,

IMF가 “효율

가격”이라

고 부르는 것보다 낮은 금액만큼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이 계산 방법은 논란이 매
우 많다.

[IMF

계산법에 동의하지 않는] 가난한 에너지 생산국들은 실제 제품 생

산 비용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를 보조금이라고 보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비용

달러보다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기반” 보조금 수치는

IMF는

IMF의

추정치인

3,050억

· ·

기준가격, 즉 세계 시장의 석탄 석유 가스

판매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소한 세부 사항처럼 들

·

릴지 모르지만, 여기에 엄청난 정치적 이념적 의미가 담겨 있다. 에너지가 이윤 극
대화를 위해 생산된다면, 국제 판매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 에너지가 사람들
을 위해 생산된다면, 실제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5)
화석연료 보조금 중 생산(자) 보조금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으며, 논
쟁 중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인용글의 출처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관한 국제
법 논의'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화석연료 생산 보조금은 석탄 채굴, 석유 및 가스의 생산, 그리고 화석연료를 기반
으로 한 전기의 생산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예산 지원, 국영기업의 투자, 가격지지,
정부보증보험, 생산 관련 노동자의 조기 퇴직 지불금, 탐사기업에 대한 양허 대출,
세금 공제, 재정 지원, 정부규제 가격, 세금 및 로열티 면제, 정부 대출, 세금 우대
등이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G20

금은

4440억

금이

700억

국가가 화석연료 생산자에게 제공한 보조

달러였는데,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출이나 세금 우대조치의 생산지원
달러, 국영기업의 투자지출이

2860억

달러, 그리고 공적금융이

달러였다.6)

5) 번역 글 :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뒤에 숨겨진 목표(플랫폼 C, http://platformc.kr/2020/04/fossil-fuel-subsidy/)
원문 : Socialist Project, Weaponizing the Numbers,
(https://socialistproject.ca/2020/03/weaponizing-the-numbers/#easy-footnote-bottom-17-2735)
6) 화석연료 보조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김민주, 환경법과 정책 제21권,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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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억

1-5.

■

외부효과 비용

(Not priced cost of externalities) 3.86%/GDP (61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용하는 외부효과 비용은 세후 화석연료 보조금(Post-tax

fossil fuel subsidies as share of GDP)을

말하며, 전체

GDP에서

세후 화석 연료

보조금이 차지하는 퍼센트로 평가하였다. 보조금이 적을수록 좋게 평가하였다.

외부효과 비용 상하위 15개 국가 순위 Data Source: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우리나라의

GDP

상국 중 스위스가
3.47%를

대비 외부성 비중은

0.39%로

3.86%로

세계에서

61

번째이다. 비교 대

가장 좋으며,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보였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외부효과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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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세후 화석연료 보조금은 소비자의 최종 이용 가격과

“부정적인

외부성”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부정적인 외부성 비용
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기후 위기의 영향, 교통 혼잡 비용, 도로 사고, 건
강 영향 비용 등이 포함된다.
1-6.

연료 수출(Fuel

Exports) 2.96 %/GDP (44위)

■

연료 수출은 전체

GDP에서

연료 수출 금액이 차지하는 퍼센트로 평가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연료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좋게 평가하였다. 연료 수출 역시 산
유국이 상위

15위를

휩쓸었다.

연료 수출 상하위 15개 국가 순위 Data Source: WTO Statistics Database 2018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연료수출

비중이

2.96%로

세계에서

44번째이며,

비교 대상국 중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만이 우리

나라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생산국인 미국보다도 높은데, 이는 원유를 수
입해서 가공한 연료를 되파는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연료 수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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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료 수입

(Fuel Imports) 9.07 %/GDP (99위)

■ 연료 수입은 전체

GDP에서

연료 수입 금액이 차지하는 퍼센트로 평가하였다.

연료 수출과 달리 비중이 낮을수록 상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연료 수입도 산유국
이 상위

15위를

휩쓸었다.

연료 수입 상하위 15개 국가 순위 Data Source: WTO Statistics Database 2018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료 수입 비중은

9.07%로

세계에서

99번째이다. GDP

에서 연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는 비교 대상국 중 네덜란드
(12.11%)

다음으로 높다.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모두 원유와 같은 에너지 원재료를

수입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보았듯이 네덜란드
의 연료 수출 비중은 무려

10.64%나

된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연료 수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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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위기 대응 차원뿐만이 아니라, 코비드19가 가져올 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이후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연료 수출과 연료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현실이 가져올 경제적 위험을 고려하여,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전환에 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환경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 ustainability) 27.5점(103위)

시스템 성과 지수의 둘째 평가 지수인 환경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루어졌다.

▲

PM2.5

환경지속가능성 지수는 총

농도,

▲에너지

원단위,

에너지 총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4개

▲ 인당
1

4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
1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점수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2-1. PM 2.5

농도(Particulate

matter 2.5 concentration) 25.0

■ 세계경제포럼은 대기 중 초미세먼지

(PM2.5)의

㎍㎥
/

(78위)

연평균 농도를 평가하였다. 미세

먼지 농도가 낮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25.0

㎍ ㎥로
/

7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는 비교 대상 국가들보다 많게는 약
게는

2배

4배에서

적

이상 높아서,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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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PM2.5 연평균 농도

■

PM2.5는

지름이

㎛보다

2.5

작은 미세먼지(Particulate

구성 성분은 황산염, 질산염 등의 대기오염물질 덩어리가
류와 검댕

16.8%,

광물

6.3%,

기타

18.6%

Matter,

58.3% 로

PM)를

말하며,

가장 많고, 탄소

등이다. 미세먼지는 굴뚝 등 발생원에서

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1차적 발생)와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
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
(2차적

발생)로 나누어질 수 있다. 2차적 발생이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만 하더라도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PM2.5)

발생량의 약

2/3를

차지

할 만큼 매우 높기 때문이다.7)

■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두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팽배
했으나, 최근

2016년 5월

한미 합동 조사와

2018년 1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

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략 국
내 발생이 약

50%,

·

중국 북한 등 국외 요소가

45%,

기타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과 겨울철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봄과 겨울에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왔
다. 그에 따라 겨울철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7) 환경부,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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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미세먼지 국내외 기여율 및 1·2차 생성 원인에 따른 비율(그래픽 출처: 한국일보 & 연합뉴스)

석탄발전 가동 중단과 상한 제약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 (그래픽 출처 : 경향신문)

2-2.

에너지 원단위(Energy

■

세계경제포럼은 에너지 원단위를 평가하였다. 에너지 원단위가 낮을수록 좋은

Intensity) 6 MJ/$

(94위)

평가를 받는다.

에너지 원단위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IEA World Bank IEA World Energy Balances
201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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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원단위란

,

산(GDP)

제품

1,000달러어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 또는 국내총생

1개를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

는 지표. 원단위는 원래 제품

1개

또는 일정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또는 소

요 시간 등을 나타내는 원가 계산의 기초 개념이다. 에너지 원단위는 에너지 소비
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정부는 에너지 원단위를 낮추기 위해 에너
지 수요 억제, 고효율 기자재 도입 등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8)

■

우리나라는

2011년

구매력 환산

GDP 1달러

당

6메가

줄로

94위를

차지했다.

비교 대상 국가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에너지 원단위

■

우리나라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이유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가 가지는 한

계점과 에너지 효율 시장을 이끌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
지 효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법과 제도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
면, 이후 에너지전환 지수의 둘째 평가분야인 에너지전환 준비도에서 살펴보겠지
만,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득해

top 3위(1위

이탈리아,

2위

87.2점을

획

캐나다)를 차지해서 정책과 제도의 미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저렴한 에너지 가격으로 시장 작
동의 핵심인 이윤창출이 미비한 탓으로 판단된다.


8) TTA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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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CO2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하였다.

1인당

per capita) 11.7 tons/인 (101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IEA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6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우리나라는

1인당 11.7톤을

배출하여

101위를

차지했으며, 비교 대상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다. 기후 악당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
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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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1인당 배출량의 최저와 최대 배출 국가의 배출량 차이는 약

300배

에 이른다.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 위기이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의 크기는 다르며,
저탄소 배출 국가인 제3세계 국가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기후정의
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의 책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다만

1인당

자칫 공해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할 요소가 있다.
OECD

국가에서 제3세계 국가로 넘어간 것처럼 굴뚝(탄소배출)산

업이 제3세계 국가로 이전되면서 지구 차원의 이산화탄소 감축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때, 생태발자국 산
정 방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때 수입분
은 더하고 수출분은 제외하는 과정은

OECD

국가의 책무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이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
면 이렇게 되면, 각 국가가 어떤 제품을 수입할 때 보다 꼼꼼하게 그 물건을 생산
하는데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할 것고, 이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기업
의 자발적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 1차

에너지 총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

에너지 총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하였다.

1차

50.8kg/GJ (66위)

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1차

1차

에너지 총량 대

에너지란 천연자원 상

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조력, 지열, 태양광
(열)

등이 있다.

1차 에너지 총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IEA, IEA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9 IEA World Energy
Balances,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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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기가 줄 당

다른 결과는

2차

50.8kg을

배출하여

66위를

차지했다.

1인당

에너지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원에서 석탄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발전 믹스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의 경우 지열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CO2

배출량은

1.5kg/GJ로

1인당

배출량이 높아도

1차

에너지 총량 대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 이처럼

1차

에너지 중

전력을 생산하거나 직접 난방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이 클수
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한다.

3.

에너지 접근성 및 안보(Energy

Access & S ecurity) 87.6점(17위)

시스템 성과 지수의 마지막(셋째) 평가 지수인 에너지 접근성 및 안보 항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너지 접근성 및 안보 지수는 총

▲전기 보급률 ▲가정 취사용 청정연료의 접근성
▲에너지 수입 대상국의 다양성 ▲ 차 에너지원의 다양성 ▲전

세부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에너지 순수입

,

6개의

,

,

,

1

,

력 공급 품질 등 6개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점수와 순위는 다음과 같
다.
3-1.

전기 보급률(Electrification

rate) 100%(인구대비 %) (1위)

■ 인구 대비 전기 보급률을 평가하였다

.

개 나라에서 전기 보급률이

100%다.

우리나라를 포함 전체

115개

나라 중

80

전 세계적으로 전기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기술의 발달과 건설 비용 절감에 의해, 전
국적인 송배전망 건설 없이도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보급률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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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취사용 청정연료 접근성(Access

to clean Cooking fuels) 100%(인구대비 %) (1위)

■ 도시가스나 프로판가스처럼 가정에서 요리할 때

,

를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 전체
청정연료의 접근성이

115개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나라 중

56개

나라에서 가정 취사용

100%다.

■ 청정 연료에 대한 접근성이 전기 보급률보다 낮은데

,

이는 청정연료를 공급하

기 위한 기반 시설의 투자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 취사용 청정연료 접근성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3-3.

에너지 순수입(Energy

Imports, net) 88.34% (104위)

■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에너지 순수입 비율을 평가하였다

.

순수입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산유국 등 천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상
위권을 차지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에너지 순수입 비율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IEA, IEA World
Energy Balances database,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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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를
■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량 중 순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차지했다 비교 대상 국가 중 노르웨이가 –
로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 어
88.34%

.

104

618.63%

려워 데이터를 생략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 중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순수
입량이 많은 이유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가동하지 않아 가스 등의 에너지
원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에너지 순수입량
3-4.

에너지 수입 대상국의 다양성

0.07(허핀달

지수, 0점 만점)

(7위)

■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평가하였다
■ 허쉬만 허핀달 지수는 본래 한 기업의 시장 지배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로 사용
.

-

되며, 여기서는 수입국의 집중도를 나타낸다. 특정 국가에만 에너지 수입을 의존할
때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허핀달지수가 낮을수록 수입국이 다양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0점에 가까울수록 상위에 위치한다.

에너지 수입국의 다양성 상하위 16개 국가
Data Source : UNCTAD, UNCTAD Statistics -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2018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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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특정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수입원을 다양화함으로써 허핀달
지수

0.07로 7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에너지 수입 대상국 다양성

3-5. 1차

■

1차

에너지원의 다양성

0.19(허핀달

지수, 0점 만점)

(32위)

에너지원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평가하였다.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될 경우,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허핀달지수가 낮을수록 1차 에너지원이 다
양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0점에 가까울수록 상위에 위치한다.

1차 에너지원의 다양성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IEA World Energy Balances database,
2019 edition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우리나라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어서 허핀달 지수
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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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로 32위를

차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1차 에너지원의 다양성 정도

3-6.

전력 공급 품질(Quality

■ 전력 공급의 안정성

,

■ 우리나라는

8점

of Electricity S upply) 8점 (8점

만점)

(1위)

주파수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였다.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비교 대상 국가 중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미국이

7점을

받았고 다른 나라들은

8점

을 받았다.

전력 공급 품질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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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괄목상대하게 발전했다.

1970년대

석

유파동을 거치고, 연탄가스 중독 등을 대처하며 이뤄낸 발전이다.
이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할 점은 에너지순수입량을 줄이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원
의 확대는 에너지순수입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는 좋은 평가를 받는

1차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미래

과제가 될 것이다. 수력이나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재 추세는 태양광에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1차
에너지원을 어떻게 다양화하는 에너지 믹스를 이뤄낼 것인는 앞으로 과제가 될 것
이며, 수소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Ⅰ

.

에너지 시스템 성과 지수 분야의 검토를 마치며

이상으로 에너지전환 지수 중 첫 번째 평가 지수인 에너지 시스템 성과 지수를 살
펴보았다. 시스템 성과 지수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환경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의 개
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알려주고 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상에서 접하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 시민의
우려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도 에너지 분야에서 환경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
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확대되었다. 문제는 환경지속가능성을 높
이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 데
있다.
에너지 사용으로 대두된 환경지속가능성의 위협은 에너지 사용 금액에서 확보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 현재 에너지 세제는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 손질을 해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면적
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고양이 목에 어느 누구도 방울을 달기를 어려워했
기 때문이다. 이것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또 다른 이유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다음 방안을 제안한다.

① 관세의 경우 발전용인 유연탄과 우라늄이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

지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3%의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222

다른 에너

②

3년마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하는 대신,

미세먼지 대책, 기후변화 대책 등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하
며 안정적인 에너지 체제로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시스템 투
자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 세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에 사용하거나 외부 영향(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을
최소화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력분
야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이 세금과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지속가능발전세
에 붙는 세율은 석탄, 휘발유, 경유 등 각 에너지원이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을 반영
하여 차등 적용한다.

③ 개별 소비세는 열량 등 단일 기준으로 재조정한다

.

④ 교육세의 경우도 세율

(15%)은

판,

LNG,

낮추되, 현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프로

유연탄, 우라늄에 과세를 해야 할 것이다.

⑤ 수입 부과금

,

판매 부과금, 품질검사 수수료를 통합하여, 각 에너지원의 품질관

리에서부터 안전 관리, 그리고 사고 위험비용(원전 포함)까지 포괄하도록 안전관리
부담세를 신설한다.
세제 개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유류세 감면), 농어민(농사용 전기
요금, 면세유) 등에게 지원되는 간접 지원 형태를 없애고, 화물차 운전자나 농어민
의 수익을 늘리는 직접 지원 형태로 방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불합리한 에너지 사용이나 편법 등을 부추겨 에너지 효율 합리화를 저해하는 요소
가 되며, 이산화탄소 등 에너지전환의 효과를 저감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세제나 가격 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규제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
겠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규제와 함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은 그동안 손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 누적해
왔던 잘못된 문제(경부하요금제도, 화물차의 유류세 환급 문제, 농사용 전기 요금
인하 문제 등)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
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하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세제 개편과 전기 요금을 포
함한 에너지 가격의 재조정 과정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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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에너지전환 준비도 지수

(Transition Readiness) 56.6점 (27위)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의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①규제와 정책 합
④인프라 및 혁신 비즈니스 환경 ⑤인적

에너지전환 준비도 지수를 살펴본다. 에너지전환 준비도 지수는

②제도와 거버넌스 ③자본과 투자
자본 및 소비자 참여 ⑥에너지 시스템 구조 등 하위
항목 평가 지표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 개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에
의,

,

,

,

,

,

6

3

5

.

너지전환 준비도 지수 하위 6개 항목의 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다.

에너지전환 준비도 지수를 보면 전체

27위를

기록해, 에너지전환의 후발주자라는

한계를 딛고 비교적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교 대상
국가와 견주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규제와 정책합의, 자본과 투자, 인적자본과 소
비자 참여 항목에서 분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에너지전환 준비도 6개 항목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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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와 정책 합의

(Regulation & Political commitment) 59.1점 (49위)

에너지전환 준비도 지수의 첫 번째 평가 항목인 규제와 정책합의를 살펴보자. 규
제와 정책합의는
너지 규제,

■

NDC공약

점수,

■정책 안정성 ■에너지효율성 규제 ■재생에

■에너지 접근성 규제 등

,

5가지의

,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

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NDC공약의

획기적 진전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여야합의를 이뤄낸다면 규

제와 정책 합의 지수에서 지금 보다 월등히 나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1-1. NDC

공약

NDC commitment (1점

만점,

0~1) 0.4(105위)

■ 각 나라가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였다. 세계경제포럼이 평가에 활용한 데이터는
PBL의

1점

만점(0점~1점)으로 평가하

UNFCCC, Climate Action Tracker,

자료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UNFCCC, Climate Action Tracker, PBL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우리나라는

0.4점을

받았다. 비교 대상 국가 중 미국만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

수를 받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며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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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을

받았기 때문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평가

■

국가자발적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을 포함한다.
5년

주기로 수정 및 보완된

NDC를

COP21

파리협정에는 당사국들에게

2020년부터

제출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국가의 자발적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래픽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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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2020년

NDC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전향적인 자발적감축목표를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세

한 내용은 아래 인용글로 대신한다.

한국의 현

NDC

는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흡하다고 가정할 경우, 파리협정 목표의

°

3-4 C

2

배 수준인

까지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

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2020

년에

NDC를 BAU(Business As Usual)

NDC

명시한 의지와 행동간의 격

를 개선해야 한다.

전망치 대비가 아니라 기준 연도에 대비한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 감축과 국제 노력에 대한 ‘공정한 분담
(fair share)’

기여를 고려한

내 감축 목표는
NDC

목표는

2030

2017

NDC

년까지

년 대비

전체 목표를

2017

2030

년 배출량 대비

24.4%(현

년까지
59%

국내 감축 목표는

2017

년 대비

70-94%(국

감소)로 강화해야 한다. 현
2017

년 배출량 대비

19%

감축)에 불과하다. 이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부문별 목표 달성 방안
에 더해 모든 부문의 변혁적 기여가 필요하다. 석탄과 기타 화석 연료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특히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한국의
전원 구성에서 비중이 작지만 한국은 태양광 및 풍력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잠
재력이 크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지면, 그린수소(green

hydrogen)에

중점을 둔

수소 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다.9)

그래픽 출처 : Climate Analytics (2020). Transitioning towards a zero-carbon society
science-based emissions reduction pathways for South Korea under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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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 안정성

S tability of policy

(7점

만점,

1~7) 3.83점(63위)

■ 정부가 사업을 하기 위한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점수 범위는

1(매우

불안정)~

7(매우

안정)이다.

정책 안정성 평가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20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탈원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등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안정성은

3.83

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으며,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에
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정책 안정성 평가 점수

9)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 2020.5,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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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과 규정

Energy efficiency regulation 87.2점(3위)

■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규정을 평가하였다

.

0(부적합) ~ 100(매우

점수 범위는

적합)이다.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과 규정 평가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World Bank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2018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규정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
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에너지 효율 투자가 낮고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
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과 규정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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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정

Renewable energy regulation 83.1점,

■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규정을 평가하였다

.

(부적합) ~ 100(매우

7위

점수 범위는

0

적합)이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규정에 대한 평가 점수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World Bank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2018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하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
았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정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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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규제지표

RIS E access score 100점 1위

■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규제 지표를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

75개

국가가

100점을

받았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 준비도의 평가 항목인 제도와 거버넌스(Institutions
Governance),
(Infrastructure

자본과 투자(Capital
&

Innovative

&

business

&

Investment),

인프라와 혁신 사업 환경

environment),

인적 자본과 소비자 참여

(Human capital & consumer participation)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평가항목

들은 몇 가지 세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분야에 특정되지 않고, 국가의 전반
적인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4가지

평가 항목 중 에너지전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에너지 효율에 대

▲재생에너지 고용시장 확장 ▲저탄소 산업 일자리 등이다 가지
평가 항목의 자료 중 헤리티지 재단의 자료를 활용한 ▲투자 자유도나 인식 조사
를 기반으로 한 ▲교통 등 인프라 수준 ▲혁신 비즈니스 환경 ▲교육 수준 등은
한 투자 비중,

,

. 4

,

,

,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적 자본과 소비자 참여 분야에서는
현재 세부 평가 항목보다는 에너지 협동조합의 수나 조합원 수 등 다른 지표의 활
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2.

제도와 거버넌스

2-1.

법치주의

Institutions & Governance 76.5점 (19위)

Rule of Law 84.2점 (2위)

■ 법이 원칙에 맞게 적용되는지를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84.2점으로

높은 평가

를 받았다.

법치주의 평가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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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법치주의 평가 점수

2-2.

투명성

Transparency 57점 (38위)

■ 국제투명성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

57점의

투명성(부패지수)를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투명성, 부패지수 평가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Transparency Intl. 2018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투명성(부패지수)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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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용도

Credit Rating 0.88(19위)

■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였다

.

는

0.88점(1점

우리나라

만점 기준)의 평가를 받았다.

국가 신용도 평가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S&P, Fitch, Moodies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신용도 평가 점수

3.

자본과 투자

Capital & Investment 53.5점 (45위)

에너지전환 준비도의 세 번째 평가 항목인 자본과 투자(Capital
대해 살펴보자
3-1.

투자 자유도

Investment Freedom Index score 70점 (4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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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에

■ 헤리티지 재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 자유도를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70점

의 평가를 받았다.

투자 자유도 평가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Heritage Foundation Investment Freedom
Index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투자 자유도 평가 점수

3-2.

신용 접근성

Access to credit 65점 (49위)

■ 세계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

신용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65점을

가받았다.

신용 접근성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자료출
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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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신용 거래에 대한 접근성 평가 점수

3-3.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Investment in Energy efficiency

■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

n/a

전체 투자 금액 중 에너지 효율에 투자하

는 비중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
에

'이용할

수 없음(n/a,

not available)'이란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 효율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비중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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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생에너지 고용 시장 확장

Renewable capacity buildout 0.02% (42위)

■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발전 분야 고용자 수 중 재생에너
지 고용자 수의 증가 비중을 평가하였다.(fact 확인 필요, 세계경제포럼 해당 자료
에 링크된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자료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 수치 변화로 연
결된다. 재생 용량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수 증가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IRENA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수 증가

4.

인프라와 혁신 사업 환경

Infrastructure & Innovative business environment

70점 (15위)

4-1.

물류 성과 지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3.6점(24위)

■ 세계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물류성과 지수를 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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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성과 지수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8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물류 성과 지수

4-2.

교통 등 인프라 수준

■ 국가의 교통

,

Quality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6.26점(4위)

통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교통 등 인프라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평가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20(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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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혁신 비즈니스 환경

Innovative business environment 4.12점 (35위)

■ 최신 기술의 이용 가능성

,

정보통신기술(ICT)의 국민 서비스,

ICT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혁신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 평가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20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5.

인적 자본과 소비자 참여

Human capital & consumer participation

32.8점 (66위)

5-1.

저탄소 산업 일자리

■

전체 일자리 중 저탄소 산업 일자리 비중을 평가하였다. 소수점

(0.001~0.00499)에서

Jobs in low-carbon industries 0.00% (78위)

갈려서 우리나라는

78위를

3자리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일자리 수 중 저탄소 산업 일자리 수 비중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 IRENA, World
Bank Jobs 2018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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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육 수준

4.69점 (31위)

■ 경쟁경제 요구에 대한 교육제도의 충족도

,

고품질의 전문 교육 서비스, 경제활

동인구의 디지털 기술(컴퓨터 능력, 기본 코딩 등)의 활용 정도 등에 대한 인식을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교육 수준에 국민 인식 평가 상하위 15개 국가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이제 에너지전환 준비도 지수의 마지막 평가 항목인 에너지 시스템 구조의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고, 에너지전환 지수로 살펴본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현주소
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6.

에너지 시스템 구조

6-1. 1인당 1차

■

1인당 1차

Energy system structure 47.5점 (77위)

에너지 총 사용량 Total

primary energy use per capita 229.6 GJ/
인 (100위)

에너지 총 사용량을 평가하였다.

1인당

사용량이 적을수록 좋은 평

가를 받는다.

1인당 1차 에너지 총 사용량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IEA World Energy Balances, 2019
World Bank 2018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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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1인당 1차 에너지 총 사용량

6-2.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S hare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generation n/a

■ 총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평가하였다

.

이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100%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근접한 국가들의 대다수는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IEA World Energy Balances database,
2019 edition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달라서

,

는 '이용할 수 없음(n/a,

not available)'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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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6-3.

석탄 발전 비중

S hare of electricity from coal generation 45.40%(97위)

■ 총 전력 생산량 중 석탄 발전의 비중을 평가하였다

.

석탄 발전 비중이 낮을수

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석탄화력 발전 비중 하위 30개 국가 Data Source: IEA World Energy Balances database, 2019

■ 우리나라는

edition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45.4%의

비중을 차지해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보였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석탄 발전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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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력시스템의 유연성

Flexibility in electricity system 25.1% (99위)

■ 전체 발전량 유연성 전원인 가스 발전

,

수력, 석유 발전 등에서 생산되는 발전

량 비중을 평가하였다. 유연성 전원에서 생산된 발전량의 비중이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전력시스템 유연성 상하위 15개 국가 Data Source: IEA World Energy Balances database, 2019
edition(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전력시스템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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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세계 화석연료 매장량 비중 Share

of global fossil fuel reserves 0 billion metric tons(1위)

■ 에너지원마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발생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

각 국가가 매

장하고 있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매장량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
생량으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낮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다. 단위는

billion metric tons이다.

세계화석연료 매장량 비중 Data Source: BP Statistical review
2019 (자료출처 :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edition)

■ 우리나라는 석탄

,

석유 등의 매장량이 없기 때문에 0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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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작성한 에너지전환 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에너지 영역에서

▲경제발전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 복지 ▲환경지속가능
,

(

),

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 셋을 가리켜 에너지 트릴레마(삼각 딜레
마)라 부른다. 에너지전환 지수 평가 결과는 우리에게 환경지속가능성 분야의 개선
이 시급함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시스템 성과와 전환 준비도 세계 평균과 우리나라 점수 (그래픽 출처 : 세계경제포럼)

▲가스도매요금 ▲외부효
과 비용 ▲연료 수입 ▲
농도 ▲에너지원단위 ▲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량 ▲ 차에너지 총사용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순수입 ▲
공약
▲정책안정성 ▲저탄소산업 일자리 ▲ 인당 차 에너지 총 사용량 ▲석탄발전비
중 ▲전력시스템의 유연성 등 가지 지표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부재로 평
가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지표는 ▲에너지 효율 투자 비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
둘째,

39개의

세부평가지표 중 평균에 못 미치는 지표는

,

,

,

PM 2.5

,

,

,

1

1

,

,

,

,

1

14

,

1

,

,

,

중 등 2가지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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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

에너지전환 지수 세부평가항목 대한민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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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은 총

16가지

세부지표를 관련 있는 지표끼리 묶어 분류한

결과, 우리나라가 현 시기 에너지전환에서 집중해야 할
3가지

3가지

과제가 도출되었다.

과제는 첫째, 환경지속가능성 개선, 둘째, 에너지 효율 개선, 셋째, 저탄소(무

탄소) 에너지원의 확대 등이다.

■ 환경지속가능성 개선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한 핵심 원인은 기후 위기 대응
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두
가지 과제와 직접 연관된 지표(PM2.5농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평가 결과는 초
라하다. 따라서 담대한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에 걸맞게 집행 속도를 낸다
면, 외부효과 비용은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석탄발전의 비중도 감소될 것이다.

■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분야의 우
리나라 성적도 초라하다. 에너지 효율 분야 투자가 활성화되어, 에너지 효율이 높
아지면 에너지 원단위 개선으로 이어지며, 필연적으로 1인당 1차 에너지 총사용량
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에너지 효율 분야의 투자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에
너지 효율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과 규정을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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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제대로 헛다리를 짚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과 규
정은 세계

top3위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시장을 통한 이윤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에너
지 효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 저탄소 에너지 확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

와트 시(TWh)로
서

5%로

22.1%

증가했지만,

10.4%와 2배

·시

2018년 23.9테라와트

(TWh)에서 2019년 29.2테라

증가했으며,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OECD

평균 발전량 비중

14.5%과

약

3배,

4%에

전체 국가 평균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저탄소 에너지원 설비가 확대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저탄소 산업 일자리, 에너지 순수입, 연료 수입 등의 지표는 개선될 것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이 확장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 수력과 같은 유연성 전원의 비중이 늘어나야 하며, 동북
아시아 전력망의 통합과

ESS,

양수발전과 같은 전력이 남아돌 때 전기를 저장했다

가 필요할 때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전기저장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
스 발전과 같은 유연성 전원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가스도매요금을 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 같은)이 모색되어야 하며, 에
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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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계경제포럼 ‘20년 에너지전환지수 한국 평가 주요내용
‘20.05.28(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일러두기
-

세계경제포럼(WEF)은 ‘15년부터 매년 에너지전환지수를 발표, 평가
에너지전환 준비도
기준은
시스템 성과(System performance)와
(Transition Readiness Scores)로 구성

②

①

* World Economic Forum,「Fostering Effective Energy Transition 2020」(‘20.05.13)
-

한국은 시스템 성과 59점, 에너지전환 준비도 57점으로 총점 57.7점을
받아 세계 평균(55.1점)보다 높았으며, 조사대상 115개국 가운데 48위
(주도층) 차지

-

본 자료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세계경제포럼(WEF)에 별도
요청하여 받은 ’20년 에너지전환지수의 한국 평가 세부내용임

◇ 주요내용
-

한국의 시스템 성과는

‧ 에너지 접근성‧보안
‧ 환경적 지속가능성

59점으로 69위를

차지

과 경제성장 및 발전(61점, 40위)은 상위 점수 기록

(88점, 17위)

은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남

(28점, 103위)

-

한국의 에너지전환 준비도는

57점으로 27위를

차지

‧ 인프라‧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 점 위 제도‧거버넌스 점 위 자본‧투자
점 위 법규‧정치공약 점 위 순으로 높은 순위 기록
‧ 인적자본‧소비자 참여 점 위 에너지 시스템 구조 점 위 부문은 세계
(70

(54

, 45

(59

),

(33

, 49

, 66

, 15

),

(77

, 19

),

)

),

(48

, 77

)

평균보다 낮아 개선 필요

-

세부내역 중 가정용 전기요금, 전기화(electrification) 비율, 수입 상대국의 다양화,
에너지공급 수준,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규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규제지표
(RISE 세계은행에서 격년 발표) 중 접근성 점수, 법치주의, 교통 인프라 수준 등은
높은 순위를 기록

‧

-

반면 순위가 낮은 주요 항목은 연료수입 비중, 에너지원단위, 미세먼지 농도,
1인당 탄소배출량, 에너지 순 수입 비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책의
안정성, 저탄소 산업 일자리 비중,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석탄 발전량 비중,
전력시스템 유연성 등으로, 효과적인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
248

* 평균 이하 항목은 노란색 음영 표기(역자)
249

* 순위가 낮은 주요 항목은 노란색 음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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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주요내용(IRENA)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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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IRENA) 주요내용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20.06.12(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추이 및 전망을

(IRENA)

발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주요 내용을 번역‧요약하여 제공함

*

IRENA,

Renewable

** 원문 바로가기 :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9,

’20.6.4(목)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0/Jun/Renewable-Power-Costs-in-2019

□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추이
* 균등화발전비용(Levelised cost of electricity, LCOE)

ㅇ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지난

10년간

기술 개선, 규모의 경제, 공급망

경쟁력 향상, 개발자들의 경험 증가 통해 꾸준히 절감되어 왔음
ㅇ

‘19년
82%

유틸리티급 재생에너지 발전비용(달러/kWh)은

→
→

39%(0.086

[도표1]
*
**

석탄

‘19년

0.053),

재생에너지원

발전비용

왼쪽부터

0.068),

(0.378

집광형 태양열발전(CSP)

해상풍력

가중평균

회색

음영

표시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태양광

‧

집광형

‧

태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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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47%(0.346

하락

0.115)

균등화발전비용(LCOE)

범위는

‧ ‧ ‧

→

29%(0.161

’10년

’10년

‧

해상풍력

대비

변화율

육상풍력임

대비 태양광

0.182),

육상풍력

< ‘19년 재생에너지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LCOE) 및 변화율 >
재생에너지원

*

‘19년 세계 가중평균 LCOE

‘19년 LCOE 변화율

달러/kWh

‘10년 대비

‘18년 대비

유틸리티급 태양광

0.068

-82%

-13%

육상풍력

0.053

-39%

-9%

해상풍력

0.115

-29%

-9%

집광형 태양열

0.182

-47%

-1%

바이오에너지

0.066

-13%

16%

지열

0.073

49%

1%

수력

0.047

27%

4%

보고서

ㅇ

내용을

‘19년

바탕으로

표로

정리

신규 설치된 유틸리티급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이상(56%)이 가장

저렴한 신규 화력 발전소보다 더 낮은 발전비용 기록, 경매 결과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보여줌
- ’19년

신규 수력발전의

9/10,

육상풍력의

3/4,

유틸리티급 태양광의

가장 저렴한 신규 화력발전보다도 발전비용이 낮게 나타남. 이는
태양광 발전비용이 가장 저렴한 화력발전의

7.6배였던

2/5가
‘10년

것을 고려

하면 주목할 만한 발전임

□ 재생에너지원별 동향
ㅇ 육상풍력
대비
개선,

9%

: ’19년

하락한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은
0.053달러/kWh

- ‘19년

대비

기록. 주요 원동력으로

△규모의 경제 △운영관리
,

(O&M)

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과 무인 점검 활용),
(FIT)

‘10년

39%, ’18년

△터빈 기술

비용 감소(데이터 분석을 가능

△경쟁적 조달 발전차액지원제도
(

지원에서 경쟁 입찰로 의 전환) 등이 있음

세계 육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594GW이며, ’19년

‘10년(178GW)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완공된 신규 설비용량 중 75%(41GW)가 가장 저렴한 신규

화력발전보다 더 낮은 발전비용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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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8년

세계 육상풍력 가중평균 건설비용은
대비

5%

감소한

1,473달러/kW

’83년

대비

21~55%

대비

24%,

기록. 특히 중국과 인도의 건설비용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은
1,223달러/kW,

72%, ’10년

’10년

대비

10%

감소한

인도는 ‘10년 대비 23% 감소한 1,055달러/kW으로 타 지역보다

낮음. 전체 건설비용 중 터빈의 비중은

64~84%

수준이며, 설치비용

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건설비용 중 터빈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도표2]

-

‘83년~’19년

육상풍력의

가중평균

건설비용

세계 육상풍력 터빈 평균 가격은 ’19년 850달러/kW 아래로 떨어졌으며, 중국
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국의 풍력터빈 가격은
78%

-

정점 대비

‘98년에 2,480달러/kW로

55~65%

감소함. 한편

정점을 찍었으며

’19년에는

감소한 550달러/kW를 기록함

기술 발전을 통해
를 기록함. 이는
대비

‘08년~’09년

5%

‘19년

세계 육상풍력의 가중평균 설비 이용률은

’10년(27%)

대비

증가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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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량 개선된 것이며,

36%

‘18년(34%)

[도표3]

주요

국가별

[도표4]

육상풍력의

‘10년

및

가중평균

’19년

신규

건설비용,

육상풍력

설비

가중평균

이용률,

설비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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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및

변화율

균등화발전비용

변화(‘10년~’19년)

ㅇ 태양광
대비

: ‘19년

13%

모듈 가격
에 따른
- ’19년말

하락한
90%

’10년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은
0.068달러/kWh

82%, ‘18년

△동기간

기록. 주요 원동력으로

감소, 계통안정화(balance

△동기간 가중평균 설치비용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은

대비

‘10년

of system, BOS)

79%

대비

비용 절감

감소가 있음

14배

성장한

580GW

이상으로,

이중 98GW 가량이 ’19년 완공됨. 신규 설비의 60% 이상이 아시아에서 설치

‧ ‧ ‧

되었으며 중국 인도 일본 한국(4개국 총
5.6GW를

이 주도. 한편 베트남은

47.5GW)

설치하여 중요한 신규 태양광 시장으로 부상

- ‘13년과 ’19년

사이 태양광 모듈 가격은 최소 29%(남아프리카)에서 69%(프랑스)

감소, 한국은 55% 감소

[도표5]
*

국가별

한국은

55%

- ‘19년

태양광

모듈

가격

변화율(‘13년

대비

’19년)

감소

세계 태양광 가중평균 건설비용은 ‘10년 대비 79%,

’18년

대비 18% 감

소한 995달러/kW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10년 대비 88% 감소
- ’10년

대비 ‘19년 유틸리티급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가장 크게 줄어든 나라는

인도로,
용보다

85%
34%

감소한

0.045달러/kWh

기록. 이는 세계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

낮음. 그 다음으로 중국(0.054,

82%

감소), 스페인(0.056,

경쟁력 있는 발전비용을 보여줌. 한국은 8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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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감소)이

[도표6]

태양광

발전의

ㅇ 해상풍력
대비

가중평균

:

건설비용,

’19년

설비

이용률,

가중평균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은

29%, ‘18년(0.127달러/kWh)대비 9%

정점을 찍은

’14년과

균등화발전비용

비교하면

37%

하락한

변화(‘10년~’19년)

’10년(0.161달러/kWh)

0.115달러/kWh

감소한 결과임.

’23년

기록.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의 최근 경매 및 PPA 가격은 0.05~0.1달러/kWh로 떨어져 향후 해상
풍력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임.
’19년에

비해

29%

줄어든

0.082달러/kWh로

‘23년

전망,

‘20년대에는

발전비용 절감이 예상됨

[도표7]

해상풍력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

및

경매/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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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가중평균 발전비용은

추이(‘20~’23년)

더 큰 폭의

- ’19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28.3GW로,

유럽이 이중

78%

‘10년(3.1GW)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 현재는 세계

풍력(육상 및 해상) 보급 중 해상풍력 비중이

5%가

채 안되지만, 비용이 감소

하고 기술이 성숙해져감에 따라 미래 보급 계획 및 목표는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17년부터 ‘19년 동안 연간 추가 설치량이 평균적으로 4.5GW를 넘음

‧

‧

터빈 크기 블레이드 길이 허브 높이의 확대, 더 먼 해안가로 확장함에 따른

-

양질의 풍력자원 접근성 증가 등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가중평균 설비 이용
률은

’10년 37%에서 ‘19년 44%로

증가함. 국가별로는 중국의 설비이용률이

유럽보다 낮은데, 이는 중국 해상풍력이 유럽과 비교할 때 해안에 좀 더
가깝고 풍력 속도가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임. 또한 터빈 기술 측면에서도
중국은 비교적 저렴하고 작은 터빈을 사용하여 풍력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풍력에너지가 오늘날의 최신 터빈보다 더 적음. 이러한 이유로
중국 해상풍력의 설비이용률은

33%,

유럽은

47%를

→

사이 설비이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영국(36%
추세와 달리

3%

감소함. 이는 독일은

‘10년에

차지함.

’19년

‘10년부터 ’19년

이며 독일은

52%, +46%)

이미 설비이용률

46%를

달성

하여 다른 국가보다 높았으며, 발트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비교적 낮은 풍
속을 보였기 때문

[도표8]

-

주요국가의

해상풍력

설비이용률

및

‘10년

대비

’19년

변화율

건설비용과 균등화발전비용은 기술 발전과 산업 성숙도 향상으로 감소. 주요

△개발자 경험 증가 △제품 표준화 강화 △제조 부문 산업화
△지역 제조‧서비스 허브 △규모의 경제가 있음 세계 해상풍력의 가중평균
요인으로는

,

,

,

건설비용은

’13년 5,740달러/kW로

,

.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

달러/kW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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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800

[도표9]
*

주요국가의

양쪽은

백분위수

- ’19년

해상풍력
표기로,

가중평균
왼쪽(5th

균등화발전비용(‘10년

percentile)은

하위

5%,

및

’19년)

오른쪽은

상위

5%를

뜻함

완공된 해상풍력 프로젝트 기준 덴마크가 가장 낮은 발전비용(0.087달러
을 기록함. 덴마크는

/kWh)

‘91년

빈데비(Vindeby)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최초의 상업용 규모의 해상풍력을 시작한 선구자로서, 덴마크의 낮은 발전
비용의 주요 동력은 풍부한 경험, 다른 이웃 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해안
과 더 얕은 물가에 가까운 프로젝트 위치, 발전단지로부터 해안까지의 송전
자산의 책임이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10년

이후 자료가 확보된 유럽 국가 중에서는 벨기에가 가장 큰 발전비용 감소폭을
보여주었으나(‘10년 대비

’19년 40%

감소) 시작점(‘10년 비용) 또한 가장 높았음을

함께 고려해야 함.

[도표10]

해상풍력발전의

가중평균

건설비용,

설비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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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

변화(‘10년~’19년)

ㅇ 수력
대비

: ‘19년
27%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은

0.047달러/kWh로 ’10년

높게 나타남. 균등화발전비용의 상승에도 불구, 신규

수력발전소의

89%는

가장 저렴한 화력발전소보다 낮은 발전비용

을 보임
-

세계 수력 가중평균 건설비용은 ‘10년 1,254달러/kWh에서

‘19년 1,704달러/kWh로

증가함. 이러한 비용 증가는 수력 보급의 중국 비중이 낮아지고, 평균 건설
비용이 높은 지역(브라질, 아프리카 등)의 보급이 증가했기 때문
-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지역의 경우, 기존 인프라에서 먼 곳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많은 프로젝트들이 비이상적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물자
운송, 계통 연계 비용이 증가하여 건설비용이 상승함

-

신규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은 ‘10년 44%에서 ’19년 48%로 증가

[도표11]

수력발전의

ㅇ 지열

가중평균

: ‘19년에

설비용량은

건설비용,

이용률,

가중평균

보급된 지열 발전은

13.9GW에

0.5%이며, ‘10년

설비

LCOE

변화(‘10년

∼

’19년)

682MW로 ’19년

말 기준 누적

달함. 이는 세계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말 누적 용량 대비

지열발전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은
비슷한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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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증가한 값임.

0.073달러/kWh으로

‘19년

세계

지난 4년과

- ‘10년

이후 지열 발전의 건설비용은

2,000~7,000달러/kW로

까지 건설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러한 추세가 멈췄고

‘15년

나타났음.

’14년

건설비용이 안정화되면서 이

’19년에는 ‘18년(4,171달러/kW)보다는

낮지만

’10년

보다는 높은 건설비용을 보임(3,916달러/kW)

(2,588달러/kW)

-

지열 발전은

“늘

켜져 있는(always

on)”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설비

이용률은 부지 조건과 발전소 설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대개
60~90%로
-

나타남.

‘19년

가중평균 설비이용률은

세계 지열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은
0.07달러/kWh로

79%였음.

‘10년 0.05달러/kWh에서 ‘19년

증가함. 설비이용률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전

비용은 대체로 건설비용 추세에 따라감.
완공 계획이 달성되는 경우

IRENA의

데이터에 따르면

’21년에는 0.05달러/kWh를

약간 웃도는 수준

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도표12]
*

2011년

지열
신규

발전의
설비는

가중평균
단

89MW로

ㅇ 바이오에너지
달러/kWh에서

건설비용,

:

관련

설비

데이터

가중평균

LCOE

∼

변화(‘10년

’19년)

부족

세계 바이오에너지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은 ‘10년

‘19년 0.066달러/kWh로

kWh당 0.057달러, 0.059달러로

달러,

이용률,

0.099달러로

0.076

감소. 국가별로는 인도와 중국이 각각

낮은 편에 속했으며 유럽과 북미가 각각 0.08

높았음. 전력 발전에 사용되는 바이오에너지는 공급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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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함. 현장에서 농업 또는 임업의 부산물로 원료
가 발생하는 등 공급 원료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바이오에너지
가 매우 경쟁력 있는 분산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19년
/kW)

바이오에너지의 가중평균 건설비용은

2,141달러/kW로 ‘18년(1,693달러

대비 증가. 신흥국의 경우 인건비가 낮고, 환경 규제가 덜 엄격하기 때

문에 신흥국의 투자비용이

OECD

국가보다 낮게 나타남. 또한 공급원료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총 건설비용은 유럽과 북미에서 높게 나타나고,
아시아와 남미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국가들의 바이

OECD

오에너지 프로젝트가 주로 목재를 기반으로 하거나 폐기물 연소(폐기물 관리
를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인 열병합발전(CHP)의 부산물로서의 전력 생산)에 해당하기

때문임
- ’19년

-

바이오에너지 설비이용률은 공급원료 가용성, 기술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임.

‘10년과 ’19년

사이 세계 가중평균 설비이용률은 낮게는

65%(‘12년)에서

높게는 86%(’17년)를 기록

바이오에너지 발전 관련 기술, 공급원료가 다양하고 건설비용, 설비 이용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균등화발전비용 역시 매우 광범위함. 바이오에너지는
자본비용이 낮고, 공금원료가 저렴한 곳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음. 바이오에너지 발전은 아주 낮게는

0.04달러/kWh에

전력을 공급

할 수 있음.

[도표14]

바이오에너지의

가중평균

건설비용,

설비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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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LCOE

∼

변화(‘10년

’19년)

ㅇ 집광형 태양열발전(CS P)
비용은
‘21년
-

집광형 태양열발전의 가중평균 균등화발전

:

‘10년 0.346달러/kWh에서 ’19년

0.182달러/kWh로

감소함.

47%

발전비용 전망치는 ’19년에 비해 59% 감소한 0.075달러/kWh로 예상

누적 설비용량은

‘10년부터 ’19년까지 5배

성장,

기록. 그

6.3GW

러나 다른 재생에너지 기술에 비해 여전히 보급 측면에서 유아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16~’17년

추가 설치량은 매년

100MW

수준에 그쳤고, 성장세는 중국, 모로코, 남아프리카 프로젝트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18년~’19년

에도 여전히 신규 설치량은 연간

사이에 나타남. 그러나 이 시기
660MW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그쳤음.
-

설비이용률은

‘10년 30%에서 ’19년 45%로

증가. 이는 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더욱 양질의 태양열 자원이 있는 곳에 보급이 가능해졌고 평균 저장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임.
- ‘19년

지만

가중평균 건설비용은
‘10년

대비

36%

5,774달러/kW로

낮은 수준임.

전년대비

‘18년과 ‘19년

∼ 시간인 집광형 태양열발전의 건설비용 범위는

4

8

달러/kWh로 나타남.

8시간

이상인 경우,

10%

증가했

사이 저장 용량이

3,183달러/kWh에서 8,645

4,077~5,874달러/kWh로

범위가

좁혀짐.

[도표15]

집광형

태양열발전

가중평균

건설비용,

설비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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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LCOE

∼

변화(‘10년

’19년)

□ 전망
ㅇ 최근 경매 및

유틸리티급 태양광
달러/kWh(’19년 대비
59%

가격을 토대로

PPA

’21년

0.039달러/kWh(‘19년
18%

감소), 해상풍력은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은

대비

42%

감소), 집광형 태양열

‘23년 0.082달러/kWh(’19년

감소), 육상 풍력
0.075달러/kWh(‘19년

대비

29%

0.043

대비

감소) 전망

< 재생에너지원별 세계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 >
세계 가중평균 LCOE(달러/kWh)

재생에너지원
‘19년

전망치

변화율

유틸리티급 태양광

0.068

0.039 (‘21년)

-42%

육상풍력

0.053

0.043 (‘21년)

-18%

집광형 태양열

0.182

0.075 (‘21년)

-59%

해상풍력

0.115

0.082 (‘23년)

-29%

[도표16]
*

재생에너지원별

왼쪽부터

-

태양광,

‘21년
62%가

세계

집광형

가중평균

태양열,

균등화발전비용

육상풍력,

추이

및

전망

해상풍력

완공 예정 설비 기준 유틸리티급 태양광의

80%,

육상풍력의

가장 저렴한 신규 화력발전(0.05달러/kWh)보다 낮은 발전비용을

보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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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장 가격 경쟁력이 낮은

500GW

규모의 기존 석탄화력 설비를

신규 태양광 및 육상풍력으로 전환하면,

△시스템

억~230억 달러(14조

원) 절감,

△탄소

9,400억

달러(세계

연간
1%)

1.8Gt(‘19년

4,480억

원~27조

세계 탄소배출의

5%)

7,104억

△

감축,

비용 연간

120

배출량
GDP의

규모의 투자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사점
ㅇ 재생에너지의 꾸준한 가격 하락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가
단기적인 경제적 필요와 중장기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용효율적인 기후 탈탄소 솔루션임을 확인시켜줌
- ’19년

완공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했으나, 투자금액은 단
(약 11억 9,480만

1,005kW,

18%만

‘10년에

증가. 즉, 투자금액

원) 설비용량은 태양광 기준

육상풍력 기준

비해 약

’10년 514kW

→

2배

1백만

’10년 213kW

‘19년 679kW로

증가

달러당

→

‘19년

증가하여

동일 금액으로 더 큰 투자 가치가 창출됨
ㅇ 재생에너지는 코로나19 대응 경제 부양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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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고서

獨 「국가 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주요내용(CLEW)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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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국가 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주요내용

◇
*

‘20.06.18(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독일 정부는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고 9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힘(6.10), 이에 주요내용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클린에너지와이어(CLEW) 기사를 토대로 제공함
Clean

Energy

Wire(CLEW),

** 원문 바로가기 :

Germany’s

National

Hydrogen

Strategy(‘20.6.10)

https://bit.ly/2URLQUL

◈ 독일 정부는 수소를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다목적 에너지 운반체이자
◈

섹터 커플링을 위한 필수요소로, 독일 탈탄소 전략의 핵심으로 판단함.
EU 의장국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의 수소시장 구축을 목표로 함

그린수소‘만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나, 과도기적 단계에서 탄소
중립수소(블루수소 및 청록수소)의 역할이 있음을 언급

’

◈ 수소가 독일 및 유럽 경제가 코로나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독일
수소 시장 확대를 위해 70억 유로, 향후 수소 수입 경로 확보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에 2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19

◈

년까지 수소 생산 설비 5GW 설치(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 20TWh,
그린수소 14TWh 생산) 예정이며, 가능하면 ‘35년까지(늦어도 ’40년까지는)
5GW를 추가 설치할 것임
’30

◈ 재계‧학계‧시민사회 각 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 수소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감독하는 수소 협력센터 구축 예정
25

,

□ 잠재력과 기회
ㅇ 다목적 에너지 운반체 : 수소는 합성연료의 주원료이자 수소전기차를 가동
시키는 연료전지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
ㅇ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

부문간 결합)을 위한 필수 요소 : 재생에너지

원을 직접 전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부문에서, 그린수소와

P2X1)

가 탈탄소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임
1) 역자 주 : Power-to-X,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소, 열, 기타 합성연료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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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배출 절감이 어려운 산업 생산 공정에서 수소가 원료
로 사용될 수 있음
ㅇ 수소가 독일의 탈탄소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물류와 고품질의

‧ ‧ ‧

‧

인프라를 포함하는 기술 생산 저장 인프라 에너지 사용 등 전체 가치사슬이
고려되어야 함
ㅇ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를 뜻하는 ‘그린수소’만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함
ㅇ 독일 정부의 목표는 그린수소를 사용하고, 빠른 시장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임. 그러나 동시에 독일 정부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 및 유럽의 수소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 예상함. 이 시장에서는 탄소중립
수소(블루수소 또는 청록수소

2)

)

역시 거래될 것임. 독일이 유럽 에너지공급

인프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수소(블루수소
또는 청록수소)는 독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과도기적

단계에서 사용될 것임
ㅇ 수소는 산업 정책의 잠재력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독일 및
유럽의 경제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함. 따라서 이번 국가 수소전략은 이와 연계된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기존의 수소 기술 지원 정부 프로그램에 더해,

년

’20

월

6

3

일에

확정된 경기부양책 의 일환으로 독일 수소 시장 확대를 위해
3)

억 유로(9조

70
(2

-

조

7,229

독일은

5,302

억 원), 국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억 유로

20

억 원)를 투자할 것임

EU

의장국으로서 수소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자 함

현 시점에서는 독일 내 재생에너지 용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역자 주 :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하지만 탄소포집및저장(CCS) 기술을 적용
하여 탄소배출이 중립적인 수소이며, 청록수소는 열분해를 통해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해낸 것
으로, 탄소가 고체 잔류물 형태로 배출됨.
3)역자 주 : 총 1,300억 유로를 투입하는 코로나19 대응 계획으로, 이중 500억 유로 상당의 기금을
별도 수립하여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 기술 등에 투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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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량의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
해보임. 따라서 독일은 미래에도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남아있을 것
이고, 이것이 독일이 수소에 대한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임

□ 전략의 목표
ㅇ 탈탄소의 수단으로 수소를 설정,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질 것
ㅇ 기술적 진보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가능하게 할 국제 시장의
빠른 성장을 통해 비용을 절감, 수소를 경쟁력 있게 만들 것
-

특히 이미 경제성 획득이 가까워졌거나, 경로 의존성 이 적거나,
4)

‧

‧

철강 화학 산업 일부 운송과 같이 별도의 탈탄소 대안이 없는
부문에 집중할 것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난방부문에 대해서도
검토
ㅇ 국내 수소 기술 시장을 발전시키고, 수입 경로를 확보할 것
-

수소 시장의 도약을 위한 첫 걸음으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수소 생산 및 소비, 즉 ‘내수시장’이 필수적임. 강력한 내수
시장은 해외 수소기술 활용에 중요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음

-

년까지 수소 수요를

2030

90~110TWh

‧

로 예상.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상 육상 풍력발전을 포함하는 최대
의 수소 생산 설비가 독일 내

5G W

이는 최대

년까지 설치되어야 함.

2030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을 뜻하며, 필요한 재생

14T Wh

에너지 전력은 최대

20TWh

에 달함. 수소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 수요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
되어야 함. (또한
년까지는

2040

2030

년

5GW

에 더해) 가능하면

년까지, 늦어도

2035

를 추가 설치할 것임

5GW

4)역자 주 :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그 관성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 어려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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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소를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대체 에너지 운반체로 확립
ㅇ 수소를 활용하여 생산 기반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탄소집약적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를 촉진
ㅇ 독일의 기존 가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수소 전용
네트워크 및 신규 인프라 또한 함께 구축함으로써 운송 및 송배
전 인프라를 강화
ㅇ

년까지 성숙도를 갖춘 산업 규모의 솔루션을 시스템적으로

2030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인력을 훈련시킬 것
ㅇ 산업계, 학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환 과정을 함께 설계할 것
ㅇ 독일 경제를 강화하고, 독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보 기회 제공
ㅇ 중장기적으로 독일은 대량의 수소를 수입해야 하므로, 국제적인
수소 시장과 협력 관계를 형성할 것
ㅇ 글로벌 협력을 기회로 여길 것

‧

‧

‧

‧

ㅇ 수소가 가진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 생산 운송 저장

‧

활용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를 추가로 개발 확보할 것
ㅇ 지속적으로 제반조건을 개선하고, 현 개발을 진전시켜나갈 것

□ 현황과 미래
ㅇ 현재 독일의 수소 사용량은 약

55TWh

임.

년까지, 수소 수요의

2030

초기 증가는 특히 산업 부문(화학, 석유화학 및 철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확대에 따라 운송 부문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임. 보수
적인 예상치로도 산업 부문 추가 수요는

로 전망되며, 이에 추가

10TWh

로 전기차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보다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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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난방 부문 소비 역시 늘어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소 수요가

110~380TWh

년까지

2050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ㅇ 독일의 국가 수소전략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미래 시장’을 목표로 함
-

수소 생산

: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수소의 생산 및 활용, 즉 ‘내수시장’은 수소 기술 시장의 부흥과
수소 수출에 필수적
-

산업

:

전력망 등 화학 산업의 기존 수소 인프라는 계속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철강 산업과 같은 다른 용도를 위해
최적화되거나 확장될 수 있음.
-

운송

:

수소 및

P2X

기반 모빌리티는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것

이 실용적이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 또한 특히 항공과 해운 부문에서도 기후중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임. 연료전지의 도입은 대중교통(버스, 기차),
중장비 운송 및 물류 부문에서 전기차를 보완할 수 있음. 수소의
활용은 일부 승용차의 대안도 될 수 있음. 도로 운송에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따른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요
-

난방

:

장기적으로 보아도 공정 열 생산이나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전기화의 잠재력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기체 에너지
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임
-

유럽 공동 프로젝트로서의 수소
조건과 의문들은

EU

:

시장 성장에 대한 많은 전제

역내시장과 법적 체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 유럽연합은 특히 북해에서 높은 수준의 풍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남부 유럽은 우수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잠재력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을 위한 좋은 기회를 보여줌. 잘 발달된 유럽 가스
인프라 역시 수소 운송을 위한 접점을 제공할 수 있음. 독일은
EU

의장국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의 수소시장 구축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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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무역

:

독일은

년 기후목표 및

2030

2050

년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위해 유럽 시장을 넘어 재생에너지 수출에 의존할 것임.
국제 수소 거래는 중요한 산업 및 지정학적 요인이며, 만약
현재 화석연료 수출 국가들이 수소 생산에 대한 큰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면, 그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질 것임.
-

국내외 운송 및 송배전 인프라

독일은 이미 광범위한 천연가스

: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중 일부는 향후 수소 이용에 활용되어야
함. 또한 추가로 수소 전용 전력망 역시 설치되어야 함. 독일의
지리적 위치와 유럽 경유국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 과정은 이웃 유럽 국가 및 관련된 제3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함
-

‧

‧

연구 교육 혁신

:

독일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수소와

P2X

기술

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독일 정부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분배, 그리고 응용까지 전 부분의 핵심 기술과 새로
운 접근법에 대한 연구 기금에 집중하고 있으며, 실험적 혁신을
빠르게 산업적 규모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거버넌스
‧ ‧

ㅇ 정부는 재계 학계 시민사회 각

‧

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 수소

25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 감독하는 수소 협력센터 구축 예정
-

수소 협력센터는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소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하고,

년마다 전략과 실행계획(아래 참조)를 전체적으로 평가

3

하여 목표 달성과 시장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
하는 보다 심도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임

州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 구성

ㅇ 연방정부와 각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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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
ㅇ 이번 전략에서는
해야 할 총

년까지 시장 확대를 위한 첫 단계로서 정부가 취

2023

가지의 조치를 포함하는 실행계획을 제시함.

38

년에

2024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시장은 통합되고 유럽 및 국제 차원
의 계획이 확립될 것임
-

‧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반조건을 개선. 수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에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특히, 재생에너지 부과금5)에서 그린수소 생산을 제외하기 위해

‧

노력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과금이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임.
가스 또는 전기 전력망 업체와 및 수소 생산 업체 간 새로운
비즈니스 및 협력 모델 구축 가능성을 검토

‧ 수전해설비 지원
‧ 해상풍력 기반 수소 생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제고
6)

-

적용분야

‧ 이미 경제성 획득이 가까워졌거나

,

경로 의존성이 없거나, 별도

탈탄소 대안이 없는 부문에 우선순위 부여

‧ 운송

부문 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등유

(renewable

kerosene)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장비 도로 운송

뿐 아니라 기차 및 해상 운송에도 적합한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정부는
할당량을 최소

2%

년 항공 등유 내 재생에너지 연료

2030

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 산업 부문 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기술에서 저탄소 대안으로의 전환을 지원. 또한
주로 철강과 화학 산업의 탄소 배출 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

CfD(Contracts for Differenc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계획 중

5)역자 주 :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전기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
6)역자 주 : electrolysers,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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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위한 부문별 장기적인 탈탄소 계획 개발
‧ 고효율 연료전지 난방 시스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가능한 난방
,

부문 수소 사용을 늘리기 위해 확장될 수 있음
-

인프라/공급

‧ 신규 인프라 구축 시

,

도로운송 뿐 아니라 철도 네트워크 및 수로에

적합한 위치에 수소충전소를 수요에 따라 확장하는 것에 특별히 주의
를 기울이고자 함. 대상은 수소 또는 연료전지 승용차 및 기업용 차량
을 모두 포함
-

연구, 교육 및 혁신

‧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계획하여 세계 시장에서 수소

기술의 선도주자가 되기 위해 국제적인 신호를 보내고자 함

‧ 새로운 연구 이니셔티브

수소 기술

”

2030(hydrogen technologies 2030)“

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

‧ 혁신 촉진을 위해 제반조건 개선
-

유럽 차원의 조치 필요

‧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기준과 원산지 검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 유럽 차원의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해 수소 기술을
관심 분야 주요 사업(Important

Project

of

Common

유럽 공동

”

European

Interest,

에 포함시키는 안이 있음

IPCEI)“

‧ 유럽

그린딜을 배경으로, 독일 정부는 유럽 수소 이니셔티브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할 것임

7)역자 주 : 탄소 CfD 프로그램은 독일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한 실제 비용 또는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별 계약 합의된 탄소 가격과 ETS 가격 간 차이가 발생 할 경우 그 차액을 자금으로 제공함
으로써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 기술 설치 및 가동을 지원하는 것임. 만약 미래의
ETS 가격이 계약 합의된 탄소세보다 높은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다시 차액을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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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 및
수소전략 발표(EU 집행위원회)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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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 및 수소전략 발표(7.8)

◇

‘20.07.09(목),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U집행위는 ‘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 과
수소전략 을 발표(7.8), 공식 보도자료 내용을 한국

」 「

」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요약‧ 번역하여 제공함
*

EU

Strategy

for

Energy

System

** 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 :

□

Integration,

EU

Hydrogen

Strategy

https://bit.ly/2Zgn0kp

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차지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해야 함.

」과 「수소전략」은

시스템 통합 전략

‘

7

월

75%

를

「에너지

일 채택된

8

보다 깨끗한 지구’와 ‘더욱

강력한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 에너지 부문을
더욱 효율적이고 상호 연결된 형태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

EU집행위의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책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새로운 청정에너지 투자 의제를 제시

ㅇ 이번 두 전략은

ㅇ 이번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전략
산업 내 유럽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가능

□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
1

‧

ㅇ 운송, 산업, 가스,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가 서로 다른 가치사슬

‧

규칙 인프라를 가지고 별도로 계획 및 운영되는
형태의

現

시스템으로는

‘사일로(Silo)*’

‘50년까지 비용효율적인 기후중립 달성

불가, 부문간 새로운 연계 및 기술적 진보의 활용이 필요
*

사일로

:

소통이나

원래

곡물

통합이

등을

되지

저장하는

않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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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모양의

비유적으로

구조물을

표현

의미,

외부와의

‧

ㅇ ’에너지 시스템 통합‘은 시스템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계획 운영,

‧

‧

서로 다른 에너지 운반체 인프라 소비 부문이 연계되어 작동됨을
의미. 이처럼 연결성과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은 효율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킴

- 예를 들어 자동차가 지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움직이고,
건물이 근처 공장의 열로 난방 되며, 공장은 해상풍력을 통해 생
산된 청정수소로 가동되는 시스템을 말함

「
」의 3가지 축
① 에너지효율이 중심이 되는 순환 에너지 시스템

※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
‘

’

‧

- 에너지효율 우선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건물 지역 사회에서
지역 에너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

△산업 현장이나 데이터 센터 등에서 나오는 폐열과 △바이오 폐기물

또는 폐수 처리장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재사용에 큰 잠재력이 있음

- 레노베이션 웨이브

*

(Renovation Wave)

*

유럽
위해

그린딜의
건물을

개

‧

주요

정책

보수하고

중

가 개혁의 주요 부분이 될 것

하나로,

에너지효율을

② 직접적인 전기화

(electrification)

건물

부문

개선하는

온실가스

그린

배출

리모델링을

저감을
의미

확대

-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화 필요
(건물: 히트 펌프, 운송: 전기차 등)

- 가시적 성과로 태양 및 풍력 확장과 함께

만 개의 전기 자동차

100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이 있음

③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및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바이오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을 촉진

- EU집행위는 재생가능 또는 저탄소 연료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및
인증 시스템을 제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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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전략
2

‧

‧

‧

ㅇ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는 산업 운송 전력 빌딩 전 부문
의 탈탄소를 지원할 수 있음. 이번 수소 전략은 투자, 규제, 시장

‧

창출, 연구 혁신을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고자 함
ㅇ 수소는 전기화가 적합하지 않은 부문에 전력을 공급하고, 가변적
인 재생에너지 흐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에너지 저장에 활용될

‧

수 있음.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 차원의 공공 민간
부문의 합동 조치가 필요함
ㅇ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 기반 수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빠르게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시장을 창출하기 위
해서는 중단기적으로 다른 형태의 저탄소 수소도 활용되어야 함

※ 수소전략의 단계별 접근 방식

①단계(‘20년~’24년)

-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설비 6GW,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백만 톤 생산

②단계(‘25년~’30년)
-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설비 40GW,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천만 톤 생산

③단계(‘30년~’50년)
-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기술이 성숙단계 돌입, 탈탄소하기 어려운 부문
까지 대규모로 수소 보급

☞ 이러한 단계별 전략 이행을 위해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장관, 유럽투자은행이 참여

월 8일자로 “유럽 청정수소 연맹
출범, 산업계, 시민사회, 국가 지역

7

‧

- 청정수소의 대규모 생산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유럽 내 청정
수소에 대한 수요를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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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오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방식
‘20.07.30(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일러두기>

☞ 본 자료는 Carbon Brief에 실린 케시 트린, 하이웬 윌리엄즈 박사, 사프론 오닐 박사의『기후
변화에 대한 오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방식(How Climate Change Misinformation
Spreads Online)』(6.26)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번역한 것임.
* 원문 바로가기 : https://bit.ly/2OXQBJf
☞ 오늘날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오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살펴보고, 교육, 예방, 규제 등을 대응책을 다루고 있음
지난 20년간 소셜 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보(誤報, misinformation)도
급증하게 되었다.
예방접종, 대통령 선거, 코로나19와 같은 주제에 대한 온라인 논쟁은 그 안에
뒤섞여 있는 오보만큼이나 격렬하다.
기후변화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거짓 정보가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주제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퍼지다가 결국은 기성 매체나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오보는 무엇인가? 누가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어떻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WIRE

기후변화(WIREs

Climate

에 발표한 새로운 백서에서

Change)

온라인 상 오보의 배후가 누구인지, 소셜 네트워크가 오보가 확산되기에 좋은
공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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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오보는 무엇인가?
우리는

속이려는 의도의 유무를 불문하고 생성되고 확산되어 오해를

‘

유발하는 정보’를 오보라고 정의한다. ‘허위 정보'는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생성되고 확산되어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오보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정보

오보

허위정보

속이려는
의도 있음

속이려는
의도 있음

속이려는
의도 있음

오해
소지
없음

오해
소지
있음

오해
소지
없음

속이려는
의도 없음

오해
소지
있음

오해
소지
없음

속이려는
의도 없음

오해
소지
있음

속이려는
의도 없음

정보, 오보, 허위정보의 단계. 제공: Treen et al. (2020)

기후변화 관련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오보는 입증된 이론에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기후과학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를 갖는 유형의
행태와 정보로 볼 수 있다.

이는 기후에 대한

회의주의(scepticism)’,

‘

역발상주의(contrarianism)’, ‘부인(否認) 주의(denialism)’로 설명되기도 한다.

‘

마찬가지로,

최근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되었듯

기후에

대한

경각주의(alarmism)* 역시 오보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는 학술문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장된 주장이 포함된다. 기후 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기후 경각주의에 대한 문헌의 양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으며,
이는 기후 경각주의가 기후 회의주의에 비해 만연해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 글은 기후 회의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경각주의(alarmism) : 실제 혹은 상상 속의 위협에 대해 지나치거나 과장되게 경각심을 갖는 것(재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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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학술문헌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오보의 생성, 확산, 자금 제공에 행위자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기업 및
자선단체
행위자

자금 지원

보존재단

특히,
화석연료에
관심이 많은
산업 및 기업

기후변화 오보
생산자

인플루언서 반향실*

오보

매체
(특히, 보수
및 우파
매체)

정치 조직 및
종교 조직
(보수적 싱크탱크
및 위장 단체)

오보

가짜 시민조직/
일반대중 조직/
캠페이너

회의론적
블로거

오정보

대중 에코
체임버
대중(특히,
공화당에 투표
하는 보수적인
백인 남성)

오보

오보

정치인(특히
보수주의자/
공화당
지지자)

오보

반대파
과학자

오정보
피드백 루프

기후변화에 대한 오보의 흐름도. 행위자(보라색), 생산자(주황색), 인플루언서 반향실(청색), 대중
반향실(녹색) 제공: Treen et al. (2020)

*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 뉴스매체나 소셜 미디어에서 같은 정보와 아이디어가 돌고
돌며 믿음을 증폭시키거나 계속 강화되는 현상(재단 역)
위 그래프에서처럼 기후변화,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업과
자선단체(보라색 부분 참조)가 제공한 자금에서 오보 네트워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은 오보의 생산과 관계된 다양한 집단(주황색)으로 흘러들어간다.
기후변화 부정 단체’,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 캠페인’이라고도 불리는 생산자

‘

집단에는 정치조직, 종교조직, 반대파 과학자, 그리고 풀뿌리 단체를 가장한
온라인 집단(‘가짜 시민조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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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와 정치인, 유명 블로거 등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인플루언서 반향실’(청색)에 그대로 옮기고 이는 다시 더욱 광범위한

‘

청중(녹색)에게 다다르게 된다.
어떻게 확산되는가?
오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사회적 과정이 얽혀서
확산된다.

그

중

하나는

동종선호(homophily)’이다.

‘

동종선호

현상이란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

맺으려하는 경향을 말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친구 추천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행태를 부추긴다.
동종선호 현상에 사회적 규범 및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네트워크에서
나온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더해지면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정보와
오보가 확산되는 ‘반향실’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 이는 다시 양극화
현상(polarization)으로 이어져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을 갖는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정보의 신뢰성보다는 사용자의 활동 및 과거에
검색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콘텐츠를 홍보하는 방식이 양극화 현상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알고리즘 편향’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즉,

확증

‘

편향’)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증폭시킨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조작할 수 있는 악성 계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취약하다.
아래 그래프에서처럼, 이러한 모든 인적 요소(보라색)와 플랫폼 요소(녹색)가
소셜 미디어의 용광로에 함께 모여들면서 오보의 확산, 소비, 수용에 대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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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셜
미
디
어
플
랫
폼
요
소

알고리즘
편향

양극화

플랫폼
구성
악성
계정

이념과 가치

반향실

사회적
규범

오보의 소비,
수용, 확산에
대한 민감성
증가

동종선호

신념체계 및
확증 편향

인적 요소
기후변화에 대한 오보의 흐름도. 행위자(보라색), 생산자(주황색), 인플루언서 반향실(청색), 대중
반향실(녹색) 제공: Treen et al. (2020)

기후변화 관련 논쟁에는 이러한 요소 모두가 존재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후 논쟁의 반대편에 속하는 양극화된 소셜
미디어 이용자 사이에서 강력한 동종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반향실의 증거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이념, 가치 및 사회적
규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왜 중요한가?
기후변화에 대한 오보를 확산시키는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주된 전략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도록 만들어 ‘기후변화를 둘러싼 심각한 의심의 안개’로
이끄는 것이다. 주된 주제 세 가지는 기후변화의 실체에 대한 의심, 긴급성에
대한 의심, 기후 과학자의 자격에 대한 의심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오보는 기존의 정치적 편향성 가중뿐 아니라 대중의
혼란,

정치적

무관심,

완화

정책에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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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지를

거부하거나

지지를

다른 분야의 오보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오보가 극심한 공포, 의심, 두려움,
염려, 불안 등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결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보가 사회적
수준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염려가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더욱

기억인지응용연구저널(Journal
실린

자세하게

of

Applied

연구하고

Research

in

있다.

Memory

예를

and

들어,
에

Cognition)

년의 연구는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함께 불신하게 하거나 정부에

2017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사회 전체의 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

오보의 보다 교활하고 위험한 요소’를 강조한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학술문헌은 오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은
크게 교육(보라색), 예방(청색), 기술적 해결(녹색), 대응(주황색), 규제(적색)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의 그래프에 요약되어있다.

오보의 타임라인
오보를 수용하기 전

오보를 수용한 후

교육

예방

기술적 해결

대응

규제

비판적 사고 기법(예:흐름도,
PARCS 기법, 게임)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악성 계정에 대한
조기 탐지

시정적 접근방식

벌금

협력적 접근방식

구속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오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경고

순위 결정 및 선택
알고리즘

아그노톨로지의 오용
가능성

모든 사안을 예방하는
것이 어려움

역효과 현상 위험

거칠고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음

교육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기후 지식이 요구됨

예방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탐지된 악성 계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및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알고리즘이 정확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검열 문제

교육 도구로서의
아그노톨로지

영향력의 지속 위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 정보의
출처가 중요

문헌에 소개되어 있는 오보에 대응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비판과 경고 제공: Tree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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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
‘빅 브라더’라는
함의

기후변화에 대한 오보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많은 문헌들은 교육적 접근방식에 집중한다. 비판적 사고 기법 교육,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오보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아그노톨로지(agnotology)*’를 교육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

이 모든 방법은 사람들이 오보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아그노톨로지의 오용 위험과 교육가들이 특정한 수준의 기후 지식을 갖춰야
하는 요건이라는 한계가 있다.

* 아그노톨로지(agnotology) : 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무지와 의심을 탐구하는 학문(재단 역)
잘못된 온라인 정보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술적 해결과
인지심리학

이론을

결합한

테크노코그니션(technocognition)’

‘

또는

사회기술적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이는 오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예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 또는 오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경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순수한 기술적 접근방식에는 악성 계정에
대한 조기 탐지와 순위 결정 및 선택 알고리즘 사용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오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
오보에 대한 반응과 규제로는 오보를 받고난 후 이를 정정 또는 협력적
접근방식으로 대응하거나 벌금, 구속 등의 처벌을 내리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해결책에는 수많은 위험이 숨어 있다. 예방 전략의 경우,
모든 사안에 대해 예방을 하거나 예방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기술적
해결에도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검열, 알고리즘의 정확성
또는 효과성, 악성 계정이 탐지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정하려는 접근방식에도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정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원래의 믿음을 더욱 굳히게 되는 ‘역효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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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제기된 정정 정보가 기존의 오보에 대한 의존도를 제거하지 못하는
지속되는 영향의 효과(continued

‘

influence

라는 문제도 있다. 오보에

effect)’

노출되고 나면 그것이 정정된 후에도(심지어는 즉각적으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속해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의 메아리(belief

‘

도 난관이 될 수 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정 정보의 출처가

echoes)’

중요하다는 경고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문가 집단은 규제를 ‘거칠고 위험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으며 ‘빅 브라더(Big

라는 함의를 갖기도 한다.

Brother)’

마지막으로, 오보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보의 기원과 확산(특히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오보를 다루기 위한
전략이 다수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오보가 계속해서 대중의 논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여러
접근방식을 혼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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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사

이제는 논리보다 기후변화에 감정적이
되어야 할 때(The Guardian)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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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논리보다 기후변화에 감정적이 되어야 할 때
‘20.07.30(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일러두기>

☞ 본 자료는 가디언지에 실린 레베카 헌틀리의 칼럼『이제는 논리보다 기후변화에 감정적
이 되어야할 때(Stop Making Sense: Why It's Time to Get Emotional About Climate
Change)』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번역한 것임.
* 원문 바로가기 : https://bit.ly/3146fbR
☞ 레베카 헌틀리는 호주 사회 연구가이자 사회 동향 전문가로, 『변화를 만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 방법(How to Talk About Climate Change in a Way That Makes a Difference)』
저자임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명백해진 상황으로, 이제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심리, 신념 등 내면에 주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칼럼일자 : 2020.07.04.
작성자 : 레베카 헌틀리(Rebecca Huntley)
매체 : The Guardian
번역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과학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지금, 진보를 위한 열쇠는 우리의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과학에 대해 교육하는 것만
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점성술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등 매우 합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와 학자의 딸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아마 이러
한 이유로 나는 설득력이 있으면 사실이고 감정은 훌륭한 논쟁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며 자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회과학자로서 사람에 대해 연구한다. 나는 주로 사실이 아닌
감정에 대해 다룬다. 나는 연설을 할 때 내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에 관한 전문가라는 농담을 하곤 한다. 나는

년 이상

15

사회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염려스럽게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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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 동시에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끔찍한 기후변화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도 보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라를 이끌
대표를 선택하거나 행동을 취할 대상을 정할 때에는 그러한 걱정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과학은 과학적 방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확실성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과학을 넘어서 사
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측면은 과학을 단순하게 보이
게 만들 수 있다. 물리학의 법칙은 질서정연하고 깔끔하지만 사람들은 복잡하
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사회 연구가들은 기후변화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할
때 그들이 기후과학을 이해하는지(혹은 이해하지 못하는지) 여부를 뛰어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을 측정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세계관, 정치적 견해, 가치, 문
화적 정체성, 심지어 성 정체성을 분석한다.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
고 있는 정신을 측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국의 교수인 마이크 휼름은 그의 저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서 바로 이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이 많은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
한다. 그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 원인은 '외부'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물리적 현실을 의도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충돌과 반대를 어느 정도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신념체계와 감정적 반응 그리고 이를 형성하는 사회적 힘을 이해해야 하
며 기후변화 및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소통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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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 기후변화가 정치화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라는 주제
에 대한 반응은
구가는

년대 후반에 당파에 따라 크게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연

1990

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정책 입안자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1997

해결책을 탐색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
당 지지자의 관점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예일대학교 기후변화 의사소통 프로젝트 책임자인 토니 레이세로위즈 교수는
학술지 위험 분석에 기고한 글에서,

년에 “지구 온난화”라는 문구에 대한

2003

첫 번째 반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응답자 중
또는 “사기”와 같은 단어에 반응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만이 “거짓말”

7%

년에는

2010

로

23%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주
장이 과장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년

2003

에서

15%

년에는

2008

로 거의 두

29%

배로 증가했다.

년에 개봉되어 큰 성공을 거두며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낸 미국 전 부

2006

통령 엘 고어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은 기후변화를 진보성
향의 정치와 강하게 연관시키면서 긍정적이지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레이세
로위즈 교수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론과 부정론은
낙태 반대, 이민 반대와 더불어) 공화당 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념의

(

일부가 되었다.

나 역시 호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 연구에서 이러한 정치화 현상
을 늘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누군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을 추측하기 위
해 지난 번 선거에서 그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물어볼 필요조차 없게 되었
다. 가끔은 사람들에게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예: 세금이 너
무 높은가? 규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가?)와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무엇인
지(예: 블로그, 소셜 미디어, 공영 방송)만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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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두가 호주나 미국처럼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은 아니다. 존경받는
연구기관인

는

Pew Research Center

년 “캐나다와 독일, 영국에서는 보수

2015

당 지지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을 가능
성이 자유당 또는 녹색당 지지자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그
밖의 많은 나라에서는 정치적 차이가 덜 부각되고 있고 과학에 이의를 제기
하는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훨씬 낮다.
이처럼 양극화 정도가 낮은 나라(종종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이미 체감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의

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들)

CO2

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운동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양 강대국에서 벌어
지고 있는 기후과학의 진실에 대한 끝없는 논쟁은 놀라운 것이다. 이런 상황
에 대해 활동가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국제적 수준의 진전을 이루는데 적지 않은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인
질문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질문으로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된다. 그러
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종종 확고한) 정치적 성향이 그들이 기후변화
에 반응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전체 그림의 일
부에 불과하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관점을 정치학에서 심리학으로 이동시킨다.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통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신의 세계관을 형성하
는 세 가지 유형의 편견이라는 주제로 기상학자 마샬 셰퍼드의
강연(Ted

년 테드

2018

은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할 콘텐츠이다. 스스로를 날씨에

Talk)

미친 괴짜로 부르는 그는 기후변화를 믿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는
이런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과학은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과학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에 대한 것이다. 그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진실과 백신, 진화,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에 대한 미국
대중의 믿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 사이의 큰 차이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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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이유로 자연 과학자들이 심리학,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인
식을 형성하는 편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샬 셰퍼드는
대 편견을 꼽는다. 첫 번째 편견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

3

는 확증 편향이며, 이는 우리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만 찾으려는 성향
을 말한다. 확증 편향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곳,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인플루언
서를 팔로우할 수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 번째 편견은 더닝 크루거(Dunning-Kruger) 효과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
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과소평가하
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나 역시 포커스 그룹에서 과학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참가자들이 기후변화 과학에 대해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보면서 항상 이런 편견을 마주한다.

세 번째 편견은 인지부조화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심리적으로 조화될
수 없는 행동이나 생각에 직면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 이때 이들은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를 부정함으로써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
한다.

기후변화는 매우 불편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는 포커스 그룹에서 항상 이러한
인지부조화를 보게 된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강
력한 과학적 설명을 확인한 후에도 기후변화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닝 크루거 효과 때문에 과학적 설명을 부정하
고, 확증 편향 때문에 과학적 증거와 다른 것을 보여주는 블로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J

마샬 셰퍼드는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 오늘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는 대중 인식과 과학적 사실 사이의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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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편견과 그러한 편견을 뒷받침하는 우리의 믿음을 상세하게 조사해야 한
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는지, 그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지, 사실보다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내용만을 읽은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후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해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
유해야 한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과학적인 방법을 약화시켜야 한다거나, 사실 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후과학이 진
실이라는 것이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합리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감정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바로 사람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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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2025년 에너지로 바꾸는 세상

◇

‘20.07.30(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대상으로,

*

‘2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20년

기술선도기업(Technology

을

*

Pioneer)

기술이 바꿀 세상에 대한 전망을 조사함(6.23)

’20년부터

매년 초기 단계 기업 중 기술 등을 통해 사회나 비즈니스

전반에 영향을 끼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
**

◇

원문 바로가기 :

총

17가지

제거 기술,

https://bit.ly/2ZIHpx8

△기가톤 규모의
△디지털혁명을 통한 청정에너지 혁명 △머신러닝과
전망 중,

△광범위한

에너지전환,

,

AI

탄소
기술

을 접목한 탈탄소화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하여 제공
❶ 광범위한 에너지전환
2025년에는 ‘탄소
‘사회적으로

발자국’이 오늘날의 음주운전만큼이나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중들은 우리의 삶과 건강, 미래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은 정부 정책과 각 개인의
Carbon Engineering
Steve Oldham 대표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고, 전 세계가 탄소발자국을
주시할 것입니다.

개인, 기업, 국가는 탄소발자국의 제거를 뜻하는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세계 탄소 배출을 현저하게 감축시키는
광범위한 에너지전환,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제거하는 거대한 탄소 관리 산업
의 등장을 통해 ‘넷제로’를 실현한 지속가능한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에 준하는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불러일으
킬 것입니다.
[해외동향] 2025년 에너지로 바꾸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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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가톤 규모의 탄소 제거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 제거 등 네거티브 탄소 배출 기술의 확장(scale

은

up)

대기 중 기후 관련 탄소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는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류는 더 많은 탄소 배출을 멈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동시에, 지금껏 방출된 탄소를 영구적으로

Climeworks
Jan Wurzbacher 대표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확대되면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비용은 줄어들 것
입니다. 탄소 제거 기술은 기가톤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불가피한 대기 중의
탄소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 제거 기술은 개인들이 직접 대기 중의 탄소 농도에 기후친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기술은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❸ 디지털을 통한 청정 에너지 혁명

향후 5년 내 “에너지전환”은 티핑포인트*에 도달할 것입니다.
*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극적인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전환점) -재단 주

신규 재생에너지 비용은 화석연료의 한계비용보다 저렴합니다.
Akselos
Thomas Laurent 대표

글로벌 혁신 생태계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혁신이 빠른 속도로 대량 보급

되도록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해상풍력 설비
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디지털화를
향한 확고한 투자를 통해 달성할 것이며, 디지털화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
가속화되어 태양광의 혁신수용모델(innovation

curve)에도

[해외동향] 2025년 에너지로 바꾸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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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될 것입니다.

물리적 장치의 가상 복제본을 뜻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의 빠른 발전은

*

Twin)

에너지 부문의 시스템적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을 뜻함. ‘20년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융복합 사업 중 하나로 발표된 바 있음. 디지털 트윈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계‧운영 최적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건물 설계 등) - 재단 주

물리학 기반 모델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과학적인 머신러닝은 설계 간소화,
운영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구조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고로 이어지기 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고치는 능력은 보다
안전하고 더욱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풍력발전단지부터
교량, 무인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실시
간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❹ 머신러닝과 AI 기술을 접목한 탈탄소화
향후 5년 내, 탄소집약적 산업들은 머신러닝과

AI

기술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석유‧가스와 같은 산업들의 탈탄소화 속도는 매우
더뎠습니다. 탈탄소화를 하는 동시에 생산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
FogHorn Systems

압력과 시장 변동성,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러한 산업들을

David King 대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자 하는 규제기관이 석유‧가스‧제조
업 부문의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운송‧건물 부문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기술 기반 이니셔티브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공업 부문 또한 이와 유사
한 접근방법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탄소 다배출
분야에

AI 나

머신러닝과 같은 신기술이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정확성 높은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효율적이면서 능동적으로
해로운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고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동향] 2025년 에너지로 바꾸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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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경쟁력이

글로벌 신성장 동력
2020.8

311

요 약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가
2020년 8월 기준 242개에 달했으며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린 전력’이 글로벌 성장 트렌
드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 차원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그린 경쟁력을 추구하고 있어 환경친화
적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청정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산업과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
다. 기업과 산업이 앞장서야 더욱 빠른 전환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업계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다.

컨설팅펌 Capgemini의 디지털 혁신·전환 컨설팅 유닛인 Capgemini Invent는 <RE100기업들은 어떻
게 경쟁사를 뛰어넘었는가(2018)> 연구를 통해 RE100 가입 기업들이 평균 이상의 재무적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직접적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본 연구는 RE100 가입 여부와 재무 성과 간의 인과관계
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탄소 배출 감축으로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개선된 기업 평판의 폭
넓은 사업적 이점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측한다.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 후 목표 달성을 위해 이들의 협력사와 공급사에 동참
을 독려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이들 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공급사로서
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이러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은 또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글로벌 트랜드가 재생에너
지에 대한 수요를 늘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도 하며 PPA와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제도와
시장을 새롭게 탄생시키기도 했다.

또
 한 기업과 산업의 청정 에너지 전환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의 경우 에너지 집
약적 산업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 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야심찬 국가 및 국제적 기후보호 목
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IN4Climate.NRW는 독일 노르트라인웨스트팔리우 주 경제·혁신·디
지털·에너지부의 소속 기관으로 기후중립적 산업 부문 구축을 위해 혁신 전략 개발에 힘쓰고 있다.
IN4Climate은 <산업 부문의 미래 구축 : 기후중립을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확대하기
(2020)> 정책 방침서를 통해 산업 부문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아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
시한다.
①  독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전기 및 전기기반 에너지 운반체 수입을 통해 산업 부문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
②  그리드 확장, 저장 기술, 부문간 결합, 전력수요 유연성 개선을 통해 공급 및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
할것
③ 정부의 지원을 유지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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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경쟁력이 국가·기업 경쟁력 제고

1. RE100 기업, 경쟁사를 뛰어넘는 성과 보여
Capgemini Invest의 협조를 받아 RE100에서 발표한 <RE100기업들은 어떻게 경쟁사를 뛰
어넘었는가(2018)> 보고서는 Vodafone, Sony, RBS 등과 같은 굴지의 기업을 포함한 152개
RE100가입 기업들의 2016/7 재무 성과와 3,500개 경쟁사의 재무 성과를 비교하였다.
이번 연구는 RE100 참여와 평균 이상의 재무적 성과를 내는 것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여준다. 두 그룹의 재무 성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RE100 가입 기업들의 순이
익률과 EBIT(세전영업이익) 부분의 실적이 비가입 기업들 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두 그
룹의 실적 차이는 0.3%포인트에서 많게는 7%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탄소배출 감축이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 평판을 개선하는 등 폭넓은
사업적 이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재생에너지원과 재무 성
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해내진 못했다.
비록 이번 연구가 이 둘의 상관관계를 증명해내지는 못하였으나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과
정에서 발생한 기회를 잡은 기업들은 그들이 속한 부문에서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경쟁사 보다 나은 사업 성과를 만들고, 재생에너지원 활용을 우선
시하고 있는 시장의 리더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업을 따라 100% 재생에너지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청정 에너지 전환에 합류하는 것은 자금 마련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으며 단
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특히 재생에너지 자가 발전시
OPEX1)에서 CAPEX2)로 전환할 때).

1) O
 PEX(운영비용) : 갖춰진 설비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으로 인건지, 재료비, 수선 유지비와 같은 직접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비용으로 구성
2) CAPEX(설비투자비용) : 미래의 이윤 창출 및 가치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기업이 장비, 토지, 건물 등
의 물질 자산을 회득하거나 개량할 때 사용되는 비용

313

그린 경쟁력이 글로벌 신성장 동력

부문

기업 수

순이익률(%)

전체 기업 중 RE100
참여 기업 수

EBIT 마진(%)

RE100

부문

RE100

부문

소비재 상품

451

16

8.9%

8.2%

△
0.7

16.1%

12.3%

△
3.8

정보통신

525

23

15.6%

8.9%

6.7

20.1%

12.5%

7.7

제조업

742

19

6.5%

5.7%

0.8

8.9%

8.3%

0.6

헬스 케어

194

4

24.0%

6.5%

17.5

31.5%

10.2%

21..3

소매

481

14

6.2%

4.4

1.7

6.4%

6.2%

0.3

금융 및 서비스

457

34

17.8%

16.1%

1.7

23.5%

22.4%

1.2

여행, 물류

260

6

6.4%

5.3%

1.0

10.6%

9.3%

1.3

건설 및 부동산

352

6

10.0%

7.6%

2.5

16.6%

11.3%

5.3

도표 1. RE100 가입 기업과 경쟁사 재무 핵심성과지표 비교

>10

헬스 케어
정보통신

8

EBIT (두 그룹 간의 차이)

6

건설 및 부동산

4

소비재 상품

2

제조업
여행, 물류

0

굼융 및 서비스
소매

2

4

6

8

10>

순이익률 (두 그룹 간의 차이)

도표 2..RE100 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재무 KPI 비교

기업의 에너지원 활용 전략은 기업 내 확실한 영향력을 가진다. 에너지 전략에 집중하게 되
면 대체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이어지고 간접적 비용 절약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재무
구조(재생에너지 자산 투자를 통한 OPEX에서 CAPEX로 전환할 경우) 기업의 구조 개편으
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추가적 이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기업이 기후대응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면 새로운 자금 조달처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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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ESG3) 집중 투자 및 그린 본드4)
등 투자 모델들은 에너지 문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왔다. 세
계은행에 의하면 2016년 816억 달러였던 그린 본드 발행은 2017년 1,300억 달러를 초과했다.

2. 글로벌 리더십 및 파트너십 강화
RE100은 Climate Group이 이끄는 자발적 글로벌 운동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미 다
양한 산업군에 걸쳐 전 세계 242개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2050
년 이전의 목표 시점을 지정하여 언제까지 100%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한 전력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RE100 회원사들은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굉
장한 성과를 만들었다. 2019년 7월 기준 이들 기업 중 4분의 1이 재생에너지 활용 95%를 달성
했다고 한다.
RE100 회원사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활용한다.
(1) 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3) 간접 전력구매계약 또는 “그린 타리프5)” 활용
(4) “녹색 요금제”
(5) 공급자 기업에 위의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했다는 증빙 제출
요구
애플, 구글, BMW 등 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자 기업들에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애플의 움직임에 따라 애플의 공급자인 렌즈 테크톨로지와 애플에 안테나 밴드를 공
급하는 솔베이 스페셜티 폴리머즈 또한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데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3)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한 투자
4)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5) 재생에너지 구입을 위해 유틸리티 기업과 체결하는 전력구매계약. 해당 유틸리티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자와 corresponding 전력구매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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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약속했다. 애플에 알루미늄 하우징을 제공하는 캣처 테크놀로지도 2018년 말까지 애플
제품 생산 과정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연간 60만 톤의 탄소 배출 감축
을 예상했다. 이로써 2018년 말 기준 애플은 애플 제품 생산에 소요된 청정 에너지는 연간 15
억 kWh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0년 7월 27일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이자 애플의 공급자인 대만의 TSMC는 2050
년까지 전 세계 공장의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발표했다. 애플이 2030
년까지 탄소중립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단 일주일만에 RE100 가입을 결정한 것이
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TSM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20년, 920MW)의 전력구
매계약(PPA)을 체결했으며 2020년 8월 청화 해상풍력발전 단지와 PPA를 체결했다. 이번 계
약으로 TSMC는 향후 20년간의 고정 비용을 보장 받고, 2백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 절감 효
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3. 에너지 산업 성장 및 구조 개편
(1)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압력으로 녹색 전력은 글로벌 성장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태
양광 패널 제조업체 퍼스트 솔라의 주가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5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하루 동안 13% 이상 주가가 상승하며 72.93 달러로 장을 마
감했다.
대만 시장에서도 태양광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태양광 산업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TSMC의 지휘 하에 대만 태양광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대만의
에너지 전환 또한 촉진될 것이다. 대만 내부에서도 태양광 시장 관련 성장이 기대되어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8월 7일 대만의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인 모테크
는 일일 한도를 설정했으며 태양광 모듈과 셀 제조업체인 유안징의 주가는 8.5% 상승했다.

(2)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 전력 활용을 빠르게 도입한 기업들은 에너지 시장을 그들의 수요에 맞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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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해체하고 미래의 청정 에너지 시장을 향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 그 예로 최초의 재생에너지 PPA는 기업 자본을 재생에너지 자산을 구
매하는 데 사용하기를 꺼려했던 기업들에 의해 생겨났다. 에너지 공급자들은 이러한 수요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 모델을 개편했고 그 결과 오늘날 크게 성장 중인 PPA 시장이 탄
생했다.
이와 비슷하게 대형 기업들은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저장시설, DR 장치 등 혁신적 솔루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유연하고, 분산된, 탈탄소 전력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전환은 공급자 측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틸리티 기업 중 향후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
을 차지하는 곳은 고객이 그들 수요에 꼭 맞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디지털 혁명의 기회를 잡는 곳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기존의 유틸리티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 설치업자, P2P 재생에너지 거래 시스템, 자동
차 기업, 대형 매장, 통신사업자들이 공급과 서비스 시장에 투자할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소비자 경험
소비자 인식 & 이해관계자 기대 →
브랜딩 공정 가격 설정

대량 구매
단체 에너지 구매

구체적 요건을 갖고
소비자에 접근

운영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효율  →
기업 구조 개편
자금 조달원 확대
위험 완화(전기요금 안정)

도표 3. 에너지 전략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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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 산업 부문의 전환이 핵심

독일의 에너지 집약적인 1차 산업 부문은 다른 부문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소해왔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 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야심찬 국가 및
국제적 기후보호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기후중립적 산업 부문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생산된 결과물이 얼마
나 기후친화적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을 전환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충분한 양의 저렴한 녹색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독일 산업 부문은 이미 독일 전력 소비(500TWh)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 과
정을 전기화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난방(전기식
히트펌프)과 수송(전기차 등) 부문의 전기화도 향후 몇 년간 독일의 전력 소비를 증가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기후중립화 달성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들은 전기와 재생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낸 전기
기반 연료는 모든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연간 수요를 독일 경제 전반에서 4배 가량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화학산업협회(VCI)가 제시한 로드맵은 의하면 2050년까지 독일 화학 산업을
온실가스 중립화하려면 연간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녹
색 전력 중 상당 부분은 수소 생산에 활용될 것이다. 그린 수소는 2050 기후보호 목표 달성에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며 특히 1차 산업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N4Climate은 <산업 부문의 미래 구축 : 기후중립을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확대하기(2020)> 정책 방침서를 통해 산업 부문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아래 3가지 조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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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산업 부문의 수요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기후중립적 산업 부문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회랑은 보다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독일 주(州)전역에 걸쳐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력과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물(그린 수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독일의 제
한적 잠재력으로 에너지 수입은 계속해서 독일 수요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
안팎의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높은 잠재력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독일에서 보다 더 저렴하고
많이 생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기 기반 에너지 운반체는 기후중립적 수소 그리고 합성
연료의 형태로 수입될 수 있어 국내에서 생산해야 할 재생에너지 전력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도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 재생에너
지 기술의 자체적 발전으로 국가의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으며 수입의 위험과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내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충분해진다면 시스템 통합과 관
련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 공정과 에너지 변환 기술을 시행단계로 옮길 수 있
고 보다 빠른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보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
IN4Climate는 독일 연방 정부에 엄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 발전소 교체
(repower)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투명성, 참여 유도, 효과적 인센티브 등은 신규 발
전소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 공급 및 시스템 안정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역사적으로 독일 전력 시스템 공급 과정에 방해 요소가 적었다는 점은 산업군에 아주 큰 이
점으로 작용했다. 전력 공급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독일 1차 산업군에 지속적으로 주요한
요인으로 남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동시에 원자력과 석탄의 비중이 줄어들
더라도 전력 공급의 수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IN4Climate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 늘어난 수요에 따른 그리드 확장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
이고, 저장 용량 확대, 부문간 결합, 전력 수요 부문의 유연성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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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이에 앞서 계획과 허가 과정은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 참여자들
의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IN4Climate는 또 에너지 집약적 기업들과 전력 소비자들이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현존하는 세제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높은 시간대에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전력 소모의 결과로 발생하나 첨두부하에 대해 네트워크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
장한다.

(3) 경쟁력 있는 전기와 전기요금이 확보되어야 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재생에너지를 야심차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항시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에너지 집약적 가치사슬
의 점진적 오프쇼어링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혁신적 기후보호 기술과 관련한 막
대한 투자가 독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IN4Climate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늘어난 요금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연방 예산으로 재정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연방 자금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
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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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주요 국가별 에너지원 인식조사 결과
‘20.09.25(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미국) 태양광(84%)‧풍력(77%) 선호도 높고, 석탄(24%)‧원자력(29%) 낮아
※ 美 여론조사업체 Morning Consult, 2,200명 성인 대상 조사(’20.8.24~27)(https://bit.ly/3iB8730)

◦

-

◦
◦

-

‧

에너지원별 선호도는 태양광(84%) 풍력(77%) 등 재생에너지가 가장
높았고, 원자력(29%)과 석탄(24%)은 선호도가 낮음
에너지원

선호

비선호

태양광

84%

8%

풍력

77%

12%

천연가스

67%

20%

수력

50%

12%

원자력

29%

49%

석탄

24%

58%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응답자들의 원자력 선호도(선호 27%, 비선호 55%)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가정이나 건물의 전력공급업체에 희망하는 에너지원을 지정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태양광이 4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뒤이어 천연가스(18%), 풍력(10%), 원자력
(4%), 수력(3%), 석탄(1%) 순으로 나타남(상관없음 19%)
‘

원전에 대한 의견 중 자신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는 ’현 원전 유지 신규 건설 반대‘ 의견이 가장 많은 33%를
차지, 뒤이어 ‘원전 전면 철폐(21%),’ ‘원전 유지 신규 건설 찬성(16%),’
‘원전 유지 및 신규 건설에 더해 해외 진출 촉진 또한 필요(6%)’ 순
‘

‧

‧

원전 증가에 찬성하는 69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거리에 따른 핵
폐기물 저장 시설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마일(32km)
이내부터는 절반 이상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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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반대

모름/의견없음

5마일(8km)

25%

64%

11%

20마일(32km)

31%

58%

11%

50마일(80km)

47%

43%

12%

75마일(120km)

51%

36%

13%

100마일(160km)

63%

24%

12%

△원전에 대한 입장

△에너지원별 선호도

(성인 3명 중 1명이 현 원전 유지‧신규 건설 반대)

(절반 가량이 원자력‧석탄 선호하지 않음)

△대부분(45%)의 원전 지지자들은
거주지 20마일 반경 내 핵 폐기물 저장시절 설치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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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태양광(선호도 86%‧ 확대 필요 76%) 선두로 재생에너지 선호도 높아
※ 英 여론조사업체 YOUGov, 1,662명 성인 대상 설문조사(‘19.8.26~27) 결과(https://bit.ly/2HoQSnX)

◦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대중 선호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남
에너지원
태양광
해상풍력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가스
원자력
석유
석탄
셰일가스
-

-

선호
86%
81%
80%
76%
75%
58%
40%
33%
23%
20%
14%

비선호
4%
7%
5%
12%
9%
11%
44%
49%
59%
65%
67%

모름
10%
12%
14%
12%
16%
31%
16%
18%
18%
16%
20%

원자력(33%)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 화석연료인 가스
(40%)보다도 더 낮은 선호도를 보임
지열은 절반 이상(58%)이 선호했으나, ‘모름’ 응답 비율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31%에 달함

△각 에너지원별 선호도에 대한 응답(선호도 높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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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태양광(76%) 해상풍력(68%) 수력(62%) 바이오에너지(61%) 육상풍력(58%)은
현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원자력은 축소(42%)
의견이 가장 많고 유지(24%), 모름(19%), 확대(15%) 순으로 나타남. 셰일
가스 석탄 석유는 축소 의견이 각각 63%, 65%, 59%로 절반 이상

‧ ‧

에너지원
태양광
해상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육상풍력
지열
원자력
셰일가스
석탄
가스
석유

확대
76%
68%
62%
61%
58%
46%
15%
8%
5%
5%
3%

유지
10%
15%
19%
17%
21%
17%
24%
9%
14%
31%
21%

축소
2%
4%
2%
5%
7%
8%
42%
63%
65%
47%
59%

모름
12%
14%
17%
17%
13%
30%
19%
21%
16%
17%
17%

□ (호주) 국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태양광‧풍력‧수력이 선두
※ 국영 방송사 ABC‧Vox Pop Lab, 54,000명 대상 설문조사(‘19.7월) 결과(https://ab.co/3629m85)

◦ 더욱 확대해야 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83%),

풍력(68%), 수력(62%),

원자력(34%), 가스(19%), 석탄(12%), 석유(3%) 순

-

대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호주
재생에너지 비중은 6%밖에 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97%가 석유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감소함에 따라 석유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일본) 미래 에너지원으로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 선호, 60% 이상이
원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점진적으로 중단 49.4%, 즉시 중단 11.2%)
※ 日 원자력문화진흥재단(JAERO), 15-79세 1,200명 대상 설문조사(’19.10월) 결과(https://bit.ly/2EyCcSk)

◦ 앞으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75.5%),

(51.8%),

◦

지열(40%)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원자력은

풍력(62.8%), 수력
에 그침

16.3%

일본에서 앞으로 원자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

점진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49.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으로 모름(22.7%), 즉시 중단해야 한다(11.2%), 동일본 대지진 이전
상태 유지(9.3%), 증가(2%) 순으로 나타남(기타(0.8%), 보기에 없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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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사

지금 바로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는 방법(Forbes)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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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번역】

지금 바로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는 방법
<일러두기>

☞ 본 자료는 포브스(Forbes)에 실린 조엘 모저(Joel Moser)의 기고「How to Invest in the Energy
Transition Now」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한 내용이며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s://bit.ly/2H8GT6t】
☞ 주요내용
- 마이크로소프트 '2030년 탄소 마이너스', bp '2050년 넷 제로', 호라이즌 오가닉
'2025년 탄소 중립' 발표에서 보듯이 자본(기업들)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직면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
- 자산 규모 5만 달러 이상의 24개 이상의 국제 투자기관이 UN의 '탄소제로를
위한 투자자연합'에 합류하는 등 기후 이니셔티브는 경영진의 주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음
- 에너지전환 관련 자산 및 지속가능한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기타 부문 대비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에너지전환의 경제는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필연적인 투자처이면서 가장 큰
미래 사업 기회의 장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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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는 방법
기고일자 : 2020.9.16
작성자 : Joel Moser
매체 : Forbes
번역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난 100년 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전염병이 최근 몇 달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에 따른 경제적 공황과 재정난 속에 현재 기준으로 원
유 가격은 마이너스로 급락했고, 주가는 급락 후 신기록을 세우며 급상하
기도 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역사적으로 계속되었던
불평등은 정치사회학적 불안을 야기했고, 수 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
가 전 세계에 만연한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전염병부터 인종
차별과 파시즘까지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투자 전략보다 더욱 중요한지도 모른다.
기업, 프로젝트 개발자, 개인 자본, 기관 투자자, 공공 시장이 재빠르게 지
속가능한 실천, 자산, 사업을 향해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러한 혼돈
속에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시장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드러났다. 비유적
인 표현으로도 그렇고 말 그대로 세상이 불길에 휩싸이자 행동주의
(activism)는 행동으로 옮겨졌고, 자본은 인류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더욱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미국 행정부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부들
보다 더 빠르게 인지했다.
이러한 자본의 흐름은 올해 지금까지 헤드라인을 장식한 야심찬 탄소중립
(carbon neutral)1)이나 탄소 마이너스(carbon negative)2) 선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마이너스를 약속했으며, bp는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3)를, 호라이즌 오가닉은 2025년 탄소중립을, 블

랙록은 전체 자본을 지속가능성과 목적의식을 가진 부문에 대한 투자로
재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산 규모 5조 달러(한화 약 5,500조 원)의 24개 이
1)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 탄소 네거티브라고도 한다. 배출량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3)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는 상태로,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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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국제 투자기관이 UN이 소집한 ‘탄소제로를 위한 투자자연합(Net Zero
Asset Owner Alliance)’에 합류하였고,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파리기후협약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이들 기관은 기술, 에너지, 농업, 금융 부문의 주요 리
더들이다(2019년 4/4분기 기준 블랙록은 세계 자산의 7.4조 달러를 보유). 이에
동참하는 기관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투자기관들의 이러한 약속들이 단순 홍보 술책 혹은 위장환경주의(green
4)

washing) 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기후 이니셔

티브는 경영진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약속
에 동참하기 위한 첫발을 떼고 있다. 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에서 수소를 예비 전력으로 활용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bp는
중국에서 통합 탈탄소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진코전력과 협력관
계를 맺었다. 블랙록은 이미 “기후변화 리스크를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하
거나 이를 공시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기업들의 주주총회 의안분석에서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대규모 저탄소 산업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기술을
모으고 있다. 에어프로덕츠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원) 규모의 그린수소 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스남(Snam)은

수소에너지를 산업체에 조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전환은 퇴직금을 스스로 관리하는 소매 투자자에게도 나타난다. 지속
가능한 EFT로 흘러가는 자본이 2020년 1분기에 주당 근 10억 달러(한화
약 1조 원)에 달한 반면 전통적 EFT 펀드는 불안정한 하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에너지전환 전략의 기저가 되는 기후행동, 보건, 및 사회정의
목표에서 나아가 에너지전환 정책과 일치하는 지속가능 부문 투자로부터
확실한 금전적 혜택을 기대한다. 3년 그리고 5년의 기간 동안 ESG 펀드(환
경·사회·거버넌스 펀드)의 대부분(약 65%)은 시장에서 상위 50%의 성과를 내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처음 몇
달 동안 지속가능성 관련 지수의 94%는 시장 내 다른 기업들의 성과를 뛰
어넘었다.
4) 환경적으로 해로운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거나 감추기 위해 친환경적 방안을 시늉하는 것을 의
미한다.

333

2020년의 교훈은 불확실성, 변동성,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최초의 전염병도 최후의 전염병도 아니며,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주는 최
초도 최후의 사건도 아니다. 2020년에는 기후변화, 도시화,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같은 시장의 여건과 관계없이 일반 경제와 연관성이 낮은 자산, 시
장혼란을 틈타 성과를 만들 자산, 인류의 활동과 향후 몇 십 년의 경제를
장악할 메가트랜드와 연계된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했다.
대체로 인프라(특히 에너지 관련)와 에너지전환 자산 및 사업은 풍력과 태양
광에만 국한되었고, 과도하게 투자되었으며, 다른 에너지원 대비 비싸다고
오해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 안성맞춤이다. 에너지전환 자산
및 투자는 전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의 저위험 투자 프로필을 구성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가능하다.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는 위험 완화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믿
을 수 있는 상대방과 장기이용계약을 체결하면 단기 쇼크를 완화하는 동
시에 저탄소 미래와 관련된 자산의 장기 가치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을 통해 생산되는 “블루(blue)” 생
산물5)을 제공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은 블루수소와 블루암모니아와 같은 에너
지전환 연료 이용 이외에도 주택 공급을 위한 철, 풍부한 농업 수확을 위
한 비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금속 생산 과정 등 인
류의 현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산업 및 농업 공정에서 발생
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공정은 전 세
계 탄소 배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의 45Q 세액공제와 같은
정부 지원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땅 속 깊이 저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게다가 콘크리트와 고분자 같은 생산품에 이산화탄소 활용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이 수 백 개가 있다.

5)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부터 생산하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블루수소’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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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도 위험이 적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문으로
에너지전환 모델에 부합한다. 폐기물은 저렴한 연료이며, 무분별하게 버려
지거나 매립되었을 때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기물이 매립되면 식수 대수층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캘리포
니아주의 저탄소연료기준 프로그램처럼 많은 정부 프로그램들이 수자원을
연료로 재활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탈탄소 관련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
정책은 성장하는 산업을 비롯하여 투자자와 소비자 수요를 지원한다. 실제
로 탄소세 계획은 대체로 기업과 투자가 저탄소를 선호하게끔 만들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 모험적인 발전 방식이지만 소음이 적고,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적다.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주(州)들은 해상풍력
개발 계획이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유럽
연합은 오래 전부터 앞서나가고 있다. 강력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민관협
력 기회와 함께 해상풍력은 앞으로 다가올 몇 십 년 간 에너지전환의 선
두주자가 될 것이다.
선진 배터리 기술은 기술기업과 벤처캐피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문이
다. 반면에 현 가스 화력발전소에서 기존 배터리 기술이나 저렴한 태양광
패널을 도입하거나 제조시설과 원료 공급자의 거리를 좁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송 거리를 줄이는 것은 리스크가 낮아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서 실
행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전통적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에서 향상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세부 정책 계획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다가오는 10년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중요한 시기라는 합의 하에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경제는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이다. 많
은 변화가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전환을 달성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전환은 크고 작은 포트폴
리오 내 자산 배분의 필연적인 동력원인 동시에 가장 큰 미래 사업 기회
의 장이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투자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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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사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부문 혁명(Forbes)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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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번역】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부문 혁명
<일러두기>

☞ 본 자료는 미국 포브스지(Forbes)에 실린 에리얼 코헨(Ariel Cohen)의 칼럼「Get Smart : AI
and The Energy Sector Revolution」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한 내용이며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s://bit.ly/2FaTwNn】
☞ 주요내용
-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경제성 향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한 AI(strong AI)와 에너지 부문의 융합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극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
‧ ‘18년 IBM의 딥 마인드는 구글 풍력발전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 1년 만에 풍력에너지
가치를 20% 향상시킴
‧ 인공지능은 재생에너지 전력 마이크로그리드,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 저장, 양수발전 등의
개별적인 기술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존하는 에너지저장 기술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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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부문 혁명
칼럼일자 : 2020.8.31
작성자 : Ariel Cohen
매체 : Forbes
번역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일, 여가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기
술이 아마존의 알렉사(Alexa) 또는 애플의 시리(Siri)를 넘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상비서 또는
AI(weak AI)’1)

약한

‘

기술이며, 인공지능 응용의 가장 일반적인 예시에 속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머신러닝이 에너지 효율,
예측, 전력거래,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한

AI(strong

2)

AI)’

로

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
전력거래
전력은 공개 시장에서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시장이 효

‧

‧

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력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이 기상 예측부터
전력망 수급 균형까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합니다.
년

의 딥 마인드(Deep

IBM

는 미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Mind)

700GW

‘18

규모(중

형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구글 풍력발전소에 머신러닝 알고

리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예보와 과거 풍력 터빈 데이터를 입
력한 인공 신경망(neural

을 활용하여

network)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전에 풍력 발전량을

36

년도 채 되지 않아, 딥 마인드의 머신러닝

1

알고리즘은 풍력에너지의 가치를 약

20%

향상시켰습니다.

1),2) 약한 AI는 특정 분야에서 특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한 임무에만 집중하는 인공지능으로, 약인공지능이라고도 한다.
반면 인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인공 범용 지능은 강한 AI 또는 강인공지능이라고 한다. 많은 연구자들
이 강한AI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실제 도입되거나 실용화가 진행되는 것은 약한 AI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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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력 소비
미국의 전력 소비자 중 절반가량은 전기 스마트 미터를 사용합니다. 스마
트 미터는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새로운

AI

기반 스마트

미터와 스마트홈 솔루션은 아직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최종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
너지 모니터링 기기들은 다른 가전제품과 연결되어 에너지 낭비를 줄임으
로서 소비자가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어컨 사용을
제어하거나, 전기 가격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조명을 제
어하고 가전제품을 관리합니다.
에너지 사용 패턴과 전력 가격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기기들은 사용자가 늘어나면 거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습니다. 지능형 전력 소비 기기의 광범위한 사용은 모두를 위한 친환경적
이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에너지저장
인공지능은 재생에너지 전력 마이크로그리드,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 저
장, 양수발전 등의 개별적인 기술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존
하는 에너지저장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전력망에서 에너지저
장의 역할은 간헐적인 전력원(풍력, 태양광 등)이 확산됨에 따라 빠르게 커지
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지능형 에너지저장
은 전력망의 보조적 서비스에서 더욱 큰 역할을 맡게 되어 전력망 운영자
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고 발전소에서 소비자까지의 송전을 지
원할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발생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전력
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낭비될 수 있었던 전력을 절약하여 추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개별 에너지저장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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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면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헐적 전력 생
산에 의한 주파수 및 전압 제어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에너지저장시스템 회사 유니코
스(Younicos)는

년부터 이러한 통합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에 있어 글로벌

’05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로봇
전력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AI

기술 응용 분야 중 하나는 위험 상황에 인

간을 대체하여 투입될 자율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무
인 기계는 육지에서 고압전선을 조사하거나 해저에서 귀중한 자원을 탐색
하는 순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를 활용하면 인명 피해의 위험 없이
향후 에너지 추출 위치를 기록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엑손모빌이

MIT

와

MIT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양방향

협력은 이처럼 복잡한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 로봇을 개
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Williams)

MIT

교수 브라이언 윌리엄스(Brian

팀은 나사의 화성 탐사로봇 큐리오시티(curiosity)를 모방하여 해저

탐사 및 활용에 나설 자체학습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엑손모빌의
‘MIT

수중

Summa)

는

로봇

프로젝트’

컨설턴트였던

지구과학자

로리

숨마(Lori

미래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에너지 연구를 뛰

“

어넘는”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의 미래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글로벌 에너지시스템의 경제성 향
상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은 머신러닝
을 활용하여 예측 기능을 개선하고, 전력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생에
너지원을 통합하고,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을 관리하고, 무인드론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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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AI(strong

와 에너지 부문의 융합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AI)

극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년 빌게이츠의 졸업 연

‘17

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날 다시 졸업생이 되어,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

찾는다면 이러한 분야를 고려할 것입니다. 첫째, 인공지능(AI)입니다. 우리
는 인류의 삶을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가
능성을 이제 막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에너지입니다. 깨끗하고 적
정한 가격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빈곤과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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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보고서

코로나19 경기회복과 신기후체제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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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nfred Fischedick·Uwe Schneidewind(2020), p. 4 참조.
2) LA Times(2020.9.15.), "2020 California Fires Are the Worst Eve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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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tps://www.nifc.gov
4) https://naver.me/xpVKndEP
5) Scientific American(2020.10.29), "Climate Change Is Central to California's Wildfires"
6) Manfred Fischedick·Uwe Schneidewind(2020), p.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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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7) https://climateactiontracker.org/

349

2) 미국

3) 인도

4) 러시아

5) 일본

6) 독일

350

7) 한국

.

8) 한국경제(2020.4.23), “코로나19로 맑아진 대기...도심엔 야생동물 등장”
9) BBC Korea(2020.5.6), “코로나19: 탄소 배출량 급감...코로나19는 기후위기를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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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ublic.wmo.int/en/resources/united_in_science

10) Le Quéré, C., Jackson, R.B., Jones, M.W. et al. (2020).
11) Le Quéré, C., Jackson, R.B., Jones, M.W. et al. (2020). p. 648 참조.
12) Le Quéré, C., Jackson, R.B., Jones, M.W. et al. (2020).
13) 세계기상기구(2020)

352

.

1) 경기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 전략

14) Manfred Fischedick·Uwe Schneidewind(2020), p.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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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9

15) W. Obergassel·L. Hermwille·S. Oberthur(2020), p. 4 참조.
16) Manfred Fischedick·Uwe Schneidewind(2020), p.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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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후행동추적(2020), p. 7 참조.
18) 기후행동추적의 Warming Projection Global Update 보고서의 Figure 1을 발췌하여 저자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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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후행동추적(2020), pp. 11-12 참조.
20) 기후행동추적의 Warming Projection Global Update 보고서의 Table 3을 발췌하여 저자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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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1) 한국 그린뉴딜 펀드

358

2) 유럽 그린본드

⦁
⦁
⦁
⦁
⦁
⦁
⦁
⦁

21) Horizon 2020 : 유럽연합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800억 유로를 투입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359

22) Manfred Fischedick·Uwe Schneidewind(2020), p.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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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기후행동추적(2020), p. 5 참조
24) 기후행동추적의 Warming Projection Global Update 보고서의 Figure 3을 발췌하여 저자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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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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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효과적인 탄소 배출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365

서문
본 보고서는 올해 10월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비교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정보문
화재단이 관련 국내외 자료를 정리‧ 요약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폭넓은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근 발표된 다양한
주장을 고루 소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20년 英 서섹스대‧獨 국제경영대학원(ISM) 연구팀의 <재생에너지 발전 국
가와 원자력 발전 국가 간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비교>는 원자력 발전 증
가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소량은 미미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
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 7배 강력하고, 두 기술은 상호배
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에 올인해야 한다고 권고

-

美 과학기술 잡지 파퓰러 메카닉스(Popular Mechanics)에 실린 기사는 해
당 논문이 ①‘90년~’1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현 원전 기술을 반영
하지 못했으며, ②당시 원자력 발전소가 탄소 배출량을 의미 있게 줄이
지 못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

◇ ’18년 진태영‧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와 원자력 중 어느 것이 탄소 배출 저감에 더 효과적인가 – 패널 데이
터
의
지
의

분석>은 이번 논문과 동 기간(‘90년~’14년) 원자력 발전을 해온 30개국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달리 탄소 저감에 기여하
않으며, 따라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개발과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결론 도출

◇ ’19년 美 스탠포드 대학교 마크 제이콥슨(Mark Z.Jacobson) 교수는 <지구온
난화, 대기오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원자력 평가>에서 “원자력 발전
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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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여시재에 소개된 김대경 前 아시아개발은행(ADB) 선임에너지전문가

의 기고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없다>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탈탄소와 분산화 두 가지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전은 저탄소 기술이지만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녹색 기술이 아니
며, 원전이 기술혁신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녹색 기술로 변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분산화와 맞물린 사회적 수용성 및 경제성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기술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소개됨

①

②

◇ 이후 찬반양론이 펼쳐짐에 따라, 여시재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토론회를
열었고 이중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제를 <원전과 재생
에너지 천적 아니다, 함께 가는 길 모색해야>라는 제목으로 소개함.
주요 내용은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원으로 폐기물 관리도 충분히 안전하
게 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여전히 경제성이 뛰어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이 기저 전력
원으로서(브릿지 역할) 석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임

①

③

Ⅰ

.

②

논문 요약

’20년 10월 5일

英 서섹스대와 獨 국제경영대학원(ISM) 연구팀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모두 투자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요지의 논문 <재생에너지
발전 국가와 원자력 발전 국가 간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비교(Differences
in carbon emissions reduction between countries pursuing renewable electricity
versus nuclear power)>를 과학저널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했

습니다.1)
논문은 총 3가지 가설을 세우고, 123개국(원전 국가 : 30개국, 재생에너지 국
가 : 117개국, 두 국가 간 중복 있음)의 25년간(‘90~’14년) 전력생산-탄소배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1) Sovacool, B.K., Schmid, P., Stirling, A. et al. Differences in carbon emissions reduction between countries
Nat
Energy
5,
928–935
(2020).
pursuing
renewable
electricity
versus
nuclear
power.
https://doi.org/10.1038/s41560-020-00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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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과 검증

가설1>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면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은 감소할 것이다.

<

☞ 확증 불가

- 1인당 탄소 배출량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원자력 생산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찾지 못함
-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감소폭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낮았음.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이 낮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원자력
생산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증가하기도 함

가설2>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면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은 감소할 것이다.

<

☞ 확증

- 1인당 탄소 배출량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전체 기간(‘90~’14년) 동안 유의미한 영향을 보임

가설3>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상호배타적인 기술이다.

<

☞ 부분적으로 확증

-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그러나 재생에너지 국가에서만 유의미한 정도를
보이고 원전 국가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이는 원전 국가가 총 30개
국으로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일 수 있음)

- 1인당 GDP의 영향을 제외해도 상관계수에는 크게 변화 없음

즉, 논문은

②

①원자력

발전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소량은 미미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 7배 강력하고2), 두 기술은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③

배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에 올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
습니다.
2), 3) Two's a crowd: Nuclear and renewables don't mix. Only the latter can deliver truly low carbon energy
says new study(https://bit.ly/338F2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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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저자인 서섹스대 경영대학원의 앤디 스털링(Andy Stirling) 교수
는 논문 소개 자료에서3)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써야 하므
로 원자력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며, “원자력 투자는
탄소 배출 감축에 있어 재생에너지 투자보다 덜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재
생에너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아 기후위기 대응을 더욱 악화시
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

‧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사회적 요
인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전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건설비용 초과, 건설
지연, 긴 리드타임 을 보여 왔습니다. 50년간 273개의 전력 프로젝트를
분석한 한 데이터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의 평균 리드타임은 40개월
4)

인 반면 원전의 평균 리드타임은 90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자력(및 수력)의 경우 예산보다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
번합니다. 따라서 모듈화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지연이 자
주 발생하는 원자력 프로젝트에 비해 투자금액 1달러당 더 빠른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에너지는 예산보다 평균
소요비용이 낮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욱이 폐기물 비용은 이러한 건
설비용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를 추가한다면 원전의 경제성은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기술(특히 풍력 및 태양광)은 경험이 쌓일수록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이 향상되는 긍정적 학습효과(positive learning)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차세대 기술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성능
이 저하되는 부정적 학습효과(negative

learning)

경향을 보여주는 프랑스

원전의 사례와 대비됩니다.
유사한 연구결과로 미국 원자로에 대한 한 조사는 원전 실제 운영을 통
해 얻는 학습효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본 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4) 리드타임(lead time) : 건설 계획을 수립한 시점부터 상업적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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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입지 조건이 필수적인 대형 발전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셋째, 스리마일 섬(1979년),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 원전 사고
의 발생으로 운영 및 건설 중인 원자로에 대한 규제 요건이 전체적으
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가격 인상과 프로젝트 중단 및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형 수력발전 댐에서 발생
한 일부 고장 사고를 제외하면 원전과 같은 재앙적인 사고 위험이나
이에 따른 규제 강화 요구로부터 안전합니다. 원자력 안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연구는 예상치 못한 원전 고장과 사고가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선호도 등 사회적 요인은 원전에 불리하게 작용하
는 반면 재생에너지의 더 빠른 수용, 허가, 배치를 촉진합니다. 대중은
원전을 오염과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
면 원전 사고는 환경 기술적 영향과 함께 심각한 심리적 심리사회적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폐기물 이슈는 원전이 ‘사회적 허가(social

‧

‧

license)’를 받기 어렵게 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일부 님비 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을 감안하
더라도 대중의 수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한 수용도(3분의 2가
찬성)가 원자력(3분의 1만 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
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신규 화력발전 또는 원자력 발전소 대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가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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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과 반박 의견

논문의 저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에너지 부문 탄소 배
출 감소 전략에 대한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고 강력하다”면서도, 동시에 연구의 한계점 또한 분명히 명시하
고 있습니다.
첫째, 비교 분석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합하여 다뤘다
는 점입니다. 이는 모든 유형의 원자로를 ‘원자력’으로 묶고, 근본적으
로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함께 묶어 ‘재생에너지’로 분류했음
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번 분석결과는 탄소 저감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경제
적 비용, 통합 자원 계획, 수명주기 영향, 폐기물 관리, 생태학적 정치
적 보안 영향 등은 분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

‧

더욱 폭넓은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번 논문에서는 탄소 배
출이라는 (아주 강력하지만) 단 하나의 요인만을 다뤘습니다.
셋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이에 상호배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은 밝혀냈지만 그 요인과 동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
습니다.
넷째, 이번 연구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외에
도 탄소 분리 기술이 결합된 화석연료,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전력을
생산하고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다른 많은 에너지 서비스 옵션이 있습
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전략적 옵션의 탄소 배출 완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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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연구 데이터가

년~’14년에 한정되어 있고, 논문의 연구

‘90

결과는 단지 상관관계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들은 연구의
데이터 기간 이후에도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발전과 탄소 배출 간의
관계는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생각되지만, 이를
직접 도출해낸 것은 아니며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발전을 예측한다
고 가정할 수는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 언급한 한계점 외에 이번 논문에 대한 반박 기

美

사도 함께 소개합니다.
과학기술 잡지 파퓰러 메카닉스(Popular
Mechanics)의 한 기사5)는 이번 연구가
‘90년~’1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①

하여 현 원전 기술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②당시 원자력 발전소가 탄소

배출량을 의미 있게 줄이지 못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년~’14년 사이 전 세계에서 운영된 대부분의 원자력

‘90

발전소는 규모가 크고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전통적인 수냉식 원자로
(water-cooled nuclear reactors)는 거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
지량은 원자로가 노후화됨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자료를 인용하며 당시 원자력 발전소가 탄소 배출량을 의미
있게 줄이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인용된 ‘15년 MIT
Technology Review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 원전은 평균적으로 35년 가동되었으며, 대부분 운영 허가

美

시 결정한 수명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자력학회(Nuclear
Energy Institute, NEI)에 따르면 지금부터 ’25년 안에 총 12,189MW 규모
의 12개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전력 공급 부
족을 화석연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간 6,73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 배출되게 됩니다.”

5) A New Study Says Nuclear Energy Is Pointless. Don't Believe It. (https://bit.ly/3kZ42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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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만으로도
1%(‘18년

美

美

탄소 배출량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가 발표한 미국

탄소 배출량 6,677백만 톤을 기준으로 함)가 추가 배출되게 된다는 이 자료

를 근거로, 당시 원전을 통한 유의미한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었음
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재생에너
지가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의 많은 소도시에
서 재생에너지와 소형 원자로가 동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예시를 통해,
대규모 수냉식 발전소가 유일한 원자력 옵션도 아님을 강조합니다. 결
론적으로 전 세계적 규모의 대형 원자로를 기반으로, 소형 원자로와 다
규모 재생에너지의 조합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Ⅱ

.

관련 논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최근의 다른 연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년 진태영‧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발표한 <재생에너
지와 원자력 중 어느 것이 탄소 배출 저감에 더 효과적인가
패널

’18

데이터 분석(What is better for mitigating carbon emissions

–

–

Renewable

energy or nuclear energy? A panel data analysis))>6)은 이번 논문과 동 기간
(‘90년~’14년) 원자력 발전을 해온 30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자력

“

은 재생에너지와 달리 탄소 저감에 기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구온난
화 방지를 위해서는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확장이 필수적”
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美

년에는
스탠포드 대학교 마크 제이콥슨(M ark Z.J acob son) 교수가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원자력 평가(Evaluation
’19

of Nuclear Power as a Proposed Solution to Global Warming, Air Pollution,
6) Jin, T., & Kim, J. (2018). What is better for mitigating carbon emissions – Renewable energy or nuclear
energy? A panel data analysi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91, 464-471.
(https://doi.org/10.1016/j.rser.2018.04.022)

374

and Energy Security)>7)에서

원자력 발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간이

“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틸리티급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의 경우 계획부터 운영까
지 2~5년 걸리는 반면, 원자력 발전은 10~19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로
인한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그 기간에 원자력 발전이 아닌 태양
광 또는 풍력 발전을 건설하였다면 저감 가능했을 것이라 예상하는 탄소배출량)

은

64~102g-CO2e/
k Wh

에 달합니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열이나 수증기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신규 원자력의 탄소 배출량은 78~178
g-CO2e/
k Wh 수준으로 “탄소 배출이 0 또는 0에 가까운 원자력 발전
소 같은 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여시재에 김대경
전문가가

<

前

아시아개발은행(AD B ) 선임에너지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없다>라는 글을 기고8)하

면서 논의의 장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김대경 전문가는 이 글에서 에너지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탈탄소

①원전은 저탄소 기술
이지만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녹색 기술이 아니며 ② 원전이 기술혁신
와 분산화 두 가지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녹색 기술로 변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분산화와 맞물린 사회적 수용성 및 경제성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기술
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 없는 탈원전 논쟁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

①

②

리
녹색기술에 대한 정의가 필요(사회적 합의)하며
에너지전환에 대
한 로드맵을 제시하고(분산화 일정),
원전 산업의 출구를 마련하여야

③

한다(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출구 전략)고 권고했습니다.
7) Mark Z. Jacobson(2019). Evaluation of Nuclear Power as a Proposed Solution to Global Warming, Air
Pollution, and Energy Security(https://stanford.io/35ZL3Yd)
8)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없다(https://bit.ly/36Zi7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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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찬반양론이 뜨겁게 펼쳐짐에 따라, 여시재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토론회를 열었고 이중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제를 <원
전과 재생에너지 천적 아니다, 함께 가는 길 모색해야>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9)

①

주한규 교수의 주장은 요약하면,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원으로 폐기물
관리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여전
히 경제성이 뛰어나고

②

③재생에너지 비중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과정

에서 원자력이 기저 전력원으로서(브릿지 역할) 석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원자력 발전과 신재
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
이에서도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가운데,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추
진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폭넓은 숙의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적 아니다, 함께 가는 길 모색해야(https://bit.ly/3lXvC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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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번역】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연례보고서(2020년)」요약본

<일러두기>

☞ 본 자료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Renewable Energy and Jobs – Annual Review
2020」보고서(‘20.9월 발표)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 출처 : IRENA (2020), Renewable Energy and Jobs – Annual Review 2020,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Abu Dhabi. (https://bit.ly/2KDx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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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연례보고서(2020년)」요약본
2020. 12. 2(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은
년

(’18

만 개),

1,100

년 1,150만개로 전년대비
태양광 관련 고용이 최대로 전체 3분의
‘19

증가
수준인

4%
1

만개 차지

375

< 세계 재생에너지 기술별 고용 현황 >
(단위 : 백만 개)
구 분

‘17년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기타(태양열 등)

‘18년

10.53
3.37
1.15
1.99
3.05
0.97

10.98
3.68
1.16
2.05
3.18
0.91

‘19년
11.46
3.75
1.17
1.96
3.58
1.0

전년대비
’19년 증감률
4%
4%
0.8%
△6%
12.5%
10%

(단위 : 백만 개)

△ ‘12년~’19년 전 세계 기술별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
382

□ 태양광 부문 일자리는
1

-

전체 일자리의

년 대비

4%

‘18

가 상위

87%

증가한 약

만 개로 추산

375

개국 에 집중
*

10

* 이중 7곳이 아시아 국가, 아시아 국가 내 일자리 수만 310만 개
-

-

특히 중국 내 일자리 수는 약
절반 이상인 59% 차지
중국에 이어, 일본(24만 1천개)
방글라데시(13만 7천개) 순

만 개로, 전 세계 태양광 고용의

220

미국(24만 개)

>

인도(20만 4천개)

>

>

(단위 : 백만 개)

△ 태양광 부문 일자리 수(상위 10개국)

□ 육상 및 해상 풍력 일자리는 약
2

-

전체 일자리의

가 상위

85%

만 개로 추산

117

개국 에 집중
*

10

* 유럽 4곳, 아시아 3곳, 남미 2곳, 북미 1곳
-

-

중국 내 일자리 수는 51만 8천개로, 전 세계 풍력 고용의
하며 선두, 이어 독일(12만 1천 7백 개) > 미국(12만 개) 순
전 세계 풍력 일자리 중 여성 일자리는

21%

44%

에 불과

*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평균 여성 비율은 32%
(단위 : 백만 개)

△ 풍력(육상 및 해상) 부문 일자리 수(상위 10개국)
383

차지

□ 수력 일자리는 전년대비
3

-

전체 일자리의

6%

가 상위

80%

감소한 약

193

만 개로 추산

개국에 집중

10

* 중국(29%)‧인도(19%)‧브라질(11%)‧파키스탄(5%)‧베트남(4%) 등
-

-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국가에서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전년대비 6% 감소하였고 ‘20년에도 감소세 전망
그러나 당분간 수력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자리를 지킬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전히 고용 잠재력은 높음
* ’19년 누적 설비용량 기준 수력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44.6% 차지
(육상풍력 23.5%, 태양광 22.8% 등)

(단위 : %)

△ 수력 부문 일자리 국가별 비중

◇ 전체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중
-

특히 중국에서

- EU(131만 7천

개)

>

만

436

1

63%

가 아시아에 집중

천 개가 창출, 전체 일자리의 약

38%

차지

브라질(115만 8천 개) > 인도(82만 4천 개) > 미국(75만 6천 개) 등

◇ 한국의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는

년 기준

개로 추산

‘18

25,730

-

태양광 제조·건설·설치 부문에서 약

-

국내 생산 태양광 모듈의 약

-

서울시는 공공건물·100만 가구 옥상태양광 설치를 통해
태양광 설비용량을
4,500개 창출 기대

90%

명을 직고용

13,800

가 해외로 수출됨
년 말까지

‘22

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 신규 일자리 최대

1GW

384

(단위 : 천 개)

△ 주요 국가/기술별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

◇ 재생에너지 고용창출효과가 화석연료 대비
-

배 높게 나타남

3

투자금액 1백만 달러당 창출되는 전일제 일자리(FTE) 개수는 재생
에너지 평균 7.49개, 화석연료 평균 2.65개
* ‘17년 투입산출분석(Garret-Peltier, H.(2017), Economic Modelling Vol.61)

△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고용창출효과가 약 3배 높음

◇ 재생에너지는 성평등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일자리 여성비율이 재생에너지가
385

32%

로 화석연료

22%

보다 높음

31
기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의 각 주(州)에서
하고 있는 일들(The Nation)
활용처
이트랜스, 블로그, 에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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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번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의 각 주(州)에서는 하고 있는 일들

38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의 각 주(州)에서는 하고 있는 일들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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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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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방안
지구 온도 1.5 °C 상승 억제 목표에 따른
산업 및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 제거

요약본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Reaching Zero with Renewables - Summary」 보고서
(‘20.9월 발표)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 출처 : IRENA (2020), A summary of Reaching zero with renewables: Eliminating
CO2 emissions from industry and transport in line with the 1.5°C climate goal,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Abu Dhabi. (https://bit.ly/2Jlum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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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 ℃ 이내로 제한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 탄소 배출 감축안만으로는

2050년 초까지 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산화탄소(CO2)

충분하지 않다. 정책 입안자와 산업 투자자는 배출

배출 제로(0)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상당한

한다. 이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기술에 달려있다.

기술적, 경제적 도전과제가 야기된다.

이제 더 이상 이 도전과제를 간과할 수 없다. 신속한

탈탄소화 추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에너지 집약도가

탈탄소화를 촉구하는 파리 협정은 전 세계 탄소

가장 높은 4개의 산업 및 3개의 주요 수송 부문이다.

배출의 주요 원천인 에너지 부문에 주목해 왔다.

주요 정책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면 이 7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부문은 2050년 에너지 및 산업 공정 관련 탄소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최신 연구에

배출량의 38%, 최종 에너지 소비의 43%를 차지할 수

따르면, 전 세계 기후 위협에 의미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있는 기회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

철강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에너지 집약 화물
및 장거리 수송 부문

시멘트와
석회

알루미늄

도로 화물

항공

해운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방안(Reaching zero with renewables) 보고서는 해당

둘째, 재생에너지 비용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절감됨에

부문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심층적인 탈탄소화 방안에

있다.

대한 개요서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21세기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이내로 제한하려는 목표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두 가지 변화를 통해 탄소 배출
속도가

배터리 및 다른 활성화 기술(enabling technology)과
함께 재생에너지 기술이 모든 국가에서 탈탄소화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고 비용합리적임이
입증되었다. 에너지로 직접 사용되든 공급원료로
사용되든 재생에너지는 그 어느 때 보다 큰 잠재력을

오늘날까지 해당 부문의 탈탄소화는 더디게 이뤄졌다.
감축량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술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개선되었다.

먼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
제로 달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관련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모든 부문
전반에서 심층적인 탈탄소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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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방안

5가지 방안을 조합하여 적정 규모로 적용하면 산업 및 수송 부문의 CO2 배출량을
제로(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050년 에너지 및 공정 관련
직접 CO2 배출량

2050년 에너지 및 공정을
통한 직접 CO2 배출량
(PES 기준)

(PES 기준)

시멘트
2.6 Gt

28%

36%

20%

19%

탄소 배출
제로(0)

16%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2.5 Gt
알루미늄
0.6 Gt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10%

26%

청정(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직접 사용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사용

도로 화물
2.3 Gt

17%

항공
2.1 Gt

28%

해운
1.0 Gt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사용

이산화탄소 제거 방안
활용

그러나 이중 어느 방안도 상업적으로 성숙되거나

이 도전과제들을 다루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광범위하게 활용될 단계에 있지 않다. 잠재력과

관심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또한 부문별 및 전 부문을

최적의 활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어느 것도 규모를

아우르는 전반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명확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새로운 기술과 공정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수요에

위해서는 산업 및 수송 부문의 재생에너지 기반

앞서는 인프라 구축 필요성, 고도로 통합된 기업체와

전략이 첫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

오랜 관행, 비균등한 대규모 장기 투자 요구, 탄소
측정 방법 간 격차 외에도 선발주자(First-movers)는
추가비용과 그에 따른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로
인해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업 리스크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결국 ❶수요 감축과 에너지 효율, ❷재생에너지,
❸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연료, ❹그린수소와
합성연료(e-fuel) 및 ❺탄소 제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국가·국제 차원의 상호연계된 부문별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CO 2 배출
감축량의 80% 이상을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접목한 재생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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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배출량(36.5 Gt)의 15%

총배출량(36.5 Gt)의 24%

철강
2.9 Gt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방안
정책 입안자를 위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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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방안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방안
정책 입안자를 위한 개요
목표에 집중하기

재생에너지와 재생공급원료는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 C

급격히 감소한 재생에너지 비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하로 제한하려면, 2050년 초반까지 경제 모든

비용 절감과 규모 확장에 대한 잠재력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CO 2 ) 배출 제로(0)를 달성해야

활용은 이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옵션으로도 확장될

한다. 이는 특히 일부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매우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듯이 재생에너지의

어려운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탄소 배출 제로를

잠재력은 기존의 분석보다 훨씬 더 많이 확인되고

달성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있다. (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지열 에너지에서

필요하다. 부분적 감축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 및 (바이오매스와 합성

이 중 일부는 제로(0) 달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연료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서 발생한) 재생

있다. 정책 입안자와 산업 투자자는 배출 제로 목표

열에너지 및 재생 연료 는 산업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

달성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데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바이오매스 및 합성 재생

차질 없이 주력해야 한다.

연료는 산업용 공급원료를 제공하여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해결책은 지금까지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옵션 대부분은 20년 이상

필요한 만큼 충분히 엄격하고 긴급하게 검토되지

논의와 실험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대부분 보급되지

않았다.

못했고, 일부 개선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최소
향후 10년 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훨씬 더 빠른

전력, 승용차 등 일부 부문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안은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변화가

(여전히 도전과제이긴 하지만) 비교적 분명해보이는

일어났다. 첫째, 그 실행 과정의 난관이 예상됨에도

반면, 그외 7개의 산업 및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는

불구하고 모든 부문에서의 심층적인 탄소배출 감축이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주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당 7개 부문(아래 그림 참조)은

생겨나고 정치적 합의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2050년까지 에너지 및 공정 탄소 배출량의 38% 및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등 일부 활성화(enabling)

최종 에너지소비의 43%를 차지할 것이다. 모든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으며 모든 국가와 다수 응용

경우에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앞으로 훨씬 확대될

분야에서 신뢰 가능하고 점차 적용가능한 옵션으로

것이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향후 수십 년 내 에너지와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공급원료의 주요 원천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 7개
부문 전반에 요구되는 직접 배출 감축량의 약 2/3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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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

철강

2017년:
➜ 에너지 소비 32
EJ(exajoules)
➜ 4%만
재생에너지로
충당

에너지 집약 화물 및 장거리 수송 부문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시멘트와
석회

2017년:

2017년:

➜ 에너지 소비 46.8 EJ
➜ 3% 만
재생에너지로 충당
➜ CO2 1.7 Gt 방출

➜ CO2
3.1Gt(gigatonnes)

알루미늄

2017년:

도로 화물

2017년:

항공

2017년:

해운

2017년:

➜ 에너지 소비
15.6 EJ

➜ 에너지 소비 4.5
EJ

➜ 에너지 소비
32.3 EJ

➜ 에너지 소비
13.5 EJ

➜ 에너지 소비
11.3 EJ

➜ 6%만
재생에너지로
충당

➜ 16%가
재생에너지로
충당

➜ 1.5%만
재생에너지로
충당

➜ 재생에너지로
➜ 재생에너지로
충당한 것이 거의
충당한 것이
없음
거의 없음

➜ CO2 2.5 Gt 방출

➜ CO2 0.4 Gt 방출

➜ CO2 2.3 Gt 방출

➜ CO2 0.9 Gt 방출

➜ CO2 0.9 Gt
방출

방출

부문별 잠재적 해결책 은 어느 것도 상업적으로 기타 이해관계자 간에 필요한, 더욱 포괄적이고
성 숙 되 거 나 광 범 위 하 게 적 용 될 단 계 에 이 르 지 정보에 입각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못했으며, 잠재력과 최적의 이용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다수 남아있다.

제품의 전수명주기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옵션 분석이 종종 너무
단절되어 있고, 부문간 상호의존성, 시너지 및 상충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심층 분석과 토론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

외에도 증거와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늘려야 한다. 향후 10년간 모든 이해관계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더욱 우선시하고, 더욱 신속하게 규모를 2020년 4월에 발표된 IRENA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망(Global renewables outlook) 보고서 (IRENA,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20a)는 지구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제한하는

이 보고서에서는 무엇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 목표에 입각한 2050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TES)에
살펴보고 있다. 즉, 전 세계가 2060년까지 주요 산업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를 넘어서
및 수송 부문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및 산업 공정 CO2 배출 제거에 필요한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추 가 적 저 감 방 안 도 모 색 하 였 다 . 이 러 한 심 층
기술의 잠재적 역할을 평가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탈탄소화 관점(Deeper Decarbonisation Perspective,
기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DDP)은 완전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2060년까지
최신 주요 인사이트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에 너 지 와 산 업 공 정 관 련 C O 2 배 출 제 로 ( 0 ) 를
IRENA의 기술 분석 전반에 걸친 인사이트와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촉진해야 할 행동 영역에 관한 지침을
옵션의 현황, 도전과제, 비용과 잠재력 등 주요 제공한다. 아래 그림에서 하단의 막대 표시는 다양한
세부정보에 대한 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요약 탄소 배출 감축 방안에 대한 DDP 분석을 요약한
소개한다. 또 세부적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곳과 추가 것이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기온
세 부 작 업 을 위 해 주 목 해 야 하 는 지 식 격 차 를 상승을 1.5 ℃로 제한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DDP를

명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고서는 정책입안자와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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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방안

BES ~ PES

PES ~ TES

TES ~ DDP
(배출 제로)

TES ~ DDP
(순배출 제로)

BES ~ DDP
(배출 제로)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 전력, 즉 재생에너지원에서 주로 생산되는 전력 직접 이용
태양열, 지열, 바이오연료, 바이오 공급원료 등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의 직접 이용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이용 – 주로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탄소 제거 방안 이용 –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포함

(재단 주)
1) BES(Baseline Energy Scenario) : 기준치 에너지 시나리오(’15년 파리협약 2℃ 이하 억제를 목표로 한 소극적 시나리오로,
금세기 후반 지구 기온은 3℃ 이상까지 상승 예측)
2) PES(Planned Energy Scenario) :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BES를 기반으로 각 국가에서 세운 시나리오, 금세기 후반 지구
기온 약 2.5 ℃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
3) TES(Transforming Energy Scenario) : 에너지전환 시나리오(IRENA에서 제시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의 공격적인 시나리오,
1.5 ℃ 제한을 목표로 하며 2100년 지구 기온 상승 2 ℃ 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측),
4) DDP(Deeper Decarbonisation Perspective) : 보다 심층적인 탈탄소화 관점(에너지 관련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을
제로화하는 전망으로 빠르면 2050년 또는 늦어도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감소시키게 되며,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 미만으로 억제)

이 보고서에 논의된 각 부문은 배출 감축 전략을

접근방식은 부문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탄소 배출량은

모색하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검토 중인 다수 옵션은

5가지 “배출 감축 방안”의 조합을 통해 감축되며, 그 중

탄소 배출을 부분적으로 감축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3가지는 주로 재생에너지에 의존한다.

제로(0)에 도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탄소 배출량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서에서 부문별 해당 방안의 적용을 살펴보겠지만,

수행해야 할 옵션을 평가할 때 CO2 배출 제로라는

다양한 다른 요인과 동향 또한 방안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최종 목표에 더 명확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있다. 그 중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용의 지속적 감소 외에

궁극적으로 배출 제로 또는 배출 근접 제로로 이어질

더욱 폭넓은 전기화(electrification)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수 없는 기술과 공정은 배출 제로로 이어지는

급속히 확장 중인 보급(deployment) 부분이다. 동시에

솔루션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향후

산업 및 수송 부문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태양광

40년 내 대체되는 등 성공적인 배출 제로 솔루션

및 풍력 등 가변재생에너지(VRE) 공급원의 비중을

구현에 발판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할 가치가 있다.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요 부문 유연성(flexibility)의
가치 또한 점차 주목받고 있다. (해당 유연성에 대한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각 부문에서 현재 구상된 옵션

잠재력은 IRENA의 2019년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중 극소수만이 CO2 배출 제로 목표와 일치한다. 해당

혁신 전망 (Innovation landscape for a renewable-

옵션은 다음의 부문별 장(chapter)을 참조한다.

powered future)(IRENA, 2019a) 보고서 및 곧 발표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Electrification with
renewables): 에너지 서비스 전환 추진 (Driving the
transformation of energy services (IRENA, 출간 예정 a)
보고서에서 다룬다.)

정책 입안자를 위한 개요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효율, 행동과 공정 변화, 재배치 및 순환 경제 원칙 적용 등 광범위한 조치를 통해
에너지와 연료에 대한 수요 및 이용 강도를 감소시킨다.

청정 전력 직접 이용 –
재생에너지 공급원에서 주로 생산
전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되는 청정 전력을 직접 사용한다. 기존 화석 연료 기반 전력
사용을 대신하고, “전기화(electrification)”를 통해 기타 에너지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태양열, 지열,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 공급원료 포함
에너지 및 공급원료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한다. 일부 열에너지로써 태양열과
지열 이용뿐만 아니라 열에너지로서 바이오 에너지 직접 이용 및 바이오연료와 바이오
공급원료의 생산과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이용도 포함한다. 탄소 포집 저장
기술과 바이오매스 조합(BECCS)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이용 –
주로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수소로부터 에너지와 공급원료를 공급 받거나, 비(非) 화석연료 공급원에서 포집된 CO2를
이용해서 생산한 수소로부터 연료나 공급원료를 공급 받는다. 수소는 “청정”해야 하며
가능한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되는 “그린수소” 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제거 방안 활용 –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포함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 또는 기타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또는 모든 CO2 배출을
포집하고 포집된 CO2 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거나 향후 방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CO2 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화학 공급원료나 연료 생산용으로 “블루” 수소 생산 또는 공정이나
대기로부터 CO2 포집을 들 수 있다.
비고: 일부 특정 부문에서는 기타 다른 전략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클링커(clinker) 교체, 대안 건축 자재 이용 또는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한 공장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긍정적 요인과 동향은 다음과 같다. 일부 산업 보고서에서 살펴본 이러한 동향은 산업과 수송 부문의
공정 유연성의 재배치, 저비용 재생에너지로의 접근이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가장 용이한 곳으로 이전 가능성을 확장, 지속적인
기술 개선과 꾸준한 비용 절감 잠재력을 가진
그린수소의 성장 동력, 배터리 가격 하락과
급성장하는 전기 승용차 공급망 그리고 전기차 공급망

성장이 전기 트럭에 미칠 잠재적 파급 효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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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요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의 산업별 비중
(2017년, Gt)

PES 기준 에너지 및 산업 공정 관련
전체CO2 배출량에서 산업별 비중
(2050년, Gt)
철강
23%

21%
8%

8%

5%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7%

시멘트와 석회

7%
7%

1%

알루미늄

1%

36.9 Gt

36.5 Gt

7%

8%

비산업

69%

72%

기타 산업

출처: IRENA (2020a) 및 IEA (2017)
PES :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Planned Energy Scenario, PES)는 현재 정부 에너지 계획 및 계획된 목표와 정책만 구현되고
추가 방안이 없는 경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에너지 집약 산업: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옵션

2050년 에너지 및 공정을 통한
직접 CO2 배출량

주요 산업 부문의 배출 제로 달성

전체 배출량(36.5 Gt)의 24%

(PES 기준)

철강

2.9 Gt

시멘트

2.6 Gt

28%

20%
16%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2.5 Gt

알루미늄

0.6 Gt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제로(0)

10%

청정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사용

26%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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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사용

이산화탄소 제거 방안
활용

산업 개요

핵심 자재의 산업 생산은 현대 경제의 필수요소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배출 제로를

국가 발전으로 해당 자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달성하려면 이런 자재의 생산, 소비 및 폐기 방식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생산은 현재 CO 2 배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4개 산업

증가의 원인이 된다.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배출 감축 정책의 필요성은

산업은 전 세계 전체 CO 2

배출량의 약 28%를 차지하는데, 특히 철강, 화학 및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석유 화학 물질, 시멘트와 석회 및 알루미늄의 4개
산업 부문이 전체 산업 배출량의 약 ¾ 을 차지한다.

수많은 이유 때문에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핵심 이유이다. 첫째, 현재 이

현재 산업용 에너지 대부분은 화석 연료로부터

산업 부문에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CO2 배출 감축

공급된다. 그러나 에너지 이용이 산업 부문의 유일한

솔루션이 몇 안 되고, 가장 적합한 옵션에 대한

배출원은 아니다. 생산 공정 및 제품의 수명주기에서

합의조차 없다. 둘째, 탄소 누출, 즉 배출 감축

비롯되는 CO2 배출물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요구사항이 낮은 다른 장소로 생산 공정을 이전하는
현상은 탈탄소화 노력을 방해한다.

산업 부문별 비용 저감 범위 및 방안
철강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시멘트와 석회

300
250
200

$/t CO2

150
100
50
0
-50
-100
-150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 전력, 즉 재생에너지원에서 주로 생산되는 전력 직접 이용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 태양열, 지열,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 공급원료 포함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이용 – 주로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이산화탄소 제거 방안 이용 –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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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방안

철강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철강 비중
(2017년, Gt)

PES 기준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철강 비중
(2050년, Gt)

8%

철강 부문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방안의
역할(추정치)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8%
19%

26%

36.9 Gt

청정 전력 직접 이용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2.9 Gt

36.5 Gt

27%
92%

23%

92%

5%

철강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사용
이산화탄소 제거
방안 활용

기타

출처: IRENA (2020a) 및 IEA (2017)
PES: 현 정부 에너지 계획 및 계획된 목표와 정책만 구현되고 추가 방안이 없는 경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Planned Energy Scenario)

철강은 공학 및 건축 자재로 널리 이용되는 철과

그러나 이 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와

탄소의 합금이다. 철강 부문은 주요 에너지

환원제용 화석 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비자이며 주요 CO 2 배출원이다. 2017년 해당

제철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부문은 최종 에너지 소비 중 32 EJ를 차지하고 전
세계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의

이를 위한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있다. 즉,

8%를 생산했다. 2017년 글로벌 제철 산업 공정에

재생에너지와 가급적 청정 그린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된 에너지 및 공급원료의 약 3/4이 석탄, 코크스

대체 공정으로 전환하거나 가급적 재생에너지를

및 기타 석탄 제품이었다(IEA, 2020a).

활용하고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을
이용해 기존 공정에서 CO2 배출물을 포집하는 것이다.

전 세계 강철의 70% 이상이 화학 환원제인 야금용

일부 기타 배출 감축 경로의 예로, 용광로에

석탄에 주로 의존하는 용광로/순산소전로(BF-BOF)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및 폐플라스틱의

경로 를 통 해 생산 된 다 . 그 밖 의 강 철 대 부 분은

이용을 들 수 있지만, 이 경로는 단·중기적으로 도움이

직접환원철(direct reduced iron, DRI)로 생산되거나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배출 제로 또는 배출 근접

전 기 로 (electric arc furnace, EAF) 속

제로 달성에 충분치 않아 보인다.

강철의

부스러기로 생산되며, 직접환원철과 전기로에 쓰일
전력에 공급되는 환원제와 에너지는 대체로 화석
연료를 통해 제공된다.

공정과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자재 효율 향상 및 강철
부문 순환경제 원칙 적용 (선철 재활용률 증가 보장)은
모두 탄소 배출 감축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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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를 위한 개요

배출 제로
달성에 적합한
2가지 옵션

수소 기반 직접환원제철 및 전기로 기반 철강 생산
➜ 가급적 청정 그린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는 직접환원공정을 통해 철을 생산
➜ 전기로를 이용하여 철강 생산
➜ 재생에너지로부터 모든 열에너지와 전력 수요 공급

공정 및 폐기물 탄소 배출 포집 및 저장과 재생에너지 이용
➜ 기존 철강 생산 공정에 CCUS를 적용
➜ 재생에너지로부터 모든 열에너지와 전력 수요 공급

핵심 인사이트

행동 우선순위

➜ 그린수소를 이용한 DRI-EAF 경로가 진전을 보이고

➜ 실현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학습 내용을

있다. 6개 이상의 공장이 주로 유럽에서 시범 운영

수집/분석하고

중이다. 재생수소 기반 DRI는 CO 2 1톤당 미화 약

프로젝트(demonstration lighthouse project)를 더 많이

67달러의 탄소가격(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추진해야 한다(현재 해당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만

가능성에 따라 변동)으로 기존 용광로의 대안이 될 수

존재함).

있다.

공유하기

위한

시범/등대

➜ 초기 단계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조달, 기업
소싱, 최소 비율 요구사항 등을 통해 그린 철강에 대한

➜ BF-BOF 경로가 계속 이용되려면 비용효율적인 CCUS

‘초기’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시장이 생성되면 기술과

기술과 결합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한 철강

비 용 개 선 이 장 려 되 고 탄 소 누 출 (carbon leakage)

공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장

에

서

CCUS

가

이

용

되

고

있다(아랍에미리트 (UAE)에 위치, CCUS가 장착된
천연가스 기반 DRI-EAF 철강 시설)

➜ CCUS를 이용한 수소 기반 DRI 및 BF-BOF 기반
설계에 대해 연구개발 및 보급(RD&D)을 위한

➜ 호주 등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고 저렴한 곳에서

공공/민간 자금조달 및 국경 간 협업을 늘려야 한다.

철광석 채굴과 그린 제철을 결합하고, 중국, 일본, 한국

등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서 제철과 제강

➜ 그린수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공정을 분리하면, 새로운 가치와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활용해야 한다. 다양한 부문에 저비용 그린수소가

탄소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도입되어야 한다. 전해조 개선, 수요 확대 및 유통
인프라 창출 또한 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현 세계 제강업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기타 개발 도상국 또는 신흥 경제국의 생산능력이

➜ 저비용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대책 방안이

공정을 이전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철강 부문의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중요한

가치와 공급망을 생성하면서 탄소 배출 감축에도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여할 수 있다.
➜ 대규모 또는 확장 중인 철강 생산 국가는 배출 제로에

적합한 생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흥
경제국이 향후 생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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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방안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비중(2017년, Gt)

PES 기준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비중
(2050년, Gt)

5%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부문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방안의 역할(추정치)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7%

29%

28%

36.9 Gt

2.5 Gt

36.5 Gt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93%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사용

7%

95%

청정 전력 직접 이용

14%

22%

이산화탄소 제거 방안
활용

기타

출처: IRENA (2020a) 및 IEA (2017)
PES: 현 정부 에너지 계획 및 계획된 목표와 정책만 구현되고 추가 방안이 없는 경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Planned Energy Scenario)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합성유기섬유

또한 연간 1 Gt이 추가로 (폐기 처분에 따라 탄소

(나일론), 기타 중합체 등 다용도 소재의 “구성

방출이 될 수 있는) 탄화수소 제품으로 저장된다.

요소”(building block)가 되는 광범위한 “1차 석유화학

방치되면 총 배출량이 2050년까지 연간 2.5 Gt까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화석 연료 공급원료가 사용된다.

증가할 수 있다.

석유화학 부문은 2018년 전 세계 생산량이 약 644

석유 화학 제품 에 대 한 수요 감축, 생산 공정 에

메가톤(Mt)에 달했으며, 계속해서 급성장 중이다.

사용되는 에너지 배출 감소, 화석 연료 공급원료를

생산량 측면에서 제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 그리고 폐기 제품에

지난 50년간 20배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 360Mt에

내장된 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면 탄소 배출량을

달했고 무제한 사용(unrestricted use) 시나리오에

줄일 수 있다. 순환 경제 원칙을 채택하면 도전과제의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배 증가할 수

규모가 줄고 기타 접근방식의 구현을 지원할 수

있다.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역 생태에 미치는 영향

석유화학 제품의 CO 2 배출은 생산 공정에서 직접

등 기타 환경 문제도 관리할 수 있다.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배출(연간 약 1.7 Gt), 제품
사용 단계 배출(연간 0.2Gt), 분해/소각 공정을 통한
배출(연간 약 0.24 Gt) 등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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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를 위한 개요

배출 제로 달성에
적합한 3가지
옵션

바이오매스를 공급원료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로 이용
➜ 재생에너지로부터 모든 열에너지와 전력 수요 공급
➜ 바이오매스를 화학 공급원료로 이용. 즉, 1차 석유화학 제품을 바이오 기반 화학
물질로 대체하거나 화석 연료 유래 중합체(특히 플라스틱)를 바이오매스로 생산된
대안 제품으로 대체

합성 탄화수소를 공급원료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용으로 이용
➜ 재생에너지로부터 모든 열에너지와 전력 수요 공급
➜ 그린수소와 청정 CO2 공급원에서 생산된 합성 탄화수소를 화학 공급원료로 이용

산업 공정 및 폐기물 관련 탄소 배출 포집과 저장 및 에너지용 재생에너지 이용
➜ 기존 생산 공정에 CCUS 적용
➜ 재생에너지로부터 모든 열에너지와 전력 수요 공급
➜ 고효율 순환 경제, 폐기물 장기 보관 또는 폐기 연소에 CCUS 활용 등 탄소를 제품에
영구 저장하는 방안을 적용

핵심 인사이트

➜ 보다 많은 시범/등대 프로젝트(demonstration

➜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의 CO2 배출 감축 진전은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에너지 효율 잠재력이 이미
대부분 실현되었고, 다수 변환 공정이 대규모 노후 산업
단지에 통합되면서 남은 에너지 효율 개선 잠재력이
제한되었고, 석유화학 생산이 정유기업에 점차 통합되고,
바이오 플라스틱 등 저탄소 대안 비용이 현재 높기
때문이다.
➜ 탄소 제로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을 달성하려면 복잡한
과정이 따를 것이다. 완전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모든
완화 기회를 잡으려면 수명주기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소비자, 정부, 화학 및 석유화학 클러스터 및 기업 등
선두 주자들은 이 변화를 강요해야 할 것이다.

lighthouse project)를 시행하여 어떤 것들이 이행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학습된 것을
수집/분석하고 공유한다 (현재 이러한 사업은 전

세계적에 소수만 존재함).
➜ “그린” 화학 물질과 제품에 대한 초기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필요한 경우 의무화). 시장이 생성되면 공정
효율성과 비용 개선이 장려되고 “탄소 누출”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녹색공급망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 기존 제품에 대한 드롭인(drop-in) 교체품 또는 대안
대체품으로 바이오 기반 화학 물질 또는 합성 화학
물질에 대한 RD&D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공/민간
자금조달 및 국경 간 협업을 늘려야 한다.

행동 우선순위

➜ 화석 연료 정제를 화학 생산에서 분리하고 화학 산업과
청정 에너지 부문 간의 강력한 협업을 구축하여 보완

➜ 해당 부문의 배출량을 고려할 때 전수명주기 접근방식을

전략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채택해야 한다. 가령 화학 기반 제품의 탄소와 그 사용
및 폐기 처분을 설명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처리 방법에서 여러 사안, 가령
탄소를 저장하는 방안,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탄소 배출

➜ 진정한 순환 경제로 전환하고, 재활용과 재사용률을 높여
새로운 화학물 생산 수요를 줄여야 한다.

418

이슈 검토 등을 다뤄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방안

시멘트와 석회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시멘트
비중(2017년, Gt)

PES 기준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시멘트와 석회 비중
(2050년, Gt)

7%

시멘트와 석회 부문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방안의 역할(추정치)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7%

청정 전력 직접 이용

23%
36%

36.9 Gt
93%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2.6 Gt

36.5 Gt

4%

93%

이산화탄소 제거 방안
활용

30%

시멘트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사용

기타

출처: IRENA (2020a) 및 IEA (2017)
PES: 현 정부 에너지 계획 및 계획된 목표와 정책만 구현되고 추가 방안이 없는 경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Planned Energy Scenario)

시멘트는 미세하고 부드러운 분말 형태의 물질로,

시멘트와 석회 부문의 어떤 옵션도 배출 근접제로를

콘크리트에서 고운 모래와 거친 골재를 결합하는 데

달성할 수 없다. 완전 탈탄소화는 시멘 트의 전

주로 사용된다. 다양한 유형의 시멘트가 존재하지만

수명주기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여러 전략도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가 가장

모색해야 한다. 관련 전략으로 기존 시멘트에 대한

일반적이며, 클링커에 석고, 석회석분말 등 소량의

수요 감축(콘크리트 내 시멘트 양 감소 및 건설 분야에

기타 첨가제를 혼합하여 만든다.

콘크리트 사용 저감),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물
제거(재생에너지로 연료 변경), 생산 공정 관련 탄소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은 1990년과 2019년 사이
3.5배 증가하여 2019년에 4.1 Gt에 달했고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54%를 차지하였다. 시멘트와 석회
생산량은 2017년 전 세계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배출 감소(시멘트의 클링커 양 저감) 및 잔여 공정
관련

배출물

제거

탄소포집저장기술을

또는 상쇄

접목한 바이오에너지

사용(BECCS)) 등을 들 수 있다.

전체 CO2 배출량의 6.7%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기타
부문의 급속한 탈탄소화 증가에 따라 7.2%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의 주요 구성물인 클링커의 생산은 시멘트
부문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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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및

정책 입안자를 위한 개요

배출 제로
배출 제로
달성에 적합한
달성에 적합한
4가지 옵션
4가지 옵션

클링커 이용 감소
➜ 고로재(blast furnace slag) 플라이 애시(fly ash) 등 대안 결합제로 부분적으로 클링커 대체

기존 시멘트에 대한 수요 감축
➜ 대안적 건축 기술을 활용하여 시멘트 이용을 줄이거나 시멘트 대신 목재 등 재생
건축 자재를 사용
➜ 대안적 시멘트 배합을 이용하여 클링커 배출 방지

재생에너지로 연료 변경
➜ 직접 전기화 또는 공정 에너지용으로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이용

CO2 배출 포집 및 저장
➜ CCUS를 적용하여 잔여 에너지 및 공정 관련 배출 저감
➜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접목한 바이오매스(BECCS)을 이용해 일부 포집되지 않은
클링커 배출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역배출(negative emission) 생산

핵심 인사이트

행동 우선순위

➜ 재생에너지원은 시멘트 부문에서 활용률이 떨어진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관련 배출의 약 40 ~ 50%를
제거할 수 있다. 잔여 공정 배출은 소재 효율, 소재 교체
및 탄소 포집과 저장(CCS)을 통해 다뤄야 한다.

➜ 접근방식의 조합을 통해 해당 부문의 탄소 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옵션 포트폴리오를 모색해야 한다. 타
부문의 탄소 제거 방안을 통해 일부 공장의 배출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

➜ 전체 수요를 절감하고, 클링커 이용을 줄이며, 기타
부문 내 역배출 접근방식(BECCS, 콘크리트 재흡수,
목재 사용)을 통해 일부 공정 배출을 상쇄하면 필요한
CCS의 양이 감축될 것이다.

➜ 수행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학습을 수집/분석하고
공 유 하 기 위 한 시 범 / 등 대 프 로 젝 트 (demonstration
lighthouse project)를 더 많이 구축해야 한다(현재 해당
사업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음).

➜ 탄소 제로 시멘트 생산 비용은 현재 표준 시멘트의 약
2배이다. 클링커와 시멘트 대체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동 중인 공장에서 혁신으로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개발 및 시범 프로젝트가 더
많이 필요하다.

➜ 초기 단계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조달, 기업
소싱, 최소 비율 요구사항 등을 통해 그린 시멘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 고 대 안적 건축 자재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시장이 생성되면 기술과 비용 개선이
장려되고 탄소누출(carbon leakage)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 현재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다수 개발도상국의
중요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의 생산은
탄소 제로에 적합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해당 프로젝트 뿐 아니라 수요, 규제,
탄소국경세와 관련하여 리더십을 발휘해 본보기가
되고 도움도 될 수 있다.

➜ 클링커 대안물, 대안적 건설 기술과 자재 외에 CCUS,
BECCS 등 탄소 제거 기술 이용에 대한 RD&D를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자금조달 및 국경
간 협업을 늘려야 한다.
➜ 대규모 또는 확장 중인 시멘트 수요 및 생산 국가는
탄소 배출 제로에 적합한 생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흥 경제국은 현 생산에 높은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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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알루미늄비중(2017년, Gt)

PES 기준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알루미늄 비중
(2050년, Gt)

1%

알루미늄 부문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방안의 역할(추정치)

2%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 전력 직접 이용

23%
36%

36.9 Gt
99%

36.5 Gt

4%

98%
30%

알루미늄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0.6 Gt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사용
이산화탄소 제거 방안
활용

기타

출처: IRENA (2020a) 및 IEA (2017)
PES: 현 정부 에너지 계획 및 계획된 목표와 정책만 구현되고 추가 방안이 없는 경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Planned Energy Scenario)

알루미늄은 알루미나를 생산하기 위해 보크사이트

나머지 10%는 산업 공정 관련 직접 배출이며, 그 중

하소(바이어(Bayer) 공정)를 먼저 거친 다음 제련(홀-

2/3는 홀-에루 공정의 탄소 양극 이용과 관련이 있다.

에루(Hall-Héroult)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따라서 알루미늄 생산에서 탄소를 제거하려면
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전환하여 알루미나와

알루미늄 생산으로 인한 직접 배출은 전 세계 CO2
배출의 약 1%를 차지하고, 알루미늄 수요는
2050년까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생산으로 인한 간접 탄소 배출은 알루미늄 관련 전체

알루미늄 생산 단계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진행하고, 탄소 양극의 이용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옵션은 완전히 개발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

CO2 배출의 9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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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제로 달성에
적합한 1가지
옵션

재생에너지 및 비활성 양극
➜ 재생에너지로부터 모든 열에너지와 전력 수요 공급
➜ 비활성 양극 개발 및 이용 채택

행동 우선순위
➜ 재생에너지 전력원을 알루미늄 생산과 결합시키는 시
범/등대 프로젝트(사업 모델 포함)를 더 많이 구축하여

➜ 대안적 “비활성”(inert) 양극 설계에 대해 RD&D를 위한
공공/민간 활동 및 국경 간 협업을 늘려야 한다.

무엇이 실현 가능한 지를 보여주고 학습된 것은 수집/분
석하고 공유해야 한다. (현재 해당 사업은 전 세계적에
소수만 존재함)

➜ 저비용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더
많은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이전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
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 감축에 기

➜ “그린” 알루미늄에 대한 초기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필

여할 수 있다.

요한 경우 의무화). 시장이 생성되면 공정 효율성과 비
용 개선이 장려되고 탄소 누출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녹색공급망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 알루미늄과 전력 부문 기업들 간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계획의 적합성을 보장하고 특히 수요의 유연성을 통한
가치 창출로 태양광과 풍력 등 가변 재생에너지의 보급
증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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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개요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수송 부문 비중
(2050년, Gt)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의
수송 부문 비중
(2017년, Gt)
11%

15%
6%

6%

3% 2%

도로 화물
항공

6%

해운

12%

3%

36.9 Gt

9%

36.5 Gt

77%

기타 수송
비수송

76%

출처: IRENA (2020a) 및 IEA (2017)
PES: 현 정부 에너지 계획 및 계획된 목표와 정책만 구현되고 추가 방안이 없는 경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Planned Energy Scenario)

화물 수송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옵션
주요 수송 부문의 배출 제로 달성

전체 배출량(36.5 Gt)의 15%

PES 기준 2050년 에너지 및 산업
공정 관련 직접 CO2 배출량

도로 화물

2.3 Gt

36%

19%
항공

2.1 Gt

해운

1.0 Gt

17%

제로(0)

28%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사용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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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사용

이산화탄소 제거 방안
활용

수송 개요

수송업은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

CO2 배출 감축을 향한 바람직한 방식은 전체는 아니지

사람과 제품의 이동을 촉진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현

만 일부 수송 방식에서 명확해졌다. 철도와 경량 도로

대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수송 부문은 현재

수송(자동차, SUV, 소형 트럭)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화석 연료에 의존도가 높은 주요 탄소 배출원이기 때

전기화가 실행 가능하다. 철도 수송의 경우, 특히 여객

문에 이에는 대가가 있다. 수송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수송용으로 전기가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 경량 도

수요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탄소 배출

로 수송의 경우, 배터리식 전기자동차는 최근 몇 년간

량 감축 및 완전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

주행거리(킬로미터/충전), 비용, 시장 점유율에서 크게

다.

향상되었다.

수송 관련 탄소 배출은 내연기관과 터빈 내 화석연료

그러나 기타 수송 수단의 경우 최적 경로가 아직 명확

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이 연료를 연소할 때 CO2, 일

하지 않다. 도로 화물 수송, 항공 및 해운 산업은 에너

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기타 미립자 물질 등

지 주요 소비자이고, CO2 다배출원이기 때문에 2060

다양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수송 부문은

년까지 배출 제로 달성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

2017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의 약 1/4을 차

보고서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3가지 하위부문의 탄소

지했으며, 전체 CO2 배출량이 8.5 Gt에 달했다. 수송

직접 배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도전과

관련 배출량의 약 97%는 도로, 항공 및 해운에서 발생

제와 가용한 옵션을 검토한다.

하고 나머지 3%는 철도 수송 및 기타 수송 수단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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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화물
PES 기준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도로
화물 비중(2050년, Gt)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도로화물
비중(2017년, Gt)

6%

도로 화물 부문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방안의 역할(추정치)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6%
19%

22%

36.9 Gt

36.5 Gt

청정 전력 직접 이용

2.3 Gt
15%

94%

도로 화물

94%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사용

44%

기타

출처: IRENA (2020a) 및 IEA (2017)
PES: 현 정부 에너지 계획 및 계획된 목표와 정책만 구현되고 추가 방안이 없는 경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Planned Energy Scenario)

도로 화물 수송은 2017년 모든 수송 관련 탄소

화물 트럭은 전 세계 차량의 9%에 불과했지만 2017년

배출량의 27% 또는 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도로 차량에 의한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배출량의 6% 이상을 차지했다.

39%를 차지했다.

배출 제로 달성에
적합한 3가지 옵션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전되는 배터리 팩으로 구동되는 전기 모터 이용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 압축 (그린) 수소로 구동되는 연료 전지에서 생산된 전기 이용

첨단 바이오연료
➜ 바이오디젤, 재생 디젤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대체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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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를 위한 개요

배터리식 전기자동차는 경량 화물 수송(가령,

행동 우선순위

“라스트마일” 배송 차량)을 위한 실현 가능한
탈탄소화 옵션이다. 도로 화물 수송은 하중과 전력
수요가 높기 때문에 배러티 도입이 더 어렵다. 도로
화물 수송은 1.1 ~ 1.3 kWh/km가 필요한 반면 경량
차량은 0.2 kWh/km가 필요하다.

➜ 100% 탈탄소화를 향한 부문별 경로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와 함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내
및 국제 로드맵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 산업 비전
공유와 그 궤도에 대한 폭넓은 승인(buy-in)이 투자의
핵심 원동력이다.

수소연료전지차는 배터리식 전기 자동차보다 주행

➜ 소규모 차량군을 포함한 시범/등대 프로젝트를 더 많이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대형 도로 수송을 위한 새로운

진행하여 무엇이 실현 가능한 지를 보여주고 학습된

옵션이 된다. 배터리식 전기 트럭의 1,100 km와
비교해, 기존 연료전지 전기 장거리 트럭의 주행
거리는 400 ~ 800km 정도이다. 운행 중인 대형

것은 수집/분석하고 공유해야 한다. (저탄소 화물차
설계가 일부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틈새시장으로
남아있음).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대수는 한정되어 있다.
바이오연료는 이미 일부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 점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무(corporate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생산과 비교적 높은

commitments)를 부여하여 저탄소 도로 화물 배송에

비용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있고 공급원료 가용성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수요가 발생하면 기술

이슈도 잠재적 한계로 작용한다.

투자가 장려되고 따라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 배터리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 차량 설계, 수소,

합성연료 및 바이오연료 생산과 공급 관련 RD&D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민간 자금조달 및 국경 간 협업을
늘려야 한다.

➜ 저비용 배터리의 필요성, 저비용 그린수소와 수소
공급망에 대한 요구,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한 공급원 확대의 필요성 및 연관된 공급망
인프라 등 부문 간 시너지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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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항공
부문 비중(2017년, Gt)
3%

PES 기준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항공 비중
(2050년, Gt)

항공 부문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방안의 역할(추정치)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6%
25%

36.9 Gt

36.5 Gt

2.1 Gt
23%

97%

항공

청정 전력 직접 이용

52%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사용

94%

기타

비고: 에너지 효율은 모달 시프트(Modal Shift)와 행동 변화를 포함한다.
출처: IRENA (2020a) 및 IEA (2017)
(재단 주 : 모달시프트(Modal Shift)는 도로 운송을 철도운송이나 연안운송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를 내는 정책을 의미한다.)
PES: 현 정부 에너지 계획 및 계획된 목표와 정책만 구현되고 추가 방안이 없는 경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Planned Energy Scenario)

항공은 수송 부문 탄소 배출량의 11% 또는 전 세계

규제 결점, 자금조달 가용성 및 공급원료 비용과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항공

접근성 이슈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장벽으로 인식된다.

수요가 204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그린수소에서 생산된 합성 항공 연료는 드롭인(drop-

따라, 탈탄소화가 시급한 부문이다. 항공기의 질량과

in) 연료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생산이 매우

부피 제한으로 항공은 고에너지밀도 연료에 의존한다.

제한적이고 비용이 너무 높아, 현 가격대의 연료에

이로 인해 현 항공기 설계 상으로는 제트 연료를 일부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기 항공 추진은

첨단 바이오연료와 합성 드롭인(drop-in) 연료로

복잡성과 유지보수 비용이 낮은 점 등 제트 엔진에

대체하는 데 적합한 옵션이 제한적이다.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질량, 무게 및
부피와 관련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이 기술은 현재

바이오제트 형태인 첨단 바이오연료는 항공 부문의

소형 비행기와 단거리 비행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탈탄소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가장 간단한 경로이지만

현재 생산량은 전 세계 제트 연료 수요의 0.00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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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제로 달성에
적합한 3가지 옵션

바이오항공유
➜ 지속가능한 공급방식의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연료 이용

e-연료(E-fuels)
➜ 청정하게 공급된 CO2 및 그린수소에서 생산된 합성연료를 이용

배터리식 항공기
➜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전된 배터리로 구동되는 추진 시스템을 이용

행동 우선순위

➜ 지속가능한 바이오 매스 공급, 바이오연 료 생산,
합성연료 생산, 전기 저장 및 대안 항공기 설계를 위한

➜ 탄소 배출 감축 메커니즘에 대한 업계 전반의 국제
협약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유된 배출 제로 비전과 항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RD&D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민간 자금조달 및 국경 간

➜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항공 목표를 개발하고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가능하면 이를 의무화한다.)

➜ 다 부 문 ·다 용 도 의 핵 심 연 료 ( 즉 , 바 이 오 항 공 유 ,
합성연료)에 대한 실질적인 잠재적 향후 가용성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해, 항공 부문 및 기타
부문에서의 가능한 선택지와 상충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 저탄소 연료 사용 또는 항공기 설계를 포함한 시범/등대
프로젝트를 더 많이 구축하여 무엇이 실행 가능한 지를
보여주고, 학습된 것은 수집/분석하고 공유되어야 한다.
(일부 저탄소 항공기 설계가 등장하고 있지만 소형
항공기 전용임).

➜ 점진적 표준 강화, 기업의 약속 및 소비자 지원을 통해
저탄소 비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수요가
생성되면 기술 투자가 장려되고 따라서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 확대가 지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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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늘려야 한다(특히 장기간의 대형 항공기 개발
기간, 인허가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함).

➜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한 공급원 확대의
필요성, 저비용 그린수소와 합성연료 생산에 대한 요구
및 연관된 공급망 인프라 등 부문 간 시너지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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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해운 부문
비중(2017년, Gt)

PES 기준 에너지와 산업 공정
관련 전체 CO2 배출량 내 해운
비중
(2050년, Gt)

해운 부문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방안의 역할(추정치)

3%

2%

수요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 전력 직접 이용

36.9 Gt

36.5 Gt

49%

1 Gt

40%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직접 이용

합성연료 및
공급원료를 통한 청정
전력 간접 사용

97%

98%

10%
1%

해운

기타

비고: 에너지 효율은 구조적 변화를 포함한다.
출처: IRENA (2020a) 및 IEA (2017)
PES: 현 정부 에너지 계획 및 계획된 목표와 정책만 구현되고 추가 방안이 없는 경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Planned Energy Scenario)

국제 해운은 세계 무역(ICS, 2020)의 90%를 담당하며,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를 통한 전기화는 단거리

2017년 전 세계 연간 CO2 배출량의 2.3%, 또는 전

선박(즉, 연락선 및 연안과 강을 이용한 해운)에

세계 수송 부문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했다. 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는 혼합물로

세계 해운 선단의 약 20%가 해운 부문 순 온실가스

또는 드롭인 연료로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에 즉시

배출의 85%를 차지한다. 따라서 부분적인

이용 가능한 옵션이다. 그러나 가용성, 지속가능성 및

개입만으로도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에 큰 영향을 미칠

비용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제한적으로만

수 있다.

사용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와 e-연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채택하려면 기존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면 탄소 배출을 일부 완화할 수

선상 및 육상 인프라를 상당히 개조해야 되고 결국

있지만, 무역량의 증가로 결국 이 부문은 재생 연료와

비용이

대안적 추진 수단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암모니아, 메탄올과

부문은 저렴한 저등급 정제 잔류물에 크게 의존하고

바이오메탄은 가장 실현 가능한 저탄소 연료 경로로

있으며, 기술적으로 효과가 좋은 저탄소 대안이 여럿

떠오르고 있다.

존재하지만 모두 상당한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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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또는

정책 입안자를 위한 개요

배출 제로 달성에
적합한 2가지 옵션

첨단 바이오연료
➜ 바이오디젤, 재생 디젤,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연료유 및 액화 바이오가스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이용

e-연료
➜ 그린수소 또는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메탄 등 합성연료 이용

행동 우선순위

➜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공급, 바이오연료 생 산,
합성연료 생산 및 대안적 선박 추진 관련 RD&D를 위해

➜ 탄소 배출 감축 메커니즘에 대한 업계 전반의 국제

공공/민간 자금조달 및 국경 간 협업을 늘려야 한다.

협약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유된 배출 제로 비전과 해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다 부 문 ·다 용 도 의 핵 심 연 료 ( 즉 , 바 이 오 항 공 유 ,

➜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해운 경로 목표를 개발하고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가능하면 이를 의무화한다.)

합성연료)에 대한 실질적인 잠재적 향후 가용성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해, 해운 부문 및 기타
부문에서의 가능한 선택지와 상충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 특정 선박 또는 특정 해운 경로에 대한 저탄소 연료
사용 및 새로운 선박 추진 설계를 포함한 시범/등대
프로젝트를 더 많이 구축하여 무엇이 실행 가능한 지를
보여주고 학습된 것은 수집/분석하고 공유되어야 한다.
(일부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틈새 시장에
불과함).
➜ 점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상품 배송 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의 책무를 통해 저탄소 해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수요가 발생하면 기술
투자가 장려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 확대가 지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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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한 공급원 확대의
필요성, 저비용 그린수소와 합성연료 생산에 대한 요구
및 연관된 공급망 인프라 등 부문 간 시너지를 활용해야
한다.

재 생 에 너 지 를 통한 탄소 배 출 제 로 달 성 방 안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략 실현

1

최종 목표인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최종
에너지소비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략
수행

수요 감축/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전력, 재생 열에너지와 바이오연료, 그린수소와 e-연료,
탄소 제거 기술 등 5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 연계된 부문별
전략을 개발한다.

2

공유된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질적 로드맵을 공동
개발

참여가 보장되려면 부문별 국내 및 국제 비전과 로드맵은 정당 및 경쟁 기업 전반의 모든
핵심 주자, 소비자 그리고 대중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제 및 정부 간 조직과 이니셔티브는
합의를 구축하는 데 조력할 수 있다.

3

의사결정자들 간
신뢰와 지식 구축

의사결정자는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시범 및 등대 프로젝트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 주요 경제국, 대기업, 공공/민간 부문의 “유지연합"(coalitions of the willing) 등
선도주자들은 가능한 선택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

활성화(enabling)
인프라를 초기에 계획하고
보급

새로운 접근방식은 다량의 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및 e-연료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신규 인프라를 요구한다. 인프라 투자는 수요를 앞서야 한다. 인센티브 대상을 정하고
계획을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

녹색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초기 수요 촉진

공공 조달, 기업 소싱, 최소 비율 요구사항 규제 등을 통해 그린 연료, 소재 및 제품과 서비스
수요의 초기 공급원을 창출하면 필요한 생산 규모가 구축되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몇 가지 모범 사례와 나쁜 사례를 통해 이를 배울 수 있다.

재원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방식
개발

높은 CAPEX(설비투자), 장기 자금회수 기간 등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혁신 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 상품이 필요하다. 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 간의 협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협업

탄소 배출 제로는 전 세계적 도전과제로, 복잡하고 고비용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국가
단독으로 필요한 심층적 옵션을 모두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국제 협업을 통해 국가
부담을 덜 수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하되, 국가별
강점을 활용

저비용 재생에너지에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산업 생산을 이전하면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대규모 또는 확장 중인 생산 국가가 초기에 탄소 제로에 적합한
올바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규제 및 국제 표준의
발전을 위한 경로 확립

규정과 표준은 변화의 핵심 원동력이지만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RD&D 및 체계적인
혁신 지원

신규 재생에너지와 기존 화석 연료 옵션 간의 역량 격차와 비용 차이는 여전히 크다. 비용
절감, 성능 개선 및 적용 가능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술 전반의 연구개발 및 보급(RD&D)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혁신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즉, 기술 혁신은 비즈니스 모델, 시장
설계, 시스템 운영 및 규제의 혁신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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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를 위한 개요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세계는 최근 10년간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현저한

방안(Reaching zero with renewables) 보고서에서

진전을 이루었고, 전력 시스템의 탈탄소화에 있어

소개한 어느 방안도 상업적으로 충분히 성숙되거나

긍정적 성과를 만들어왔다. 이제 최종 에너지소비

광범위하게 활용될 단계에 있지 않으며, 잠재력과

부문의 탄소 배출 문제에서도 비슷한 진전을 이루기

최적의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수 남아 있어

위해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40년 간의 전환은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아직 거의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성과를 충분히

복잡하다. 새로운 기술과 공정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빨리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요에 앞서는 인프라 구축 필요성, 고도로 통합된

규모의 관심, 계획, 독창성 및 자원이 필요하다. 많은

기업체와 오랜 관행, 비균등한 대규모 장기 투자

도전과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저비용의 풍부한

요구, 탄소 측정 방법 간 격차 외에도 선발주자(First-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옵션 등 유망한 옵션도

movers)는 추가비용과 그에 따른 “탄소 누출(carbon

다양하다. 올바른 계획과 충분한 지원이 있다면,

leakage)" 로 인해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주요 수송 및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제로 목표는

있는) 사업 리스크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들 수

달성 가능하다.

있다.
이 도전과제들을 다루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창의성이 요구된다. 보고서를 통해 부문별
조치를 살펴보았지만, 더 높은 수준에서 다수의
교차횡단적 행동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
아래 웹사이트에서 10월 5 ~ 8일에 개최되는 IRENA의 온라인
혁신주간 2020 (Innovation Week 2020)에 참여하거나 녹화자료를
확인하세요(http://innovationweek.irena.org).

이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irena.org/industry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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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Reaching Zero with Renewables - Summary」 보고서
(‘20.9월 발표)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 출처 : IRENA (2020), A summary of Reaching zero with renewables: Eliminating

CO2 emissions from industry and transport in line with the 1.5°C climate goal,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Abu Dhabi. (https://bit.ly/2Jlum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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