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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간(’20-’34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함(’20.12.28)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

 ㅇ (법적근거)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

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

* ’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을 시작으로 금번까지 총 9차례 계획 수립

  -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15년 장기계획인(’20~’34년)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을 확정‧공고 (’20.12.28)

 ㅇ (8차계획평가)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원믹스 기본틀 

정립 및 분산에너지 확산 가속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

  -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전력 계통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력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장제도 보완이 부족

□ 전력수급 현황

 ㅇ (전력소비량) ’19년 총 전력소비량은 520.5TWh이며, 최근 5년간(’15~’19년) 연

평균 증가율은 1.7%로 ’1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3.9% 대비 1/2 이하 수준으로 하락

 ㅇ (최대전력) ’19년 최대전력은 90.3GW(8월)를 기록하였으며, 111년만의 

폭염이 발생했던 ’18년 대비 2.3% 감소(92.5→90.3GW)

 ㅇ (전력공급)  ’19년말 기준 총 125GW로 원별비중은 LNG(32%), 석탄(30%), 원자력

(19%), 신재생(13%) 순으로 차지

 ㅇ (전기품질) 우리나라의 호당 정전시간은 8.6분/년(’19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주파수 및 전압 유지율은 지난 3년간 100% 수준으로 유지

□ 주요 내용

 ㅇ (수요전망)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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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급목표 확대, 대형 자가용 발전설비 증가 추세 등 향후 전력 수요 

패턴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

  - 제조업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 비중 증가 등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화가 

전력수요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

 ㅇ (수요관리) 기존수단의 이행력 강화 및 혁신기술 기반 신규수단을 도입

  - 효율관리 제도 개선, 고효율기기 확대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의 이행력 

강화 및 V2G, 스마트 조명등 혁신기술 기반 신규 수단 도입

 ㅇ (설비계획)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슈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은 감축하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폐지되는 석탄은 LNG로 연료전환 추진

  -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는 그린뉴딜(’20.7월)에 따라 ’25년까지의 중간목표 상향

 ㅇ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계통 보강‧확대를 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역별 시기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계획 전망을 토대로 송전망 보강계획을 수립

  -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에 

대응토록 단시간내 출력 조정이 가능한 양수 ESS 등 백업설비 구축

  -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합리화 및 분산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 신설 등 기반구축 추진

 ㅇ (전력시장)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 현물시장 중심의 단일 시장체계를 전원별 특성에 맞춰 다각화하는 등

발전사간 경쟁 촉진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 일정규모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에 대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토록 

출력제어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 보완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대응과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유연성 자원의 보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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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미국 에너지 정책 전망해외이슈
◈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 또한, 미국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시 석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생
에너지 산업을 크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

□ 개 요

 ㅇ 바이든 당선에 따라 친환경·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정책 전환이 예상

  - 대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계획 

추진을 밝힌바 있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

 ㅇ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우선 의제는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화석 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계획

* 트럼프는 ’17년, 파리 기후 협약은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협약에서 탈퇴

 ㅇ 바이든은 화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힘

  - 미국은 세계 석유수요의 약 20%를 점하는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하루 1700만bbl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바이든의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됨

□ 바이든 정책 전망 

 ㅇ (청정에너지로 전환)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을 계획

  - 청정에너지 부문 확대를 위해 최대 2조 달러의 투자를 계획했지만, 

현재 미국의 재정상황 악화로 자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

 ㅇ (연방토지 개발금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산업 규제 철폐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경제적·환경적 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등 연방토지 개발 금지를 약속

  - ’19년 연방토지와 해역에서 하루에 약 300만bbl 원유와 132억 ft3의 천연가스 생산

  - 연방 지역에서의 화석에너지 개발을 제한한다면, 미국의 오일가스 생산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여 미국이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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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가스 에너지 동향 및 전망

 ㅇ (동 향) 트럼프 행정부는 ’20년 6월 25일 알래스카의 국립석유보호구역 

대부분 지역에서 석유 시추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

  -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업들은 신규 자금 조달 장애에 직면

 ㅇ (전 망) 바이든이 연방 지역에서의 화석에너지 개발을 제한한다면, 

미국의 오일가스 생산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 미국 전체 오일가스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연방 토지 및 

해상에서의 신규 석유시추가 금지될 경우 석유 공급능력이 감소할 전망*

   * 25년까지 원유 생산량이 하루 약 200만 배럴 감소할 전망

□ 재생에너지 동향 및 전망

 ㅇ (동 향) 미국 내 가장 저렴한 발전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19년 

미국 재생에너지 투자 중 태양광과 풍력이 99%를 차지

  -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팩 등 관련 제품은 기술 발전과 함께 

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고 이와 함께 효율성은 증가하고 있음

ㅇ (전 망) ’20년 미국 태양광과 풍력 관련 투자는 약 550억 달러로 신규 발전량 

중 풍력이 44%, 태양광이 32% 점유로 예상됨

  - ’50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미국 전체 발전량의 약 63%를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되며, 화석 연료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할 전망

  - 바이든은 ’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는 에너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해상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시장확대의 가속이 예상

되며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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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국내이슈

◈ 환경부는 “2030 NDC*”와 “2050 LEDS**”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20.12.30)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 장기저탄소발전전략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주요내용

 ㅇ (’15.6) 파리협정 채택 전(’15.12), 기후의욕 고취를 위해 자발적인 2030 목표 

제출 요구 →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 제출(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각 당사국이 파리협정 채택 전 제출한

잠정 감축목표로 파리협정 발효(‘16.11)에 따라 제1차 NDC로 변경

 ㅇ (’18.7)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 책임을 

강화하고, 국외감축 활용을 축소하는「2030 온실가스 로드맵」수정

* (前) 국내 25.7%, 국외 11.3% → (後) 국내 32.5%, 산림·국외 4.5%

 ㅇ (’19.12) 기존 BAU 방식의 2030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개정 완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前) ‘30년 BAU 대비 37% 감축 → (後) ’17년 총배출량(709.1백만톤) 대비 24.4% 감축

 ㅇ (’20.12) 절대량 목표 채택, 국외감축 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 확대, 

’25년 이전에 2030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하여 NDC 갱신 제출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개요

 ㅇ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 2050 비전, 

부문별 전략, 이행기반 등 6장으로 구성된 LEDS 보고서 제출

 ㅇ 2050 탄소중립 전략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수립

* ①수소·전기 활용 확대, ②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 향상, ③탈탄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④순환경제 촉진, ⑤자연·생태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문별 비전 및 전략

 ㅇ (에너지전환) 화석연료 중심 → 재생에너지 + 그린수소 + CCUS*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탄소포집 전환 저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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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발전소를 축소하고 LNG 발전은 CCUS와 연계활용 및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

  - 전력생산(연료전지), 운송(수소차), 산업(철강·석유화학)의 핵심인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그린수소* 공급체계 구축

* 수소의 생산·운송·저장 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재생에너지→물 전기분해, 수입 등)

 ㅇ (산 업) 미래 신기술,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 에너지다소비 업종(철강·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강 

코크스(→수소환원제철*) 및 석유화학 납사(→혁신원료**) 대체 미래기술 필요

* 철광석을코크스대신수소로환원 / ** 탄소·수소의화학적반응및생물기반원료로납사대체

  -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공정 녹색화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 생산 및 자원선순환 제고로 원료사용 최소화

 ㅇ (건 물) 에너지절감(녹색건축) + 에너지생산(태양광·지열)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전환 가속화 및 신규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물 

시스템 전면 적용으로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극대화

* 에너지 자가생산(→태양광 패널, 지열·수열), 에너지 소비 최소화(단열·기밀성능 강화)

  -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생활 도시

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화로 및 전기·수소히터 확산 필요

 ㅇ (수 송) 내연기관 중심 → 친환경 교통수단 + 지능화 + 녹색물류 

  -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 및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 지능형 교통시스템(교통수요↓) 최적화 및 자율주행차(교통사고↓, 에너지 효율↑) 

대중화를 가속화하며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철도·해운)으로 전환

□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이행기반 혁신

 ㅇ (정책혁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 제도 

기반 마련, 화석연료에 대한 조세·보조금 개선하며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

 ㅇ (사회혁신) 기후위기에 대한 공공인식 제고,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강화, 지방정부 책임·권한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등 사회혁신 추진

 ㅇ (기술혁신) 재생에너지와 화학전환 기술융합, LNG-CCUS 연계한 블루수소 

등 통합 기술정책 수립,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기술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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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글로벌 NDC 갱신현황해외이슈

◈ 현재 186개 당사국이 NDC 레지스트리에 INDC를 제출하였으며, 5년마다 신규
또는 갱신된 NDC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UNFCCC(United National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협약

□ NDC 목표상향 필요성 및 국내 현황

 ㅇ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국내 금융기관만 해외 석탄발전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오일ㆍ천연가스ㆍ석탄 등 1차 에너지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최하위 수준임 

  - 162개의 금융기관이 약 60조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하였으며, 이 중 공공 

금융기관은 해외 석탄발전 지원사업 투자금액 10.7조 원 중 92%를 투자

 ㅇ 우리나라는 ’20년 말까지 UNFCCC에 현재 NDC 목표를 상향하여 제출

해야 하지만 국내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큼

  - 현재 우리나라의 NDC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이며, 이는 파리협약 목표*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산업화 이전 대비 1.5∼2℃ 이내로 제한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6%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14%는 농업 등 토지이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

  - 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누적 피해비용은 3천 128조 원으로 예상되며 

석탄 중심의 현행 에너지 체계와 토지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

<주요 OECD 국가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90년 기준 상대평가)>

* 출처 : 한국이 왜 기후악당?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란? (그린피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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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NDC 현황

<주요국 NDC 목표>
국가 감축목표(%) 목표연도 기준연도 유형
대한민국 37 2030 - BAU¹
미국 26-28 2025 2005 절대량²
중국 60-65 2030 2005 집약도³
EU 40 2030 1990 절대량
호주 26-28 2030 2005 절대량
멕시코 25-40 2030 - BAU
일본 26 2030 2013 절대량
인도 33-35 2030 2005 집약도

1. BAU : 목표연도의 배출 전망치에 대비하여 목표설정
2. 절대량 : 기준연도 배출량에 대비하여 목표설정
3. 집약도 : 국내총생산 GDP 1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배출량/GDP)을 기준으로 목표설정

 ㅇ (미　국) ’05년 대비 ’25년까지 배출량을 26~28% 감축시키는 것이며, LULUCF* 

미포함 시 10~17%를 감축할 계획

*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 토지이용 및 산림 부문

  - 현재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4℃ 초과에 기여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의 빈번한 정책번복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기후공약으로 발전부문 탄소무배출, 2050년 이전 Net-Zero 

등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메커니즘 등을 마련할 계획

 ㅇ (E U) 코로나19 이전 당시 ’90년 대비 32%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EU 위원회는 약 48%까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NDC 제출 

이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목표를 채택함

  - ’20년 9월, EU 위원회는 유럽 기후법 수정(안) 제출과 ’30년까지 ’90년 대비 

최소 5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출

 ㅇ (일 본) ’20년 상반기 산업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7.5% 

감소하였으며, 해상풍력을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

  - ’30년까지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제한하는 등 발전소 관련 정책들을 개정하고 있음

- 해상풍력 발전량 증가를 위해 ’30년까지 10GW 설비용량 확장을 통해  ’30년

까지 ’90년 대비 18~29%수준으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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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국내이슈
◈ 정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30∼2034)을 발표 (’20.12.29)

- 계통 수요 수소 등 대폭 강화 및 2050 탄소중립 도전과제 등 제시

□ 개 요 

 ㅇ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12.29)를 통해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ㅇ (근 거)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 수립과정에서 민간 워킹그룹 운영,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실시

 ㅇ (의 의)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 제시

 ㅇ (특 징) ➊ 제9차 전력수급계획과 기간･목표를 맞추어 에너지분야 장기계획간 

정합성 확보, ➋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수요, 신에너지 등의 내용 보완, 
➌ ’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도전과제와 대응방향 제시

<참고> 기존계획 대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기존 계획(1∼4차) 제5차 계획(‘20∼’34)

신재생에너지 양적 확대에 중점,

계통 안정성 등 감안 부족 ⇒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급ㆍ의무화 측면에 중점

(RPS, FIT 등) ⇒
수요ㆍ자발적 확산 보완

(RE100, 자가용 촉진 등)

신에너지(수소분야)에 대한

고려 미흡 ⇒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포함

+ (추가) 탄소중립 시대의 도전과제
① 획기적 잠재량 확충 개발방식 혁신 ② 기술한계 돌파

③ 전력계통 대전환 ④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

 ㅇ (핵심내용)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
산업･인프라 5대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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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핵심내용

 ㅇ (목 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

➊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➋ (시장혁신) RPS 시장 효율성 제고, 非전력 분야(열 수송) 신재생 확대
➌ (수요혁신)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➍ (산업혁신)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➎ (인프라혁신)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➊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 및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과 입지 맞춤형 보급,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 유도

 ➋ (시장혁신) RPS 시장 효율성 제고, 非전력 분야(열･수송) 신재생 확대

  -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개편, RPS 의무비율 상향(’34년 

40%) 및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

  -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방안 마련 및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바이오연료→재생e 전력, 수소 등) 검토･추진

* RHI : Renewable Heat Incentive , RHO : Renewable Heat Obligation

 ➌ (수요혁신)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다양한 이행수단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인정, 

녹색보증 지원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 강화

  - 자가용 재생e 활성화를 위한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추진 

 ➍ (산업혁신)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現9개) 

육성 및 최저효율제･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 확대

  -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 국산화

 ➎ (인프라혁신)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先접속･後제어 등 유연한 접속

방식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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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시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ㅇ (목 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잠재량･기술･계통 

등 다방면에서 현재의 한계 극복

➊ (잠재량 확충)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 개발방식 혁신

➋ (기술한계 돌파) 신재생 공급-전달-거래기술 고도화 및 新 에너지안보 강화

➌ (전력계통 대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➍ (그린수소확대 에너지시장 통합) 그린수소를 섹터 커플링 핵심자원化

 ➊ (잠재량 확충)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개발방식 혁신

  - 설비효율 향상, 現잠재량 미포함 입지(건물벽면, 농지 등) 활용 및 해양･
온도차 냉난방 등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로 잠재량 확충

  - 지자체별 재생e 설치의무 부여, 공공재산 개방형 개발 등 공공주도의 

대규모 개발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으로 규모 있는 개발 촉진

 ➋ (기술한계 돌파) 신재생 공급-전달-거래기술 고도화 및 新 에너지안보 강화

  - AC/DC 하이브리드 송배전 시스템 기술 등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개발과 

태양전지 초고효율과, 초대형 풍력터빈 등 공급기술 혁신

  - 신재생 핵심소재 재활용･재제도 기술 확보 및 소재･부품공급 안정화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안보 강화

 ➌ (전력계통 대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化 과정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공급자원, 

수용가, 저장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역할 필요

  - AC 송전망과 DC 배전망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전력망으로 전환, 송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필요

 ➍ (그린수소확대･에너지시장 통합) 그린수소를 섹터 커플링 핵심자원化

  - 그린수소 의무화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여 그린수고 경제 이행 가속화

하고,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간 섹터 커플링(P2X) 활성화

  - 에너지 유형별 분리된 공급의무화 제도 통합 및 수요･공급자원 통합 

에너지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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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파키스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 해외이슈
◈ 파키스탄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속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현 황 

 ㅇ 파키스탄은 우기(7,8월) 제외하고 연중 약 300일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발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발루치스탄 주 일대는 일조량이 풍부하여 태양광 발전에 최적이며, 상대

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한 신드 주 및 북부지역은 풍력발전 집중 개발 중

 ㅇ ’09-’10년 전후로 발전설비 부족, 발전소의 낮은 가동력 등으로 인해 전력난 발생

  - 하루 약 6~8시간 정도의 지속적인 정전 발생 등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정부는 발전설비 확충에 집중하여 개선코자 함

  - 발전설비용량은 ’03년부터 6년간 비슷한 수준(19,250~20,92MW 사이)을 유지

하였으며, 전력난을 겪은 ’09-’10년에도 20,922MW에 불과함

 ㅇ 이후, 국가전력정책 2013(National Power Policy 2013) 등 정부 정책 수립･이행을 

통해 발전설비를 지속 증설했으며 ’19년 36,166MW로 10년전 대비 약 73% 증가

<파키스탄 발전설비 용량>
(단위 : MW)

* 출처 : “파키스탄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동향“(KOTRA해외시장뉴스, 2020.12.7)

 ㅇ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았으나 신재생 발전설비 확대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은 발전용량 설비의 약 4.5%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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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발전설비 유형>
2009/2010 2019/2020

* 출처 : “파키스탄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동향“(KOTRA해외시장뉴스, 2020.12.7)

□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ㅇ ’06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ARE Policy 2006)을 수립하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증설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어 ARE Policy 2011 수립

  - 중앙전력구매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의무화하고 R&D 촉진, 

발전설비 확충 등 다양한 목표 설정･이행함

 ㅇ 이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19년 ARE Policy 2019 발표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2019(ARE Policy 2019) 주요 목적>
‣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임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
‣ 에너지 발전비용의 최소화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투명하고 신속한 시행
‣ 전력거래시장 오픈 및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장비, 부품의 현지 생산을 위한 인력 교육 및 기술 이전
‣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 및 참여 촉진
‣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금에 대한 규제 해소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재생에너지 개발정책 2019(ARE Policy 2019) 주요 인센티브>
‣ 법인 소득세 면제
‣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입관세 면제
‣ 배당금 및 투자 회수자금 송환 허용
‣ 외국 자본 100%까지 투자 허용
‣ 외화 계좌 발급 허용
‣ 국제 분쟁 해결 지원
‣ 주별로 프로젝트 수행 부지 제공 가능

□ 시사점

 ㅇ 파키스탄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정책･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증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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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20.12.28)

ㅇ 해외이슈 <미국 에너지 정책 전망>
 - 참고문헌 미국 에너지 정책 전망 (KOTRA, 2020.12.16)
 - 미 의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조선일보, 2021.1.7)
 - 트럼프 vs 조바이든, 그들의 에너지 정책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20.9.6)
 - [바이든 당선] 파리협정 재가입·탄소중립…우리나라 영향은? (연합뉴스, 2020.11.8)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유엔기후변화 협약 사무국 제출>
 -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모표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환경부, 2020.12.31)
 - “2050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국문)” (2020.12)

ㅇ 해외이슈 <글로벌 NDC 갱신현황>
 - NDC Registry (https://www.unfccc.int)
 -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an update 

(UNFCCC, 2016.5.2)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020.12.29)

ㅇ 해외이슈 <파키스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 >
 - “파키스탄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동향“(KOTRA 해외시장뉴스, 2020.12.7)
 - “파키스탄, 고질적인 에너지 부족 해소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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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29. (금)

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BEMS를 통한 건물에너지소비 관리

 - (해외이슈) 중국, ‘탄소중립 2060’ 선언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요약

 - (해외이슈)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한국형 RE100(K-RE100) 본격 도입

 - (해외이슈) 체코, 탈탄소･탈석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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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BEMS를 통한 건물에너지소비 관리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는 ICT 기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국가표준(KS)을
제정, 전주기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 표준화를 통해 보급 확산 계획

□ BEMS 개요

 ㅇ (정 의) BEMS는 건물내 주요 공간·설비에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에너지소비 절감과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ICT시스템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ㅇ (현 황) 정부는 대규모 공공건물(연면적 10,000m2 이상)에 BEMS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BEMS 설치시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에너지진단 면제 혜택 제공

  - ’14년 세계 최초로 BEMS에 대한 국가 표준(KS F 1800-1)을 제정, 기본개념·기능·

데이터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표준화함
 

 ㅇ (장애요인) 데이터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별로 상이하여 업체 간 데이터 

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어 상호 호환성이 낮고, 관련 기술 개발 집중도가 떨어짐

  -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 방법의 부재로 객관적인 도입효과 

산정 및 평가가 어려워 보급 및 확산에 장애

 ㅇ (KS 제정) BEMS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국가표준(KS F 1800-2)을 제정

<BEMS를 통한 건물에너지소비 관리 프로세스>

* 출처 : 건물에너지소비, 데이터로 똑똑하게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1.18)

□ BEMS 국가표준

 ㅇ (주요내용) BEMS 운영 전주기(데이터 수집·분석·활용)를 거쳐 단계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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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 관제점 및 태그관리 → (분석) 데이터 분류 및 관리 → (활용)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 절감량 산출

<BEMS KS(KS F 1800-2) 주요내용>

구분 항목 주요 내용

데이터
수집

관제점 선정
ㆍ건물전체, 주요설비, 주요공간별 비용효과적인 데이터
수집방법
ㆍ상호운용성을 갖는 통신프로토콜 사용

관제점
정보관리

ㆍ수집되는 데이터의 속성 파악을 위한 정보 구성 및
관제점 정보목록(관제점 일람표) 작성방법

태그 생성
및 관리

ㆍ시스템 간 데이터 호환 및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이름(태그) 생성 및 관리 방법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류
및 구성

ㆍ데이터 분류(기준정보, 운영정보, 통계분석정보)
ㆍ에너지소비량, 에너지성능 등 통계분석정보의 신뢰성 확보

데이터 관리
ㆍ데이터 수집(15분 이하) 및 보관주기(3∼5년)
ㆍ건물운영자에게 정보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기능

데이터
활용

에너지효율
개선조치

ㆍ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전 설정값 및 스케줄 변경,
설비 유지보수, 설비운전 최적화 등 지속적인 효율개선
조치 시행

에너지절감량
산출

ㆍBEMS 도입 전후의 객관적인 에너지 절감성과 파악을
위한 에너지 절감량 산출 및 결과보고 방법
* 베이스라인(BEMS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를 배제한
기준 에너지 사용량) 모델 수립

 ㅇ (향후계획) 정부는 BEMS 업계가 국가표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 표준을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 공급사 및 건물주에게 배포할 계획

  - BEMS 설치시 세액공제*, 의무진단 면제** 등 지원제도를 이어나가는 

한편,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을 위해 동 표준을 적극 활용할 계획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비용의 1∼7%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BEMS 운영을 통해 4∼5% 이상의 에너지절감 성과 달성 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 시사점

 ㅇ ’19년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45.4Mtoe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19.6%를 차지

  - ICT 기반의 BEMS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

 ㅇ BEMS의 국가표준 제정은 우리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두보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57호 2021. 1. 29.

- 25 -

수요관리 중국, ‘탄소중립 2060’ 선언해외이슈
◈ 시진핑 주석은 UN총회 연설에서 녹색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30
탄소배출 피크” 및 “2060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함

□ 중국 탄소중립선언 배경 

 ㅇ 지구 온도 상승 및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커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 확대

  -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사회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주요 내용

 ㅇ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 

  - 기존의 감축 목표(’30년까지 ’05년 대비 60~65% 감축)보다 강화한 것으로, 

파리협약 체제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저탄소 체제로의 이행 가속화

 ㅇ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다자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 이행 방안

 ㅇ (기후목표 포함)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 등 경제 개발 

청사진에 기후목표를 포함시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 중국 에너지 재단은 탄소중립 공양 이해 및 경제성장·발전 공약 

이행과 정부 비전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부 보고서를 발간

 ㅇ (산림 조성) 다수의 산림복구 경험을 기반으로 식림(植林) 등 자연적인 

탄소제거 작업에 집중하여, ’05년 대비 60억 m2의 산림면적 추가 조성 계획

 ㅇ (신재생에너지 실적 거래제) 비화석 연료의 소비 비중 목표를 기존의 

15%에서 18%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실적 거래제 도입을 논의 중

  -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전력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의 이용 실적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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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 신에너지 차량의 판매량은 지난 5년 연속 세계 1위 차지

  -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으나, 에너지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의 소비 비중 저감 및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도모 

□ 향후 정책 추진 전망

 ㅇ 중국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감한 

개혁과 포괄적인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

 ㅇ 그러나, 청정에너지·운송 시스템·토지 이용·경제활동의 범위 및 

비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달성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유의미

   *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위로 ’18년 기준 9,528.2 Mt에 달하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약 33,513.3 Mt)의 28%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고배출 국가로 꼽힘

ㅇ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향후 인도·러시아 등 이산화탄소 고배출 국가의 

탈탄소화 선언을 유도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차세대 태양전지·탄소 재활용 기술 및 에너지 전환이 

핵심 수단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신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90~’18)>

* 출처 : Total CO2 emissions, People’s Republic of China (IEA홈페이지, 접속일 : 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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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요약국내이슈
◈ 기상청에서 IPCC* 제6차 보고서(’21∼’22 예정)를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발간(’20.12)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 시나리오

ㅇ 제6차 보고서는 인구, 경제, 토지 이용, 에너지 이용 등 미래 사회 경제

지표를 반영한 SSP* 시나리오 사용

* 공통사회경제경로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 온실가스 감축 수준 및
기후변화 대책 수행 여부 등에 따라 미래 사회경제 구조를 고려한 온실가스 경로

ㅇ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를 비교하여 

기온, 강수, 극한기후지수 부문의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

* 저탄소 시나리오(SSP1-2.6) :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을 가정하여 산출
** 고탄소 시나리오(SSP5-8.5) : 현재의 탄소배출량 지속을 가정하여 산출

□ 동아시아 기후변화 전망

ㅇ 고탄소 시나리오는 저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기온, 강수, 극한기후지수 

전반에 걸쳐 큰 폭의 변화를 예측

ㅇ 평균기온 증가로 인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온난일과 같은 극한 고온 

현상은 약 4배 증가하고, 한랭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동아시아 기후변화 전망>

항목
현재

(1995∼2014)

미래 전반기
(2021∼2040)

미래 중반기
(2041∼2060)

미래 후반기
(2081∼2100)

저탄소 고탄소 저탄소 고탄소 저탄소 고탄소

평균 기온(℃) 10.2 11.8 12 12.2 13.4 12.9 17.5

평균강수량(㎜) 775.7 823.6 835.4 833.0 853.2 840.9 981.0

온난일(일) 36.5 57.8 61 67.5 82.5 73.5 132.2

한랭일(일) 36.5 23.9 20.9 22.8 14.7 16.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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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기후변화

ㅇ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기후변화 전망과 유사한 양상이며 평균 강수량은

동아시아 강수 증가율(+20%)을 상회

ㅇ 고탄소 시나리오 대비 저탄소 시나리오는 전 항목에서 낮은 상승세를 

전망하며 극한기후지수 부문에서 약 30∼40% 변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항목
현재

(1995∼2014)

미래 후반기(2081∼2100)
동아시아 미래 후반기
시나리오와의 차이*

저탄소(증감량) 고탄소(증감량) 저탄소 고탄소

평균 기온(℃) 11.2 13.8(+2.6) 18.2(+7.0) +0.9 +0.7

평균강수량(㎜) 1195.2 1233.4(+38.2) 1370.5(+175.3) +392.5 +389.5

온난일(일) 36.5 74.7(+38.2) 129.9(+93.4) +1.2 -2.3

한랭일(일) 36.5 20.7(-15.8) 3.0(-33.5) +4.1 -0.3

* 미래 후반기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의 기후변화예측(동아시아 대비)

<시나리오에 따른 현재 대비 미래 후반기의 극한기후현상 변화>

□ 시사점

ㅇ 기후정책이 부재한 고탄소 시나리오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보다 기후 변동 폭이 큰 것을 확인

ㅇ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및 대안 에너지 분야에 투자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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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해외이슈
◈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 5주년*을 기념해 개최
* ’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중점과제인 탄소 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목표에 대해 연설

□ 기후목표 정상회의 개요

ㅇ (일자 및 장소) 2020년 12월 12일, 온라인 개최

ㅇ (참가국)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75개국

ㅇ (주요 내용) 기후변화 지표와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새로운 공약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

ㅇ (의의) COVID-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75개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COP26(’21.11예정, 영국 글래스고)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

□ 주요 연설 내용

ㅇ (안토니우 UN사무총장)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 맞춰 녹색 경제와

사회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

  - 2021년도 UN은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핵심 목표로 추진

ㅇ (보리스 총리) 영국의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 목표를 기존 1990년 대비 

57%에서 68% 감축으로 변경

ㅇ (마크롱 대통령)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5%까지 감축할 것이며, 

EU와 프랑스는 계속해서 기후 재정 수준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표명

ㅇ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을 마련했다고 발표

  -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성과를 모든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제시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57호 2021. 1. 29.

- 30 -

□ 주요 논의

ㅇ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으로 ’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의 방향 제시

  - 15개 국가가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약속

ㅇ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국가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방법 발표

국가명 목 표
인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450GW까지 증가 예정
중국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소비량중비화석연료비중을 25%로상향예정

영국, 프랑스,
스웨덴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 수립

캐나다 현재 톤당 C$50의 탄소세를 2030년까지 톤당 C$170로 증세할 예정

ㅇ 도시, 사업 등의 영역까지 기후대응의 범위 확대

구분 목 표
C40 Cities
(국제적)

적극적인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실시한 Cities Race to Zero
캠페인에 70개 도시가 참여

dalmia cement
(인도)

인도의 시멘트 회사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

apple
(미국)

2030년까지 탄소중립 부품 공급망의 구성을 약속하고, 95개의
공급업체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

International
Airlines Group
(스페인 / 영국)

2050년까지 탄소제로배출 목표를 발표한 세계 최초의 항공사
그룹. 전 세계 항공의 20%를 차지하는 13개의 항공사가
2050년까지 탄소제로배출을 위해 4억 달러 투자를 약속

ㅇ 자연 친화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법 모색

  - 독일, 프랑스 등 12개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방법 이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약속 

□ 결론 및 시사점

 ㅇ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65%, 세계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로 약속

 ㅇ COVID-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녹색경제에 주력할 

예정이므로 우리도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지속적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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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한국형 RE100(K-RE100) 본격 도입 국내이슈

◈ 정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

□ 한국형 RE100(K-RE100)

 ㅇ 정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

 ㅇ ｢그린뉴딜 정책간담회(’20.9)｣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

였으며,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 RE100 :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ㅇ 또한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RE100 캠페인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 확산

  - 현재 28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중이며, 

이중 국내 기업은 6개社
<한국형 RE100(K-RE100) 라벨링>

□ 한국형 RE100(K-RE100) 특성

 ➊ (참여 대상)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 가능

*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기업 + 그 외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활용 가능

 ➋ (조달수단)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REC구매, 지분투자,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 가능

  - 지분투자의 경우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➌ (사용목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 중간목표는 자발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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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 (사용확인서)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K-RE100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제출, 에너지공단은 실적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

  - 전기소비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 가능

 ❺ (참여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가능,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 개정 완료

 *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21.1.18)

□ 한국형 RE100 주요 이행수단 안내

 제3자 PPA 

 ㅇ 제3자 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21.1.12)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21.상반기)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한전 – 소비자 3자간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녹색 프리미엄 

 ㅇ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21년 입찰 공고 중(1.5~2.5)

 REC 구매 

 ㅇ 전기소비자는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 

REC 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

* 신에너지, 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 REC는 제외

** 시범사업 기간 ’21.2.1(월)∼3.31(금), 2개월 모의거래 후 4월 중 실제 거래 가능

   - 구매한 REC를 K-RE100 등록시스템에 제출하여 발급받은「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

□ 시사점

 ㅇ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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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체코, 탈탄소･탈석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해외이슈
◈ 체코의 석탄위원회는 탈탄소․탈석탄을 위해 ’38년까지 석탄 사용 중단을 권고
(’20.12)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그린딜 이행 등 친환경적인 계획 수립

□ 체코 석탄 사용 현황

 ㅇ (현 황) 체코는 주요 석탄 생산국으로서 전력생산의 많은 비중을 석탄발전에 

의존

  - ’16년 이후 전력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큰 

비중(42.9%, ’19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임

<체코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추이> (단위 : %)

에너지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석탄(갈탄+흑탄) 49.0 50.4 47.6 46.8 42.9

원자력 32.0 28.9 32.6 34.0 34.8

신재생에너지 11.2 11.3 11.1 10.7 11.5

천연가스 2.4 4.1 3.9 4.0 6.3

기타가스 3.7 3.6 3.3 3.1 2.9

양수발전 1.5 1.4 1.3 1.2 1.3

기타 0.2 0.2 0.2 0.2 0.2
* 출처 : 체코 에너지관리공단(ERU)

□ 분야별 저탄소 정책

 ㅇ ’50년 탄소중립 목표 등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정책 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체코도 석탄발전 비중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 추진

 ㅇ (정 책) 석탄위원회*는 에너지 자급자족 및 지속가능성, 이산화탄소 저감 등 

다방면을 고려하여 ’38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

* ’19년 7월에설립, 위원장은체코 산업부장관과환경부 장관이며그외 17명 위원으로구성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년까지 22%이상 달성하고 ’50년까지 신규 

에너지원, 탈탄소 및 탈석탄에 약 163억4220만 달러 투자할 계획

  -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년까지 약 1억3,800만톤 감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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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발 전) ’15년 국가 장기에너지 정책을 통해 ’4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추진하고, 석탄 발전소 운영 중단 진행

  - 화력발전소를 운영중인 ČEZ*는 탈석탄 정책에 따라 ’19년에 3개

(Dětmarovice, Vítkovice, Ledvice)의 화력발전소 일부 운영 중단

  - ’20년에는 53년간 운영한 Prunéřov I**(440MW)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 종료

* 체코의 국영전력회사로 체코 전체 발전량의 약 75%를 차지

** Prunéřov I 발전소는 ’18년 기준 45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ㅇ (교 통) EU의 그린딜* 정책과 배기가스 규제의 강화**로 친환경 자동차 

생산․비중 확대 전망

*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의 탈탄소화

등의 내용 포함

** ’21년부터 모든 신규 차량의 대당 연평균 CO₂배출량이 95g/km를 넘지 않도록 규제

  - EU기금 혁신기업 운용프로그램(저탄소 기술 및 E모빌리티 지원) 활용하여 

기업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 일부 대도시 지역(프라하, 오스트라바, 브르노 등)에 전용주차 공간을 마련

하여 친환경 자동차 구매･사용 장려

  - 체코 산업부의 친환경 모빌리티 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ean Mobility)**은 

EU의 그린딜과 배기가스 규제 등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

* ’20년 6월부터 기업 규모별 전기차 구입비용 20∼40% 지원

**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인센티브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으로 ’15̃̃∼’30년의 중장기 계획

□ 시사점

 ㅇ 체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탈탄소화는 보다 구체화 되고 있으며, 

이에 목표했던 석탄발전 감축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체코 정부의 탈석탄화 달성과 ‘그린딜’ 이행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친환경 자동차 부품 및 제조 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진출이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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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BEMS를 통한 건물에너지소비 관리>
 - 건물 에너지소비, 데이터로 똑똑하게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1.15)
 - BEMS KS 제정! 세계 최초로 산업 표준화! (국토교통부, 2014.8.1)
 - 2020 에너지통계 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12.31)

ㅇ 해외이슈 <중국, ‘탄소중립 2060’ 선언>
 - '탄소중립‘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경주 (ECONOMY Chosun, 2021.1.11)
 - 글로벌 탄탄소 시대 도래... 유럽은 세금 검토·중국은 수소 장려 (이투데이, 2020.10.27)
 - 시진핑 “2060년 탄소중립 실현할 것” 재확인(동아일보, 2020.11.23)
 - 중국,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하다 (Climate Action, 2020.11.6)
 - IEA, 중국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데이터 (접속일: 2021.1.25)
 - IEA, 세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데이터 (접속일: 2021.1.25)
 - Christina Hart, Carbon-Neutral China by 2060: Governance Challenges of Achieving 

China’s Net-Zero Emissions Plan, 2021
 - 한중일 탄소중립,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2020.12.8)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요약>
 -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국립기상과학원, 2020.12)
 - 2020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전망정보 서비스 개선사항 (기상청, 2020.12)
 - 카드뉴스 시리즈 20탄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기상청, 2020.12)
 -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사례집 2018 (기상청, 2018.12)

ㅇ 해외이슈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
 - ‘Climate Ambition Summit 2020’ 보도자료 (2020.12.)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한국형 RE100(K-RE100) 본격 도입>
 -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11.19)

ㅇ 해외이슈 <체코, 탈탄소･탈석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부상하고 있는 체코 전기자동차 시장 (KOTRA, 2020.12.2)
- 2021 체코 진출전략 (KOTRA, 2021.1.12)
- 체코, 주에너지원 석탄 종료 다가온다 (KOTRA,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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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저효율 모터 국내유입 차단체계 구축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이 낮은 불법·불량 전동기(모터)의 국내유통 차단 및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표로 통관단계에서 안전성검사 실시

□ 사업 배경 및 관련 제도

 ㅇ (배 경) 전동기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기계·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 전동기 효율은 산업부문 효율향상과 직결됨

  -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 중 약 91%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효율 향상에 따른 전력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ㅇ (최저효율기준) 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은 ’18년 10월 프리미엄급인 IE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준 미달 제품은 제조 및 수입, 유통 전면 금지 중

<전동기 효율등급 및 분류>
IE 코드 분류
IE4 슈퍼 프리미엄 효율
IE3 프리미엄 효율
IE2 고효율
IE1 표준 효율

  -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전동기 최저효율기준제도 운영 중

  -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18년 10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에너지 사용량 측정 결과를 수입 통관 전에 신고하도록 강제

< 전동기 효율등급별 그래프 >

* 출처 : 소비자 중심 E관리체계 ‘효율등급제도’ (kharn, 201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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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세부내용) ’20년 4월 국내 수입되는 삼상유동전동기를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

  - 위반 시, 수입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재정적 페널티 부과

 ㅇ (시행목표)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여 국내시장으로의 유입을 막고,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적용대상) 국내 시장에 수입 및 유통되는 600 V 이하인 일반용 삼상농형 

유도전동기로, 0.75 kW 이상 375 kw 이하에 해당하는 기기

 ㅇ (확인사항) 수입요건 확인 신청 여부 및 신청 내용과의 일치 여부, 효율 

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수 여부, 비대상 신고 시 해당 여부 등

<수입 전동기 물품검사 시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세부내용

수입요건 확인
신청 전동기

수입요건 확인 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품목, 모델명, 용량, 수량,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수 여부 확인

효율라벨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효율신고 여부, 명판 기재사항 등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으로
수입신고한
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
해당여부

품목, 용량(0.75kW 미만) 등
삼상유도전동기 비대상 해당여부 등

 ㅇ (시범운영) ’20년 11~12월 부산본부세관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하였으며, 50%의 적발률로 위반사례 발견

  -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세부표시사항 위반 또는 수입요건 확인 신청 내용과 불일치 등 적발

□ 시사점

 ㅇ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 준수를 통해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를 강화하여 국내 고효율 전동기시장의 활성화 도모

 ㅇ 저효율 전동기의 국내 시장 유입 차단 및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확산을 

통해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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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일본의 그린성장전략해외이슈
◈ 일본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그린
성장전략」을 발표,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14개 분야의 목표·과제를 설정

□ 그린성장전략 개요 및 목표

 ㅇ (개 요) 일본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 실행계획으로「그린 성장전략」을 발표(’20년 12월)

 ㅇ (목 표) 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오피스 관련 산업 중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목표 수치 및 과제 대응책 마련

<그린 성장전략 14대 전략 분야>
구분 분야 적요

에너지

해상풍력 생산능력 확충(’40년까지 4500만kW 수준)
암모니아 암모니아의 화력발전 활용 확대(2030년까지 약 20%)
수소 2050년까지 소비량 2000만 톤으로 확대
원자력 신형 원자로 기술개발, 국제협력

운송·제조

자동차·축전지 2030년대 중반까지 신차를 전동차로 전환
반도체·정보통신 파워 반도체 소비전력 2030년까지 반감

선박 2050년까지 수소 등 대체연료로 전환
물류 항만 등 탈탄소화 추진

식료·농림수산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 CO2 배출 제로
항공기 전동화 및 대체연료 기술개발

카본 리사이클 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

가정·사무실
주택 2030년까지 신축주택 CO2 배출량 평균 제로
자원순환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라이프사이클 지역별 탈탄소 비즈니스 추진

□ 전력부문

 ㅇ (에너지 전환) 모든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50년 예상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 해상풍력의 집중 도입을 통해 ’40년까지 원전 45기분에 해당하는 30~45GW의 

전력 생산 규모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 정비·확충 가속화

  - 내수시장을 창출하여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40년까지 관련 부품의 60%를 

일본 내에서 조달하는 등 자국 내 서플라이 체인 형성 추진

 ㅇ (화력발전) 연소 시 CO2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를 에너지원으로 활용, 

석탄 화력과 혼합하여 ’30년까지 혼합연소 비중을 20%까지 확대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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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모니아 혼합연소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및 상용화를 추진하며 연료 

암모니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제 조달 서플라이 체인 구축* 목표

   * 항만·기술 정비 및 해외조달처 출자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50년 1억 톤 규모 목표

 ㅇ (기타부문) 수소발전 확대를 위해 터빈 상용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자력 발전(기존 원전재가동, 소형로, 고온가스로 등) 또한 적극 활용 계획

□ 비전력부문

 ㅇ (산업부문) 수소환원제철 등 제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산업 각 부문의 

전기화를 촉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축소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계획
  

  - ’30년대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에 있어서 전기차 비중 100%를 

목표로 설정, 관련 산업의 서플라이체인과 모빌리티 사회 구축 계획

  - 축전지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탑재용 전지가격을 1만엔/kWh 이하로 

낮추는 등 원가 절감을 실현하여 ’30년까지 전기차 경제성 개선 추진

  - 반도체·정보통신산업의 경우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의 고효율화 

달성과 디지털기기 및 산업의 에너지 절약·친환경화를 함께 추진

  - ’30년까지 신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을 30% 절감하고, 사용 전력 

재사용 의무를 부과하여 반도체·정보통신산업의 2040 탄소중립 도모

 ㅇ (기타부문) 운송부문은 전기 동력화 및 수소, 바이오 연료 활용을 추진하며 

가정부문은 주택·건물의 넷제로 에너지화, 수소화, 축전지 활용 추진 

□ 향후 전망

 ㅇ 전력부문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탈탄소화가 중심 성장 전략이며, 

비전력부문은 전기화(동력의 전기전환)가 그린성장전략의 핵심
  

 ㅇ 산업 전반의 전기화에 따라 일본의 ’50년 전력수요는 현재 수요대비 

30~50% 증가한 1조 3,000억~1조 5,000억 kWh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일본정부는 전력사용량 증가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관련 산업을 

성장분야로서 육성하고 수요관리 및 에너지 고효율화 도모

ㅇ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산업구조도 유사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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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배출권비용의 전력시장 반영방안 연구학술이슈
◈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순비용 산정 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제안 및 바람직한 BM 적용 방안 검토

 

□ 배출권거래비용의 전력시장 반영 필요성

 ㅇ 저탄소 발전원의 전환 정책 수단 중 탄소가격화*가 중요이슈로 대두,

  -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가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음

   * 탄소가격화 : 각국 정부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과

 ㅇ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구체적인 배출권 비용 반영 방식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 배출권 비용 반영 방식 정성적 평가

 ㅇ (정성적 평가 결과) ‘통합BM*/SMP** 순비용 반영’방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력시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됨

   * 통합BM(벤치마크 방식) : 모든 발전기들에 동일 발전량에 비례하는 무상 배출권을 할당

  ** SMP(계통한계가격) : 거래시간별로 발전기의 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

 ㅇ (평가기준) 수요자 측면(전력 소매가격 인상 수준 고려), 공급자 측면(전력 도매가격 

상승 수준 및 급전순위 결정 효율성 고려), 투자/퇴출 효과(발전원 유형 내 상대적 

효율성 보상 문제 고려),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초과이윤 억제

 ㅇ (종합 결과표) 

< 배출권 비용 반영 방식 별 정성적 평가 결과 >
효율적
경쟁시장
(Benchmark)

유상할당
100%

발전기별
BM/SMP
순비용반영

통합
BM/SMP
순비용 반영

가상
급전시스템

공급측효과
(급전순위)

○ ○ △ ○ ○

수요자측효과
(SMP 증가폭)

○ ○ △ △ △-α

투자/퇴출효과
(발전원유형내
상대적효율적보상)

○ ○ × ○ ×

발전사업자들의
초과이윤억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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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 실증모형을 활용한 주요 분석 결과

 ㅇ (전원별/BM방식별 효과) 기본(BAU)에서 유상할당 10% 수준으로 변화될 

때 개별BM과 통합BM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남

 ㅇ (회사별/BM방식별 효과) ’21년 시점에 석탄 비중이 높은 화력발전사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확인

 ㅇ (석탄 총량 제약 효과) 연간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연간 석탄발전량을 

결정하고, 계절 별 연계 및 조정 시 배출량 목표를 달성 가능

 ㅇ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8차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

  - 온실가스 배출량은 8차 계획 대비 약 24백만 톤 정도 추가 감축 가능, 

또한 현재 34백만 톤의 추가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석탄과 LNG 급전순위 영향) LNG 연료가격 급락 시(’20.9월 연료가격)에도 

두 발전원의 급전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음

  - 약 2% 정도의 발전비중이 변동되며, 이에 따라 약 6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감소효과 발생

 ㅇ (한계발전기 전략적 행동) 배출권거래비용을 열량단가에 적용할 때 

SMP를 결정하는 한계발전기들의 의사결정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유상할당으로 인한 변동비 추가분과 잉여배출권 판매수익으로 인한 변

동비 감소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개별발전기(LNG 복합발전기) 차원의 미시적 수준에서 배출권 과잉/과소 

처리를 둘러싼 복잡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정책제언

 ㅇ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별BM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통합BM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 비용 반영을 위해서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상의 

순비용산정 관련 세부조항을 신설할 때, 실행이 용이하면서도 인센티브 

메카니즘에 부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안

 ㅇ 통합BM을 실시하게 되면 영향을 크게 받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퇴출 

인센티브 또는 보상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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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U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정책 평가 : 기후변화대응부문해외이슈

◈ EU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에너지시스템
전환정책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 EU 에너지시스템 전환정책 평가

 ㅇ EU의 ’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년 기준으로 조기달성 되었음

  - 하지만, ’30년 목표와 ‘유럽 그린딜’이 추진하는 EU 탄소중립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ㅇ (EU 온실가스 배출 추이) 에너지 관련 CO2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약 75%)

  - 전력 및 열 부문에서의 배출은 에너지 전환을 반영하여 ’07~’17년 사이에 27% 감소

 ㅇ (EU 탄소배출 집약도) 저탄소 연료의 사용으로 전력 및 열 발전원의 

탄소배출 집약도를 낮춰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크게 기여

  - ’18년 EU의 탄소배출집약도는 0.17kg/USD. 일본은 0.24kg/USD, 미국은 

0.25kg/USD, 호주는 0.29kg/USD, 중국은 0.71kg/USD, 인도는 0.9kg/USD였음
 

 ㅇ (EU 2030 기후목표) ’30년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강력한 이행과 동시에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

  - EU는 ’20년 기후목표(’90년 대비 20% 감축)를 ’18년에 조기 달성함

  - 한편, EU는 ’3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을 ’90년 대비 40%까지 감축을 

목표하나, EEA* 조사에 의하면 30%까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됨

*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 : 유럽환경청
 

 ㅇ (유럽 그린딜) 유럽 그린딜은 에너지전환 투자촉진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19년 12월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을 공개하고, ’50년까지 유럽이 

세계 첫 탄소중립지역으로 전환하는 50개 행동로드맵 제시

  - 새로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예정(최소 50% 감축 목표)

□ EU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정책
 

 ㅇ (EU 탄소배출거래제) 탄소누출 문제 개선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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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거래제*는 전체 EU 온실가스배출의 40%를 담당,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도구임(전력, 산업, 항공, 운송 부문 적용)

  - 탄소누출 관련 법안을 강화하여, 생산시설을 역외로 옮겨 탄소배출 

생산시설을 통제할 계획이며 ’21년까지 탄소국경세 채택 고려 중
 

 ㅇ (Non-ETS) EU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의 회원국 별 

국가 목표가 존재하나 2030 목표 달성이 어려움

  - Non-ETS 국가 목표는 EU가 ’30년까지 ’05년 대비 30%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 총체적 노력을 규정함 (수송, 건축물, 농업, 폐기물 분야)

  - 현재 각 회원국의 정책만으로는 ‘2030 노력분담규제 목표’ 달성이 어려움

 ㅇ (에너지 및 탄소세금) EU 회원국은 에너지 및 탄소세금을 통해 에너지

전환 재정을 확보하려함

  - ’18년 EU는 총 3,700억 유로의 환경세수를 확보함(EU 경제규모의 2.5%이며, 

전체 세수 중 6%에 해당)

  - ‘에너지 제품과 전력에 대한 조세정책’은 유럽이사회 지침 (2003/96/EC)에 

기반을 둔 EU 에너지 조세체계에 의해서 결정

□ EU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전략 

 ㅇ 유럽지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하며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개정 중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의 일부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정

  - 제안된 EU 기후법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복원력이 NECP*에 포함되며 

주기적으로 검토될 것임

* NECP(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 국가 에너지·기후계획

 □ IEA의 EU 기후변화대응부문 권고사항 

 ㅇ EU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를 강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ㅇ EU는 회원국과 공조하여 EU의 에너지 세제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기후목표에 맞춰 조정해야함

 ㅇ EU는 유럽 권역 내의 에너지 인프라에 기후의 복원력을 높이는 투자 촉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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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21년도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본격 추진국내이슈
◈ 정부는 ’21년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 119개를 공고하였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을 발표(’21.1.19.)

□ ’21년도 에너지 기술개발 개요

 ㅇ 정부는 전년대비 19.1%가 증가한 1조 1,326억원을 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신규과제 119개(총 1,954억원) 공고함

□ 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방향

 ➊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수소 등 관련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

- 상반기에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 탄소중립 

관련 56개 신규과제(1,259억원) 추진

- 또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기획할 계획

 ➋ R&D 성과가 수요기업의 구매와 新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수요․시장의 연계 확대

  - 공기업의 협력･투자를 통해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사업(’21년 48억원)을 신설하고, 

공기업 참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RFP*에 공기업 참여를 의무화

  - 또한 R&D 성과가 공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연계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제정 추진

* RFP(Request For Proposal) : 용역회사 등의 제안 업체들에게 제안을 요청하는 제안요청서

 ➌ 에너지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R&D 全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 수소충전소, ESS*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신규 과제 추진 및 에너지

안전 분야 투자 확대(’20년 261억원→ ’21년 302억원)

* ESS(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활용할수 있도록하는에너지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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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 관련 주요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 내용

수소충전
인프라

그린뉴딜사업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연계한 수소충전소 구축
안전성 확보

▪ 수소충전소 압축기 현장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

ESS설비

3020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의 안정적인 정책이행에 필요한 ESS 안전
기술 확보

▪ ESS 설치공간의 화재 예방 차단 시스템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

 ➍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실효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도모

  - 또한 사업화 R&D 지원,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향후 계획과 절차

 ㅇ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에너지 

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확인 가능

 ㅇ 3~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5월까지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

<향후 계획 및 절차>

사업공고
(’21.1월)

→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1월∼4월)

→
사전검토 및

평가委 서면검토
(2월~4월)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5월)

→ 신규과제 확정
(4월~5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5월)

□ 시사점 

 ㅇ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그린뉴딜․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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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스웨덴 에너지 정책 현황해외이슈
◈ 스웨덴은 1970년대 이후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 유지

◈ 세계적인 기후변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범 국가로 평가

□ 스웨덴 에너지수급 현황

 ㅇ (공 급) 1차 에너지 공급원은 화석에너지에 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며, 바이오(26%)-수력(11%)-풍력(3%)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주거시설·난방부문에서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로 에너지 공급 비중이 

감소한 반면, 바이오연료는 지난 40년간 에너지 공급 비중 3배 증가

 ㅇ (소 비) 1차 에너지 공급량 552TWh 중 373TWh는 전력, 바이오연료 및 

지역난방 등 최종 에너지로 소비

  - (주거/서비스) 전기(51%)와 지역난방(32%)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개인 주택에서는 전기, 다세대 및 비주거시설에서는 지역난방이 주로 사용

  - (산 업) 바이오연료(40%)와 전기(35%)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펄프와 

제지 산업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수 송) 휘발유･디젤 등 석유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75%)되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연료의 비중(21%)도 증가

<스웨덴의 최종 에너지 소비 현황>

에너지원별 용량(TWh) 부문별 용량(TWh)

소

비

전 력 126(34%) 주거/서비스 147(39%)

바이오연료 88(24%) 산 업 141(38%)

석 유 84(23%) 수 송 84(23%)

지역 난방 50(13%) 기 타 1

석 탄 13(3%)

L N G 5(1%)

기 타 7(2%)

계 373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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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정책 목표

 ㅇ (기본 목표)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은 EU의 에너지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효과적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표로 설정

분야 EU 에너지 관련 지침 스웨덴의 에너지 관련 목표

효과적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수요관리

20% 감축(∼’20년)
에너지 집약도* 20% 이상

감축 (∼’20년)

32.5% 감축(∼’30년)
에너지 집약도 50% 이상

감축(∼’30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체 소비 대비)

20% 이상(∼’20년)
: 수송 분야는 10% 이상

50% 이상(∼’20년)
: 수송 분야는 10% 이상

32% 이상(∼’30년)
: 수송 분야는 14% 이상

전력 생산의 100%(∼’40년)

* 에너지집약도(에너지사용량/GDP)가높으면에너지이용이비효율적이며, 에너지효율개선속도가느림

 ㅇ (재생에너지) 스웨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높은 이유는 ➀큰 수력발전의 비중, 
➁산업 및 지역난방에서 바이오연료 사용의 증가, ➂풍력발전 비중 확대로 분석

  - (수 력)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수력으로 생산되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도 증가하여 '18년 56%를 차지

  - (바이오연료) 주거서비스 및 수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바이오연료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송 분야 재생에너지 소비 23% 차지하여 단기 목표* 달성

* 수송 분야 2020년까지 10% 이상 차지

  - (풍 력) 현재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터빈의 

대형화와 발전지역의 확대로 '40년의 생산량은 90TWh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1970년대부터 스웨덴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비중은 점차 감소

 ㅇ 전력분야에서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계획에 따라 풍력은 현재보다 약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풍력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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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저효율 모터 국내유입 차단체계 구축>
 - 저효율 모터 국내유입 차단체계 구축 (kharn, 2021.2.3)
 - 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을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산업통상자원부, 2018.9.30)
 - 소비자 중심 E관리체계 ‘효율등급제도’ ①삼상유도전동기·변압기 (kharn, 2018.8.12)

ㅇ 해외이슈 <일본의 그린성장전략>
 - 성장기회? 주목받는 일본의 ‘그린 성장전략’ (KOTRA, 2021.01.21)
 - 2050년 탄소 중립에 따른 녹색 성장 전략 책정 (일본경제산업성, 2020.12.25)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학술이슈 <배출권비용의 전력시장 반영방안 연구>
 - 배출권비용의 전력시장 반영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ㅇ 해외이슈 <EU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정책 평가 : 기후변화대응부문>
 - EU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정책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21년도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본격 추진>
 - ‘산업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에너지 기술혁신에 1조 1,326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2021.1.18)

ㅇ 해외이슈 <스웨덴 에너지 시스템 현황>
 - ‘스웨덴 에너지 시스템 현황’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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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2050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로 실현국내이슈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탄소배출의 가장 도전적 과제인 산업·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장기 R&D 수립 계획 발표

□ 배경 및 필요성

 ㅇ (배 경) 기후위기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S) 제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정책 방향 수립 

 ㅇ (필요성) 국내 산업은 고탄소 집약적 구조*이고, 석탄·화력발전의 비율이 높음**,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하 제조강국 위상 유지를 위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 필요

* ’19년 국내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은 28.4%로 EU(16.4%), 미국(11.0%)보다 높으며 국내

경제를 견인하는 국가핵심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 ’19년 국내 발전비중 중 석탄발전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게 나타남

  - 온실가스 정점인 ’18년 이후 탄소중립까지 기간이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촉박,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필요

  -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산업·에너지 부문에 대해 기존 효율향상 전략을 

뛰어넘는 탄소중립 신공정 개발 등 ‘한계돌파형 혁신기술’ 개발 필요  

□ 기본방향

 ㅇ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는 ’5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민간 부문의 도전적 R&D 수립·시행을 촉진

 ㅇ 에너지 공급 및 수요(산업, 수송, 건물)를 포괄하여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산업-에너지 분야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종합적으로 접근

* 산업 분야 저탄소 신공정의 경우, 상당수의 공정기술이 전기화/수소화와 관련이 있으며

산업 내 전기·수소 활용 확대는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목표와 밀접한 연관성 존재

 ㅇ 또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전반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유도하여 

실제 기술을 적용할 산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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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R&D 전략 수립을 위해 에너지 공급(전환)과 에너지 수요 부문 내 주요 업종(산업, 

수송, 건물) 및 공통기반 부문에 대한 작업반(주요 업종별 16개)을 구성

<탄소중립 R&D 전략 작업부문(안)>

구분 온실가스
배출비중 내용

에너지 공급 37.0%

Ÿ 재생에너지
Ÿ 그린수소
Ÿ 차세대 전력망
Ÿ 전통 에너지원 효율화
Ÿ 신에너지원(핵융합 등)

에너지
수요

산업 36.0%

Ÿ 철강
Ÿ 석유화학
Ÿ 시멘트
Ÿ 정유
Ÿ 반도체·디스플레이
Ÿ 산업 일반

수송 13.5%
Ÿ 자동차
Ÿ 조선

건물 7.2% Ÿ 냉난방 및 효율향상(건물관리 등)

공통기반 -
Ÿ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Ÿ 자원순환

 ㅇ 각 분야별 탄소배출 현황 및 배출 메커니즘을 분석 후, 핵심 감축 기술을 

도출하여 ’50년까지 부문별·단계별 기술확보 일정을 제시할 계획 

 ㅇ 기술확보를 위해 정부-민간-산학연 간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 필요시 

해외 선진 기술 도입 및 벤치마킹 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방안 검토

 ㅇ 관계부처와의 협력 증진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규모 R&D 사업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계획

 ㅇ 본 R&D 사업은 ’21년 수립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종합계획*과 범부처 「탄소중심 기술로드맵」과 연계하여 반영될 전망

*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 시사점 

 ㅇ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의 기술혁신을 이루어 기존 산업구조의 한계 돌파

 ㅇ 전략적 R&D를 통해 신유망 저탄소 기술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천,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동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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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IEA 2021 가스 시장 보고서 요약해외이슈
◈ IEA는 ’21년 1분기 가스 시장 보고서(Gas Market Report, Q1-2021)를 발간하여,
’20년 세계 가스 소비 현황 및 ’21년 가스 수요 전방 등에 대해 발표

□ ’20년 세계 가스 소비 현황 

 ㅇ (개 요) ’20년 가스 소비량은 ’19년 대비 약 2.5%(100 Bcm) 감소, ’08년 

금융위기 당시 65 Bcm 감소한 것보다 큰 폭이며 사상 최대치 기록

  - ’20년 1 ~ 2분기 가스수요는 전년대비 4% 감소,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은 ’20년 초 지속된 온난한 기후와 COVID-19 대유행 등

  - ’20년 3분기의 경우, COVID-19 확산 봉쇄조치 완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여 가스 가격과 함께 가스 수요 또한 점진적 증가

  - 본격적인 난방 시즌인 4분기는 이례적인 유럽·북미 지역의 온화한 날씨와 

’20년 12월 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요 회복이 더디게 나타남

 ㅇ (세부 내용) 낮은 가격과 풍부한 공급량을 기반으로 석탄 발전을 일부 

대체하였으나, 발전 부문 내 천연가스 비중은 전년 대비 2 % 감소

  - 미국 지역의 경우 석탄 에너지원 비중은 19 % 감소하였고, 가스 연소 

발전량은 전년 대비 3 % 증가하였으나 전체 전력생산량은 2 % 감소

  - 그 외 멕시코, 유럽, 중국, 인도, 한국 등의 지역 내 가스 발전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수력 발전이 우세한 남미 지역에서는 감소

□ ’21년 세계 가스 수요 전망 

 ㅇ (개 요) ’21년 세계 가스 수요는 4,021 Bcm으로 전년 대비 2.8%(110 Bcm) 

증가하여 ’20년 감소세를 상쇄하고 ’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가스 수요는 경제 회복, 전력 수요, 에너지 믹스 등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COVID-19 팬데믹이 지속될 경우 회복 여부 불확실

 ㅇ (지역별) ’20년 유럽·북미 등 성숙시장에서 가스 수요 감소*(전체 수요 

감소의 85 %), ’21년 수요 증가는 신흥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감소 원인: 지구 온난화로 난방 수요 감소, 발전·상업 부문 내 에너지 전환(가스→신재생

에너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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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세계 가스 수요 증가량 중 70%이상이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중동 등의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성숙시장의 경우, 수요 회복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19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음

< 지역별 세계 가스 수요 및 생산 현황 및 전망 > (단위: Bcm)

구분
수요 생산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아프리카 157 160 157 166 244 243 242 247
아시아 824 853 856 898 627 655 661 671
중앙·남미 153 152 138 144 185 177 147 158
유라시아 666 657 626 653 932 941 882 932
유럽 536 537 521 532 246 227 211 204
중동 544 547 542 568 666 679 681 704
북미 1,061 1,102 1,070 1,061 1,062 1,146 1,135 1,122
합 계 3,940 4,008 3,910 4,021 3,963 4,068 3,959 4,041

* 출처 : Gas Market Report, Q1-2021 (IEA, ’21.1)

 ㅇ (부문별) 세계 가스 수요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 주거 및 상업 

등 전 부문에서의 수요 증가가 예측되며, 산업 부문이 가장 크게 증가

  - (산업부문) ’21년 글로벌 생산량 및 무역량 회복*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3.9%(40 Bcm)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MF 세계 경제 전망 : ’21년 글로벌 생산량 5.2% 상승, 무역량 8.3% 상승 전망(’20.10.)  

  - (주거·상업부문) 전년 대비 30 Bcm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회복될 전망

<2019-2021 지역별 세계 가스 수요> <2019-2021 부문별 세계 가스 수요>

* 출처 : Gas Market Report, Q1-2021 (IEA,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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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요약국내이슈
◈ ’20년 발생한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황과 사회적 영향을 집대성한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 (기상청 및 관계부처, ’21.1)

□ 2020년 우리나라 이상기후 

 ㅇ (기 온) ’20년 연 평균기온은 13.2℃로 평년(12.5℃)보다 높았고, 1973년 이후로 

다섯 번째(1위 ’16년 13.6℃)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연 평균기온 5위, 연평균 최저기온 3위, 연평균 최고기온 13위 기록

 ㅇ (강수량) 연평균 누적 강수량은 1,591.2㎜(평년 1,207.6∼1,446.0㎜)로 1973년 

이후로 여섯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누적 강수량 6위, 1월 강수량 2위, 7월과 8월 강수량 6위 기록

<’20년 주요 이상기후 기록>

구 분 주요 이상기후 현상

1월
- 1월 전국 평균기온 2.8℃, 최고기온 7.7℃, 최저기온 –1.1℃로 기상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나타남

4월
- 1907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늦은 서울 봄 눈을 기록하는 등 쌀쌀
하고 강풍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여름 - 변동 폭이 컸던 여름철 기온(이른 6월 폭염, 선선한 7월, 8월의 늦더위)

10월
- 전국 강수량 10.5mm, 강수일수 2.6일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었고
서울, 인천 등은 가장 적은 강수량 기록

 ㅇ (장마 집중분석) 장마기간은 54일(중부지방 기준)로 1973년 이후 가장 길었고,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693.4㎜로 상위 2위를 기록함

  - (현 황) 중부는 6월 24일 시작하여 8월 16일에 종료(54일)되면서,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었고, 전국 강수일수(28.3일)도 가장 길었음

  - (원 인) 북태평양고기압 북쪽 확장 지연* 및 찬 공기의 정체**

* 정체전선이 주로 제주도 남쪽 해상∼남해안에 위치한 가운데, 상층 찬 공기를 동반하며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정체전선이 자주 활성화

** 북극의 고온현상으로 제트기류가 약해져 우랄산맥과 중국 북도부에 블로킹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동서 흐름이 약해지고 남북 흐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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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태풍 집중분석) 총 23개 태풍 발생, 이 중 4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

* 여름철 3개(제5호 ‘장미’, 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 가을철 1개(제10호 ‘하이선’)

  - (현 황) 1951년 이후 처음으로 7월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고*, 10월 태풍은 

1984년, 1922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이 발생(7개)
**한 해로 기록됨

* (원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남∼서쪽으로 확장하여 대류 억제(하강기류) 구역이

넓은 가운데, 강한 동풍으로 인해 태풍을 발생시키는 파동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음

** (원인) 태풍 발생해역의 대류활동이 활발하여 태풍 발생에 양호한 조건이 갖춰짐

□ 산업·에너지 분야 이상기후 영향
 

ㅇ (영 향) 6월 이른 폭염과 9월 더위로 하계 건물 부문 냉방 수요 지난해 보다 증가

* ’20년 하계(6∼9월) 건물 부문 전력 소비량은 82,314GWh로 작년 동일기간 전력 소비량

81,645GWh 대비 0.82％ 증가하며 높은 수준 유지

  - 9월 잦은 태풍·호우와 지속된 더위의 영향으로 건물부문 전력 수요

(21,939GWh)는 ’09∼’19년 평균(18,040GWh)보다 21.6％ 높은 수준 기록

  -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로 일부 태양광 설비 피해 발생

  - 여러 차례의 강력한 태풍의 내습으로 전력설비 피해

* 태풍 마이삭(8.23∼9.3)과 하이선(9.5∼9.7) 일부 원전의 정상가동에 지장 초래

 ㅇ (대응실적) 태양광·풍력 설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추진 및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5월초순부터)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위한 안전관리체제에돌입

  -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운영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

* 저소득 취약가구 냉방용 에너지바우처(’19년 신설) 확대 지급

 ㅇ (향후계획)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염해와 강풍으로 인한 외부 노출 전력설비의 섬락현상 재발방지 대책마련

* 변압기 부속기기 등이 가스절연부스 형태로 밀폐된 원전과 달리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변압기 관련 설비에서 염해로 인한 섬락이 발생

  -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마련(산업부)

* ’20.12.1부터 ’21.2.28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설정, 점검 관리 강화

  -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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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결과 요약해외이슈

◈ 국제 기후변화 독립 평가기관*이 COP25에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57개 국가와 EU의 기후변화대응을 분석한 ‘CCPI Results 2021’ 발표(’20.12)

*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크워크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개요

*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ㅇ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을 모니터링하여, 국제 기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추적·관리

 ㅇ 표준화된 네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57개 국가와 EU의 기후변화 보호에 

대한 수행성과를 비교·평가

* ①온실가스 배출(40%), ②재생에너지(20%), ③에너지사용(20%), ④기후변화 정책(20%)

□ 지표별 결과

 ㅇ (온실가스 배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년 상반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8.8% 감소했음

  - ’20년 총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4~7%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기온 1.5℃ 상승 억제’ 목표를 위해 감소율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ㅇ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9년에 설비용량이 200GW 이상 증가되었으며, ’25년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력 및 LNG발전 비용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에너지사용) ’19년 1차 에너지 소비 증가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19년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로 투자가 10%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ㅇ (기후변화 정책) COP26 연기에도 여러 국가들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높게 재설정하며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배출량이 많은 중국은 ‘탄소중립 2060’을 선언하였고, 한국과 

일본은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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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결과

 ㅇ 작년과 동일하게 1~3위를 기록한 국가는 없었음*

* 우수한 국가가 없다고 판단되면 1∼3위를 선정하지 않음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상위 3개국은 스웨덴, 영국, 덴마크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3개국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인 것으로 나타남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1 결과지도>

* 출저 :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1 (CCPI, ’20.12.7)

□ 주요 국가별 2021 CCPI 종합결과 요약

(스웨덴, 4위)

ㆍ에너지 사용 지표에서 낮은 수행 결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지표에서
모두 좋은 수행 결과를 보이며 4년 연속 4위를 기록

ㆍ재생에너지 2030 목표 분야에서 EU 국가들 중 유일하게 ‘우수’
성적을 받음

(영국, 5위)

ㆍ전체 지표에서좋은수행 결과를보이며작년보다 2단계 상승한 5위 기록

ㆍ’13∼’18년 재생에너지 개발의 긍정적 추세 부문에서 ‘매우 우수’
성적을 받음

(덴마크, 6위)

ㆍ에너지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모두 10위 안의 성적을
기록하며 이전보다 1단계 하락한 6위를 기록

ㆍ1인당 에너지 사용량과 2030에너지 사용목표 부문에서 ‘미흡’
성적을 받아 에너지 사용 지표에서 ‘보통’ 성적을 받음

(대한민국, 53위)

ㆍ작년과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행성과를 보였으나, 기후변화 정책
지표에서 작년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며 5단계 상승한 53위를 기록

ㆍ’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기후변화 정책 지표 순위가 상승

(미국, 61위)

ㆍ모든 지표에서 매우 낮은 성적을 기록하며 2년 연속으로 CCPI
평가 대상 중 가장 낮은 순위인 61위를 기록

ㆍ’19년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하여 기후변화 정책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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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고 국내이슈
◈ 한국에너지공단은 「2021년 재생에너지 지역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모집 공고」게시(’21.2.17)

□ 개 요

 ㅇ (사업명) ’21년 재생에너지 지역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ㅇ (목 적)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및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진

 ㅇ (사업 기간) 협약일 ~ ’21.11.26(금)

 ㅇ (사업 주체 및 역할) 민간단체, 기초지자체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 (주관기관) :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기초지자체 참여 필수이고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지자체산하기관* 등 참여가능하나, 영리법인은 제외

* 연구기관, TP 등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 역할

한국
에너지공단

▪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 수행기관별 추진사업 관리 및 발전방안 모색
▪ 사업 우수성과 홍보 및 수행기관 상호 교류, 타지역 전파 확산

민간단체

▪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 연계 주민수용성 제고 활동
▪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 분석(인식조사, 이슈 파악 등)
▪ 지역특화, 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모델 개발
▪ 재생에너지 정보 확산 홍보·교육, 사업효과 분석 등

기초지자체

▪ 민간단체 사업 수행 지원(지역 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조사, 지역
이슈 파악, 우수 보급사례 조사 지원 등)

▪ 민간단체와 지역주민간 소통 연계(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커뮤니티
구성·운영 협조 등)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59호 2021. 2. 26.

- 60 -

□ 공모 주제

 ㅇ 주관·참여기관은 주과제 및 추가과제의 주제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공모 주제>

구 분 주요 내용

주과제

 태양광 피해예방 및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홍보·교육
▪ 태양광 관련 과대·과장·허위 광고 예방 활동 등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연계 주민수용성 제고 사업
▪ 사업 장애요인 파악 및 지역 주민 소통 활동 등
 지역내재생에너지 보급여건조사 및맞춤형재생에너지 보급모델개발
▪ 지역 내 유휴부지, 공공건물 등 재생에너지 보급 대상지 조사· 발굴 등

추가과제
(복수선택
가능)

 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 지자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개발·운영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창업 교육
▪ 태양광 등 발전사업 창업 지원 교육(전문가 섭외 교육 컨설팅 등)

 기타 자율 제안 사업

□ 추진 계획 및 일정

 ㅇ 3월 중으로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협약할 예정이며, 11월 

사업평가 이후 결과는 5일 이내 공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예정

  - 평가위원회의 사업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 협약 체결하고, 회계집행지침 교육 및 착수금 지급

<추진 일정>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주관기관

→

심사위원회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및 단체 선정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2.17～3.5 3월 초 3월 중
↓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최종실적보고
∙ 사업결과평가

∙ 중간실적 보고 및 잔금
지급(6월)

∙ 사업종료(11월)

∙ 선정단체 사업승인
∙ 회계집행지침 교육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착수금 지급)

11월 협약체결일～11월 3월 말

* 민간단체 사업 수행기관은 11월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추진 사업 성격에 따라 부득이

11월 종료가 어려운 경우, 사전 요청 승인에 의해 종료시점 1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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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러시아, 수소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해외이슈
◈ 러시아는 ’24년까지 실행 계획인 ‘수소연료 개발 로드맵(’20.10)’을 발표하는 등
수소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중

□ 세계 수소에너지 현황 및 전망

 ㅇ (현 황) 전 세계적인 저탄소 정책으로 인하여 수소에너지가 각광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ㅇ 수소연료는 저장과 유통의 기술적 한계가 있어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임

  - 이에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 CCS*, Power-to-X** 기술 

등 수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술 투자 중

*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 수소 생산 후 발생하는 CO2를 포획 및 저장하는 기술

** Power-to-X :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하는 기술로, 수소 저장 기술이 각광받고 있음

 ㅇ (전 망)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수소 생산량이 ’21년도에는 약 

60만 톤을 기록할 것이며 ’23년도 14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전기분해(Electrolysis)* 기술의 성장으로 ’20년을 기점으로 수전해 용량이 

2억 톤을 넘어서면서, ’23년에는 14억 톤까지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전기분해(Electrolysis) : 전기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기술

〈세계 저탄소 수소연료 생산 현황〉

* 출처 : Hydrogen Report (IEA,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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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수소에너지 현황

 ㅇ (인프라 현황) 최근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수소연료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러시아 또한 인프라를 확충을 위한 노력 중

  - 기존에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과 LNG 운반 항구 및 선박을 

재활용하여, 유럽으로의 수소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조할 계획

 ㅇ (정책분야 현황) 러시아는 연방에서 추진하는 ‘전략2035(Stratege 2035)’ 중 

에너지전략의 핵심사항인 ‘수소연료 개발 로드맵’을 발표(‘20.10)

  - 단계별 수요연료 개발 로드맵을 통하여 ’24년까지 20만 톤의 수소연료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

  - ’21년 초부터 수소연료 수출자와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

* 전략2035(Stratege2035) :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입대체 등 새로운 경제 전략을 마련

하고자 러시아 산업통상부 주도로 추진 중인 전략

 ㅇ (기업참여 현황) 러시아 국영기업 ‘로즈아톰(Rosatom)’과 ‘가즈프롬(Gazprom)’

에서 주도하여 수소연료 개발 로드맵을 추진중

〈수소연료 프로젝트 내용〉

Rosatom
(국영기업)

▪ 로즈아톰–러시아 철도청–Transmashholding의 수소연료전
지 장착 열차 운행 협약 체결(’19.9)

▪ 일본 경제 및 산업통상부의 천연자원 및 에너지과와
‘’20-’21 수소 공동발전’ 협약 체결(’19.9)

▪ 수소 개발 시범 프로젝트 추진과 러시아의 대 일본 수소 수
출 관련 공동 FS 추진 협력

Gazprom

▪ 단열 메탄 호환성을 기반으로 한 메탄-수소연료 추출 설비
프로젝트 추진 선언

▪ 탈탄소 기술 개발은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수소 생산성으로
활용 예정

▪ CCS, 메탄-수소 혼합 기술, 지하 가스저장소 활용 방안 등
추진

* 출처 : 러시아 연방 분석센터

□ 시사점

 ㅇ 세계적인 수소에너지 개발 추세에 맞춰, 러시아도 수소에너지 인프라 

및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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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2050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로 실현>
 - 2050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로 실현해 나간다(산업통상자원부, 2021.2.4)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관계부처합동, 2020.12.7)
 -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20.12.21)

ㅇ 해외이슈 <IEA 2021 가스 시장 보고서 요약>
 - Gas Market Report (IEA, 2021.1)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 요약>
 -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 (관계부처합동, 2021.1)

ㅇ 해외이슈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결과 요약>
 - 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Results 2021 (Jan Burck, Ursula 

Hagen, Niklas Hohne, Leonardo Nascimento, Christoph Bals 2020.12)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고>
 - 2021년 재생에너지 지역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2021.2.17)

ㅇ 해외이슈 <러시아, 수소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
 - 러시아 수소연료 개발 현황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2.17)



<제260호>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2021. 03. 12. (금)

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 (해외이슈) 미래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 (해외이슈) EU·미국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원 확대

 - (해외이슈) EU와 벨기에의 해상풍력발전 현황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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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1∼’25)」발표(’21.02.23)

□ 배경 및 필요성

 ㅇ (배 경)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촉진, 관련 인프라 확대 및 산업 생태계 전환 필요성 대두

 ㅇ (필요성) 기술혁신을 통해 차량 전주기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개요

 ㅇ (목 표) ’21년 친환경차 대중화, ’25년 친환경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 전기차 전용플랫폼 적용 모델 출시, 수소트럭·특수차 보급 개시

  - 친환경차의 주차·충전·운행 편리성 개선 및 ’25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500개 전환 달성 등

 ㅇ (세부지표) 친환경차 누적보급대수 ’25년 283만 대, ’30년 785만 대로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량(’17년 대비) ’25년까지 8%, ’30년까지 24% 감축

  - 친환경차 보급확대 목표는 전체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3%(’20) → 11% 

(’25) → 30%(’30)이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량 별 목표 보급량 수립

  -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73백만 톤(’17) → 67.1백만 톤(’25) → 55.7백만 톤(’30)

* 대중교통 전환효과 및 바이오연료 적용 등으로 인한 감축효과 제외

<친환경차 누적보급대수 확대 목표> (단위: 만 대)
구분 ’20년 ’25년 ’30년

친환경차 82 283 785
전기차 13.5 113 300
수소차 11.1 20 85

하이브리드 67.4 150 400
전체차량 중 비중 3% 11% 30%

* 출처 :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1.2.23)

ㅇ (추진전략) 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②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 ③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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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ㅇ 수요 창출, 편의성 증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 차량 대여사업자, 운수사업자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하여 ’21년 10%, ’22년 12%로 구매비율 상향 추진

  - 전기차 충전시설은 생활거점(의무설치비율 확대를 통해 ’25년까지 50만기 이상 구축), 

이동거점(’25년까지 이동경로·고속도로 등에 1.7만기 구축)을 중심으로 집중 구축

  - 핵심부품의 국산화·공정혁신을 통해 친환경차 가격 인하, 연료비·세제

지원 병행, 전기차·수소차 리스사업 활성화로 가격부담 완화

 ㅇ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로 도약

  - 전기차 배터리에너지밀도 향상(현 250 Wh/kg → ’25년 350 Wh/kg이상), 히트펌프 

난방 효율을 ’25년까지 20% 개선, 알루미늄 차체를 적용하여 차량 경량화

  - 수소차 스택 효율 5%p 향상(현 60% → ’25년 65%),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여 

부품수명을 대폭 개선, 수소상용차 전용플랫폼 적용 지원

 ㅇ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

  -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시장 유도 기반 마련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목표>

1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
수요·편의·가격과제해소,
제도적기반마련

· 친환경차 판매 비중 51%(’25년) → 83%(’30년)
· 공공·민간의 대규모 수요 창출 : 공공부분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 보조금 및 인센티브로 사업용 차량 전환 촉진
· 제작사의 친환경차 공급 확대 유도 : 온실가스 기준 단계적 상향
· 하이브리드를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 대안으로 활용
· 국민 생활거점,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사업성 확보, 안전성 및 충전속도 제고
· 경제성 목표달성을 위해 저렴한 연료비, 세제지원 병행 추진

2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 :
내연기관차동등수준의

성능확보,
4대 Challenge 프로젝트

· 전기차 기술력 확보 : 배터리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경량화 등을 통해 주행거리·전비 경쟁력 확보

· 부분자율주행차량 출시(’22년) → 완전자율주행차량 출시(’24년)
· 수소차 기술력 확보 : 스택효율 격차 유지, 한계 돌파에 도전
· 4대 Challenge 프로젝트 추진 : ① 탄소중립 +, ② 그린수소 Boom-up,
③ 친환경 모빌리티 대변혁 ④ Life-Cycle 전주기 친환경화 프로젝트

3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 : 부품기업의
미래차전환, 중소기업
성장기반마련

· 내연기관 전속부품기업 대상 사업전환 희망기업 발굴, 전략수립 지원
· 정비시스템 완비 및 친환경차 전문인력 양성
· 중견제작사 및 부품업체에 R&D 및 설비투자 지원
· 사업재편 유형별로 펀드·대출 등 종합적인 자금지원
· 2,000억원 규모 미래차펀드를 통해 유망 부품기업에 투자 개시
· 미래차 분야 지역별 규제특례·실증 지원, 신기술·서비스 실증 결과를
사업화 연계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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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미래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해외이슈
◈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의 시민사회 영향력 분석

□ 배 경

 ㅇ 파리협정 이행 및 탈탄소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은 에너지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풍력·태양광 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구축 추진

  -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계획은 송전시스템 운영자*, 계획 당국, 규제 기관 

등 정부 및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고려 필요

* TSO,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 시민사회는 정부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영향력 있고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효과적인 시민참여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

□ 주요 내용

 ㅇ (유럽 TYNDP*) 유럽연합 35개국의 10개년 네트워크 개발 계획, 지역별 

투자 계획 및 ’40년까지의 중장기 시나리오를 포함

* Ten-Year Network Development Plan : ’11년부터 2년마다 개정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

  - ’18년 시민사회 주도로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PAC 프로젝트 실행

 ㅇ (호주 ISP) AEMO*가 ’18년부터 2년마다 발표하는 통합 시스템 계획**,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5개의 TSO·연방정부·5개 주·학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

* AEMO,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 ISP, Integrated System Plan

  - ’19년 협의회·워크샵·웹세미나 등을 통해 ’20년 계획 초안을 수립
 

  - 미래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규제, 에너지 시장 개혁, 전력망 

개발·송전 그리드 확대 및 투자 계획 등에 대한 내용 협의

 ㅇ (베트남 PDP*) 미래 에너지의 개발 및 전력망 계획 등을 명시한 베트남 

전력 개발 계획, 정부 주도계획이며 시민사회 직접참여는 불가

* The Power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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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베트남 전력규제위원회(EREA)에서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고 베트남 전력공사(EVN)는 송전·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ㅇ (일본 OCCTO 계획*) 일본 내 9개 지역** 간 송전 용량 증가 목표를 

담은 계획, TSO·정부·학계 등 이해관계자 포함

* 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iors Grid Masterplan

** 오키나와 지역 제외

  - OCCTO 그리드마스터플랜은 일본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과 경제산업성(METI) 

내 그룹별로 에너지분야, 학계, 금융관계자를 대표하는 20명이 협의를 통해 결정

  - 시민사회는 학술 논문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간접적 참여만 가능할 

뿐 공식적인 이해관계자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ㅇ (칠레 송전 계획 프로세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칠레 

송전 계획 프로세스

* Transmission Planning Process

  - 시민사회는 계획단계에 관여하지 않으나 평가에 중요한 역할

  - TSO, 정부 및 학계가 이해관계자로 구성되고 5년 마다 향후 30년의 장기 

에너지계획 발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정부 주도의 실행 계획 수립

<국가별 미래인프라구축 계획 및 시민사회 참여 현황>

구분 계획 TSO
계획

기간

시민사회

참여

유럽

네트워크 개발 10개년 계획
(TNYDP, Ten-Year-Network Development Plan) 42 10년 참여

호주

통합 시스템 계획
(ISP, Integrated System Plan) 5 20년 참여

베트남

전력 개발 계획
(PDP, Power Development Plan) 1 15년 참여불가

일본

광역계통운영기관 그리드 마스터플랜 2021
(OCCTO Grid Masterplan 2021) 10 - 참여불가

칠레

송전 계획 프로세스
(Transmission Planning Process) 7 30년 참여불가

□ 시사점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프라 구축 시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협력 부재

 ㅇ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오랜기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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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21.2월)국내이슈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2015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적,
배출권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제도 전반의 종합분석 보고서를 발간

◈ ’19년 최종할당량은 563.2백만톤, 배출인증량은 587.9백만톤으로 집계

□ 보고서 개요

 ㅇ ’15년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적, 배출권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제도 전반의 종합적 분석 결과 수록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 9조에 따라 지정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거래·제출 결과 등 분석(’18.11.7~’20.11.5) 

□ 배출권 할당 결과

 ㅇ 이행년도 ’19년의 사전할당량은 521.2백만톤이며, 변동사항(신규진입, 추가

할당, 권리와 의무승계 등)을 반영한 최종할당량은 563.2백만톤(610개 업체)

  - 1차 계획기간(’16, ’17년)의 최종할당량이 전년대비 3.8, 4.4% 증가하던 

추세와 달리 2차 계획기간의 경우 ’18년 대비 ’19년 최종할당량은 5.1% 감소

 ㅇ 최종할당량은 무상, 유상할당량*으로 구분되며 ’19년 무상할당량은 

554.7백만톤, 유상할당량은 8.6백만톤으로 무상할당이 대부분을 차지

* 제2기(’18~’20년) : 유상할당 개시(지자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업체는 유상 할당
제외), 무상 97%, 유상 3%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배출인증량>

계획기간 연도
최종할당

량
증감률

배출인증

량
증감률 업체수

제1차

15년 540.1 - 542.7 - 522

16년 560.7 3.8% 554.3 2.2% 564

17년 585.5 4.4% 571.9 3.2% 592

제2차
18년 593.5 1.4% 601.5 5.2% 587

19년 563.2 -5.1% 587.9 -2.3% 610
* 출처 : 배출권등록부 시스템(ETRS) DB(’20.10월 기준)

□ 배출량 인증 및 제출

ㅇ ’19년 배출량 적합성 평가·인증 결과, 배출인증량은 587.9백만톤(610개)으로 

전년 대비 2.3%(13.6백만톤) 감소하여 ’16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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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출된 배출권 종류는 KAU*가 587.6백만톤(99.95%, 609개 업체), KCU**가 

0.3백만톤(0.05%, 9개 업체)으로 KAU가 대부분을 차지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배출권거래법 제12조에 의거, 정부에서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배출권거래법 제29조에 의거, 외부사업 인증
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배출권 거래시장 분석

 ㅇ ’19년도 배출권의 거래기간(’18.11.8~’20.9.11)동안 총 거래 규모는 45.2백만톤

  - 배출권별로 KAU19가 37.9백만톤(83.8%),  KOC*가 7.3백만톤(16.2%) 거래

* KOC(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 인증실적) : 배출권거래법 제30조에 의거, 사업장 외 국제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ㅇ 총 거래 규모 45.2백만톤 중 장외에서 24.7백만톤(54.6%), 장내에서 20.5

백만톤(45.4%) 거래

- 장내 거래의 경우 유상할당 경매* 8.6백만톤(18.9%), 경쟁매매** 7.3백만톤

(16.1%), 협의매매*** 4.7백만톤(10.4%) 순

* 유상할당 경매 : 낙찰자가 응찰가격 중 높은 가격순으로 해당일 입찰수량에 도달
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받는 방식

** 경쟁매매 : 불특정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제출한 호가간 가격에 따라 매매 체결

*** 협의매매 : 매도·매수자가 조건을 협의해 같은 조건으로 호가를 제출할 경우 제결

 ㅇ 제2차 계획기간의 KAU19는 23,200원, KOC 23,500원으로 시작하여 

’19.9월까지 약 23,200~30,000원의 범위에서 거래가격 형성 

 ㅇ KAU19의 경우 거래가격은 코로나 19 등 배출권거래제 일정 지연으로 

’20.4 이후 하락 상태를 보이다가 8월 이후 증가 추세

  - 배출권별 최고, 최저 가격은 KAU19가 40,900원(’19.12.23), 14,329원(’20.8.5)

이었으며 KOC는 40,800원(’20.4.23~’20.5.8), 22,200원(’18.3.19~’1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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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U·미국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해외이슈
◈ EU·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 시행 예정, 검토 중이라고 발표

◈ 우리나라 정부는 업종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통한 산업계와의 소통, 기후대응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무역 관세 대응 계획

□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의 개념 및 배경

 ㅇ (개 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

  -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돼 중소기업까지 적용

  - ’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1.5%로 미국(23.6%), EU(17.5%) 등을  

상회하며 탄소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커 조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2019년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 (단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EU 독일 영국 프랑스
석탄발전

비중
41.5 23.6 30.9 17.5 28.2 2.2 0.8

*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ㅇ (배 경)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회사와 환경을 오염

시키며 값싸게 제품을 생산한 회사를 똑같이 경쟁시키기 어렵다는 취지

□ 발표 주요 내용

 ㅇ (E U)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EU에 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용품, 전력 

수입 시 탄소 비용 부과를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21.2월)

  - 올해 2분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해 ’23년부터 법 시행 예정

  - 수입품에 대해 직접 탄소세를 매기는 방식과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과세한 뒤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 환불해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

 ㅇ (미 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국경 조정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20.3.2)

  -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나 EU와 같이 자국 내 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 국경세로 부과하는 방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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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탄소 국경세 부담 전망

 ㅇ 석유화학 기업은 수출액의 5%, 철강은 10%까지 탄소 국경세 부담 전망

 ㅇ 한국기업들이 미국,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를 ’23년 약 

6,100억원, ’30년 1조 8,700억원으로 추산

<주요국 탄소국경세 전망치> (단위:억원)
구분 2023년 2030년

유럽연합(EU) 2,900 7,100
미국 1,100 3,400
중국 2,100 8,200
합계 6,100 1조8,700

* 2023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을 시작점으로 계산(출처 : EY 한영 보고서)

□ 우리나라 정부 대응

 ㅇ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업종별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출범 

중이며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 기대

  - 철강업, 석유화학업, 시멘트업의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21.2.8)

  - 반도체·디스플레이업, 비철금속업, 자동차업(정유업 포함), 제지·섬유업, 

조선업, 기계업, 통신업에서 위원회 출범 예정

 ㅇ‘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조성 방안 발표(’20.12)

  -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에너지세 개편 등 제시

□ 우리나라 산업계 대응 

 ㅇ (현대차) 울산 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연간

8,000MWh 생산 예상)함으로써 석탄 화력 대비 7,900t의 CO2 절감 효과 기대

 ㅇ (석유화학업계) 사탕수수를 원료로 친환경 페트병을 생산하여 석유 

대비 CO2 20% 감축 효과 기대

□ 의의

 ㅇ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질서와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시장은 많은 국가와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

  - 변화하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발맞춰 탄소중립 기술 투자 등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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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원 확대국내이슈
◈ 정부는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생산·유통
인프라 개발 등에 작년보다 40% 증가한 8,244억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21.3.2)

□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1.3.2(화) / SK인천석유화학

 ㅇ (목 적) 수소에너지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 개최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의 관계부처 장관과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

 ㅇ (주요내용) 주요 안건별* 보고 및 토의

* ➀ ’21년 수소경제 전담기관 사업계획, ➁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
➂ 서울 수소체험박물관 건립계획

□ 논의 안건 및 세부내용

 ➀ ’21년 수소경제 전담기관 사업 계획

  - 수소산업 진흥·유통·안전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전담기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진흥), 한국가스공사(유통),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

〈전담기관 사업계획 주요내용〉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제품인증 등을 지원
▪ 현장애로해소, 기술개발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 운영

▪ 수소올림피아드, 퀴즈대회 등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적극 추진

한국
가스공사

▪ 수소 공동구매 등을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
▪ 수소튜브트레일러*를 구매해 충전소에 저가로 임대하는 등 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

▪ 수소차 이용자를 위해 실시간 수소충전소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수소 저장 및 운송장비

한국가스
안전공사

▪ 수소제품, 액화수소 안전기준 마련
▪ 수소충전소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과 실시간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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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

- ’30년까지 수소 생산, 유통·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서의 43.4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술 수요조사, 협력사업 발굴 등을 

종합하여 추진할 한국판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를 결성할 계획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
분야 민간투자 계획 정부 지원방안

수소 생산
청정수소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개
발하고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다양한
규모·방식의 그린수소 R&D·실증을
지원하고,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청정수소도입인프라를선제적으로
구축할 예정

수소저장·유통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및
액화수소충전소보급확대를위한
투자를추진

액화수소 관련 안전규정을 금년
내에 마련할 계획

수소 활용
다양한수소모빌리티를상용화하고,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

모빌리티 보조금 도입, 수소버스
전환기술 확보 등에 지원

➂ 수소체험박물관 건립계획

  - 서울시 내의 상암수소충전소* 인근 수소체험박물관 건립 계획에 관하여 논의

* 난지도 매립지의 메탄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 생산시설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

  - (목 적) 수소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홍보·교육하고, 수소신기술 체험 및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

  - (향후 일정) 올해 3월부터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23년에 공사를 시행하여 ’24년 7월에 개관할 예정

□ 시사점 

 ㅇ 민간의 대규모 수소경제 투자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수소 활용’ 

및 ‘수소 공급’ 기술 확보에 기여할 전망

 ㅇ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반에 걸친 투자로 인하여, 균형잡힌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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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EU와 벨기에의 해상풍력발전 현황해외이슈

◈ (EU) 해상풍력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50년까지 8,000억 유로 투자계획을 발표(’20.11.)
(벨기에) 대형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유치를 통하여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중

□ EU의 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계획

 ㅇ (현 황) ’20년도 EU의 발전 설비용량 중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16.4%이며, 

이 중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약 11%(연간 12GW)를 차지함

 ㅇ (계 획) EU집행위는 EU해상에너지전략*를 통하여 ’5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연간 300GW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계획을 발표함(’20.11.)

  - 전력공급 중에서 해상풍력발전 비율을 30%까지 상향하는 목표를 설정

하고 발전설비의 효율 향상 및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

* EU 그린딜에 포함된 전략으로, 해상에너지 발전량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

  -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을 위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 협력이 

용이하도록 제도･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예정

 ㅇ 또한, ’50년까지 약 8,000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프라 및 

전력망 구축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

□ 벨기에의 해상풍력발전 현황

 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ㅇ (목 적)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

  - 벨기에는 EU 7개국과 함께 발트해상풍력개발합동선언*에 참여하여 

대규모 전력망구성 및 해양공학 기술공유 프로젝트를 추진

* 발트해의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50년 93GW까지 확대하는 계획으로 EU집행위와

벨기에 및 EU회원 7개국(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 등)에 의하여 추진중

  - 발전기 대형화에 따른 첨단기술 및 자본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금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합작 프로젝트 추진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60호 2021. 3. 12.

- 76 -

➁ 해상풍력단지 구축

  - (현 황) 벨기에는 ’09년도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단지 C-Power를 완공

하였으며, 현재 총 9개(2,262MW)의 해상풍력단지를 운영 중에 있음

  - 전체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2,262MW로 세계 4위를 기록하였으며, 220만 

가구에서 사용가능한 전력 생산

〈벨기에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명 완공년도 프로젝트 개발사 발전용량(MW)
C-Power 2009 C-Power 325
Belwind 2010 Parkwind 171
Northwind 2014 Parkwind 216
Nobelwind 2017 Parkwind 165
Rentel 2018 Otary 309
Norther 2019 Norther 370

Northwester2 2020 Parkwind 219
Seamade – Zone mermaid 2020 Otary 235
Seamade – Zone seastar 2020 Otary 252

출처 : 벨기에 해상풍력발전협회

 ➂ 해상풍력단지 투자유치

  - (현 황)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짐

  - (펀드 조성) 벨기에의 림버그 주 정부는 해상풍력단지 Rentel과 Seamade 

건설을 위해 협동조합 펀드 조성

   * 건설기간 동안 연간 6% 배당금 지급하였으며, 이후 전력생산량에 따라 4~6%의 배당금 지급

  - (파트너십 체결) Parkwind社는 시민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펀드 조성 및 

일본 Sumitomo社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초기 개발단계부터 투자금 확보*

* Sumitomo社는 Belwind 39%, Northwind 33.3%, Northwester2 30% 등의 지분을 소유

□ 시사점

 ㅇ EU회원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는 대형화 될 것이며, 

이에 국가간 에너지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ㅇ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 등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이 성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해당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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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1.2.23) 

ㅇ 해외이슈 <미래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 Citizen Power for grids - Case studies on collaborative infrastructure planning 

processes for the energy transition (REN 21, 2021.1)
 - THE PAC PROJECT – PARIS AGREEMENT COMPATIBLE SCENARIOS FOR ENERGY 

INFRASTRUCTURE (Renewables Grid Initiative, 접속일:2021.3.11.)
 - Integrated System Plan (AEMO, 2021.2.26.)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 2019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2.3.)

ㅇ 해외이슈 <EU·미국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
 - How an EU Carbon Border Tax Could Jolt World Trade(BCG, 2020.6.30.)
 - Carbon border adjustment in the United States; not easy, but not impossible 

either(bruegel, 2021.2.11.)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원 확대>
 - 2030년까지 수소경제 기업투자 43조원! 정 총리,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 바람, 수소’ 

시대로 대전환 필요(산업통상자원부, 2021.3.2.)

ㅇ 해외이슈 <EU와 벨기에의 해상풍력발전 현황>
 - EU targets 40 GW of ocean energy and other emerging technologies by 

2050(Offshore Energy, 2020.11.19.)
 - EU·벨기에 해상풍력발전 동향 및 산업구조(KOTRA,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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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국내이슈
◈ 환경부는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통해 ’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 및 주요 전략 발표

 

□ 개    요

 ㅇ (목표) ①탄소순배출 제로, ②경제성장 달성, ③포용사회 구현

 ㅇ (추진방향) ①경제구조의 저탄소화, ②신유망 저탄소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③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

<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 12대 과제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

Ÿ 에너지 전환
Ÿ 탈탄소 산업구조
Ÿ 미래 모빌리티
Ÿ 탄소중립 도시·건물
Ÿ 흡수원 관리
Ÿ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Ÿ 농축산·식품 부문 관리

Ÿ 신유망 산업 육성

Ÿ 혁신생태계 저변

Ÿ 녹색기술 혁신

Ÿ 기후위기 적응

Ÿ 취약산업·계층 보호

Ÿ 지역공동체 중심

Ÿ 기후탄력성 강화

□ 주요전략

 ㅇ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탈탄소 산업구조 달성 등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전략 수립

  - (에너지 전환)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보급 확대, 

로드맵 수립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기지화 추진

  - (탈탄소 산업구조) 「2050 배출권거래제 혁신 로드맵」수립,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지원 확대*, 목표관리제 강화 등 추진

* 사업장 고유 배출량 산정방법 및 온실가스 실시간 측정방법 개발

 ㅇ (신유망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녹색 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업 탄소중립 전환 독려, 녹색금융 기반 구축, 기술 혁신 지원 강화

  - (신유망 산업 육성) 스마트 생태공장 조성 확대 및 녹색전환 지원을 

추진, 기관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

* 산업 – 제조업 공장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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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술* 혁신)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녹색기술 전주기(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강화 및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 주요분야 :①수열 등 에너지 전환,②환경산업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③생태

환경 활용 온실가스 감축, ④친환경 대체소재 발굴,⑤대한민국 탄소그리드 기반 구축

 ㅇ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 마련, 홍수·가뭄 등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기후위기 적응) 복합 위성정보 활용을 통해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 마련,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부문별(건강, 노동, 산업 등) 피해비용 산출 연구

  - (지역공동체 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국가-지자체 연계를 통한 기후 적응 시스템 구축

 ㅇ (제도적 기반 강화) 2050 탄소중립 방향 제시를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국가전략 수립,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추진

< 2050 탄소중립 이행로드맵 수립계획 >

단계
➊감축잠재량 분석

(’21.1∼3)
➋시나리오 마련
(’21.4∼6)

➌2050 탄소중립 전략 계획
(’21.6∼22.上)

과제

배출전망치 산정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정책성과 분석
부문별 감축잠재량 분석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정교화
’30→’40→’50 부문별
감축경로 마련

핵심정책 추진전략
국가계획 수립
2030 감축목표(안)
마련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수준* 결정

* 현NDC : ’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

 ㅇ (운영체계확립) “탄소중립 비전‧전략 수립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 이행점검”의 2050 탄소중립 운영체계 마련

  - 산업·건물·수송·발전·폐기물 등 부문별 전략을 마련하고 5년마다 재검토

  - 광역시장 등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도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행(5년 주기)

□ 시사점

 ㅇ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 및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세부 전략을 포함 

 ㅇ 이행계획을 통해 정책 수용성 제고, 혁신적인 탈탄소화 및 녹색산업 전환 

달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추진력 제고,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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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2021 터키 에너지정책 보고서해외이슈
◈ 국제에너지기구는 「2021 터키 에너지정책 보고서(Turkey 2021 - Energy Policy
Review)」를 발표하여 터키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석과 제언 제시

□ 개    요

 ㅇ 급증한 에너지수요와 수입의존도에 대응하여 터키 정부는 에너지 공급 보안, 

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시장 자유화의 방향으로 에너지정책 추진

  - (에너지 공급 보안) 석유·천연가스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 활성화, 

수입경로 다양화 및 효율 향상을 통해 공급측면의 에너지 보안 강화 노력

  - (에너지 생산 확대) 석유·천연가스의 국내생산, 재생 에너지 개발, 원자력 

에너지 개발 계획 및 석탄 채굴 계획으로 에너지 생산 촉진

  - (에너지 시장 자유화)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민영화로 에너지시장 자유화, 

에너지 시장의 가격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개선 추진

□ 에너지시스템 전환

 ㅇ (온실가스 감축) 터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61% 증가

< 터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1990-’18) >

* 출처 : IEA, Turkey 2021 - Energy Policy Review(2021)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없는 경제발전을 위해 터키 정부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리고 에너지원단위를 낮출 계획

  - 석탄 사용의 제한,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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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에너지효율) 터키는 에너지효율법(’07), 에너지효율전략(’12), NEEAP* 발표

(’18)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NEEAP(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 국가에너지효율실행계획

  -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 외부 의존성 완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효율 정책 시행

  - 기존의 에너지 효율 규정을 보조할 수 있는 세부에너지 지침 완성, 대

규모 산업 효율화 사업, 전기차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 수립 필요

 ㅇ (재생에너지) 에너지생산 확대를 위해 터키정부는 제11차 개발계획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

  - 과거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은 대부분 수력발전 중심이었지만 최근 

풍력과 태양광을 통한 발전량 증가

< IEA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19) >

* 출처 : IEA, Turkey 2021 - Energy Policy Review(2021)

  - 재생에너지 개발의 장기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지원 시스템 조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 필요

□ 시사점

 ㅇ 저탄소산업 개발 및 육성이 터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터키시장 진출 유망

  - 국내 녹색기술의 터키 진출 활성화 방안 및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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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및 탄소중립 실현방안국내이슈

◈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다양한 전략의 체계적·통합적 추진
및 배출권거래제 활용 기회 모색 필요

 

□ 2020년 9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마련됐으며,‘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라 배출권허용

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설정

 ㅇ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보다 약 3.5%p 증가하여 적용 대상 업체 및 연평균 

허용총량도 함께 증가함*

*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70.1% → 73.5%, (적용대상 업체) 62개 업종,

589개 업체 → 69개 업종, 685개 업체, (연평균 허용총량) 5억 9,200만t → 6억 970만t

<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

제 1차 계획기간(‘15∼’17) 제 2차 계획기간(‘18∼’20) 제 3차 계획기간(‘21∼’25)

배출권 할당
GF 할당방식적용
전면무상할당

BM할당방식확대
유상할당실시(3%)

BM 할당 방식정착
유상할당 확대 (10%)

외부사업
감축

감축방법론다양화
외부사업활성화

국내외부감축사업활성화
해외감축활동촉진

해외배출권인정 범위
구체화

외부사업방법론 확대

배출량 검증
및 인증

검,인증체계확립
검증전문가확충

배출량명세서정교화
국제수준검증체계마련

검증인력전문성 제고
국제검인증기준 도입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소발족
시장안정화조치시행

주기적경매실시
시장조성자도입검토

제3자 시장참여실시

국제협력 및
산업지원

국제협력사업추진
감축설비지원사업

국제협력사업확대
할당수입의재투자

거래제국제연계 확대
재원활용방법 다양화

□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매수익금을 

활용하여 저탄소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ㅇ 향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상할당 수입의 효과적, 체계적 활용을 

위해 경매 수익금의 기금화 등 체계를 마련하여 신유망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 가능

 ㅇ EU에서는 NER 300 기금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CCUS 등 혁신기술 

지원에 투자하고, 독일은 경매수익금을 특별에너지기후기금으로 적립하여 

기후분야에 100%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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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명확한 분야별 추진 전략이 중요

 ㅇ 건물, 산업, 발전, 수송 등의 부문별 통합 시스템 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과 함께 목표에 따른 세부추진전략 수립이 요구됨

< 카테고리별 주요 이슈 >

구분 내용

초효율건물

Ÿ (필요성) 건물부문에서의탈탄소화가필요하며, 시스템전반의통합전략의부재로
주로개별건물수준에초점이맞춰져있음

Ÿ 고성능 및 저탄소 건물 자재와 전력 시스템, 분산에너지, 지능형 관리 시스템을
결합하여효율성극대화→에너지소비및배출량감소가능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Ÿ (필요성) 탄소중립촉진을위해인프라개발및현대화필요
Ÿ Net-Zero 통합에너지시스템개발을통해에너지인프라, 건물및전기자동차의
원활한상호작용을촉진하고, 정책·규제를 통한통합가속화및새로운비즈니스
모델추진필요

청정전기화

Ÿ (필요성) 재생에너지 규모 및 청정전기화 수요 증대를 위한 그리드 구축·보강에
대한투자필요

Ÿ 시스템효율향상을보완하여에너지소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건물및
수송부문에전력을활용하는동시에재생에너지확산에기여함

압축형도시

Ÿ (필요성) 청정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의 탄소배출량은 증가 추세 →
압축형도시로의전환필요

Ÿ 탄소배출감소를위해지속가능한교통및토지이용계획을채택하고, 대도시의
경우도시분산대신도심으로의집중화를통해주택수요를해결해야함

□ 탄소중립 도시 형성을 위해 도시 이해관계자와 국가 정부, 기업 및 시민

사회가 공동의 의제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주체별 역할 

정의 및 수행이 요구됨

< 주체별 실현방안 >

주체 역할정의

국가·지역 정책입안자
및규제기관

공중보건및경제활성화를목표로하는시스템재설계정책을추진하고, 청정
에너지전환을위한도시협력로드맵구축이필요함

시장 및시행정관
도시계획, 설계, 엔지니어링, 부동산, 건설, 유틸리티, 금융 ·투자부문 대표자 등
다양한분야의이해관계자를활용하여통합솔루션식별및실행가능

건축및 인프라부문
종사자

도시계획, 설계, 엔지니어링, 부동산, 건설, 유틸리티, 금융 ·투자부문 대표자 등
다양한분야의이해관계자를활용하여통합솔루션식별및실행가능

에너지서비스 제공업체
재생에너지공급, 전기화증가, 에너지효율설계·구현, 냉난방공급, 분산자원설
치및에너지관리를포함하여그리드유연성서비스등다양한솔루션제공

지역사회및시민사회
에너지서비스, 모빌리티옵션, 신규기술채택등지속가능성및기후친화적소
비는탄소배출량에영향을미치고도시의에너지전환을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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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탄소국경조정 및 탄소세 논의 동향해외이슈

◈ 탄소국경조정 및 탄소세에 대한 최근 국제적 동향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 탄소가격제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주체에게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상쇄메커니즘, 결과

기반 기후재원, 탄소국경조정 등이 있음

 ㅇ OECD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권고하고, 

선진국은 주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관심이 더 높음
  

 ㅇ 탄소세는 가정, 상업 부문까지 세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적정 세율 결정, 조세저항 등의 문제가 있음

□ 탄소세는 현재 25개국이 시행 중이며,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 중

< 주요국 탄소세 적용 현황 >
국가 도입연도 세율(US$/CO2) 적용부문 탄소배출비중 ETS 병행
영국 2013 22 전력 23% ○
프랑스 2014 49 산업, 건물, 수송 35% ○
싱가포르 2019 4 산업, 전력 80% ×

일본 2012 3 산업, 전력, 건물, 수송 65% ○
(도쿄, 사이타마)

핀란드 1990 68(수송), 58 산업, 건물, 수송 36% ○
네덜란드 2020 15 전력, 산업(2021) (발표안함) ○

□ 탄소국경조정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자국 산업의 부담 비용을 수입품에도 

부과하여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환경을 조성하려는 제도

 ㅇ 국제 무역 시 국가별 탄소비용 격차 해소 가능

 ㅇ (부과방식) ① 관세 또는 소비세에 부과 ② 배출권 구매

□ EU와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정책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을 도입 추진

 ㅇ (EU) 2021년 상반기 제도 구체화, 2023년부터 도입 예상

  -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전력,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에 우선 적용, 

직접배출과 사용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 포함 예상

  - 수출국이 EU 주도 기후동맹에 가입하거나, 수출품이 EU 상위 10% 평균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낮추면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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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대선공약으로서, 2025년 도입 예상

  -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탄소국경세 형식 도입 예상, 

시멘트 산업부터 적용 예정

□ 중국, 러시아, 인도 등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강력하게 반대 입장 표명

 ㅇ 탄소국경조정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

 ㅇ (BCG 분석결과) 원유 수입에서는 러시아가 타격이 크고, 철강 수입에서는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

□ 국내는 탄소국경조정으로 대 미국/EU 수출에서 철강, 석유화학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대비한 적극적 투자가 요구됨

 ㅇ (철강산업) EU 탄소 국경세 : 347.7 백만$(세액비중 12.3%)

 ㅇ (석유화학산업) 미국 탄소 국경세 : 234.3 백만$(세액비중 5.1%)

□ 탄소 국경조정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에게 큰 도전과제이며, 복잡해진 

국제 무역체계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

 ㅇ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판단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

 ㅇ 정부는 친환경 기술 혁신 지원, 전력망 탄소집약도 개선, 저탄소 정책 

보완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탄소 감축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통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됨

 ㅇ 탄소국경조정은 RE100과 함께 전력부문 탄소배출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신호

 ㅇ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에서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가 탄소국경조정 대응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 이에 탄소중립과 

더불어, 국가 경제를 위한 친환경 전력망 구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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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정부, 그린뉴딜 가속화 위해 규제특례 일부 허용 국내이슈
◈ 정부는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규제특례 3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허용(’21.03.11)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ㅇ (내 용)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중견·중소)과 함께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실증사업을 지원

  - 실증사업비, 책임보험료, R&D 등 지원할 계획, ‘산업지능화펀드’의 

主투자대상에 규제특례 승인기업을 추가하는 등 사후까지 지원

* ’20~24년까지 4천억원의 펀드를 조성, 뉴딜정책 관련 유망기업에 지원할 예정

  - 또한, 사업중단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성 입증시 

규제특례에서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할 예정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ㅇ (일시/장소) ’21.3.11(목), 15:00-16:00 / 대한상의 20층 챔버홀

 ㅇ (안 건) 신재생에너지 분야 실증특례 안건 3건* 등 총 14건

* ①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②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③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 (제 안) ‘이브이글로벌’은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한 후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안

* 생산전력 중 전기시스템에서 필요로하지 않은 전력으로, 상시부하보다 큰 전력을
발전하기 때문에 발생

** 잉여전력 발생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여 공급받을 계획

  - (현 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하는 것은 불가능

  - (결 과) 제안한 서비스가 제주도內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승인

  - (효 과) 제주도內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잉여전력의 효과적인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61호 2021. 3. 26.

- 88 -

②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 (제 안) 서울시는 도심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를 제안

  - (현 행)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근시설과 

이격거리* 필요

* 설치 예정장소는 서소문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 부지로 제1종 보호시설인
서소문청사 및 서울시립미술관과 17m 이상의 이격거리 확보 필요

  - (결 과) 방호벽, 추가 안전장치 설치 및 안전검사 등을 통해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

  - (효 과) 수소충전소(현재 3곳) 확대로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 증대

➂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 (제 안)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제안

  - (현 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 불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

  - (결 과)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

* 한전 송·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협동조합)와
소비자(조합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 (효 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참여 확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기여

□ 시사점 

 ㅇ 한국판 뉴딜의 가속화를 위해 규제 발굴·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21년도 100건 목표)

 ㅇ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의 규제특례허용 및 실증사업지원으로 기업 성장 

및 그린·디지털뉴딜 분야의 산업성장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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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일본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국내이슈
◈ 일본은 ‘수소기본전략’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으며(’17.1), 이후 수소경제
선도를 목표로 기술 및 정책 개발을 추진 중

□ 일본의 수소경제 현황

 ㅇ (현 황) 日정부는 ‘수소기본전략’ 제정(’17.1), 국가 로드맵 개정(’19.3), 3단계의 

추진전략* 마련(’19.9)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

* ➊ 연료전지 보급으로 수소이용의 비약적 확대, ➋ CO2 배출없는 수소생산 시스템 확립,
➌ 수소발전 본격도입을 통하여 ’30년 수소상용화를 목표함

  - 로드맵 추진을 위하여 88개의 기업*과 3개의 대형은행이 참여하는 

‘수소밸류체인 추진협의회**’를 창설하였고,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 수행

* 수소제조, 수소자동차, 액화수소 운송, 연료전지 개발 등 유관분야 기업으로 선정

** 수소수요창출, 비용삭감, 사업자급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는 협의회

 ㅇ (예 산) 경제산업성은 수소공급시스템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해 ’21년 

848억엔의 예산을 책정(전년대비 약 23% 증가)

  - 수소GVC(Glover Value Chain)구축에 141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소사회구축

실증사업(78억엔), 연료전지자동차보급(120억엔) 등에 투자할 예정

□ 일본의 해외 GVC구축 현황

 ㅇ (배 경) 경제산업성은 ’30년 수소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수소 

GVC구축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추세

* 수소기본전략(’17.1)을 통해 30년 수소상용화 목표를 발표(’20년 0.4만톤 → ’30년 30만톤)

  - 수소 공급원 다각화를 위해 현재 브루나이, 호주, 러시아 등과 협력 중

 ㅇ (전 망) ‘후지경제’는 GVC구축으로 인해 일본의 수소시장의 규모가 ’19년도 

116억 엔에서 ’30년도 3,963억 엔으로 34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

  ① 일본-브루나이 GVC구축 현황

  - (주요 내용) 브루나이에 수소화 플랜트를 완공하였고(’19.11), 현지의 천연

가스를 활용한 수소 제조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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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본-호주 GVC구축 현황

  - (주요 내용) 호주에서 생산한 수소를 액화수소운반선 기술을 통해 

일본으로 운송하는 ‘일·호주 수소프로젝트’ 추진

* 일본은 액화수소 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액화수소운반선 ‘수소프론티어’를 세계 최초로

제조하였으며(’19.11), 올해 대규모 수송을 개시할 계획

 ② 일본-러시아 GVC구축 현황

  - (주요 내용) 러시아와 GVC를 구축한 후 공동연구 착수(’19.9)

  - 로즈아톰(러시아 국영전력기업)과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수소수송분야 전문기업)은 

수소제조 및 수송기술 구축을 위해 공동연구 수행

  - 러시아 사할린內 액화천연가스 인프라를 수소제조·수출에 활용할 계획

□ 일본, ‘수소타운’ 구축 현황

 ㅇ (배 경) 국가 로드맵에서 ‘수소타운’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고, 도심지의 

수소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지원 중

 ㅇ (현 황) 태양광·풍력 발전과 함께 그린수소* 생산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친환경 수소

〈 일본 수소타운 실증 사업 구상도 〉
제조·저장 운송 공급·활용

* 출처 : IRS Global

□ 시사점 

 ㅇ 일본은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증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를 확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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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 제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환경부, 2021.3.2) 

ㅇ 해외이슈 <2021 터키 에너지정책 보고서>
 - Turkey 2021 - Energy Policy Review(IEA, 2021.3)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및 탄소중립 실현방안>
 -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및 탄소중립 실현방안(KETEP, 2021.3.12)

ㅇ 해외이슈 <탄소국경조정 및 탄소세 논의 동향>
 - 탄소국경조정 및 탄소세 논의 동향(KEMRI한전경영연구원, 2021.3.10)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정부, 그린뉴딜 가속화 위해 규제특례 일부 허용>
 -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3.11) 

ㅇ 해외이슈 <일본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
 - 일본,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수소 GVC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2021.3.5)
 - 주요국별 수소도시 추진 사례 (IRS Global, 2019.11.23)
 - 일본, 3rd 수소전략로드맵, 수소사회 실현 ’액션 플랜‘ (월간수소경제,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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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2050 전자‧전기‧전지 탄소중립 공동선언

 - (해외이슈) 해외 CFA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해설서 요약

 - (해외이슈) 美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향후전망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정부,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공고

 - (해외이슈) 바이든 출범 이후 美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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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2050 전자‧전기‧전지 탄소중립 공동선언국내이슈
◈ 전자·전기·전지 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기전자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 및 공동선언문 발표(’21.3.15)

 

□ 배 경

 ㅇ (개 요) 정부와 산업계 간의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민간 부문의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협의회 구성

  -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 각 분야의 호응 필요

  - 최근 철강,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비철금속, 정유업계 등의 각 업종별 

주요 8개 기업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및 논의

  - 산업부는 향후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산업계가 과감한 기술혁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탄소중립 공동선언

 ㅇ (개 요)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2050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 위해 ‘2050 전자‧전기‧전지 탄소중립’ 공동선언

 ㅇ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적용‧확산 및 생산

구조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계 全부문의 노력 선언

  -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기·전자 탄소중립 위원회를 수립, 친환경 및 

미래지향 산업화를 위한 공동과제를 논의하고 상호협력 체계 강화

  - 또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추진 및 산업 생태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미래사회 산업경쟁력 향상 도모

  - 글로벌 저탄소사회의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연합(UN)의 

기후변화 협약 이행 및 해외 주요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

□ 세부 논의내용
  

 ㅇ (현 황) 전기‧전자 산업은 연간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산업부문 

배출량의 3.7%에 해당하는 9.7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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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온실가스 배출 경로는 ① 제품·부품 등 제조과정 내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및 ② 제품에 직접 포함되는 공정배출로 이루어짐 

  - 특히, 가전냉매(HFCs), 전기 개폐 장치(SF6) 및 이차전지 절연가스(SF6)에서 

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해당 부문의 생산구조 전환 필요

 ㅇ (혁신기술 과제) 위원회 차원에서 탄소중립 도전을 위한 혁신기술 과제 논의

  - (단기과제(’21~ ’30)) 온실가스 다배출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공정 효율 

개선, SF6 저감기술,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등 제시

  - (중장기과제(’31~ ’50)) 산업계 내 자원 순환성 강화, 절연 매질 전환, 

차세대 전지 기술, 탄소 포집·전환 기술 개발 등 제시

 ㅇ (업계별 탄소중립 로드맵)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자·전기·전지업계의 

탄소중립 추진방향 발표

  - (전자업계) 생산공정 개선, 저탄소 원자재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노력

  - (전기업계) 오랜시간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적되어온 SF6가스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

  - (전지업계) 이차전지의 성능개선, 안정성 확보와 함께 생산·재활용·

폐기 등 전지 제품 전과정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ㅇ (실행방안) 「전기전자 탄소중립 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업계의 공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된 상호협력 구축 계획

  - 시설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온실가스 감축 인증범위 확대, 고효율 

및 친환경 열원화(수소 등)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대체연료 기술·공정효율 개선·제품의 고효율화 등 기술개발 

집중투자 및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지원정책 추진 예정

□ 시사점

 ㅇ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전자‧전기‧전지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산업기반 강화와 해외진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

 ㅇ 본 공동선언을 통해 전자‧전기‧전지업계의 적극적 동참 의지가 공식적

으로 표명됨에 따라 향후 업계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의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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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해외 CFA 정책 현황 및 시사점해외이슈
◈ 해외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발자국 관련 정책을 운영 중이며,
국가별 탄소발자국 측정법 등 CFA* 정책 현황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Carbon Footprint Analysis : 탄소발자국측정

□ 정 의 

 ㅇ (탄소발자국) 개인 또는 조직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거나 어떤 

생산물의 생애 전 단계에 걸쳐 누적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측정하는 것

  - (분 류) 관리 주체에 따라 직접배출(영역1), 간접배출(영역2), 기타 간접배출(영역3)로 분류

 ㅇ (탄소라벨링) 탄소발자국과 라벨링(labeling)이 통합된 개념

  - 제품에 탄소배출량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탄소배출이 적은 상품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

  - 탄소라벨링 제도는 ’07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스위스·호주·대만 등 

주요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09년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도입

□ 주요 CFA 국제 표준

 ㅇ (개요) 이상적인 CFA는 교토의정서에 정의된 6가지 주요 온실가스*의 

직‧간접적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q)로 변환하여 측정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 탄소라벨링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탄소발자국 선정에 국제 표준을 

적용하거나 자체 인증 기준을 채택하여 운영

 ㅇ (전과정평가, LCA) 제품 전 과정(원료채취→제조→유통→사용→폐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 및 개선점 도출

  - (평가 프로세스) ①목적 및 범위 정의, ②전 과정 목록 분석(LCI*), 

③전 과정 영향평가(LCIA**), ④전과정 해석의 4단계로 구성
 

* Life Cycle Inventory analysis

** Life Cycle Impact Assessment
 

  - (LCI) 제품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및 정량화하는 계산과정으로, 

국가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CFA에 활용하고 평가의 신뢰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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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GHG 프로토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세계자원연구소가 각 

부문별 표준을 제시하였으며(’98~) 제품 순환주기표준을 발간(’11)

  - 기업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발자국 이해 증진 및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목적으로 안내 지침 작성 및 제공

 ㅇ (PAS 2050) 영국 표준협회(BSI)가 제공하는 국가 표준으로 ISO 14040, 

14044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전과정평가 방법론을 제공(’08)

  - 영국 정부의 지원으로 Carbon Trust社가 탄소발자국 인증을 시작하면서 

BSI와 공동으로 개발되었고 전세계 탄소발자국 제도 도입에 기초가 됨

 ㅇ (ISO 14067) 탄소발자국의 정량화를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ISO)가 기존의 

국제 표준(ISO 14040/14044 등)에 기초하여 원칙 및 지침 발표(’12)

< 주요국 탄소발자국 인증제도 운영 현황 >

국가 제도명 내용

영국
탄소발자국인증제도

(Carbon Footprint Label)

Carbon Trust는 PAS 2050, GHG 프로토콜, ISO 14067 등의

국제 표준에 따라 제품의 탄소발자국 및 저탄소 제품 인증

호주
탄소 감축 라벨

(Carbon Reduction Label)

호주환경단체 Planet Ark와 영국 Carbon Trust 간의 협정을

통해 탄소 라벨링 제도 공동 운영

한국 탄소성적표지제도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계량화하여 라벨링한 체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대만 탄소발자국 인증제도

대만 환경보호청이 산하에 기술위원회, 검토위원회, 홍보위

원회를 구성하여 탄소발자국 산정 시스템 운영

- 기업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대만 환경

보호청에 인증 신청 가능

□ 시사점

 ㅇ 2050 탄소중립의 조속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또한 탄소발자국 감축 

및 인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강화 및 지원 방안 확대 필요

 ㅇ 각 국가의 인증제도간 상이한 데이터베이스가 오히려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제도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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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해설서 요약국내이슈
◈ 1.5℃ 배출 경로, 미래 기후변화 전망과 영향,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저감대책 등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

* Global warming of 1.5℃보고서에 기반(18.10, 48차 IPCC총회)

□ 1.5℃와 2.0℃ 지구온난화의 차이

 ㅇ 인간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2017년 현재 약 1.0℃(0.8~1.2℃ 범위)의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산업화 이전 대비 1.5℃ 온난화일 때 자연계와 인간계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2.0℃ 온난화일 때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ㅇ 대부분 육지와 해양의 평균 온도 상승, 많은 지역에서 극한 고온 현상 증가

  - 일부지역에서 호우 증가, 일부지역에서는 가뭄과 강수 부족 가능성 증가

 ㅇ 2100년까지 전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폭은 1.5℃보다 2.0℃ 온난화에서 

약 0.1m 높을 것으로 전망

  - 해수면은 2100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며 상승 규모와 속도는 미래 배출 

경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ㅇ 2.0℃보다 1.5℃ 온난화에서 해양 산성화 완화, 북극해 해빙의 소멸 가능성과 

위험에 처하는 산호초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ㅇ 1.5℃보다 2.0℃ 온난화에서 곡물 수확량은 더 감소하고 물부족 위기에 

처하는 인구는 많아지며 경제성장의 위험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

< 1.5℃와 2.0℃ 온난화가 발생했을 때의 영향 비교>

* 출처 :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 해설서(기상청 기후정보포털,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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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구온난화 달성을 위한 배출경로

 ㅇ 지구 기온의 상승 폭을 1.5℃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 인간활동에 기인한 

전지구 CO2 순배출량을 ’30년까지 ’10년 대비 최소 45%까지 감소시키고 

’50년에는 순제로(net zero)에 도달해야함

  - 2.0℃ 미만으로 억제를 위해서는 ’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략 

25% 감소시키고, ’70년경에는 순제로*에 도달해야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미

 ㅇ 1.5℃로 억제하는 배출 경로에 도달하려면 에너지, 토지이용, 도시, 수송과 

건물을 포함한 기반시설과 산업 체계의 빠르고 광범위한 시스템 전환 필요

 ㅇ 2.0℃ 경로와 대비하여 1.5℃ 경로에서는 ’50년 이전에 저배출 에너지원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50년에 이르러 재생 에너지가 전력 

생산의 70~8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ㅇ 1.5℃로 경로에서 ’50년에 산업부문의 CO2 배출량은 ’10년 대비 대략 

65~90%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 경로에서는 50~80% 감소 전망

□ 1.5℃ 지구온난화 달성을 위한 대응

 ㅇ ’30년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52~58 GtCO2-eq/yr 전망

  - 향후 오버슛*을 피하고 대규모 이산화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30년 훨씬 이전에 전지구적 CO2 배출량 감소 필요

* 온도 오버슛은 특정한 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

 ㅇ 다층적 거버넌스, 제도적 역량, 정책 수단, 기술혁신과 이전, 재정 동원, 

행동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같은 이행 가능한 조건은 온난화를 1.5℃로 

억제하기 위한 완화와 적응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ㅇ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의 차원에서 1.5℃ 온난화에 따른 위험을 

억제하려면, 적응과 완화에 대한 투자 증가, 정책 도구, 기술혁신과 행동 

변화의 가속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전환 필요

 ㅇ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는 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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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美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향후전망해외이슈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1.20) 후, 대대적인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 착수

□ 개요

 ㅇ ’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관련 특별조직과 보직* 신설 및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공약 실현에 속도

* 백악관 內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을 마련하고 기후변화특사(John Kerry)
및 기후변화차르(Gina McCarthy)등보직신설

※ 바이든 대통령 에너지·기후 공약 주요내용

①파리협정 재가입, ②’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③2조 달러 규모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확대, ④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⑤가스석유산업 공유지 임대 신규허가 금지,
⑥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단 등

□ 행정명령 주요 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과학기술 복원 행정명령(1.20) 및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1.27) 내용 중점 분석

 ①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요소로 간주

  - 美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국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120일 이내)

 ② 국제적 협의채널(G7, G20 등)을 통해 기후변화 아젠다 우선적 논의 추진

  - 파리협약 재가입 및 국가결정기여*(NDC) 목표수립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제출한 목표

 ③ 에너지·환경규제 강화 예고

  - 부처별로 親기업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 조치 검토, 유예·수정·철회여부 고려

  -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계

 ④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 키스톤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석유·천연가스 시추 신규허가 중단 및 

연방정부 화석연료 직접보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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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구매력과 자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 촉진

  - 기후공해 축소 의무화, 클린에너지 프로젝트 가속화 

< 트럼프 / 바이든 정부정책 비교 >

구 분 트럼프 前 정부 바이든 現 정부

산업 전반
ㆍ석탄, 석유등전통에너지산업육성
ㆍ석탄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ㆍ저탄소, 친환경에너지산업육성
ㆍ’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 제시
ㆍ화석연료 정부 보조금 철폐

프로젝트
ㆍ키스톤 XL 파이프라인사업독려
ㆍ다코타엑세스파이프라인사업독려

ㆍ키스톤XL파이프라인사업허가취소

석유 시추 ㆍ석유 시추 장려
ㆍ신규해안석유시추중단및공공토지
內석유시추프로젝트재검토명령

파리 협정 ㆍ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ㆍ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ㆍ국제 리더십 확보

□ 전망 및 시사점

 ㅇ (대내적) 환경규제 강화 가운데, 연방정부 자산과 구매력을 레버리지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산업(전기차 등)을 미래 핵심역량으로 육성 추진

  - 현재 논의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 

등을 활용하여, 미국 그린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ESG 공시 강화 등 그린금융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기대

 ㅇ (대외적) 기후변화대응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규정한 바, 기후정책과 

무역정책을 직접 연계하여 교역국 압박 전망

  - (TPA*와 연계 가능성) 미 의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기후변화 대응을 조건부로 오는 6월말 만료되는 TPA 연장 

가능성 전망

 * Trade Promotion Authority: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국제무역협상권한

  - (탄소국경세) 국내기업 타겟 탄소세와 수출기업 타겟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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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정부,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공고 국내이슈
◈ 정부는수소공급의초기인프라구축을위한 「수소출하센터구축보조사업」 공고(’21.3.24)
- 저렴한 수소 공급 및 수소차 전용 수소 유통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선정기관과
함께 수소출하센터 시설 2개소 이상 구축할 예정

□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개요

 ㅇ (목 적)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수소 유통체계 조성을 

위해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 생산지에 수소출하센터를 구축할 예정

  - 수소차 등 모빌리티 전용 수소출하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증가하는 수송용 

수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

*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

**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에서 수증기와 화학반응을 시켜 생산한 수소

 ㅇ (지원규모) 해당 사업에 총 63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수소출하센터 시설 

2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개소당 최대 31.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구 분 사업 내용

수소 공급
대량으로 생산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를 수소출하센터 부지
까지 인입하기 위한 공급 및 백업시스템 구축

설비 용량

수소가스 최대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압축기, 냉각설비, 용기
등에 설비용량이 반영된 설비 구축

▪ 최소 2,000[Nm3/h]* 이상의 출하센터 설비용량 구축
▪ 최소 25%이상의 설비 예비율을 고려하여 설계·구축
* [Nm3/h] : 0℃, 1기압에서 1시간동안 흐른 부피유량의 단위

수소 출하
이동식 수소튜브트레일러 방식, 튜브트레일러 16대/일 이상
지연 없이 충전이 가능하도록 출하설비 최적설계 필요

수소 운송
수소출하센터에서 수소충전소까지 운송
▪ 주관·참여기관의 트랙터 및 튜브트레일러 활용하거나 운송
업체를 계약하는 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시스템 제시

안보 및
부지계획

수소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안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제시된 시설 및 추가 소요물량까지 고려한 사용계획 제시

 ㅇ (구축모델) 수소생산공장, 수소압축기 시스템 등 총 4단계로 구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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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출하센터 개념도/구축모델(예시) 〉

* 출처 : 2021년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2021.3.24)

ㅇ (지원절차･일정) 사업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 → 신규평가 위원회

3.24 ~ 4.23 4.1, 14:00 4월 중 계획
↓

협약체결 및
국가보조금 지급 ← 수행기관 확정 ←

평가결과통보
및 의의신청

5월 중 계획 5월 중 계획 5월 중 계획

ㅇ (신청자격)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ㅇ (지원조건)* 수소가격, 최소운영기간, 운영정보, 소유권 범위 및 권리 등 

세부적인 지원 조건 확인 필요

* 수소출하센터 완공 다음 연도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해야하며, 수소 공급(판매) 가격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확인 필요

 ㅇ (평가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

  - ➊수소 공급가격의 경제성 확보방안, ➋수소유통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❸수소 

수요처 공급방안 마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

□ 시사점

ㅇ 내년 완공시 수소출하센터 1개소당 수소승용차 1만 3천대분의 공급량인 

연간 최대 2천톤까지 수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수소생산･운송･공급간 전주기 협업체계 구축, 원가 절감 등 효율적인 수소

유통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수소가격 경제성 확보 예정

  -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에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수소차 이용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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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바이든 출범 이후 美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해외이슈
◈ 바이든 행정부는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공약하였으며, 출범(’21.1.21)후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

□ 미국,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ㅇ (현 황)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즉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강화를 약속하는 등 2050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해 노력 중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발전(發電), 모빌리티, R&D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

 ㅇ (전 망) 이러한 정책 방향은 청정에너지* 개발·공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산업･기술 개발, 양질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 전력을 생산하는데 탄소를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

□ 주요 부문별 脫탄소화 정책

 ① 발전 부문 

 ㅇ ’35년까지 발전부문의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 ’30년까지 설비용량을 30GW으로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발표(’21.3.29)

  - 또한 ’30년 이후에도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50년

까지 110GW이상 배치할 계획

* 해상풍력 터빈부품 제조를 위한 최대 10개의 제조공장 건설, 해상풍력 터빈을 설치할

새로운 선박 건설, 항만 시설 업그레이드 등

  - DoE(Department of Energy)는 해상풍력연구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15개의 

R&D를 착수할 예정이며 총 8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

 ㅇ (전 망) 77천개(해상풍력 근로자 44천개, 지역사회 33천개)의 일자리 지원, 천만가구 

이상 수용가능한 전력 생산 및 7천8백만톤의 CO2 배출 감소 등이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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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빌리티 부문 

  - (연비기준) 기업 평균 연비제도(CAFE Standard)*의 기준을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와 비교하여 대폭 향상시킬 계획

* 미국의 자동차 연비규제로 기존(오바마 행정부)에는 ’25년까지 54.2miles/gallon를 목표하였음

  - (청정모빌리티 확산) ’30년까지 대중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제로화를 위해 

’25년까지 미국內 총 50만대 스쿨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교체할 계획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리베이트(Clean Car For America)* 제도와 

정부조달(300만대) 방안 마련

*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현금바우처를 제공, 전기차의

주요부품 제조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기업에게 재정지원 제공 등의 내용 포함

 ③ R&D 부문 

 ㅇ 청정에너지･온실가스 감축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고등

과학연구기관 창설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

  - (청정에너지) 친환경 냉난방기술, 친환경 건축,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

  - (온실가스 감축) 발전부문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기술, 건설부문의 

탈탄소 건축자재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할 구상

   *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로, 배출하기 전에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하는 기술

  - (전력망) 확대되는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력망 

고도화(분산전원화 및 연계성 강화)에 집중 투자할 것을 공약

□ 시사점

 ㅇ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수단과 구체적인 脫탄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

 ㅇ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모빌리티 부문, 청정에너지R&D 부문 등) 

추진으로 한국 첨단기술의 美진출 가능성이 확대할 전망

  -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지향하고 있는 기술(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술, 재생에너지 전원개발 기술 등)의 진출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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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2050 전자‧전기‧전지 탄소중립 공동선언>
 - 2050 탄소중립, 전자・전기・전지 업계 동참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1.3.15) 
 - 2050 탄소중립, 철강이 선도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1.2.2)

ㅇ 해외이슈 <해외 CFA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탄소발자국’ 개념의 발전 과정과 농림 부문에서의 활용 전망(최성원, 김학영, 김준, 20

15.12.15,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을 통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의 환경성 비교(김선욱, 2012, 아주

대학교)
 - CARBON FOOTPRINT ANALYSIS(Neuberger Berman, 2017)
 - https://ghgprotocol.org/calculation-tools(접속일: 2021.4.5) 
 - 소니 인텔, 온실가스GHG 프로토콜의 성공사례(미디어SR, 2014.2.26)
 - 탄소성적표지제도 시행 및 발전방향(남재작, 2010)
 -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접속일: 2021.4.5) 
 - 세계의 탄소발자국 현주소와 향후 과제(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12.12.)
 - http://www.epd.or.kr/lci/lciIntro.do(접속일: 2021.4.5)
 - 아시아 지역의 탄소발자국 인증제도 비교‧분석(이현희, 2016)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해설서 요약>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해설서(기상청 기후정보포털, 2021.1.8)

ㅇ 해외이슈 <美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향후전망>
 - 美 바이든 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향후 전망(KOTRA, 2021.3.19)
 -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 동향 및 시사점(KOTRA 워싱턴무역관, 2021.2.19)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정부,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공고>
 - 산업부, 저렴한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차 전용 수소 유통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산업통상

자원부, 2021.3.24)
 - 2021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2021.3.24)

ㅇ 해외이슈 <바이든 출범 이후 美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 Biden’s infrastructure and climate plan energes as congressional wrangling begins(The 

Washington Post, 2021.3.31)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변화 영향과 우리나라 대응(에너지경제연구원,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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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국내이슈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및 10대 핵심기술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21.3.31)

 

□ 개 요

 ㅇ (배 경)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년) 

후 탄소중립을 견인할 10대 핵심기술 도출 및 세부목표·달성 전략마련

 ㅇ (5대 전략) ① 10대 핵심기술 확보, ② 범부처 R&D사업 기획‧추진, ③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④ 민간주도의 저탄소화, ⑤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조성

□ 주요 내용

 ㅇ (10대 핵심기술)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기반으로 관련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핵심기술 전략 및 목표 도출

  - ’50년까지의 세부기술 목표 및 달성 전략과 함께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전략 >

* 출처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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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범부처 R&D)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全주기 함께 달리기」를 추진하고 R&D 사업을 적기에 기획·착수

  -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 대체를 위한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부문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초·원천R&D’부문 구성

 

< 전주기 함께달리기 R&D 개념 >

* 출처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3.31)

 ㅇ (집중지원 체계마련) ‘규제특구’와 ‘R&D 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확대 및 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탄소중립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

* 새로운 제품 등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

 ㅇ (민간주도 저탄소화)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 보완을 위해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업의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

  - 시장진입 이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에 필요한 신규 표준·인증체계 및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하고 기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

 ㅇ (연구기반 강화)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

  - 과학관을 통한 교육‧전시를 확대하고 4월(과학의 달)에는 탄탄대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

* 탄소중립, 탄소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 시사점

 ㅇ 기술혁신의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과제를 금년 중 착수하고, 기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

 ㅇ 기존의 기술개발 중점 계획과 달리 기술의 제품화·상용화 등 보다 넓은 

관점에서 수립되어 목표 달성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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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영국, 산업 탈탄소화 전략 발표해외이슈
◈ 영국 정부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산업 탈탄소화 전략
(Industrial Decarbonization Strategy)’을 발표(’21.3.17)

□ 개 요

 ㅇ (배 경) 영국 정부는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계획(10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20.11)」의 후속 조치로 「산업 탈탄소화 전략」 발표

  - (목 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5년 2/3, ’50년 90% 감축(’18년 대비) 및 

투자자‧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저탄소 시장의 활성화 유도

  - (주요전략) CCUS*·대체연료 등의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에너지·자원 효율향상 등 제시

* Carbon Capture, Utilize and Storage, 탄소포집 활용 저장 기술

< 영국 산업 탈탄소화 전략 로드맵 >

* 출처 : Industrial Decarbonisation Strategy(UK Government, ’21.3.1)

□ 주요 전략

 ㅇ (CCUS) 산업 공정의 순배출량 제로 달성에 필수적, 영국 상황에 맞는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여 연간 약 3 MtCO2를 포집·저장 목표(~’30)

  - 산업 현장에서의 CCUS 활성화를 위하여 ① 클러스터 우선순위 선정, 

② CCUS 프로그램 지원(CCS 자금 지원 등)의 2단계 프로세스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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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체연료) ’30년까지 연간 최소 20 TWh의 화석연료가 전기‧수소‧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전 기) 신재생 전기의 가격 공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Ofgem

(독립 규제기관)·기업·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 예정

  - (수 소) 천연가스와의 비용 격차 극복을 목표로 저탄소 수소의 비즈니스 

모델과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논의하고(~’22), 추후 수소 전략 발표 예정

  - (바이오)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BECCS(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 Storage)를 통한 연료대체 전략이 주효

 ㅇ (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50년까지 산업분야에서 연간 

4 MtCO2eq.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장지원)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방안을 검토

  - (열회수) IHRS*과 IETF**를 통해 각종 가열 공정에 신기술을 개발 및 적용

* Industrial Heat Recovery Support Programme : 산업 열회수 지원 프로그램

** Industrial Energy Transformation Fund : 산업 에너지 전환 펀드

  - (소규모산업 지원) 에너지집약도가 낮은 소규모 산업에 상용화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 자금지원, 심사프로그램 등 제공

 ㅇ (저탄소 시장) 자급자족이 가능한 저탄소 시장을 개발하고 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탈탄소화 동인으로 활용

  - (투명성 제고) 제품의 에너지사용, 탄소배출과 관련된 데이터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강화된 규정 적용 예정

  - (수요창출) 공공부문 프로젝트에 저탄소 제품을 채택하여 직접 수요를 

창출하거나 민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

< 영국 산업 탈탄소화 주요 전략 요약>

시 기 내 용

∼2021 다양한 세부 정책 목표에 대한 접근방식 확립

∼2022 탄소포집을 장려하기 위해 상업적 프레임워크 확립

∼2024 대규모 탈탄소화 실증에 1억 2,300만 파운드 투자(Industrial Decarbonisation Challenge)

∼2024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청사진 확립에 800만 파운드 투자

∼2024 에너지효율성 및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3억 1500만 파운드 할당

∼2024/5 저탄소 수소 생산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2억 4천만 파운드 할당(Net Zero Hydrogen Fund)

∼2030 탄소포집 클러스터를 ’20년대 중반까지 2개, ’30년까지 추가 2개 지원(CCS infrastructur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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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20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발표국내이슈

◈ 한국에너지공단은 ´20년 산업부문(광업·제조업) 10만개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인
「2020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책자를 발간(´21.4)

□ 조사 결과

ㅇ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130,794천toe, 온실가스 배출량은 346,541천tCO2eq.로 

전년대비 각각 2.0%, 0.9% 감소

 ㅇ 국내 최종에너지소비(231.4백만toe)* 중 56.5%, 온실가스배출량(727.6백만톤CO2eq.)
** 중 

47.6% 차지

* 2020 에너지통계연보(’19년 실적)

** 2020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18년 실적)

     

<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추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에너지사용량(천toe) 121,325 124,754 129,408 133,472 130,794
전년대비 증감률(%) -0.8 2.8 3.7 3.1 -2.0

온실가스배출량(천tCO2eq.)* 317,682 326,125 332,263 349,791 346,541

전년대비 증감률(%) -0.7 2.7 1.9 5.3 -0.9

* ’15년까지 CO2배출량, 2016년부터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배출량으로 공표

 ㅇ 에너지사용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생산 부진* 등에 기인한 원료용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꼽을 수 있음

* 석유․화학 생산지수 : (’18)109.9 → (’19)107.7 / 섬유 생산지수 : (’18)89.9 → (’19)86.3

** 납사 사용량 : (’17)56,133천 toe → (’18)55,932천 toe → (’19)53,260천 toe

□ (에너지원) 석탄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석탄은 1.2%(+352천 toe) 증가, 석유는 3.4%(-2,202천 toe) 감소

 

<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천toe) >

구분 석탄류 석유류 도시가스 기타 열 전력 계

2018 28,895 64,723 10,133 1,653 3,692 24,377 133,472
2019 29,247 62,521 9,899 1,610 3,477 24,039 130,794
비중(%) 22.4 47.8 7.6 1.2 2.7 18.4 100.0

전년
대비

증감량 352 -2,202 -234 -42 -215 -337 -2,678
증감률(%) 1.2 -3.4 -2.3 -2.5 -5.8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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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정유, 석유화학, 1차 금속 업종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80.8%, 온실가스배출량의 69.1%를 차지

<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19년 실적) >

구분 광업
제조업

계
정유 석유

화학
1차
금속 기타 소계

에너지사용량
(천toe) 131.7 36,325 35,864 33,538 24,935 130,662 130,794

비중(%) 0.1 27.8 27.4 25.6 19.1 99.9 100.0
온실가스배출량
(천tCO2eq.)

653.5 37,415 69,470 132,632 106,370 345,887 346,541

비중(%) 0.2 10.8 20.0 38.3 30.8 99.8 100.0

□ (설 비) 보일러 에너지사용량이 2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요·로 

26.4%, 열사용 및 열이송 설비 19.3%, 동력용 18.2% 순으로 차지

< 산업부문 설비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19년 실적) >

구분 보일러용 요·로용 동력용 열사용·열이송 기타

에너지사용량(천toe) 22,702 20,315 14,003 14,897 5,088

비중(%) 29.5 26.4 18.2 19.3 6.6

온실가스배출량(천tCO2eq.) 110,197 72,690 72,423 51,400 23,150

□ (지 역)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전남(27.3%), 충남(22.2%)의 

비중이 크고, 뒤이어 울산(19.4%), 경북(9.2%) 순으로 에너지를 소비

<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상위지역 현황(’19년 실적) >

구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천toe)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2eq.)

산업단지 현황

석탄
(천toe)

석유
(천toe)

그외
(천toe)

응답
업체수
(개)

에너지
사용량ⓑ
(천toe)

산단비중
(ⓑ/ⓐ)

전남 35,731 10,805 20,820 4,106 78,505 621 35,262 98.7%

충남 29,005 7,701 16,593 4,712 66,499 693 27,533 94.9%

울산 25,429 319 19,394 5,716 44,409 610 24,972 98.2%
경북 12,089 8,001 150 3,939 47,721 1,693 11,039 91.3%
그 외 28,539 2,420 5,565 20,553 109,406 16,431 10,449 36.6%
산업전체 130,794 29,247 62,521 39,025 346,541 20,048 109,255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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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UNFCCC,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임시종합보고서 발표해외이슈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20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75개 당사국의
NDC를 종합하여 임시종합보고서를 발간(`21.2)

□ 개요

 ㅇ ’21년 11월에 열릴 제26차 기후변화총회(COP-26)에 앞서 국가기후행동

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발간

* COVID-19 영향과 더 많은 당사국의 NDC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는 올 11월 안에 발간될 예정

 ㅇ 전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197개)의 40%인 75개 국가*의 신규, 보완된 

목표가 반영되었고, 이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에 해당

* 한국, 일본, 러시아, EU, 영국 등 (중국, 미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 미제출)

□ 경감 목표* 및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선정한 목표

 ㅇ SR1.5*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 목표치 1.5℃ 달성을 위해 ’10년 

수준 대비 ’30년까지 CO2는 약 45% 감축이 필요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발표한 특별보고서

  - 75개 당사국이 목표로 제시한 ’3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3.67 GtCO2eq.로 

현 목표 유지 시 ’10년 대비 0.5%, ’17년 대비 2.1% 감축

< 목표 실행 시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감률 비교 >

구분
2010년

배출량(GtCO2eq.)
2030년

배출량(GtCO2eq.)
감축률(%)

SR1.5 49 25∼35 △45
NDC (75개국) 13.74 13.67 △0.5  

□ 계획 및 구현 방안

 ㅇ 75개 당사국은 NDC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 및 제도, 정책 전략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

  - ACE* 요소를 활용하여 국가 전략 개발, 기후 정책과의 통합, 특정 

ACE 관련 목표 설정 등 온실가스 감축 구현 방안 언급

* 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 :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 제6조, 파리협약제12조에따른
6가지요소로교육, 훈련, 공공의식, 정보에대한공공접근, 공공참여및국제협력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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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개 당사국의 부문별 수단 및 채택 비율 >

* 출 처 : NDC Synthesis Report (UNFCCC, 2021.2)

 ㅇ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이어 

건물 부문과 공통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언급

 ㅇ CO2외의 온실가스(CH4, HFCs 등) 배출량 감축과 관련하여 폐기물 감소, 

재활용, 폐에너지 사용을 제시

 ㅇ 토양, 산림으로부터 탄소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산림 관리 및 

산림 황폐화 감소 언급 

 ㅇ 많은 당사국은 감축 방안을 금융,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 강화 등의 투자 

및 정책을 기반하여 추진할 계획 

□ 시사점

 ㅇ 현 NDC로는 기후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당사국은 파리협정에 따른 공약 강화 필요 

 ㅇ EU, 영국은 기존 목표에서 상향 조정, 미국은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으로 

탄소중립 이행 계획 수립

* EU는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40%에서 55%로, 영국은 68%로 상향, 미국은

파리협약 재가입 및 약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선언

 ㅇ 우리나라도 유럽, 미국 등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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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지, 새만금국내이슈
◈ 정부는 새만금을 활용하여 RE100, 그린수소, 모빌리티 등 산업간 융·복합
성공사례를 만들고, 향후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을 발표(’21.4.7)

□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개요

 ㅇ (배 경) 정부는 기후변화 및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등 다양한 정책 발표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새만금을 ‘그린+

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추진방안 마련

 ㅇ (방 향) 그린에너지* 생산·유통·활용 전반에 걸친 중심지 조성을 통해 

‘RE100**생태계’, ‘탄소제로･스마트도시’ 구축

*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바이오매스 등이 이에 해당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 캠페인

<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중 기본 방향 >

* 출 처 :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새만금개발청, 2021.4.7)

 ㅇ (목 표) 새만금에 미래사회의 종합 실증모델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친환경·저탄소 경제 기반의 선도국가로 대전환

□ 세부 과제 및 내용 

 ㅇ (과 제) ➊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 추진, ➋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➌탄소제로 스마트 도시 건설

①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 추진)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약 7GW) 

조성 및 그린에너지 생산·공급·활용 전 단계에 걸친 종합실증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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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계획도 >
1단계(∼’23)

육상태양광 0.3GW, 수상태양광 1.3GW, 풍력
0.1GW 총 1.7GW의 발전 개시

2단계(∼’26)

새만금 호 내에 수상태양광 0.9GW,
서남권·군산 해상풍력 2.7GW 설치 추진

3단계(∼’30)

서남권 해상풍력 1.2GW 추가, 태양광
0.3GW 발전사업 추진

* 출 처 :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질 종합 추진방안(새만금개발청, 2021.4.7)

  - 대규모 수전해 시설 및 연관기업 집적단지 조성으로 그린수소 산업육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②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그린 산단 구축을 통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그린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재생에너지 활용 관련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RE100 전력구매

계약(PPA) 선도사업을 실시할 계획

  - 최첨단 고성능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그린에너지 싱크탱크’로 육성할 계획

 ③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도시 기반시설, 건물 등에 디지털 기술 및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추진

  - 旣 건설중인 수변도시를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과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그린 수변도시’로 조성(’20.12 착공)

  -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용지에 그린

수소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도시·산단의 선도모델 구현

  - 공공건축물부터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사용하고, 빌딩,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에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시사점 

 ㅇ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이산화

탄소(CO2) 배출저감 및 탄소중립 가속화가 이루어질 전망

 ㅇ ‘RE100생태계’, ‘탄소제로･스마트도시’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력과 일자리창출까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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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브라질,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 추진해외이슈
◈ 브라질의 풍력발전 규모는 전 세계 3위(18 GW)를 차지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약 37% 성장하여 남미 최대의 풍력에너지 국가로 부상할 전망

□ 브라질의 풍력발전 동향

 ㅇ (현 황) 브라질은 ‘국가 에너지 계획 2050’을 발표하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

 ① ‘국가 에너지 계획 2050’ 주요 내용 - 풍력발전 부문

 ㅇ (배 경) 파리기후협약의 당사국으로서 ’50년까지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계획 2050’을 발표

 ㅇ (내 용) 풍력발전 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생산 및 운송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기술 측면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터빈, 날개(Blade), 타워 등이 대형화 

될 것이 예측되어, 향후 도로와 항만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명시

 ② 브라질은 풍력발전에 최적의 환경(바람의 속도, 방향, 감도 등)을 갖추었으며, 

이에 풍력 설비용량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

 ㅇ 12개 주(州)에 695개의 풍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8,300개 이상의 터빈을 

가동중이며, 약 18 GW 규모임(브라질內 전체 설비용량 중 10.3%)

< 주별 풍력발전 설비 현황 >
구분 설비용량(MW) 구분 설비용량(MW)

Rio Grande do Norte 5,154 Pernambucu 798
Bahia 4,880 Maranhao 426
Piaui 2,276 Santa Catarina 238
Ceare 2,179 기 타 223

Rio Grande do sul 1,836 합 계 18,010
* 출 처 : 브라질 풍력발전 현황(외교부, 2021.3.26)

 

  - 현재 수력발전에 의존(58.7%)하고 있으나 에너지원 다각화를 위해 풍력

발전의 비중을 증가시킬 계획

  -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24년에는 28 GW까지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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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 현황과 전망 >

* 출처 : ANEEL(브라질 국가전력공사)

□ ’21년 기업별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ㅇ (BI Energia) 세아라州에 100개 풍력터빈을 설치하여 1.2 GW 규모의 

브라질 최초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 아울러 4개의 풍력발전소가 초기 연구 단계에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

 ㅇ (Enel Green Power)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1.3 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계획

  - 풍력발전소 4곳(Lagoa dos VentosIII(396 MW), Morro do Chapéu SulII(353 MW), 

Cumaru(206 MW), Fontes dos VentosII(99 MW) 설치, 이 중 Lagoa dos VentosIII를 

제외한 3곳이 올해 가동될 예정

 ㅇ (Votu Winds) Espirto Santo州에 480 MW 규모의 해상풍력 등 총 1,440 MW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 건설을 추진

 ㅇ (Voltalia Energia do Brazil) 바이아州에 99 MW 용량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할 예정

□ 시사점 

 ㅇ 브라질의 풍력발전 산업은 적합한 환경과, 정부 및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남미 최대의 풍력에너지 국가로 부상할 전망

  - 풍력발전 단지조성 프로젝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기업의 

기술제휴, 단독 프로젝트 수주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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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3.31)

ㅇ 해외이슈 <영국, 산업 탈탄소화 전략 발표>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21-7호(에너지경제연구원, 2021.4.5)
 - Industrial Decarbonisation Strategy(UK Government, 2021.3.17) 
 - Major blueprint to create green jobs and slash emissions from industry, schools 

and hospital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021.3.17)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2020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발표>
 - 2020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한국에너지공단, 2021.4)
 - 2020년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020.12)
 - 2020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 2021)
 -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시스템(NETIS)

ㅇ 해외이슈 <UNFCCC,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임시종합보고서 발표>
 - NDC Synthesis Report(UNFCCC, 2021.2)
 - Golbal Warming of 1.5℃(IPCC, 2018)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2)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지, 새만금>
 -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새만금개발청, 2021.4.7)

ㅇ 해외이슈 <브라질,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 추진>
 - 코로나19에도 성장하는 브라질 풍력산업(KOTRA, 2021.4.12)
 - 브라질 풍력발전 현황(외교부, 2021.3.26)
 - 브라질 ‘국가 에너지 계획 2050’의 주요 내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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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 (해외이슈) 미국 전력부문 2035 탈탄소화 전략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전망 및 대비 방향

 - (해외이슈)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Climate Action 100+’ 동향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국토부,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축으로 탄소중립 선도

 - (해외이슈) 호주의 수소정책 동향 및 한국과의 협업 기회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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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국내이슈
◈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
위원회」출범(’21.4.16.), 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 탄소중립 이행 표명

□ 개 요

 ㅇ (산업계 탄소중립 추진경과) 12개 업종별 협의회, 기술혁신 협의회, 표준화전략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21.2.부터)

  -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하고,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 논의 등의 활동을 전개
 

  -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 방향 제시 등 업종별 협의회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발표

  - 원활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 제시

 ㅇ (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략·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예정
 

  -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및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의 중점적 논의와 업종별 협의회 논의사항 검토 예정

<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체계 >

* 출처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산업통상자원부, ‘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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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탄소중립 「3+5 추진전략」

 ㅇ (3대 기본방향) ①소통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②인센티브 

방식의 지원 확대, ③기술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

 ㅇ (5대 핵심과제) ①한계돌파형 기술혁신, ②비용부담 완화, ③법적 기반 

구축, ④탄소중립 산업대전환, ⑤거버넌스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

  - (기술혁신) ’50년까지의 기술로드맵을 포함하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전략」을 마련하여(9월)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

  - (부담완화)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신기술을 

추가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 금융·규제특례 등의 지원방안 모색

  - (법적기반)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자발적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구축

  - (산업대전환)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제조업의 

탈탄소화·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신산업을 육성

분야 정책과제 주요 내용

기술개발

핵심기술개발

수소환원제철, CCUS,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 개발
막대한 자금·기간 소요에 따른 대기업 참여 필수 → 기업규모별
차등적인 민간부담비율 폐지

장기적 관점정책마련

기술개발 전략과 그린전력, 그린수소, CCUS 등 국가 그린 인프라
구축과 연계된 기술 개발
정부 R&D 성과물 공동 활용
국가 R&D 지원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

비용경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기술 반영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지원 확대
에너지이용 합리화, 환경정책자금 지원
녹색금융을 통한 그레이, 블루 수소 지원
산업부-업종별 공동 펀드 및 기금 조성

규제혁신

배출권 거래제

운영 합리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수단 확대
이중규제 소지가 있는 간접배출 폐지
감축시나리오 수립 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 필요

환경규제 개선
탄소저감 신증설 투자 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등 환경규제
적용 특례 필요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

법제도

인프라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지원법 개정

법제정을 통한 금융, 세제 및 재정지원 등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 경감 근거 마련
신속한 민간투자를 위한 규제특례 및 인허가 의제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녹색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녹색프리미엄 설정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시, 전력망 이용료 경감

통상전략 수립 공정경쟁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세 대응 등 필요

< 산업계 주요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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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미국 전력부문 2035 탈탄소화 전략 분석해외이슈
◈ BloombergNEF는 「Decarbonizing U.S. Power Part1: A Roadmap to 2035」
보고서를 발간(’21.3.), 미 바이든 정부의 2035 탈탄소화 달성 방안 분석

□ 개 요

 ㅇ (목 표) 美 바이든 정부는 ’35년 전력부문의 탈탄소화와 ’50년 100%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추진

* Build Back Better, 친환경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

  - (이행방안) ’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 2배 확대, 태양광 패널 5억 개 이상 

신규 설치 등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고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

 ㅇ (현 황) 석탄발전소 폐지 및 가스발전 설비의 증가로 인해, 미국 전력부문 

탄소 배출량은 ’11년 21억 톤에서 ’20년 14억 톤으로 10년간 35% 감소

  - 現 정책‧기술 수준에서 탄소중립은 ’45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35년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 및 신기술 연구 필요

< 미국의 전력부문 탄소배출량 전망 >

* 출처 : 미국의 전력부문 2035 탈탄소화 전략 로드맵(한전경영연구원, ’21.4.8.)

□ 2035 전력부문 탈탄소화 전략 분석  

 ㅇ (신재생에너지) ’25년 이후 연간 70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추가하여 

가스 발전량의 75%를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대체

  - 현재의 증가속도로 예측한 ’35년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는 목표의 

절반 수준,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 이후 연간 평균 900억 달러의 투자 필요

  - 신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 계획과 정부 정책(RPS,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연간 추가 풍력‧태양광 설비 전망치는 34 GW(’21~’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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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기술 활용)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인 높은 간헐성·변동성을 ESS, 수소에너지, 

CCUS, VPP 등 신기술로 보완하여 탈탄소화 및 안정적 전력공급 달성

  - (ESS; Energy Storage System) 전력 사용 효율화가 가능한 에너지 저장 장치, 

캘리포니아州가 215개의 ESS 프로젝트(4.2 GW 규모)로 미국 내 EES 산업 선도

  - (VPP; Virtual Power Plant) 분산형 전력망에서 흩어진 발전설비 및 ESS를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그린수소에너지) 10년 안에 그린수소*기술의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설정

* 물속의 산소분자에서 전기를 이용해 수소 분자를 분리, 연소 이후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을 부산물로 배출

  - 에너지신기술을 기반으로 ’35년까지 총 330 GW 규모의 전력 공급 달성 

및 연간 450 TWh 규모(전체 발전량의 10%)의 가스발전량 대체 목표

  - 부문별 기술 연구·개발 진행 정도 및 특징에 따라 순차적 기술 투입 필요

< 에너지신기술 부문별 특징 및 개발 진척 현황 >

* 출처 : 미국의 전력부문 2035 탈탄소화 전략 로드맵(한전경영연구원, ’21.4.8.)

 ㅇ (정부 정책) 연방정부는 세액공제(ITC, PTC)를 연장하고 州정부는 RPS 목표를 

상향하는 등 탈탄소화 정책을 강화,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 (ITC; Investment Tax Credit) 재생에너지 설비‧기술투자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 제도로, 태양광에 26%(~’23년), 해상풍력에 30% 공제(~’25년)

  - (PTC; Production Tax Credit) 육상풍력에 60% 공제율을 제공하는 생산세액공제

  - (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캘리포니아 

등 7개 州와 워싱턴 D.C.는 전력 판매량의 100%를 목표로 설정(’20.7.)

  - 바이든 정부는 州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정책, 신기술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대출 지원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계획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64호 2021. 5. 7.

- 125 -

기후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전망 및 대비 방향국내이슈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충격효과 및 반등효과
분석 및 국가 배출량 반등효과에 대한 대응방안 분석

 

□ ’20년과 ’21년 GDP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년 배출량은 666.5~706.5

백만 톤, ’21년은 691.5~777.4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고려된 모든 시나리오에서 ’20년에는 ’19년 배출량 대비 최소 2%에서 최대 

5%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정

 ㅇ ’21년에는 반등효과로 인해서 최대 777.4백만 톤 수준에서 최소 691백만 톤 

수준으로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ㅇ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이 진행된다면 ’21년에는 팬데믹 

발생 이전 상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등 할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

- ECM_1-1(최대 낙관), ECM_1-2(최소 낙관), ECM_2-1 (최대 비관), ECM_2-2(최소 비관)

* 출처 : 포스트코로나시기국가온실가스배출반등전망및대비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3.31.)

□ 정부의 코로나19 펜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그린 뉴딜 관련 지출과 

투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반등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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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리나라는 저탄소 R&D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 GDP 대비 R&D 투자액이 1% 증가하였을 때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0.043% 감소함

 ㅇ 그린 뉴딜의 R&D 재정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반등의 상쇄효과는 

’20년과 ’21년 배출량 기준으로 약 2.4~2.8%까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저탄소 R&D 투자액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

* 출처 : 포스트코로나시기국가온실가스배출반등전망및대비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3.31.)

□ 시사점

 ㅇ 국가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 배출 정점을 최대한 조속히 달성하고, 이후 

장기적인 탄소중립까지 고려한 배출 감소 관리가 필요

  - ’21년 예상되는 배출 반등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배출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배출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ㅇ (비동조화 강화) 효율 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장과 배출량의 

비동조화 강화로 저탄소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달성

  - 제조업 수출 분야의 단기적 지원책과 더불어 친환경 전력 믹스 전환 

촉진, RE100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ㅇ (저탄소 R&D) 정부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저탄소 R&D 투자를 통해 국가 

저탄소 기술 로드맵의 재구축 및 추진

  - 제도적 건물, 산업, 발전, 수송 등의 부문별 통합 시스템 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과 함께 목표에 따른 세부추진전략 수립이 요구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64호 2021. 5. 7.

- 127 -

기후변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Climate Action 100+’동향해외이슈

◈ 새로운 기후행동 100+ 탄소중립 기업 벤치마크 지표는 주요 투자자의
기업 요청에 대한 획기적인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공

□ ‘Climate Action 100+’는 총 자산 $52조 규모의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575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서명한 기후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ㅇ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따르면, Climate Action 100+가 선정한 기업이 

전 세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

 ㅇ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있는 100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요구

□ 글로벌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의 80%를 점유하는 167개 기업을 포커스 

기업으로 선정(’21.3.),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거버넌스 개선, 배출량 감축, 기후 관련 재무공개 등을 요구

 ㅇ 33개 분야 320개 투자자* 추가참여 및 포커스기업** 167개(67개↑)로 확대

* (기관투자자) 글로벌 기관 투자자인 블랙록(Blackrock),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 APG(All Pensions Group) 등 575개사

** (포커스기업) 국내는 한국전력, POSCO,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되며, 해외는 엑손모빌,

BP, 로얄더치쉘, 셰브론, 월마트, 코카콜라, 콴타스 등

 ㅇ 상위 배출량을 가진 회사에게 ’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요구

 ㅇ Climate Action 10+ Net Zero Company Benchmark 지수를 도입하여, 

해당 기업들이 파리협정을 잘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Climate Action 100+ 포커스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 현황(’20년)

ㅇ 포커스 기업 중 43%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0%는 ‘Scope 3*’ 

배출을 포함하여, ’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

* 고객사의 배출과 원재료, 운송으로 발생하는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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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온실가스 탄소중립 목표 설정 현황> 

□ 산업부문 중 석유·가스, 유틸리티, 운송 부문의 벤치마크 평가 

 ㅇ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한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위한 범위, 자본 지출, 

전략 및 계획 등 자본 배분·기술 구성 내용에 기업 간 격차가 존재

< 국내기업 벤치마크 10개 지표 평가결과(’20)* >

* 항목별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공개, 상세 평가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미제공
**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추후 개발 후 적용 예정

*** TCFD :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20년에 기업의 관련 활동 중 투자자가 제기한 주요 이슈

 ㅇ 기후변화가 지역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50년까지 

순제로 배출을 지향
 

 ㅇ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파리협약과 연계된 기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화석연료 관련 로비 활동이 늘어남
 

 ㅇ 저탄소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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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국토부,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축으로 탄소중립 선도국내이슈
◈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모집 공고를 시행(’21.4.9.)

-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고속도로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 목표를 제시

□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ㅇ (추진 배경) 국토부는 ’25년까지 고속도로의 예상 소요 전력량인 

700 GWh(설비용량 243 MW)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 수립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수립을 추진 중

* 현재 319개소에 149 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운영되거나 건설 중에 있으며,

이는 연간 195 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임

 ㅇ (추진 내용)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은 총 30 MW이고, 현재 추진중인 설비와 더하면 

총 179 MW 규모

  - ’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243 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할 것

으로 예상

〈사업 권역 및 규모〉
권역 사업규모 지역(행정소재)

1 10 MW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 10 MW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3 10 MW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ㅇ (사업 운영)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사업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기간 

동안 시설물 소유

  -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료를 납부하며 20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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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상지)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처럼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함

 ㅇ (일 정) ’21년 4월부터 제안서를 접수 중이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를 선정한 후, 10월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

<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 공고
→

제안서 접수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사업 협약
체결

’21.4.9.∼7.7. ’21.7.8. ’21.7.14. ’21.1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시행

하여 선정할 계획 

* 사업신청자의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 계획 및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

** 사업내용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한국도로공사

누리집(www.ex.co.kr)에서 확인 가능

<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시도 >

성토부 익산포항고속도로(977 kW) 녹지대 중부고속도로 진천 나들목(973 kW)
* 출처 :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로 탄소

중립 실현 선도한다(국토교통부,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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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호주의 수소정책 동향 및 한국과의 협업 기회해외이슈
◈ 호주는 ’18년도 ‘수소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아태지역 3대 수소 수출국을
목표로 수소경제 확대를 위한 정책·전략을 꾸준히 마련 중임

◈ 한국과의 수소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19.9.)한 이후, 한국-호주 수소 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21.4.)하였으며, 향후 양국의 기술협력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호주의 수소정책 동향

 ㅇ (현 황) 글로벌 수소 위원회(Hydrogen Council)와 맥킨지(McKinsey)가 발표한 

‘수소 인사이트(’21.2.)’에 따르면, 호주는 유럽 및 아시아와 비교하여 많은 

수소 생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

< 전 세계의 수소 프로젝트 분포 >

* 출처 : 호주의 수소정책 동향 및 한국과의 협업 기회(KOTRA, ‘21.5.1.)

 ㅇ (정 책) 호주는 ’18년 ‘수소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수소경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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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수소 정책 변화 >

2018

→

2019

→

2020

→

2021.2

→

2021.5(예정)

수소로드맵 수소전략
기술투자
로드맵

미래연료
전략논의

수소
이니셔티브

수소의중요성,
주요활용방안,
Value Chain
확인

’30년까지의
수소전략,
수소 관련
법·규제 마련

그린수소,
에너지저장,
CCUS

기술에 집중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확대
논의

각 州정부
예산안에
수소전략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

* 출처 : 호주의 수소정책 동향 및 한국과의 협업 기회(KOTRA, ‘21.5.1.)

□ 한국과 호주의 수소 협력

 ㅇ 한국과 호주는 수소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19.9.)하는 등 수소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실행하고 있으며, 기술협력까지 추진할 계획

 ➀ CCUS 기술

 ㅇ (현 황) 호주는 블루수소* 수출에 최적의 조건(화석연료 및 입지)을 지녔지만, 

이산화탄소 포집에 필요한 CCUS 기술 및 실증사례가 부족한 현황

*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CO2를 포집·저장하여 탄소배출을 줄인 수소

  - 미래연료 전략논의에서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허브에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21.2.), 이에 정부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술 개발社의 호주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

 ➁ 수소 차량 및 인프라

 ㅇ (현 황) 현재는 상용차로서 캔버라에 20대의 수소차(현대자동차 NEXO)를 

운행 중이며, 2~3년 이내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임을 발표

  - 호주 정부의 정책 현황에 따르면, 수소차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운행 중인 수소 충전소는 3곳(현대자동차 본사, 캔버라, 멜버른) 뿐이므로, 

향후 신규 충전소 확충이 이루어질 전망

□ 시사점

 ㅇ 호주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및 정책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한국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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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산업통상자원부, ‘21.4.16.)

ㅇ 해외이슈 <미국 전력부문 2035 탈탄소화 전략>

 - 미국의 전력부문 2035 탈탄소화 전략 로드맵(한전경영연구원, ‘21.4.8.)
 - U.S. Grid Energy Storage Factsheet(Center for Sustainable Systems, ’20.)
 -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에너지경제연구원, ’21.2.19.)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21-1호(에너지경제연구원, ’21.1.11.)
 - 북미 에너지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진출전략(코트라, ‘20.7.)
 - Why green hydrogen is the renewable energy source to watch in 2021(ABC NEWS, 

’21.12.14.)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전망 및 대비 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전망 및 대비 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3.31.)

ㅇ 해외이슈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Climate Action 100+’ 동향>
 -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Climate Action 100+’ 동향(한전경영연구원, ’21.4.7.)
 - Climate Acrion 100+ 2020 Progress Report(Climate Action 100+, 접속일 :’21.5.6)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국토부,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축으로 탄소중립 선도>
 -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로 탄소중립 실현 

선도한다(국토교통부, ’21.4.8.)

ㅇ 해외이슈 <호주의 수소정책 동향 및 한국과의 협업 기회>
 - 호주의 수소정책 동향 및 한국과의 협업 기회(KOTRA,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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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전략기획투자협의회, ‘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 (해외이슈) IEA, 저탄소 에너지 기술(LCE) 특허 동향 보고서 발표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해외이슈) 독일,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45년으로 수정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세계 최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본격화

 - (해외이슈) EU 태양광발전 현황 및 전망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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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전략기획투자협의회, ’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국내이슈
◈ 민관합동「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 및
「제7차 산업기술 혁신계획」의 ’21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논의(’21.5.4)

 

□ 개 요

 ㅇ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산업부 주요 R&D 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민관합동협력체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6조 제2항
 

  - 산업부 R&D 사업 기본 방향 설정,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 산업부 R&D 정책의 전략성 강화 및 합리적 개선 방안 논의 

□ 주요 논의사항

 ㅇ (R&D 투자방향) ’22년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안)의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탄소중립실현, 소부장, 혁신성장 등 핵심분야의 투자 배분안 논의

  - (탄소중립 실현) ’22년 탄소중립 R&D 투자 ’21년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산업공정 부문 투자 약 3배 확대

* 그린뉴딜 5,272억 원 및 탄소중립 3,320억 원, 총 8,592억원 투자 편성

  - (그 외) 소재·부품·장비,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 예정

< ’21년 산업부 그린뉴딜·탄소중립 투자계획 >

분 류 투자규모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839억 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2,140억 원

청정생산기반 산업공생 기술개발사업 91억 원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86억 원

제조분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40억 원

한계돌파형 탈탄소 공급기술 개발(신재생E핵심기술개발 내역) 120억 원

Net-zero 산업혁신기반 구축(산업혁신기반구축 내역, 6개 과제) 110억 원

  -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투자 방향은 향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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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의 ’21년도 시행계획을 논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수립된R&D전략으로정책목표및투자계획을포괄하는법정기본계획

  - (주요 전략) 전략투자 분야(미래수송·친환경에너지 등)에 대해 도전적 프로젝트

(Alchemist) 추진,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 추진, R&D 시간 단축

  - (Plus R&D) 기술개발 추진 시 다양한 개방형 신기술 확보 전략을 통해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 기술개발 시간 단축 및 성과 극대화

  - (산업데이터플랫폼) 정부 주도로 4대 핵심 분야(바이오‧에너지‧자동차‧소재)에 

대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비즈니스 개발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집 및 축적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에너지 분야 주요전략 >

세부 분야 주요내용

수소에너지
· (전략) 생산·운송·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의 산업 생태계 강화

· (목표) 수소에너지 생태계 육성을 토한 수소시대 선도 기반 마련(’22)

재생에너지

· (전략) 그리드 패러티 확보를 위한 발전단가 저감 기술, 국내 생태계 확보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분야에 집중

· (목표) 태양광 발전단가 90원/kWh↓, 부유식 해상풍력 실해역 실증(’25)

지능형

전력시스템

· (전략) 스마트그리드 新서비스 활성화와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AMI 등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확충

· (목표) 4.5조 원 규모의 국내시장 창줄 및 9천명 고용창출(’25)

에너지

효율향상

· (전략) 단위제품·기업 중심에서 시스템 통합(네트워크/최적화) 효율 기술개발

· (목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93%) 및 격차 해소

청정생산

· (전략)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자원이용 최적화 및 미세먼지 감축 공정기술

개발, 전략금속자원 재활용 및 재제조 기술 개발

· (목표) 글로벌 기술수준 : 현재 70.8% → 82%(’25)

원자력 안전

및 해체

· (전략) 원전 안전강화 생태계 유지와 안전강화 기술적용을 위한 국내 인증·

시험 등 인프라 분야 집중

· (목표) 원전 해체(경수로) 상용화 기술 자립화(’25)

□ 시사점

 ㅇ 민관합동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향후 R&D 투자 방향 논의 및 주요 정책 

제언 등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적 과제의 효과적 해결 도모 

 ㅇ 산업부는 산업부문의 효과적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 민간부문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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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IEA, 저탄소 에너지 기술(LCE) 특허 동향 보고서 발표해외이슈
◈ 국제에너지기구 및 유럽특허청은「특허와 에너지전환(Patents and the energy
transition)」을 발표, 청정에너지 혁신기술의 특허 동향을 분석(’21.4.)

□ 개 요

 ㅇ (배 경)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은 에너지 공급·사용에서 발생하며,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배출량 저감 필수

  -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장 도입까지 20 ~ 8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술혁신 가속화가 필요

 ㅇ (LCE, Low-Carbon Energy) 저탄소에너지 기술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에너지공급기술·활성화기술·최종에너지기술으로 분류하여 분석

< LCE 기술 분류 체계 >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에너지공급기술
Energy supply
technology

풍력

최종에너지기술
End-use
technology

건물

태양에너지
태양광(PV) 산업(화학·정유)
태양열 산업(금속·광물 가공)
기타

산업
(기타)

농업
기타

재생에너지

지열
소비재수력
기타해양에너지

非화석연료
에너지

바이오
산업

(EV·인프라)

EV·인프라
폐기물

도로수송용
연료전지

기타
화력발전 완화기술
원자력발전 전기 수송(기타 도로수송)

활성화기술
Enabling
technology

CCUS
수송
(기타)

항공
배터리 해양수송

수소·연료전지
철도기타

컴퓨터·통신스마트그리드
* 출처 : Patents and the energy transition(IEA, 2021.4)

□ LCE 특허 동향

 ㅇ LCE 기술의 IPF*는 침체기(’14 ~ ’16년)를 지나 지난 3년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침체기 이전 IPF 증가율을 아직 회복하지 못함(’00 ~ ’13년 12.5%→ ’17년 이후 3.3%)

* International Patent Familes, 국제특허(2개 이상의 사무소에 출원 공개된 단일 발명)

 ㅇ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IPF는 전세계 IPF의 약 10% 수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특허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 배터리, 태양광 발전 기술, 생산 에너지 효율, ICT에 강점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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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LCE IPF 추이(’00∼’19년) >

* 출처 : Patents and the energy transition(IEA, 2021.4)

 ㅇ (에너지공급기술)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공급 기술은 재생에너지, 

대체연료, 원자력, 화력발전 효율향상 등을 포함

  - 에너지 분야 공공 R&D 예산의 약 80%가 저탄소 에너지에 할당되었으나 

’15년 이후 특허활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00년 이후 출원된 태양에너지 관련 기술은 총 46,500개로 공급기술 IPF 중 

가장 많았으며, 원자력 및 화력발전 효율향상 기술은 상대적으로 미흡

 ㅇ (활성화기술) 배터리, 수소, 스마트그리드, CCUS 등 범분야(Cross-cutting) 기술을 

의미, 에너지공급기술과 최종에너지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수요 증가로 배터리 관련 IPF는 ’10년 이후 출원된 

활성화기술 IPF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의 발전을 가속화

  - CCUS의 IPF는 ’00년 ~ ’19년 사이에 출원된 활성화기술 IPF의 5% 미만이지만 

화학·석유 등 최종에너지사용기술과의 시너지효과가 있음

 ㅇ (최종에너지기술) 에너지의 사용 측면에서 배출량 저감과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기 위한 부문별(수송·산업·건물·ICT) LCE를 의미

  - (수 송) ’00년 이후 출원된 최종에너지기술 IPF의 40% 이상에 해당하고, 

특히 높아진 EV 기술의 중요성에 따라 도로부문은 단독으로 35%를 차지

  - (산 업) 수송부문에 이어 약 30%를 차지하며, 금속‧광물 기술의 성장률은 

’10년 이후 연평균 12%를 기록하였으나 석유·화학 기술은 ’15년 이후 감소세

  - (건 물) 최종에너지기술 IPF의 17.7%에 해당하나 ’13년 이후 건물부문의 

특허 활동이 감소하여 ’15 ~ ’19년의 IPF는 ’10 ~ ’14년 대비 10% 감소

  - (ICT) 디지털통신 및 빅데이터 분야의 발달과 ICT부문 에너지절약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00 ~ ’19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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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내이슈
◈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대상 업종 확대, 시장조성자 참여 기관
및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요건 변경 등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

□ 개요

 ㅇ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 시행(’21.3.23)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정부가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지난해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① 무상할당 업종 확대(신설)

 ㅇ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큰 업종 부담 완화를 위해 집단

에너지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3차 계획기간 초기 3년(’21~’23년)간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

 ② 시장조성자 지정 대상 구체화(개정)

 ㅇ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시장 조성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 시장조성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 구체화*

*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같은 법제12조에따른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변경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취지
§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호가 공백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여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도모(‘19년 도입)

시장조성업무
§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 및 거래

§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 예비분 공급(필요시)

기대효과
§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호가 스프레드의 안정에 따른 거래량 증대

§ 소규모 거래자들을 위한 거래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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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21.4.28)

  -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이외에 

시장조성자 3곳(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을 추가로 지정

 ③ 국외 시행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변경(삭제)

 ㅇ (기 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의 10% 범위에서 정하며, 국외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전체 배출권의 5% 이내)

<상쇄배출권 최대사용 가능 비율(기존)>

* 출처 :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 (한국환경공단, 2018.7)

 ㅇ (변 경) 외부사업을 기 추진 중인 사업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국외 시

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 삭제 → 해외 상쇄배출권 한도제한으로 인한 부담 완화

 ㅇ 할당대상업체별로 활용 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유연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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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독일,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45년으로 수정해외이슈
◈ 독일 정부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부족하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21.4.29)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21.5.5)

□ 독일 헌법 재판소 권고사항

 ㅇ 메르켈 정부의 ’30년 이후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부족하다며 ’22년까지 기후

보호법*을 개정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권고(’21.4.29)

* 기후보호법(Climate Action Law) : ’19년 12월 제정 후 ’21년 5월 개정안 발의

  - 독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통해 ’19년 메르켈 정부가 제정한 기후

보호법에서 ’30년 이후 조치가 미비하여 ’50년 탄소중립의 책임이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아울러,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감축목표와 감축경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

□ 탄소중립 목표 재설정

 ㅇ 독일 헌법재판소 권고에 따라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목표인 

’90년 대비 55% 감축에서 대폭 상향된 65% 감축으로 설정

  - 기존에 별도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40년 감축목표는 88%로 설정

  - 목표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부문별 감축 목표*도 조정되고 있음

* 에너지 부문은 2030년까지 기존보다 약 1/3 이상을 더 감축해야 하며, 산업부문은

15%, 수송부문은 10%의 온실가스를 기존 목표에 더해 감축해야 함

< ’90년 대비 연도별 감축 목표>
감축
목표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5 ’50

변경 전 55% - - - - - - - - - - - 탄소
중립

변경 후 65% 67% 70% 72% 74% 77% 79% 81% 83% 86% 88% 탄소
중립

* 출처 : Cabinet decides climate law reform, tougher sector emission budgets included
(clean energy wire, 2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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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목표 재설정에 대한 견해

 ㅇ EU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독일이 저탄소 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방향성을 따르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언급

  - 일각에서는 상향 조정된 목표로 인해 기존 산업의 손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독일 최대 노동조합(IG Metall)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되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량 부품을 제조하던 공급 업체들의 손실이 가속화되어 2025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

□ 참 고 : ’19년 발표된 독일의 기후변화대응 주요정책(’19.9.20)

* ’30년에 ’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55% 감축(향후 10년간 5,630만톤 감축)

 ㅇ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도입) ’19년 EU-ETS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건물･수송부문에 2021년까지 독일의 자체적인 CO2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연료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기대

 ㅇ (기후보호법 도입) 기후내각의 영구기구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기후보호법 도입을 의결

 ㅇ (항공권 부가세 인상) 항공권의 부가세를 인상하고, 철도 요금의 부가세를 

인하해 항공권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항공 수요의 감소를 

유도하고 항공부문의 탄소배출을 저감

 ㅇ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증진) ’26년까지 에너지효율 향상에 투자하는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26년부터 독일 내에서 준공

되는 모든 건물에 석유난방장치 사용을 금지

 ㅇ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19년 독일의 에너지믹스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비중을 육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점 보급하여 

’30년까지 65%로 확대

* 독일의 육상풍력 발전설비용량은 현재 50GW 수준이나, 이를 2030년 80GW까지,

태양광의 경우 ’30년까지 현재보다 77% 증가한 85GW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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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세계 최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본격화국내이슈

◈ 세계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전북도-완주군-한국가스
안전공사’ 間 업무협약 체결(’21.5.18)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전북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內 30,000m2 규모이며,
’21∼’23년까지 3년간 총 499억원(국비 210억원, 지방비 289억원) 투자계획

□ 사업 개요

ㅇ (배 경) 수소법 재정·시행으로 수소용품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소용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 ’21.2)

ㅇ (주요내용) 국내·외 수소용품에 대한 표준마련을 통한 시장 선점 및 

안전성 확보로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

- 수소추출기, 수전해, 100kW이하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의 시험·평가·

인증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또한, 완주군의 ‘사용 후 연료 전지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연료

전지 인증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

*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수소연료전지의 재사용·재처리를 위한 기반과

인증 및 규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

□ 기대효과

ㅇ (일자리 창출) 수소용품 평가·인증센터 도입을 통해 수소 관련 기업의

유치와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수소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ㅇ (경제 활성화) 시험평가 및 안전교육을 위한 수소관련 업계의 

유동인원 증가로 숙박, 식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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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EU 태양광발전 현황 및 전망해외이슈

◈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규모 태양광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추진,
향후 10년간 연평균 19.8GW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전망

□ EU 태양광발전 개발 현황

 ㅇ (현 황) ’20년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용량은 18.2GW로 전년대비(’19년, 

16.4GW) 11% 증가(’11년, 21.4GW 신규 설치이래 최고치)

- Œ독일(4.8GW), �네덜란드(2.8GW), Ž스페인(2.6GW), �폴란드(2.2GW),

�프랑스(0.9GW)를 중심으로 태양광 확대

* 상위 5개국은 EU 전체 신규 태양광발전 설치용량의 74%를 차지

< EU(27개국)의 연간 태양광 설치 규모(’00∼’20년) > (단위 : GW)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2021.4)

 ㅇ (전 망) IEA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 중심으로 설치가 확대되며, ’21년 

41% 수준에서 ’23~25년에는 연평균 5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프로젝트를 대규모 설비(PV-Utility), 상업용(PV-commercial), 주거용

(PV-residential)으 분류 시 55%까지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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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태양광발전 부문별(좌)·국가별(우) 연평균 설치 추가량 및 전망〉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2021.4)

- 또한, 회원국이 제출한 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s)고려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19.8GW의 태양광 발전설비 신설될 것으로 전망

* EU집행위는 ’19년 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s, National Energy Climate Plan)을 도입, 회원국에

탄소배출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10개년 목표와 계획안 제출 요청

□ 주요 국가(독일·스페인) 태양광보급 전망

 ㅇ 유럽 내 태양광 발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향후 정책지원과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➀ 스페인

  - (정 책) ‘2021~2030 국가 신재생에너지 계획(’19)’을 통해, ‘30년까지 총 

발전량의 74%, 소비량의 42%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 발표

  - (전 망) ’19년에는 4.8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신규 설치하며, 

유럽 내 1위 차지(연간 신규 설치용량 기준) 

  - 다만, ’20년 경제 악화로 인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향후 더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➁ 독일

 - (정 책) ’14년 ‘신재생에너지법(EEG)’ 및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통해 

태양광 발전 확대, 이후 개정을 통해 경쟁입찰제 도입(’19년)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 ’30년 50%에서 65%로 확대함에 따라 

약 100GW 규모의 태양광설비 필요

  - 이에 연간 태양광 입찰 규모가 600MW에서 1.9~2.8GW로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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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 전략기획투자협의회, ‘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
 - 탄소중립·혁신성장을 위한‘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산업통상자원부, 2021.5.4.)
 - 산업부, 2021년 약 5조 원 규모 R&D 지원계획 발표(산업통상자원부, 2020.12.28)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9.3)

ㅇ 해외이슈 < IEA, 저탄소 에너지 기술(LCE) 특허 동향 보고서 발표 >
 - Patents and the Energy Transition(IEA, 2021.4)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일부 개정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정적 운영 도모(환경부, 2021.3.16)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로 3곳 지정(환경부, 2021.3.19)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에 증권사 3곳 추가(환경부, 2021.4.28)
 - ETS INSIGHT-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의 도입과 역할, 그리고 기대효과(한국환경공단, 2019.6.20)
 -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한국환경공단, 2018.7)

ㅇ 해외이슈 < 독일,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45년으로 수정 >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0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5.17.)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34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9.30.)
 - German government agrees on pulling forward climate neutrality to 2045 (Clean 

Energy Wire, 2021.5.12)
 - Cabinet decides climate law reform, tougher sector emission budgets included 

(Clean Energy Wire, 2021.5.12)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세계 최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본격화>
 - 전라북도청 ‘수소산업 전진기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본격화’ 보도자료 (2021.5.18)

ㅇ 해외이슈 <EU 태양광발전 현황 및 전망>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산업현황 ➀ - 태양광에너지’ (20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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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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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착수

 - (해외이슈) EU 에너지 라벨 - 타이어 라벨 개정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2050탄소중립 선언

 - (해외이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재 기후정상회담 주요 결과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신재생에너지 발전·제조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 (해외이슈)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동향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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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착수국내이슈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는 금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 841건을 선정(’21.5.24.),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ㅇ (개 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ㅇ (목 적)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민간 부문 확산 도모

 ㅇ (선정현황)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및 사업공모를 실시하였고, 

’21년도 사업대상으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841건을 최종 선정

  - 용도별 비중은 어린이집 399건(47%), 보건소 384건(46%), 의료시설 58건(7%) 

순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202건(24%), 비수도권 639건(76%) 선정됨

  - 총 사업비 2,948억원 중 2,130억원이 국비 지원 예정이며, 용도별 사업비는 

어린이집 1,168억원(40%), 보건소 1,113억원(38%), 의료시설 668억원(23%) 규모

  - 권역별 사업비는 수도권 753억원(26%), 비수도권 2,195억원(74%) 규모이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서울 및 중앙·공공기관 30:70, 기타 50:50

< 지역별 사업대상 선정 건수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건수 81 27 3 18 17 7 4 6 10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중앙
건수 113 33 69 73 83 95 58 20 31

 ㅇ (추가지원)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 사업지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사비 추가 지급 또는 기술자문 등 지원 예정

 ㅇ (우수사례) ’99년 준공된 광명 시립 철산어린이집은 ’20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과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

  - 기존 건축물 대비 에너지 소요량을 88% 감축하고 에너지 자립율 79%를 

달성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3등급을 획득

  - 단열보강, 로이복층창호*, 전열교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BEMS 등의 공사 진행

* 에너지 절약형 로이유리(low-E glass)를 복층으로 겹친 창호

** 냉난방 중 환기 시 외부로 빼앗기는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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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이란?

 ㅇ (개 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도모

  - (기술요소)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BEMS* 등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ㅇ (배 경)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2050 탄소중립 등 범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

  - (필요성)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은 건축물이 차지하며,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절감시키기 위해 필수적

 ㅇ (사업내용)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등 추진

  - (노후건물) 15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등

  - (신축건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하여 국·

공립 어린이집, 국민체육센터 등을 신축

  - (문화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스템 

및 고효율 조명(LED)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

  - (정부청사) 노후 청사 3개소(서울, 과천, 대전)의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

(세종, 과천, 서울, 대전, 춘천, 고양)의 에너지관리 효율화 도모

< 한국판뉴딜 그린리모델링 사업 목표 >

구분 ’22년 ’25년

노후 임대주택 개선 18.6만호 22.5만호

에너지효율 어린이집 195개소 440개소

에너지저감 문화시설 187개소 1,14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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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EU 에너지 라벨 - 타이어 라벨 개정해외이슈
◈ EU는 연료 효율, 안전 및 소음 등 타이어 성능 개선을 위해 개정된 타이어
라벨링 규정인「Regulation (EU) 2020/740」를 ’21.5.1.부터 소비자수준에 적용

□ EU 에너지라벨

 ㅇ (개 요) 제품의 에너지효율 및 제품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촉진

  - (대상제품) 냉장/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셋톱박스,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조명, 보일러, 모터, 타이어 등 16개 제품군

  -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에 따라 A~G등급을 부여하며, 품목별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 표기(물 소비량, 용량, 기기성능, 소음정도 등)

□ EU 타이어 라벨링 규정 개정

 ㅇ (배경 및 필요성) 타이어의 기술적 진보에 따라 기존 타이어 라벨링에 적용되던 

「Regulation (EC) 1222/2009」의 개정 필요성 대두

  - EU 에너지소비량의 1/3은 운송부문에서 발생하며, 특히 도로·수송 부문은 

’15년 유럽연합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남

  - 차량 연료 소비량의 20~30%는 타이어가 원인이며, 주로 구름저항*으로 인한 

연료소비가 대부분, 구름저항의 감소는 운송부문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

* rolling resistance: 자동차 바퀴가 수평 노면 위를 굴러 이동할 때 받는 저항의 총합

 ㅇ (개정내용) 대형 차량 타이어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타이어가 눈길 및 

빙판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표기하는 등 타이어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제공

< 개정된 타이어 에너지라벨 예시 >

* 출처: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접속일 ’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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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라벨 구성) 연비등급, 젖은 노면에서의 접지력(Grip), 외부 소음 수준, 눈길 

접지력, 빙판 접지력의 5가지 구성 요소와 QR코드(EPREL*로 연결) 등 표기

* European Product Database for Energy Labelling, 유럽 에너지라벨링 제품 데이터베이스

  - 연비등급과 젖은 노면 접지력은 A~E등급으로*, 외부소음은 dB(데시벨)과 

등급으로, 눈길·빙판 접지력은 인증시험 통과 시 인증 그림 표기

* 기존 범위: A∼F

  - (연비등급) 구름저항으로 측정하는 타이어 에너지효율의 지표로, A등급(최고

효율)부터 E등급(최저효율)으로 구성, 구름저항이 낮을수록 에너지 등급이 높음

  - (젖은 노면 접지력) 차량 제동과 안전에 관련된 지표로, 제동거리에 따라 

A등급(가장 짧은 제동거리)부터 E등급(가장 긴 제동거리)으로 나타냄

  - (외부소음) 차량 주행 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dB(데시벨)로 측정하여 

A등급(차량 외부 낮은 소음) 또는 B등급(차량 외부 높은 소음)과 병기

  - (눈길 접지력) 제동 성능시험을 통과한 겨울용 타이어에 대하여 눈길에서의 

사용을 승인, 특정 픽토그램(3PMSF*)을 표기

* 3 peaks mountain with snow flake

  - (빙판 접지력) 제동 성능시험을 통과한 북유럽 겨울용 타이어에 대하여 

특정 픽토그램을 표기, 해당 타이어는 북유럽 국가에서만 판매

< 눈길접지력 성능인정 픽토그램 > < 빙판접지력 성능인정 픽토그램 >

* 출처 : REGULATION (EU) 2020/740(European Commission, ’20.5.25.)

 ㅇ (운영방안) 표준화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5가지 요소를 평가하며, 성능 

평가 시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감독 기관은 무작위 통제 실시

  - 차량 공급·유통업체는 판매 전 소비자에게 타이어 라벨과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정확성을 보장해야하며 시장감시기관과 협력해야 함

  - 자동차의 일반 안전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661/2009」은 수입제품의 

연비등급, 젖은 노면 접지력, 소음 등급 조건 등 EU 규정 준수 의무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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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2050탄소중립 선언국내이슈
◈ ‘2021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환경부-탄소중립 지방정부 연대는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선언

□ 추진배경

 ㅇ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선언(’20.12.10.)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 및 

지역 주도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고탄소산업 밀집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일자리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가 지원 검토

 ㅇ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 여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18년 기준 서울·경기는 상업/공공, 가정 부문에서 충남·인천은 전기, 열 생산에서
전남·경북·울산은 산업에서 배출량 비중이 높음

□ 추진경과

 ㅇ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 및 발족(’20.7.7.)

*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체로서, 탄소중립 달성 관련 공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 논의, 지자체 탄소중립 확산 등 협력

 ㅇ 국회 기후 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20.9.24.)

*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권고에 따라 ’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대책 마련,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

 ㅇ ’50년 탄소중립 선언(’20.10.28.),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20.12.7.) 발표

□ 주요내용

 ㅇ (지자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全지자체

(243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가 참여하여 탄소중립 선언

  - (선언내용)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관련 사업 발굴과 

지원 최우선 추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소통

 ㅇ (정 부)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지원, 온실가스 배출 통계 분석 

및 지역별 감축사업 발굴 등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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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전략

지자체 내 용

서울특별시
탈석탄 동맹 가입, 2050년 탄소중립 도시 달성을 목표로「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

부산광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2020.12.)」,「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추진 중

대구광역시
탈석탄 동맹 가입, Race To Zero 캠페인 가입, 「대학 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관련 업무 협약, 「2050 탄소중립전략 수립」 추진 중

인천광역시
탈석탄 동맹 가입,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2050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추진 중

광주광역시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비전 발표(’20.7.)」, 탄소중립 전환
포럼 개최, 2045 탄소중립도시와 녹색도시 전환 추진 중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워킹그룹(’21.5.),「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추진 중

울산광역시
울산 2050 탄소중립 선언(’21.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론회(시민
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참여단 등) 개최

세종특별시
「2050탄소중립을 위한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등 추진 중

경기도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발표(’20.7.)」, 탈석탄 동맹 가입,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 추진 중

강원도
탈석탄 동맹 가입,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발표,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추진 중

충청북도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 발표(’21.4.),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추진 중

충청남도
탈석탄 동맹가입 및 금고 선언, Under 2 Coalition 가입·활동, 충청
남도 2050 탄소중립 선언(’21.3.),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컨퍼런스 개최

전라북도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21.1.26),「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제3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추진 중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21.3.),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21.5.)」
수립,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계획」등 수립 예정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 건립 추진

경상남도
경남형 뉴딜 워킹그룹 개최(’20.12.),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방안(로드맵) 착수 예정

제주도
탈석탄 동맹 가입,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추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선언(’21.4.)

* 출처: 각 지자체별 탄소중립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료 수집

□ 시사점

 ㅇ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온실가스 관련 이슈가 대두되며, 각 지자체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관련 시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시행 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계획 수립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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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재 기후정상회담 주요 결과해외이슈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기후정상회담을 개최(’21.4.22.~4.23.), 40개국의
정상과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기업·시민단체리더 등 120여명 참석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미국을
필두로 EU, 일본, 캐나다 등이 기존 대비 상향된 감축목표 제시

□ 회의 개요

 ㅇ (배 경)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고조

 ㅇ (주요내용)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등

□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ㅇ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기존 감축목표 대비 10~20%p 상향하는 

적극적인 감축 의지를 표명

 ㅇ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기존 목표 재확인 및 미온적인 태도 유지

< 각 국의 주요 감축 발표 내용 >
국가 발표 내용

미국
· ’30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50~52% 온실가스 감축
· ’05년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치 26~28% 대비 2배 증가

EU
· ’30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55% 온실가스 감축
· EU 배출권거래제(EU-ETS) 대상 부문 확대 계획 발표

일본
· ’30년까지 ’13년 배출량 대비 46% 온실가스 감축
· 미국과의 정상회담(’21.4.16.) ‘기후변화 파트너십’ 체결 언급

중국
· ’20년 UN총회에서 제시 했던 ’30년까지 탄소배출이 정점을
지나 ’60년까지 탄소중립목표 재 언급

인도
· ’30년까지 450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 새로운 감축목표는 미제시

러시아
· ’50년까지 순 누적 배출량 상당 수준 감축
· 탄소포집저장의 중요성과 메탄의 관리 중요성 강조

한국
· ’21년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제출 계획 발표
· 신규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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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ㅇ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려한다고 주장

* 인도네시아: 선진국의 지원공약을 신뢰할 수 있어야 개도국이 동일한 감축 노력 가능
** 브라질: 환경예산 증액, ‘30년까지 불법 벌채를 종식할 계획, 미국 측에 ‘아마존 산림
보호를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요청

 ㅇ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의 ‘국제기후금융계획’에 포함된 

개도국 재정 지원 규모를 발표

* 기후정상회의 및 국제기후금융계획을 통해 밝힌 개도국 대상 재정 지원은 57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산

< 미국의 국제기후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 >

목표 주요계획

기후재원 지원 규모 및
영향력 확대

· 개도국 지원 규모 확대
· 국제개발처(USAID): COP26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계획 발표
·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기후 이슈를 포함하여 수립
감축 및 적응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
·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향후 5년간 자금의
50%를 기후 연관 투자로 사용

민간재원 동원

·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민간과의 파트너십
및 혼합금융 활용 확대
· 국제개발금융공사(DFC): ’23년부터 기후 중점 신규투자
비중이 1/3을 넘도록 확대
· 수출입은행: 친환경 수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화석연료 기반사업 대상
투자 및 지원 중단

· 화석연료 기반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국제적 투자
및 지원 중단
· OECD와 협업하여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제공하는 수출
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타
·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로와 자금 흐름을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한 지원 노력 추진
· 국제기후재원의 정의·측정·보고·체계 마련 등

* 출처: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5.7.)

□ 시사점

 ㅇ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나라는 현실 가능한 탄소중립 추진을 통해 한미 협력 강화 가능

  -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 협력 등 우리나라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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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신재생에너지 발전·제조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국내이슈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녹색보증사업을
통해 공고(’21.5.24.) ’21년 3,500억원 규모의 융자에 대해 보증할 계획

* 녹색보증사업: 신청기업이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

□ 사업 개요

 ㅇ (내 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제조기업에 대한 보증 여부·규모

평가 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에 탄소가치* 평가를 추가

*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른 CO2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감축기간·탄소배

출권가격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화폐가치로 환산

 ㅇ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 兩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할 계획

* 보증기관별로 각 1,750억원 지원(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ㅇ (대 상)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발전기업 대상),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산업기업 대상)의 융자보증 지원할 예정

 ㅇ (기대효과)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기회 제공과 자금조달 비용 인하 등 금융여건 개선

  - 기존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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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보증사업 지원내용·조건·절차 >

 ㅇ 지원내용

대상 세부 내용 기업 종류

발전기업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중소·중견
기업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 kW 이상 우선 지원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ㅇ 지원조건

대상 세부 내용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

보증료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ㅇ 지원 방법 및 절차

  - (방 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미지정시 센터에서 임의 배정

  - (절 차)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
기관에 발급

< 지원 절차 >

➀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 ➁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보증신청자 → 센터)

⇨ ➂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센터 → 보증신청자)

⇩

➅ 보증서 활용
(보증신청자→금융기관)

⇦ ➄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보증신청자)

⇦ ➃ 보증 신청/검토
(자금신청자 ⇄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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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동향해외이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에도 ’20년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대폭 증가

- ’21~’22년의 신규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90%을 차지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출처: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IEA, ’21.5.)

□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19~’20)

 ㅇ ’20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280 GW, 

태양광은 135 GW, 풍력은 114 GW로 전년대비 각각 23%, 90% 증가

* (재생에너지) ’19년 193GW → ’20년 280GW, (태양광) ’19년 110GW → ’20년 135GW,

(풍력) ’19년 60 GW → ’20년 114 GW

 ㅇ 미국, 중국 및 베트남에서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만료 이전에 프로젝트를 

조기 준공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급증

  - (미 국)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만료 전, 풍력발전업체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등 총 29 GW 용량의 설비를 설치

  - (중 국) FIT 지원종료 시한인 ’20년 말까지 다수의 육상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개시하며 ’19년 대비 80% 증가(76 GW→136 GW)

  - (베트남) FIT 지원종료 시한인 ’20년 말까지 11.6 GW 규모의 상업 및 

가정용 태양광설비 설치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GW) 변화(’19~’20) >

* 출처: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IEA,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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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망(’20~’21)

 ㅇ (에너지원별 전망) 신규 태양광, 수력은 지속 증가, 풍력은 감소, 기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설치비용 감소로 ’21년 145GW, ’22년 162GW에 

도달하여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50% 증가한 수치이며, 총 재생에너지 증가분의 55%를 차지

  - (풍 력) 중국에서의 기록적인 증가 이후, ’22년까지 증가세가 소폭 감소

하며, 연평균 80 GW 규모의 신규 풍력설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

  - (수 력) 중국의 대규모 수력발전설비 가동에 따라 신규 수력 발전설비

용량이 증가할 전망

 ㅇ (지역별 전망) 유럽은 지속 증가, 미국은 ’20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며, 중국은 ’21년 증가세가 둔화된 후 다음해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유 럽) ’21년 신규 용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4 GW 기록, ’22년에는 

49 GW 규모가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

  - (미 국) 육상풍력설비의 증가세는 소폭 감소하나, 태양광은 동 기간에 

비용감소 및 PPA 증가 등으로 설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중 국) FIT 지원만료로 ’21년 신규 설비용량이 전년보다 1/4 감소하나, 

2060 탄소중립 정책으로 ’22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GW) 추이 및 전망 >

* 출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너지경제연구원, ‘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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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착수 >
 -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841건 선정(국토교통부, 2021.5.24.)
 -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접속일 2021.5.27.)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접속일 2021.5.27.)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1.2.)

ㅇ 해외이슈 < EU 에너지 라벨 - 타이어 라벨 개정 >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접속일 2021.5.27.)
 - REGULATION (EU) 2020/7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uropean Commission, 2020.5.25.)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 대한민국 모든 정부, 2050탄소중립 선언 >
 -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환경부, 2020.12.7.)
 -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환경부, 2021.3)
 -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환경부, 2021.5.24.)
 -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실현” 한목소리로 외쳤다(환경부, 2021.5.25.)
 - 서울시, 국내 처음으로 ‘2050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C40제출(서울특별시, 2020.12.30)
 - 부산시,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나선다!(부산광역시, 2021.1.13.)
 - 대구시, 탄소제로를 향해 달린다.(대구광역시, 2021.5.6.)
 - 인천시, 전국지방정부와 함께 탄소중립 공동선언(인천광역시, 2021.5.23.)
 - 광주시-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 녹색도시 전환 실천운동 첨병(광주광역시, 2021.5.30.)
 - 제3차 대전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대전광역시, 2021.3.)
 - 2050 탄소중립 울산 선언(울산광역시, 2021.2.4.)
 - 지방정부 주도로 2050년 탄소중립 실천(세종특별시, 2021.5.25.)
 -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경기연구원, 2021.4.)
 - 도, 정부 탄소중립 기조 맞춰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경기도, 2020.12.30.)
 - 강원도 전국최초 204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강원도, 2021.2.18.)
 - 충북도 ‘2050 탄소중립’ 선언(충청북도, 2021.4.15.)
 - 전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전라북도, 2021.1.26.)
 - 전남도 등 전국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언(전라남도, 2021.5.24.)
 - 경상북도 보도자료(경상북도, 21.3.28.)
 - 경상북도 공고 제2021-1019호(경상북도, 2021.5.6.)
 - 경남도, 기후위기 대응 위한 2050탄소중립 동참(경상남도, 2021.5.24.)
 - 4월 19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선언식(제주도, 2021.4.19.)
 - 2020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공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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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이슈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재 기후정상회담 주요 결과 >
 -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5.7.)
 - ETS INSIGHT Vol.36(한국환경공단, 2021.5.14.)
 - 기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1.5.11.)
 - i-KIET 산업경제이슈(산업연구원, 2021.4.30.)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 신재생에너지 발전·제조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5.24.)

ㅇ 해외이슈 <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동향 >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5.31.)
 -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 (IEA,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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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 (해외이슈) 스페인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

 - (해외이슈)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 (해외이슈) 호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추진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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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국내이슈
◈ 정유업계는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를 개최, 정부의 지원활동을
설명하고 기술개발 방향성을 논의(’21.6.2.)

 

□ 배 경

 ㅇ (필요성) 정유산업은 국내 산업 중 4번째 다배출업종이며, 탄소배출량은 

연간 3,200만 톤으로 전체 산업 배출량의 약 6%를 차지(’19)

  - 정유산업의 탄소중립 추진은 도전적 과제로,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와 기존의 감축 수단 외에 추가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ㅇ (1차회의) 정유업계는 지난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탄소중립 추진전략 논의 및 탄소중립 동참 의지 표명(’21.3.11.)

□ 주요 내용

 ㅇ (투자방향) ’50년 에너지공급량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23%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소생산, 바이오 연‧원료, 해상풍력 등에 투자 필요

 ㅇ (핵심기술)「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정유업계 탄소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핵심기술을 언급

  - 핵심기술로 ①공정에 투입되는 원유 대체원료 개발, ②정유공정 맞춤형 

CCUS 기술 개발, ③석유제품을 대체할 대체연료 기술개발 등을 제시

  - 향후 기술연구*를 통해 공정별 기술 발굴과 경제성 및 감축효과 등을 

분석하여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

* 정유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연구(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 ’21.5월∼9월)

 ㅇ 석유협회 및 정유기업은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과 

친환경 석유제품 제조·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

 ㅇ (향후계획) 정유업계와 산업부는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정책 수단을 수립할 예정

  - 산업부는 정유업계에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당부

하며 R&D,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뒷받침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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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유기업 탄소중립 대응 현황

 ㅇ (SK이노베이션) ‘그린밸런스 2030’ 전략을 세워 ’30년까지 환경 분야의 

부정영향을 ‘0(제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

  - 울산CLX와 UNIST는 CO2 저감 시스템 실증화 사업을 진행,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수소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GS칼텍스) 친환경 경영기조를 확대할 것을 방침으로 ESG 역량 강화

  - 여수공장 생산시설의 연료인 LSFO(저유황 중유)를 LNG(액화천연가스)로 전량 

대체하여 기존 시설보다 CO2 배출량을 19% 이상 감축할 것으로 기대

  - 한국가스공사와 협업하여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수소 추출설비 구축, CCU 실증 및 상용화 등을 추진할 예정

 ㅇ (에쓰오일) 장기 성장전략인 ‘비전 2030’을 발표하여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 로드맵을 수립

  - 울산 공장에 SC&D* 설비를 구축하는 샤힌 프로젝트에 TC2C** 기술 도입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등 COTC(Crude Oil To Chemical) 전환을 추진

* Steam Cracker & Olefin Downstream,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 Thermal Crude to Chemicals, 원유를 석유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ㅇ (현대오일뱅크) ’30년까지 블루수소, 화이트 바이오,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 등 3대 친환경 미래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을 70%까지 높일 예정

  - ’25년까지 블루수소 10만 톤을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글로벌 수소기업 

에어프로덕츠社와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현대오일뱅크 비전2030 >

* 출처 :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접속일 ’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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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스페인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해외이슈
◈ 국제에너지기구는 「2021 스페인 에너지정책 보고서(Spain 2021 – Energy
Policy Review」를 발표, 에너지효율 정책 분석 및 제언 제시(’21.5.)

□ 에너지효율 정책 목표

 ㅇ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30년까지 온실

가스를 ’90년 대비 55% 감축 등 EU 목표를 반영하여 정책 수립

  - (2050 목표) 국가 탄소중립 달성,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 

및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97% 달성

  - (2030 목표)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3% 감축, ’05년 대비 에너지효율 

39.5% 개선,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74% 달성

□ 에너지 수요 현황

 ㅇ (에너지집약도) ’08년과 ’14년 사이 GDP는 7%, TFC*는 20% 감소하였으며, 

’19년 기준 에너지집약도는 48 toe/USD million PPP**로 ’08년 대비 18% 감소

* Total final consumption, 총 최종에너지 소비량

**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ㅇ (부문별 소비량) ’19년 TFC 중 수송부문이 38%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산업 

부문은 29%, 건물부문은 17%,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16%를 차지

< 스페인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현황, ’00∼’19 >

* 출처 : IEA, Spain 2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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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

 ㅇ ’20년까지 에너지효율 24.7% 개선을 위해 「에너지효율 국가행동계획*」을 추진, 

’20년 1차 에너지소비량 목표를 122.6 Mtoe로 세우고 ’19년 120.7 Mtoe 달성

* National 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 ’17∼’20

 ㅇ ’3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NECP(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기후

변화 및 에너지전환법(the Climate Change and Energy Transition Law)」에 기초함

  - ’30년까지의 에너지효율 목표(’05년 대비 39.5% 개선)달성을 위해 1차 에너지 

소비량을 98.5 Mtoe까지 줄이고, 1차 에너지집약도를 연 3.5% 개선해야 함

  -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 총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자가용이 소비하여 정책적 기반 마련의 중요도가 높음

  - (산업부문) 기술개발 및 공정 관리 시스템 개선을 홍보하여 에너지효율이 낮은 

설비의 폐기 및 교체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보급을 유도

  - (건물부문) 건물 기술 규정(The Technical Building Code)에 의해 건물의 품질 

요건을 규제하고 있으며, ’19년 12월 수정된 EU 건물성능지침에 따라 갱신 예상

부문 주요 정책 현황 및 계획

수송

- (효율성 향상) ’21년부터 ’30년까지 총 2,221.4 ktoe의 누적 최종에너지 저감을 목표로

7,3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도로·철도 부문에서 중앙집중식 기술 시스템 등 도입

- (차량 교체) 세금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으로

교체를 촉진, ’30년까지 총 2,519.6 ktoe의 누적 최종에너지 저감을 기대

- (EV 보급) 공공 충전 인프라 구축과 차량등록세 변경(검토 예정) 등에 총 1,324억

유로를 투자하여 ’30년까지 500만 대의 EV를 보급할 예정

산업

- (산업경쟁력 제고) ’13년부터 매년 산업경쟁력 증진 프로그램(Program for the Promotion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구성, 투자 계획을 지원

- (NEEF; National Energy Efficiency Fund)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최종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통해 CO2 배출량을 감축한 산업분야에 인센티브를 유도

- (공공조달) NECP는 공공행정의 재화, 서비스, 건물의 조달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

건물

- (기존건물) 건물리모델링 장기전략(Long-Term Building Renovation Strategy)에 따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21년부터 ’30년까지 총 4,756ktoe의 에너지 절감 예상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을 우선으로 제조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 ’21년부터 ’30년까지 1,976 ktoe의 누적 최종에너지 절감 전망

- (공공건물) 총 22억 유로 투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 확대와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냉방시스템) 공공시설의 냉방시스템과 수처리 시설 개선 등을 추진, ’21년부터

’30년까지 누적 3,350.4 ktoe를 절감하고 총 63억 유로 규모의 투자 예정

< 스페인 부문별 에너지효율 정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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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국내이슈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정책과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 평가

 

□ 단기적으로는 NDC 달성을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의 이행 요건을 기술

경제적 관점에서 진단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분석
 

 ㅇ GCAM-KAIST1.0 모형을 분석한 결과 변화없이 기존 정책시나리오 및 

NDC 기조를 유지할 경우 ’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이 어렵다는 결과 도출

  - 현재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년부터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약 30% 감소

  - NDC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년부터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약 60% 감소
 

  - 즉, 현재 정책 지속 시나리오는 물론 NDC 지속 시나리오도 2050 탄소

중립 달성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단기적으로는 NDC 목표 달성,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급진적인 탈탄소화 정책이 필요

<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 출처: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 (기후솔루션, ’21.)

□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시점 간 균등한 감축을 이행하려면, 

2030 NDC 목표의 상향 조정은 물론, ’50년까지 전 부문(전력, 건물, 산업, 

수송)의 명확한 정책 목표 수립과 정책 수단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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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ESS 등)의 급속한 확대 요구

 ㅇ 현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양수발전, ESS, 

DR 활용 등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에 있어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연계된 최종 수요부문의 전기화

(Electrification)가 탄소중립 목표는 물론 NDC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ㅇ 석탄발전 조기퇴출 및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부문의 탄소 집약도를 

빠르게 감소시킴

 ㅇ 수송 부문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산업 및 건물 부문의 전력사용 확대와 

맞물려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50년 전력 생산량이 현 수준 대비 80% 정도 

증가되어야 함

< 에너지원별 전력 부문의 발전량 >

* 출처: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 (기후솔루션, ’21.)

□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순흡수기술(NETs)을 고려할 수 있음

 ㅇ ’50년 탄소가격이 충분히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각 부문에는 여전히 

일부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 순흡수기술인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

기술(BECCS)과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경 및 임업(LULUCF), 공기 중 탄소

포집 기술(DAC)의 적용 및 확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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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해외이슈

◈ G7 국가 등 주요국의 최근 탄소중립 추진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 제안 목적

□ 전세계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가속화

 ㅇ ’20년 세계경제는 COVID-19로 인해 세계총생산 4.3% 감소라는 유래 없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음

 ㅇ 각국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COVID-19 로 

인한 위기 극복, 경제부흥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활용하고자 함

□ 주요국 중점기술

 ㅇ 공통적 핵심기술은 ‘태양광’, ‘수소’, ‘해상풍력’, ‘저탄소 수송’, ‘산업공정 

효율화’, ‘CCUS’, ‘저탄소 바이오연료’

 ㅇ (미 국) “기후변화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파리협정 재가입(’21.2.), 

’50년 탄소중립 목표 제시(’21.1.), 기후정상회의 개최 추진(’21.4.)

  - 바이든 정부는 주요 10대 기후혁신기술을 선정하고, 미국에너지부(DOE)의 

ARPA-E에 1억 달러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1.2.)

<중점기술>
① 탄소중립 건물, ② 1/10 비용절감 에너지저장시스템,
③ 최첨단 에너지시스템관리기술, ④ 저비용/저탄소 차량 및 교통시스템,
⑤ 저탄소 항공기 및 선박 연료, ⑥ 온실효과 없는 냉매, 공조, 히트펌프,
⑦ 철강, 콘크리트, 화학 공정 저탄소화, ⑧ 無탄소배출 수소,
⑨ CO2 토양 저장기술, ⑩ CO2 직접 포집기술(DAC) 등

 ㅇ (일 본)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계획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을 수립

  - 향후 10년간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2조엔 공공기금을 조성

<중점기술>
① 해상풍력, ② 연료암모니아, ③ 수소, ④ 원자력,
⑤ 자동차 축전지, ⑥ 반도체 정보통신, ⑦ 선박, ⑧ 물류 인류 토목인프라,
⑨ 식료 농림 수산업, ⑩ 항공기, ⑪ 탄소리사이클,
⑫ 주택 건축물산업/ 차세대 태양광, ⑬ 자원순환, ⑭ 라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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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독 일) ’30년 기후 패키지(German government coalition’s 2030 climate package)의 

일환으로 「기후 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기후보호법」 제정

<중점기술>
① 수소, ② 배터리셀, ③ 합성연료 등

 ㅇ (영 국) ’08년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법인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G7 

국가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

<중점기술>
① 해상풍력, ② 수소, ③ 차세대 원자력, ④ 무공해차량, ⑤ 무공해항공 및
선박, ⑥ CCUS 등

 ㅇ (프랑스)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향후 2년간(’21~’22년) 

100억 유로 규모의 경기회복 계획으로 「프랑스 재개」 계획을 수립

<중점기술>
① 건물에너지 혁신, ② 산업공정 탈탄소화, ③ 저탄소 철도 등 녹색교통,
④ 수소 등

□ 국내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이행 방향성

 ㅇ (정책수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처 특화형 정책 추진 및 이행 점검 방안 필요

  - ① 탄소중립 유관 부처별 특화 정책 추진 및 체계적 예산 분배 필요, 

② 부처 정책의 체계적 이행 및 피드백 구조 제안, ③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정책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ㅇ (기술개발)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대형 융·복합 연구 필요

  - ① 장기적 최종 기술목표 설정, 단기적 단계별 기술개발목표 수립 제시, 

② ‘기술혁신’의 정의 및 방향성 명확화 및 여러 기술･분야간 융합 연구 필요, 

③ 혁신적 대규모 에너지 전환 연구 필요

 ㅇ (체계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방안 개선 필요

  - ①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계되도록 R&D 

사업화율 강화 방안 필요, ② 장기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차세대 신기술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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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국내이슈
◈ 정부는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함(’21.6.1.)

□ 개 요

 ㅇ (일시 / 장소) ’21.6.1.(화) 15:00~17:00 / 서울역 공항철도 AREX-6 회의실

 ㅇ (배 경)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ESS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

  -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 민관합동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설치･운영 실태*와 現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파악

* 실태조사(’21.2∼3) : 풍력(8), 태양광(8), 연료전지(7), ESS(7), 송배전(7), 소수력(3), 해양에너지(1)

 ㅇ (주요내용) 에너지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과제 발표 및 논의, 

3가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시

  - ➀특성에 적합한 원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➁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마련, ➂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활성화 및 안전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 주요내용

 ㅇ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로 구성

 ㅇ (신·재생에너지 검사 강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

하는 검사제도(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강화하여 全주기 안정성 확보

  - (제 품) 사고 빈발 또는 신규 도입되는 주요설비(타워, 블레이드, 100 kW초과 

연료전지)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

  - (설계･시공)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 강화

  - (사 용)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 실시

  - (유지관리)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4년→2년)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전에 실시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67호 2021. 6. 18.

- 172 -

 ㅇ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 정비

  - (전문 인력)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 관리자 교육 제도(전문･법정교육)를 신설

  - (제도･기관)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

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안전처 신설

* 중대사고: (기존) 사망2명, 부상3명, 1,000세대 1시간 정전 → (개정) 사망2명, 부상2명,

1,000세대 1시간 정전 + 20 kW 및 1시간 이상 고장

 ㅇ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

(100 kW초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을 ’21년 말까지 정비 완료

* ①태양광: 건물일체형(BIPV), 건물부착형(BAPV) 및 수상형, ②풍력: 타워·기초구조물,

③연료전지: 100 kW초과,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ESS 등

 ㅇ (기업부담 완화) 합리적 규제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

* 기존 1개 기관(한국에너지공단) 외, 1개 이상 시험인증기관 추가 지정 추진

** 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한국에너지공단 설치 시공기준 → 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

  -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 

* 태양광 1 MW, 연료전지 300 kW → 태양광 3 MW, 그 외 신 재생에너지 설비 300 kW

(원격감시장치 구비조건)

  -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도입

  -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하여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

* 검사수수료(1 MW 기준): (현행) 653,900원 → (개선) 326,900원

□ 시사점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국민 불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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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호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추진국내이슈
◈ 호주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2.) 이후, 대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대폭 증가

◈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운반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 중

□ 호주 재생에너지 현황

 ㅇ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던 호주는 ’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년 풍력과 태양광에너지 분야에서 큰 성장을 보임

 ㅇ ’16년도 전체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발전은 17%를 차지하였으며, ’19년도 

26.7%, ’20년도 27.7%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보급이 확대

  - ’20년도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2위를 기록하였으며, 풍력

(35.9%), 소규모 태양광(23.5%), 수력(23.3%)이 대부분을 차지

< 2020년 호주 총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
‘20년 전체 에너지원 분류 ‘20년 신·재생에너지 분류

* 출처: 발달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경제를 키우는 호주(KOTRA, 2021.6.14.)

□ 주요 에너지원 

 ➀ 소규모 태양광(지붕형 태양광)

 ㅇ ’19년 약 29만개, ’20년 약 38만개(3 GW)의 지붕형 태양광이 신규 설치

되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중 23.5% 차지

<연간 지붕형 태양광 설치 수(단위: 만대)>

* 출처: 발달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경제를 키우는 호주(KOTRA, 2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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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풍력발전

 ㅇ 지난 2년간 풍력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년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5.9%를 차지하면서 화력발전 대체에너지로 부각

 ㅇ 주(州)별 풍력발전 생산량의 경우, Victoria 州가 6,720 GWh로 가장 높으며, 

전체 풍력발전 생산량 중 29.7%의 비중을 차지함

  - TAS 州의 경우는 호주 최초로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40년까지 200% 달성을 목표로 설정 

<풍력발전 누적 설치용량(MW)>

* 출처: 발달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경제를 키우는 호주(KOTRA, 2021.6.14.)

 ➂ 그린수소

 ㅇ 호주재생에너지청은 3개의 상업용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총 1억330만 

호주달러의 자금 투자 승인을 발표함(’21.5.)

 ㅇ 각 프로젝트는 10MW의 전기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호주의 

‘H2 under2
*’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여

* H2 under2: 수소 생산 비용이 ‘30년까지 1 kg당 2A$ 미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슬로건

  - (Engie 社) 암모니아를 생산하는데 그린 수소를 사용할 예정

  - (ATCO·AGIG 社) 기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그린수소를 혼합하여 

수송할 계획

□ 시사점

 ㅇ 호주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➊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와 ➋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기술개발을 추진 

  - 화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30년까지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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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
 -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2021.6.2.)
 - 정유업계, ‘2050 탄소중립’ 동참 첫걸음(산업통상자원부, 2021.3.11.)
 - SK, 이산화탄소에서 전기와 수소 생산 역발상으로 탄소 줄인다(SK이노베이션, 2020.10.21.)
 - GS칼텍스, 탄소발자국 줄인다…ESG 역량 강화(GS칼텍스 미디어허브, 2020.4.9.)
 - GS칼텍스, 한국가스공사와 손잡고 수소시장 진출한다(GS칼텍스 미디어허브, 2021.5.28.)
 - 탄소중립에 위기 몰린 韓정유사 COTC로 위기탈출 노린다(에너지경제, 2021.5.6.)
 - 새 성장전략 ‘비전 2030’ 선언(에쓰오일, 2020.12.20.)
 - 현대오일뱅크, 에어프로덕츠와 수소 사업 협력(월간수소경제, 2021.4.7.)
 - 현대오일뱅크, 2030년 친환경 사업 이익비중 70%까지 늘린다(경향신문, 2021.4.30.)

ㅇ 해외이슈 < 스페인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 >
 - Spain 2021 Energy Policy Review(IEA, 2021.5.)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 >
 -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 (기후솔루션, 2021.)

ㅇ 해외이슈 <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
 -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녹색기술센터, 2021.)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6.1.)

ㅇ 해외이슈 < 호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추진 >
 - 발달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경제를 키우는 호주(KOTRA, 2021.6.14.)



<제268호>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2021. 07. 01. (목)

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석유화학 업계 「2050 탄소중립」 달성 논의 본격화

 - (해외이슈)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한 탈탄소기업 지원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

 - (해외이슈)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요약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 (해외이슈) 필리핀의 태양광 산업 현황과 한국의 진출 가능성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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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석유화학 업계「2050 탄소중립」달성 논의 본격화 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제2차「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업계의 탄소중립 논의를 본격화함(’21. 6. 15.)

□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ㅇ (배경 및 필요성)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석유화학 분야는 연간 약 71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국내 

제조업 중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온실가스 배출량 : 철강 117백만톤, 석유화학 71백만톤, 시멘트 39백만톤, 정유 32백만톤

  - 주원료인 납사의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의 부생가스를 

연료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CO2가 발생하고 있음
 

ㅇ (목 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석유화학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소통과 협력을 도모

ㅇ (추진현황)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의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출범(’21. 2. 9.)

  -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중립 논의를 본격화하고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제2차「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를 개최(’21. 6. 15.)

ㅇ (논의내용) 석유화학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대규모 중장기 R&D 기획현황 등 

본격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 석유화학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ㅇ (현 황) 석유화학 산업 탄소배출 감축방안 도출 등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협의 지속 

ㅇ (감축방안) 에너지효율화, 에너지 전환, 원료대체,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등이 

석유화학 분야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으로 꼽힘 

  - 기존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산업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전기 등을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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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 대체를 통해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납사 등의 화석원료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도모

ㅇ 향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마련 시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가 산업계의 소통창구로 기능하도록 함  

□ 석유화학 산업 대규모 중장기 R&D 기획

ㅇ (현 황) 석유화학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혁신적인 신소재·공정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규모 중장기 기술개발 기획에 착수함(’21. 3.)

  -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납사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다량의 온실가스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신소재 및 산업 공정에 대한 혁신 기술 필요 

ㅇ ‘기술개발 기획위원’을 구성,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와 연계하여 산·

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추진 관련 기술수요 조사 실시(’21. 5.)

  - 5개의 주요 기술 분야*가 조사되었으며, 향후 추가조사, 전문위원 논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세부기술 후보 도출 계획

* ①플라스틱 업싸이클링 기술, ②바이오매스 유래 원료·소재 기술, ③석유화학 부생가스

전환 기술, ④전기가열 분해 공정 기술, ⑤저에너지 혁신공정 기술

ㅇ 향후 분야별 세부기술 후보 도출 후,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여 세부 추진 

기술 선정 및 연내 세부기획을 완료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계획  

□ 참석업계 건의사항

ㅇ 석유화학 산업 탄소중립 추진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

  - 참석 업계는 ①석유화학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②투자 세액공제 확대, ③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 구축 등 건의

□ 향후계획

 ㅇ 정부는 협의회를 창구로 석유화학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

  - 석유계 연·원료 대체, 폐플라스틱 업싸이클링 공정 등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소재·공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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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일본,「산업경쟁력강화법」개정을 통한 탈탄소기업 지원해외이슈
◈ 일본은「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해 기업의 탈탄소 및 디지털화를 촉진
하도록「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하여, 관련 기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개정안

ㅇ (배 경)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탈탄소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강화 필요성 대두

  - 일본정부는「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20. 10. 26.), 뒤이어 일본 

철강연맹은「제철공정 2050 탄소중립」달성 목표를 표명(’21. 2. 15.)

ㅇ (개 요) 탈탄소 설비 도입 등 탈탄소 분야 투자 기업 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화 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10%의 법인세 감면 혜택 지원  

  - 본 법안 개정의 골자는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및 ‘디지털뉴딜’과 유사하게 

그린 및 디지털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

ㅇ (목 적) 새로운 국제질서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일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녹색성장 도모 및 기업 경쟁력 강화

ㅇ (추진현황)「산업경쟁력강화법」개정안이 가결되어 참의원 본회의 통과(’21. 6. 9.)

  - 자민당 및 공명당은「2021 세제 개정 대강」을 통해 탈탄소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20. 12.)

  - 경제산업성은 탈탄소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세제 우대조치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강화법」개정안에 대해 각의결정(’21. 2.)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연혁 및 주요내용 >

구분
산업활력재생특별법

(1999)
산업경쟁력강화법
(2014.제정)

산업경쟁력강화법
(2018. 7.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
(2021. 6.개정)

배경
과잉설비, 과잉채무 등
생산성 저하 심각

과인설비, 과소투자,
과잉규제 문제 잔존

4차 산업혁명 대응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 일본산업 생산성 향상 일본산업 생산성 향상 기업 M&A 활성화 탈탄소화 기업 지원

내용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 지원

기존 산활법 특례 및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 기업 실증
특례제도 추가 마련

자사주 활용 M&A,
주식매도 청구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탈탄소화·디지털전환
투자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지원

* 출처: 사업재편 원활화를 위한 원샷법 개정 필요(한국경제연구원, ’19.6.19.),
탈탄소 DX투자에 세금 우대, 개정 경쟁력강화법 통과(일본경제신문,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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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탈탄소 부문) 높은 탈탄소화 효과 및 신규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제품의 

생산 설비 도입 또는 탈탄소화·고부가가치 생산 공정 설비 도입 시 지원

  - 탈탄소와 연계된 제품은 일본의 녹색성장전략에서 주요 육성 분야로 

꼽힌 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주요 부품 등

  - 사업자의 탄소중립 실현 계획에 대한 주무 장관 인가 시, 최대 10%의 

법인세 공제 및 50% 특별 상각 등의 정부지원 수혜 가능

ㅇ (디지털화 부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을 증진시킬 경우,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5% 세액 공제

  - IoT 플랫폼 및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센서 등을 도입하여 

일본 제조업의 기술 혁신 도모 및 공정 효율화, 생산성 향상 추진

  - 온라인 주주총회 규정을 완화하여, 정부 사전 확인 시 100% 비대면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 개정

< 일본「산업경쟁력강화법」개정안(’21. 6.) 주요 내용 >

구분 산업 탈탄소화 산업 디지털화(DX)

지원내용 법인세 감면 법인세 감면

감면세율 최대 10% 및 50% 특별 상각 최대 5%

지원대상 탈탄소화 생산설비 투자 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투자 기업

세부내용
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

발전설비 주요 부품 등의 생산 공정 설비
자사 시스템 클라우드화, IoT 플랫폼 및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센서 등

* 출처: 탈탄소 DX투자에 세금 우대, 개정 경쟁력강화법 통과(일본경제신문, ’21.6.9.)

□ 시사점 

ㅇ 일본정부는 ’50년 탄소중립 달성 발표 이후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녹색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주요 육성 산업 도출 

ㅇ 기업의 탈탄소화 기술 혁신 가속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동시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지원 방안을 수립

ㅇ 일본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본 

대비 35% 높은 우리나라 또한 산업부문 탈탄소화 세부 정책 강화 필요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GCP,’19) : 한국 11.821톤, 일본 8.76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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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국내이슈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월 8일 공개
* 2020년 에너지월보, 수출입통계, 가축동향조사 등

□ ’18년 대비 10.9% 감소한 6억 5천만톤 수준 배출 추정

 ㅇ ’20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4,86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7.3%, 

현재까지 최정점을 기록했던 ’18년 7억 2,760만톤 대비 10.9% 감소 추정

<’15 ∼ ’2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구 분
확정 잠정*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배출량
(전년 대비 증감률)

692.5 693.5 709.7 727.6 699.5 648.6

　 (0.1%) (2.3%) (2.5%) (-3.9%) (-7.3%)

에너지
600.7 602.7 615.7 632.4 611.2 563.7

　 (0.3%) (2.2%) (2.7%) (-3.3%) (-7.8%)

산업공정
54.3 53.2 55.9 57.0 51.0 47.4

　 (-1.9%) (5.1%) (1.9%) (-10.5%) (-7.1%)

농업
21.0 20.8 21.0 21.2 21.0 21.3

　 (-0.8%) (0.7%) (1.1%) (-0.8%) (1.2%)

폐기물
16.6 16.8 17.2 17.1 16.3 16.3

　 (1.7%) (2.2%) (-0.7%) (-4.5%) (-0.1%)

(단위 : 백만톤 CO2eq.)

* ’19년 잠정치는 ’20.5월 분석한 잠정치에 최근정보를 반영하여 보완 분석한 결과이며,

’20년 잠정치는 에너지월보, 수출입통계, 배출권거래제 정보, 가축동향조사 등

유관정보를 활용하여 추정한 잠정배출량

* 출처: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환경부,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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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분야 배출량 크게 감소

 ㅇ (전환부문)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른 석탄 발전량 감소**(13.6%↓), 

신재생 발전량 증가(12.2%↑), 총발전량 감소***(1.9%↓) 등의 영향으로 발전·

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전년대비 3,100만톤 감소(12.4%↓)한 것으로 추정

* 가동중지, 출력제한 등으로 석탄발전 설비이용률 감소(’19년 70% → ’20년 6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축소로 1차 기간(’19.12∼’20.3) 약 1,100

만톤, 2차 기간(’20.12∼’21.3) 약 800만톤 감소 추정

*** ’19년 563 테라와트시(TWh) → ’20년 552 테라와트시(TWh)

 ㅇ (산업부문)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 추정

  - 세부적으로는 전년대비 화학 350만톤(7.6%↓), 철강 240만톤(2.5%↓), 시멘트 

220만톤(8.9%↓)이 감소

 ㅇ (수송부문) 유류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코로나19에 의한 여행‧이동 자제의 

영향*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 정책의 효과로 배출량이 ’19년 

대비 410만톤 감소(4.1%↓)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 시행으로 휘발유, 경유 소비량이 각각

2%, 5% 감소,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동기 대비 3% 하락

** 저공해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보급대수(천대) : ’19년 583 → ’20년 796(36%↑)

 ㅇ (가정부문) 전년대비 소폭 증가(0.3%↑)한 것으로 추정

 ㅇ (상업‧공공부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줄어(11%↓) 배출량이 

전년보다 150만톤 감소(9.9%↓)한 것으로 추정

□ 국내 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및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

 ㅇ ’20년 ‘국내 총생산(GDP) 10억원당 배출량’은 354톤으로,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추정

  - ’20년 국내총생산이 전년보다 1% 감소한 데 반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소,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7.3%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

* GDP 대비 배출량(톤/10억원) 연도별 추이

: (’17년) 403 → (’18년) 402 → (’19년, 잠정) 378 → (’20년, 잠정) 354

** 배출권거래제 배출량(백만톤): ’18년 601.5 →’19년 587.9(2.3%↓) → ’20년 554.9(5.6%↓)

 ㅇ ’20년 ‘1인당 배출량’은 12.5톤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추정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톤/명) 연도별 추이

: (’17년) 13.8 → (’18년) 14.1 → (’19년, 잠정) 13.5 → (’20년, 잠정)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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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요약해외이슈
◈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 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기후변화
감축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발간(5.27.)

 □ 배경

 ㅇ 영국 의회는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에서 ’20년까지 ’90년 대비 26% 

이산화탄소배출을 감축하고, ’50년까지 최소 80% 감축하는 목표 제시

 ㅇ ’19년에는 2050년 탄소감축목표를 ’90년 대비 최소 100%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법」 개정

  - 법 제정 이후 경제성장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달성

 □ 「기후변화법」의 주요 특징

 ① 단계별 탄소감축목표의 법정화

  - 탄소감축목표뿐만 아니라 탄소예산* 이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5년 단위의 탄소배출총량을 예산개념으로 관리하는 것

  - 탄소예산을 1년 단위가 아닌 5년 단위로 산정함으로써 단기적인 기상

이변과 같은 변수의 영향 최소화, 이행에 유연성 공급

  - 탄소예산을 계획실행 12년 전에 정하여 정부·기업들에게 대응할 시간 제공, 

관련 투자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 탄소 예산 수립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 영국의 5년 주기 탄소예산 (Carbon Budget) >
(세로축 단위: MtCO2eq/year)

* 출처: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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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후변화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기후변화위원회* 설립과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탄소중립목표의설명및이행제안, 탄소예산결정자문, 정부의감축진행상황에대한의회보고등역할

  - 기후변화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문성에 기반해 선임되고 업무상 독립성을 

가지지만 선임과 예산의 집행에 있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

< 영연방제하에서 기후변화위원회의 주요 역할 >

* 출처: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2021.5.27.)

 □ 국내적 시사점

 ① 장기 탄소감축목표의 법정화 필요성

  - 2050 탄소중립목표와 정부가 올해 내 상향제시를 약속한 2030 탄소감축

목표 등을 법에 정하는 방안 검토 

 ② 탄소감축정책의 체계적 관리 강화 필요성

  - 2050 탄소중립목표에 따른 중·단기 탄소감축목표 수립에 있어 적어도 

10년 전에 국회 검토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정책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③ 중복 기구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

  - 법정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안 검토

  -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가지는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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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본격화국내이슈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대구·전주·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21.6.22, 발표)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ㅇ (추진 배경) 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多배출

* 국가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량 中 산업단지 비중(’17년): 온실가스 33.2%, 미세먼지 22.3%

  - 탄소중립,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산업

단지로 준비하는 근본적 전략 필요

 ㅇ (추진 내용)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스마트그린 요소: 공장 지붕 등 활용하여 신·재생e 설비 설치, 녹색 건축물 인증 등

 ㅇ (향후 계획) 금년 시범사업 3곳 지원, 향후 매년 4개소를 스마트그린산업

단지로 조성하여 ’30년까지 35개소를 지정할 계획

* ’21년: ①대구율하 도시첨단산단, ②전주 탄소 국가산단 ③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ㅇ (기대 효과)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 全단계(계획-조성-입주-운영)에 걸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체계 마련

  - 더불어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등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 사항 및 추가 과제 발굴 전망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시범사업) 주요 조성계획

 ①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ㅇ (추진 내용) 태양광과 연료전지발전, 분산전원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32.6%까지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44.5%까지 낮출 계획(’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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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ㅇ (추진 내용) 태양광 및 수소에너지 기반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지원, 

수소연료전지 실증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률 15%이상 확보

 ③ 새만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ㅇ 추진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➊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공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새만금사업법 개정

◾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분야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도입

➋ RE100 산업단지 조성
◾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력망과 그린수소 생산
기반 등을 조성

◾ 스마트그리드 등 그린인프라를 구축하고, RE100 관련
자문을 수행할 한국형 RE100위원회 유치

➌ PPA(RE100 전력구매 계약)

선도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사업모델 발굴 및 공동
사업자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 ’22년까지 30 MW 규모의 직접거래가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 수요기업에 직접공급 실시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시범사업) 조성계획 >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 출처: 대구, 전주, 새만금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첫걸음(국토교통부,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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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필리핀의 태양광 산업 현황과 한국의 진출 가능성해외이슈
◈ 필리핀은 재생에너지 국가계획(NREP)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40년까지
20GW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16)

□ 필리핀의 태양광 현황

 ㅇ 일사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며, 정부의 정책지원 및 기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산업이 확대되는 추세

 ㅇ 필리핀의 재생에너지는 발전비중은 21.2%(21,609 MWh)이며, 태양광 발전

비중은 6.4%(1,373 MWh)

 ㅇ ‘재생에너지 국가계획(NREP)’에 따라, ’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최소 20,000 MW까지 증가시킬 계획

  - 그 중 태양광은 건설이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하고, 설비 규모 조정이 

수월하여 타 재생에너지 대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약 1,528 MWh의 태양광 전력생산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중

* ➊최초 7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 ➋필리핀 에너지부(DOE) 등록증 발급 후 첫 10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계·장비·자재 수입에 대한 면세혜택, ➌부가가치세 및 관세

10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 ➍장비 및 기계류 부동산 세육 인하

  - 소규모(100 kW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상으로 FIT(Feed-in-Tariff)제도 도입에 

따라 ’24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규모가 2,224 MW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필리핀의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전망 >

* 출처: LNG-to-power investors in the Philippines risk exposure to $14 billion in stranded

assets(IEEFA, ’21.5.5.),

필리핀 태양광 패널 및 전력 시장 동향(KOTRA,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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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편, 필리핀의 태양광 모듈 수입은 ’19년 대비 31.5% 증가(’19, 3억 

2,165만 달러 → ’20, 4억 2,303만 달러), 수입 규모는 홍콩, 미국, 중국, 기타 순

   - 한국은 ’19년 대비 129.7%를 기록하며,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20년 

기준 증가율 3위)

   - 다만, 현지에서는 기술과 내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입 중이나,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필리핀 태양광 모듈 수입 현황 >

순위 국가
수입액(천달러)

증감률(%)
2019 2020

1 홍콩 51,927 147,621 184.3
2 미국 78,898 115,890 46.9
3 중국 135,848 115,778 - 14.8
4 싱가포르 4,474 12,720 184.3
5 일본 16,657 10,309 - 38.1
6 대만 10,224 8,294 - 18.9
7 스위스 4,224 3,076 - 27.2
8 한국 1,191 2,735 129.7
9 베트남 3,205 1,923 - 40.0
10 말레이시아 5,650 1,712 - 69.7

* 출처: 필리핀 태양광 패널 및 전력 시장 동향(KOTRA, ’21.6.7.)

□ 필리핀의 태양광 관련 주요 기업 현황

 ㅇ (Solar Philippines)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태양광(개발, 투자, 제조업체 

분야) 회사, 현재 2 GW의 발전소 프로젝트(’24년 하반기 완공예정) 수행 중

 ㅇ (Petro Solar) 필리핀의 신재생에너지 공기업(개발, 발전 분야), Tarlac시에 

50 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중이며, 20 MW를 추가 건설 중

 ㅇ (Winnergy Holdings) 전력, 발전분야 기업으로, Baras시에 총 90 MW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고 있으며, 부유식 태양광 시범 발전소를 운영 중

□ 시사점

 ㅇ 필리핀은 재생에너지 국가계획(NREP)을 이행하기 위해 태양광 산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 분야가 성장 중임

   - 특히 인버터, 충전제어기, 배터리 등 태양광 전지 관련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내 기업 진출 확대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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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석유화학 업계「2050 탄소중립」달성 논의 본격화>
 - 석유화학 업계 탄소중립 논의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 2021.6.15.)
 - 석유화학 업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뭉쳤다(산업통상자원부, 2021.2.9.)
 - 탄소중립 대장정 나선 韓기업들 “R&D 세제지원 절실“ 호소

ㅇ 해외이슈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한 탈탄소기업 지원>
 - 일본, 탈탄소 및 디지털화 기업에 세금 우대(KITA, 2021.6.10.)
 - 2050년 탄소중립 선언한 일본,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도입 확대(인더스트리 뉴스, 2020.11.15.)
 -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21-4호, 일본정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움직임(에너지경제연구원, 2021.2.22.)
 - 일본, 탈탄소 제품 설비 및 생산공정 도입 시 10% 세제혜택 주는 법안 통과(IMPACT ON, 2021.6.14.)
 - 탈탄소 DX 투자에 세금 우대, 개정 경쟁력 강화법 통과(일본경제신문, 2021.6.9.)
 - 2021 일본 세제 개편안, ‘코로나 감세’에도 비판 여론, 왜?(일요신문, 2020.12.17.)
 - 한경연 ”기업 활력 제고 위해 ‘원샷법’ 개정 필요“(데일리안, 2019.6.19.)
 - 일본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요 동향(KOTRA, 2020.9.24.)
 -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 통과, 탈탄소 및 디지털화 추진 지원(NHK, 2021.6.9.)
 - 앞서거니 뒤서거니... 탄소중립 ‘한일전’이 시작됐다(한겨례, 2021.1.3.)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
 -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환경부, 2021.6.9.)

ㅇ 해외이슈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요약>
 -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2021.5.27.)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 대구, 전주, 새만금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첫걸음(국토교통부, 2021.6.21.)

ㅇ 해외이슈 <필리핀의 태양광 산업 현황과 한국의 진출 가능성>
 - 필리핀 태양광 패널 및 전력 시장 동향(KOTRA, ’21.6.7.)
 - 한-필리핀 그린에너지 정책·산업·협력방안 논의 웨비나 참관기(KOTRA, 2021.6.11.)
 - LNG-to-power investors in the Philippines risk exposure to $14 billion in stranded 

assets(IEEFA, ’21.5.7.),
 - Solar Philippines 홈페이지(접속일: 2021.6.28.)
 - Petro Solar 홈페이지(접속일: 2021.6.28.)
 - Winnergy Holdings Corporation 홈페이지(접속일: 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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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조선업계 「2050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

 - (해외이슈) IEA, 2050 Net Zero 에너지섹터 로드맵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심의

 - (해외이슈) EU, 유럽기후법 공식 승인

◉ 신재생에너지 부문

 - (학술이슈) ’21년도 2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 (해외이슈)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잠재력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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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조선업계「2050 탄소중립」실현 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업계는 제2차「조선산업 탄소중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선
업계가 추진해야 할 ‘핵심기술개발 전략’ 등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21. 7. 1.)

□ 제2차 조선산업 탄소중립위원회
  

 ㅇ (배 경) 한국 조선업계의 세계 1위 수성 및 경쟁국과의 격차 유지를 위해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친환경화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필요성 대두

 ㅇ (필요성) 조선업은 주문형 생산방식 수주산업으로, 여타 탄소 다배출 업종과 

마찬가지로 ‘산업 친환경화’ 및 ‘생산과정의 탄소중립 필요성’이 매우 큼

  - 조선업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8만톤이며(’17년 기준), 전체 

배출량 중 전력사용 등 간접배출 비중이 60%, 직접배출 비중이 24%를 차지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따라 선박 발주기준이 ‘비용’에서 ‘환경·

기술’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국제해사기구(IMO)는 ’50년까지 ’08년 대비 선박 부문 탄소 배출량 70%, 온실가스 배출량

50% 저감 목표 설정 후 ’23 - ’26년 동안 연간 2%씩 탄소 배출량 감축안 채택(’21. 6.)

 ㅇ (목 적) 조선업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선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대응방안, 핵심기술개발 추진 전략 수립

 ㅇ (추진현황)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을 위한「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발표(’20. 12. 23.)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업계, 산·학·연 협의체로 구성된「조선 탄소중립

위원회」출범 후,「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채택(’21. 4. 8.)

<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

구분 내 용

목표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 선박배출온실가스감축및친환경신시장창출

추진

전략

- 온실가스 70% 감축기술 개발
(’25년 40%→ ’30년 70%)

- 친환경선박 전환율 15% 달성
(전환대상 3,548척 중 528척 전환)

추진

과제

①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확보
② 신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기반구축
③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그린쉽-K) 추진

④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⑤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⑥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

* 출처 : 그린뉴딜, 탄소중립을위한친환경선박중장기계획수립(산업통상자원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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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배출특성) 조선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는 공정 시 사용하는 전력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발생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에너지원 전환 필요

  - 단기적으로 설비교체·효율개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을 추진 및 시운전 단계의 사용 연료를 저·무탄소 연료로 전환

 ㅇ (핵심 추진전략) ① 고탄소 원료 대체, ② 생산공정 탄소 저감, ③ 다배출설비 

전환, ④ 재사용·재생이용·재자원화 등 4대 전략별 세부과제 발굴

  - 단기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 ICT 융합 스마트 조선소 

탄소배출 모니터링시스템 등 생산공정 탄소중립 기술 R&D 투자 필요 

  - 친환경 선박 글로벌 수요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운전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 감소와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필요

  - 조선업계는 중장기적으로 LNG 추진선박 시운전 및 벙커링으로 발생하는 

증발가스(Boil of Gas) 종합처리 시스템 등의 기술개발 필요성을 제안

< 조선산업 2050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핵심 추진전략 >

* 출처 : 조선업계, 2050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1.6.30.)

□ 향후계획

 ㅇ 조선업계의 전략적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업계·학계·정부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실현방안 논의 및 구체적인 정책 수단 발굴 노력

 ㅇ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범부처 합동 탄소중립 R&D 및 탄소중립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정부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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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IEA, 2050 Net Zero 에너지섹터 로드맵해외이슈
◈ IEA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경로를 제시하는 탄소중립(Net Zero) 로드맵 보고서 발간

□ 개 요

 ㅇ (배 경)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증가함에 따라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나, 구체적 이행방안은 여전히 미비

  -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70% 차지)는 빠르게 증가

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정책 부족

  - 또한,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정하더라도, 탄소중립 도달 목표년도인 

’50년 전 세계적으로 약 220억 톤의 CO2가 여전히 배출될 것으로 전망 

  - 현 추세 지속 시, 2100년에는 약 2.1 ℃의 온도상승이 예상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강화 및 실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ㅇ (목 표) 본 보고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 경로를 제시하여 

인류 번영과 복지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탄력적인 에너지시스템전환을 지향

 ㅇ (주요내용) 전기, 열, 산업, 수송, 건물 등 에너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

  - 활용가능한 고효율 청정기술의 즉각적인 활성화 및 에너지·자원 효율성 

증가를 통한 에너지수요 증가량 상쇄를 위한 방안 제시 

< IEA가 제시하는 2050 탄소중립 에너지효율 주요 이정표 >

* 출처 : Net Zero by 2050(IEA,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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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세부 경로

 ㅇ (산업 부문)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20%, ’50년까지 90%감축

하기 위해 신규 기반 시설 구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고철기반 전기로(EAF), 수소기반 직접환원철 설비(DRI), 철광석 전기분해 

및 보조장비 전기화 등 전기·기타 비(非)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수요 증가

  - ’30년 이후로 매달 추가적으로 CCUS 기술이 적용된 설비 10개소, 신규 

수소 기반 산업시설 3개소, 2 GW의 전해조 용량 확대 요구 전망

 ㅇ (수송 부문) 수송부문의 배출량을 ’30년까지 20%, ’50년까지 90%로 줄이기 위해 

수송 시스템의 기술 효율성 향상, 전환교통, 도로 수송의 전력화가 요구됨

  - ’35년까지 화석연료 비중 감소를 위해 전기차를 위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 수소전기차를 위한 연료전지 등을 개발하여 운송수단 전기화

*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높인 이차전지

 ㅇ (건물 부문) 건물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30년까지 40%, ’50년까지 95% 이상 

감축하기 위해 모든 신축 건축물은 ‘Zero-carbon-ready’ 기준 준수

  - 건물 외벽 단열 등 개선, 히트펌프 적용, 에너지 고효율기기 교체 등의 

수단을 통해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전기화 추진 필요

< 2050 탄소중립 정책 시나리오 >

* 출처 : Net Zero by 2050(IEA,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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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심의국내이슈
◈ 탄소중립위원회는 6월 30일(수) 총괄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관련 사항을 심의(`21.6.)

◈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 참고하여 내용 정리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개요

 ㅇ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술작업반이 제공한 기초자료의 주요 쟁점 등을 논의·

분석하여 7월 중 위원회(안)을 마련할 계획

 ㅇ 8∼9월 간담회 및 대국민 토론회, 설문조사 등으로 대외 의견을 수렴, 

시나리오를 보완한 후 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10월에 발표 예정

□ 세부 기술작업반 시나리오(언론기사 참고)

<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 <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205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온실가스
상쇄량*

온실가스
순배출량

14,490

11,910

2,580

12,710

10,910

1,800

1안

2안

* 온실가스 상쇄량은 흡수원, CCUS 의미(단위: tCO2eq.)

(단위 : tCO2eq.)

부문 2018년 2050년
산업 26,050 5,310
수송 9,810 180
건물 5,210 710

전환 26,960

3,120(1안)
(석탄발전 중단)
4,620(2안)

(석탄발전 유지)

CCUS -

-8,500(1안)
(CCU 점유율 5% 가정)

-9,500(2안)
(CCU 점유율 7% 가정)

수소 - 1,360
흡수원 -4,130 -2,410

 ㅇ 1안은 ’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지, 2안은 석탄발전소 7기의 존치 및 

무탄소 신전원* 비중 증가

* 무탄소 연료를 활용한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의 발전시설

 ㅇ 2개의 시나리오 모두 잔여 배출량을 포함

  - CCS 및 산림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등으로 최대한 감축하면 ’18년 

기준으로 1안은 98%, 2안은 96% 감축 예상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69호 2021. 7. 16.

- 196 -

□ 부문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ㅇ (산 업) ’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8년 대비 약 80% 감소(=5,310만 tCO2eq.), 

이 중 에너지 다소비 업종(철강, 시멘트, 정유 등)에서 약 70% 배출 예측

  - 첨단산업 성장과 CCUS 처리 확대 등으로 에너지소비량이 ’18년 대비 

약 10% 증가할 전망(1억 4,020만 toe → 1억 5,480만 toe)

  -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100% 도입으로 유연탄을 수소로 대체, 기존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 계획

 ㅇ (수 송)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바이오 디젤 등의 사용으로 2018년 대비 

수송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8% 감축 계획

  - 에너지소비량은 ’18년 3,600만 toe에서 ’50년 1,770만 toe로 약 51% 감소

  -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철도에서 ‘0’, 해운·항공에서 180만tCO2eq.으로 예측

 ㅇ (전 환) ’50년 전체 전력수요는 화석연료의 전력화로 ’18년 대비 2.28

∼2.37배 증가 전망

  - 전력 수요는 산업 538.5 TWh, 건물 285.7∼296.7 TWh, CCUS 156∼192 TWh, 

수소생산 110.9 TWh, 수송 84.1 TWh, 농축수산 25.1 TWh 순으로 예측

  - 에너지 공급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재생에너지 769.3 TWh, 원전 86.9 TWh, 연료전지 121.4 TWh, 동북아 그리드 33.1 TWh,

무탄소 신전원 132 TWh, 양수 9 TWh

□ 추가 검토가 필요한 2050 시나리오 주요 쟁점사항

부문 주요 쟁점사항

산업 ㅇ업종·공정별 감축 수단의 적절성 ㅇ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수송 ㅇ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률 ㅇ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감축 가능성

에너지
전환

ㅇ석탄발전 유지 여부 ㅇ재생에너지 비중의 적정성

ㅇ동북아 그리드의 수급 신뢰도, 최대용량, 경제성 등

폐기물 ㅇ산업/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감량률, 재활용률 예측

흡수원 ㅇ흡수원(재조림) 조성에따른생태계영향 ㅇ추가 흡수원 확보 방안

CCUS ㅇCCUS 실현가능성및감축량산정적정성 ㅇCCU 해외시장 규모 및 점유율 예측

수소 ㅇ에너지 안보 차원의 적정 해외수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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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U, 유럽기후법 공식 승인해외이슈
◈ EU는 유럽기후법 승인으로 2050년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 목표를 법제화(`21.6.)

◈ 탄소국경세 및 배출권거래제 개정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Fit for 55’ 발표(`21.7.)

□ 배경 및 경과

 ㅇ ’20년 3월, EU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주제인 ’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유럽기후법 제정을 제안

* 기후변화대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 하에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육성 및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의 정책 제시

 ㅇ ’20년 10월, 집행위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상향 조정

 ㅇ ’21년 6월, 유럽기후법 승인으로 기후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 부여

* 집행위 유럽기후법(안) 제안(`20.3.), 유럽의회 심의(`20.10.), 유럽정상회의/각료이사회 심의
(`20.12.), 유럽의회, 각료이사회간 협의(`21.1.∼4.) 및 합의(`21.4.), 유럽의회 승인(`21.6.)

□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ㅇ 새로운 2030년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과정에서 갈등 발생

  - 유럽의회 및 기후운동가는 ’90년 대비 60%, 집행위는 50~55% 상향 주장

  - 미국 주최 기후정상회담에 맞춰 합의점 도달, 55%로 감축 목표치 결정

* 상향조정 목표 달성방안으로 EU-ETS 개정·확대, 토지이용 배출에 대한 규제 확립,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수송 차량의 CO2 배출규제 강화 발표

 ㅇ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발의한 기후법(안) 중 기후중립 이행경로 설정 권한을 

위임입법*으로 집행위에 부여한다는 규정에 반발

* 유럽의회는 EU 입법기구, 집행위는 입법 발안권을 가진 행정부 격으로, 위임입법은
입법부인 유럽의회 외에 행정부인 집행위가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

  -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동 규정으로 집행위가 제안한 이행경로안에 수정 

요구 불가, 거부권 행사만 가능하여 집행위의 권환 확대를 우려

  - 집행위는 이행경로를 집행위가 설정하지만, 경로 달성을 위한 개별 법률 

개정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권한이 더 큼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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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법 주요 내용

 ㅇ ’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배출, 그 이후는 마이너스 배출 달성을 목표

 ㅇ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과학자문기구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기후중립 

달성 현황 평가 등을 위한 자문 역할 수행

 ㅇ 집행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조치를 ’23년부터 5년마다 평가하여 

공표, 글로벌 이행점검 이후 6개월 이내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보고

□ 기후법의 후속 정책 패키지(Fit for 55)

ㅇ 집행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한 정책 ‘Fit for 55’* 발표

*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해 강화된 EU 정책 패키지

ㅇ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수입품 대상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함

* 탄소국경조정제도 :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

 - EU 환경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 생산시설 역외 이전 등에 대한 대응 의지 표명

  - 일부에서 탄소국경세를 수출액 대비 약 10%로 분석하는 등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전망

* 한국의 탄소국경세액 추정치는 10억 6,100만 달러로 분석

 ㅇ 자동차 배출규제 대폭 강화

  -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1년 기준(95g/km) 대비 37.5%에서 55%로 

규제 강화, ’35년부터 제로화

 ㅇ 그 외 항공·해상연료 이니셔티브 및 토지 사용, 임업 및 농업에 관한 

규정 등 정책 개편 등을 포함

□ 시사점

 ㅇ CBAM의 시행으로 제조업 위주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중이기 

때문에 CBAM의 적용을 제외하는 요청 의견을 EU에 전달

 ㅇ Fit for 55에 따르면 ’35년부터 EU 내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가 불가

하므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수소·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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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21년도 2분기 태양광산업 동향학술이슈
◈ ’21년 태양광발전은 중국, 미국 등의 수요 증가 영향으로 180GW 이상이
신규 설치될 것으로 예상

◈ 태양광산업은 친환경 정책 추진 및 ESG 경영 강화 영향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태양광산업 동향

 ㅇ (보급현황) ’15년 연 1 GW 보급 시대를 넘어서 ’18년 2 GW, ’19년 3 GW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1년에는 연 4.2 GW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

〈 국내 태양광 설치 현황 및 동향 〉
(단위: GW)

* 출처 : 2021년 2분기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한국수출입은행, 2021.7.5.)

 ㅇ (시 장)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5조(’20년 말, 세계8위)로 추정, 보급정책 및 

기업 ESG경영 강화로 인한 수요증가로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

* ESG경영: 친환경(Environment)·사회적책임 경영(Social)·지배구조 개선(Governance)을

고려한 기업경영 방식

 ㅇ (수 출) 태양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나, 모듈은 감소

  - (태양전지) 최근 미국의 중국제품 수입제한으로 인하여 국내 태양전지 

수출이 대폭 증가(’21년 수출액의 68.1%)

  - (모 듈) 국내기업의 미국 內 모듈 공장 건설로 인하여 모듈 수출이 감소, 

더불어 유럽 內 모듈 가격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제품 수출 감소 영향

* ’21년 1∼5월까지의 태양전지 수출액은 ’20년 동기간 대비 30% 증가한 179.5백만 달러,

모듈 수출액은 39.4% 감소한 312.0백만 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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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태양광산업 동향

 ㅇ (보급현황) ’20년 태양광 신규 설치규모는 144 GW로 주요국(중국, 미국 등)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2% 증가

* ’20년 신규 설치규모의 49.1%는 중국과 미국이 차지, 중국은 52GW(’19년 대비 57.6%증가),

미국은 18.7GW(’19년 대비 62.6% 증가) 신규설치

 ㅇ (가격동향)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제품 

가격 상승 추세(’21년 6월 기준)

* ‘20.7월말 대비 금년 6월 태양전지 단결정은 45%($0.145/W), 다결정은 82% ($0.114/W),

모듈 단결정은 12%($0.244/W), 다결정은 22%($0.213/W) 상승

  - 아울러 모듈의 경우 최종제품으로서 원자재 가격 반영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도 존재

 ㅇ (설치현황) ’20년 태양광 설치량은 주요국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144 GW 신규 설치, 그 중 중국과 미국이 49.1%를 차지
 

* 중국은 52 GW(’19년 대비 57.6%증가), 미국은 18.7 GW(’19년 대비 62.6% 증가)

 ㅇ (설치전망) ’21년도는 코로나19의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및 ESG 경영 

강화 영향으로 180 GW 이상 신규설치가 전망되며 지속 확대될 전망

〈 주요국 태양광 설치 현황 및 전망 〉
(단위: GW)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국 53.0 44.3 33.1 52.1 69.0 68.9 77.0
미국 10.9 10.2 11.5 18.7 26.2 26.9 29.0
인도 10.3 11.1 11.6 4.2 10.0 12.7 14.6
브라질 1.4 1.5 2.8 3.9 5.9 6.3 6.0
일본 7.4 6.7 6.7 8.7 5.6 3.7 3.0
호주 1.3 4.0 3.5 3.6 5.5 5.6 4.3
독일 1.7 3.6 3.8 4.9 5.2 5.3 5.3
스페인 0.1 0.3 5.0 2.9 4.0 4.7 5.2
네덜란드 0.8 1.6 2.6 3.1 3.7 3.8 3.9
글로벌 99.0 10.8 118.0 144.0 182.0 200.0 212.7
* 출처 : 2021년 2분기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한국수출입은행, 2021.7.5.)

□ 시사점

 ㅇ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본격화되며, 친환경에너지원 중 접근성 및 

경제성이 旣확보된 태양광 중심으로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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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잠재력해외이슈
◈ 베트남은 「제8차 전력개발종합계획(’21년 확정 예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21.3)

- ’30년까지 풍력발전(13.1%), 태양광발전(13.5%)을 주요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함

□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ㅇ 정부는 「제8차 전력개발종합계획」을 통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비중을 제7차(’16)에 비하여 크게 확대할 예정

  - 이에 ’25년, ’30년의 석탄발전 용량은 제7차 목표 대비 40%, 30% 감축

* 전력개발종합계획: 5년 단위로 마련하며,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원별 설비용량을 결정

〈 전력원별 발전 설비용량 목표 비교 〉
현재 제8차 전력계획 제7차 전력계획
2020 2025 2030 2025 2030

풍력
GW 0.6 11.3 18.0 2.0 6.0
% 0.9 11.1 13.1 2.1 4.6

태양광
GW 16.6 17.2 18.6 3.9 11.8
% 24.0 16.9 13.5 4.1 9.1

석탄
GW 20.4 29.5 37.3 47.9 55.5
% 29.5 28.9 27.1 49.5 42.8

* 출처 : 베트남 전력 산업의 현재와 미래(한국무역협회, 2021.7.5.)

□ 발전원별 개발 전망

 ➀ (풍 력)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 및 지역 특성으로 향후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

  - (현 황) 현재 가동 중인 설비용량은 600 MW,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고려 시 향후 12 GW 규모로 확대될 전망(’25년)

  - (잠재량) 총 잠재량은 377 GW(내륙 217 GW, 해상 160 GW)이며, 그 중 경제성이 

평균 이상인 지역의 잠재량은 134 GW(내륙 54 GW, 해상 80 GW)수준

* 경제성이 평균 이상 지역: (내륙) 풍속 6.0m/s이상, (해상) 7m/s이상인 베트남 중남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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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태양광) 일광시간이 길고 복사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큼

  - (현 황) 현재 가동 중인 설비는 9 GW(’20년 말)이며, ’25년까지 41 GW규모 

신규 투자계획

  - 가동 중인 설비용량(9 GW) 중, 남동부에 위치한 닌투언(Ninh Thuan)과 빈투언

(Binh Thuan)의 설비용량이 38.9%(3.5 GW)를 차지

  - 루프탑 발전 설비용량은 ’19년 말 272MW에서 ’20년 7.78 GW로 28.6배 증가

  - (잠재량) 태양광의 총 잠재량은 1,694 GW

* 육상 1,569GW, 해상 77GW, 루프탑 48GW(남부지역이 22GW로 루프탑 中 45.6%)

〈 에너지원 별 잠재량 〉
풍속 (고도 60m 기준) 지역별 태양광 복사량

* 출처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시장 현황 및 특성(KOTRA, 2018.1.31.)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다크호스로 부상하다(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1.4.14.)

□ 시사점

 ㅇ 베트남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지원 및 풍부한 자원 잠재력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의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 국가로 자리매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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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조선업계, 2050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
 - 조선업계, 2050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021.6.30.)
 - 2050 탄소중립, 세계 1위 조선도 함께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1.4.8.)
 - 친환경선박 비중 2년 만에 18%p↑…"조선이 탄소중립 선도"(ZDNet Korea, 2021.4.8.)
 -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산업통상자원부, 2020.12.22.)

ㅇ 해외이슈 <IEA, 2050 Net Zero 에너지섹터 로드맵>
 - Net Zero By 2050(IEA, 2021.5.17.)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심의>
 - 쉽지 않은 탄소중립의 길... 정부도 ‘2050 완벽한 ’넷제로는 어려워‘(아시아경제, 2021.7.12.)
 - 정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나와(한국에너지, 2021.6.28.)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무엇이 담겼나....온실가스 순배출량 2018년 대비 96.5~97.5% 

감축(전기신문, 2021.6.25.)
 - 2050년 전력수요 2.3배 증가한 1200~1247TWh(전기신문, 2021.6.24.)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함께 10월 말 

발표(2050탄소중립위원회 보도자료, 2021.7.1.)

ㅇ 해외이슈 <EU, 유럽기후법 공식 승인>
 - EU 집행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안 발표(에너지경제연구원 ,2020.9.28)
 - 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패키지 14일 발표(한국무역협회, 2021.7.13.)
 - 유럽기후법 공식 승인...수출비중 높은 기업의 대응 필요(비즈트리뷴, 2021.7.6.)
 - eu,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예정 전기차/수소차 산업 성장 가속도(매일경제, 2021.7.12.)
 - 유럽기후법 확정(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2021.7.7.)
 - EU집행위,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제안(3.4)(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2021.3.9.)
 - 유럽의회-각료이사회, 유럽기후법 관련 잠정 합의(4.21)(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2021.4.26.)
 -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에너지경제연구원, 2020.1.)
 - 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발표(한국무역협회, 2021.7.15.)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학술이슈 <’21년도 2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 2021년 2분기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한국수출입은행, 2021.7.5.)

ㅇ 해외이슈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잠재력>
 - 베트남 전력 산업의 현재와 미래(한국무역협회, 2021.7.5.)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다크호스로 부상하다(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1.4.14.)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시장 현황 및 특성(KOTRA, 20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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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 (해외이슈) EU, ‘Fit for 55’: 2030 기후목표 달성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강화

 - (해외이슈)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전략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정부, 온라인 활용 재생에너지 교육 실시

 - (해외이슈)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책 현황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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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산업통상자원부,「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발표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8회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름철 안정적 전력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21.7.1.)

  

□ 개 요
  

 ㅇ (배 경) 여름철 냉방 전력소비의 증가 및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전체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전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력예비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 필요성 대두 

 ㅇ (목 적)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수급 현황 및 전망 파악, △예비자원 

확보 등 대책 수립,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에너지 절약 협조 요청

□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ㅇ (현 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력수급 예비율*은 10% 이상, 예비력*은 

8,700 MW 이상을 유지하며 전국 전력 수급에 대해 안정적 유지·관리 중

* ’21. 7월 둘째 주 이후 전력수급: 예비력 8,794 ~ 17.289 MW, 예비율 10.1 ~ 22.1% (평일기준)

 ㅇ (전 망)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전력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며, 

’21. 7월 넷째 주에 올 여름 최저 예비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1년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 

고려할 경우 기준전망* 90.9 GW 내외 및 상한전망** 94.4 GW 내외 예상

* 기준전망 : 최근 5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29.4 °C) 적용

** 상한전망 : 최근 30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의 상위 3번째 기온(30.2 °C) 적용

< 전력판매량 비교현황 (단위: MWh) >

기간
전체 산업부문

2020 2021 증감률 2020 2021 증감률

1 ~ 5월 212.5 219.8 △3.4% 38.3 40.8 △6.6%

5월 38.3 40.8 △6.6% 21.7 24.0 △10.3%

* 출처 : 올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산업통상자원부,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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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발전소 예방 정비 등으로 99.2 GW로 예상되며, 

최대전력수요 발생은 8월 2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7월 4주로 전망

< 최근 전력수급 실적 (단위: MW, %) >

구분 7.12(월) 7.13(화) 7.14(수) 7.15(목) 7.16(금)

공급능력 95,006 95,966 97,475 98,180 97,850

전력수요 85,011 87,172 88,087 88,551 88,015

예비전력 9,995 8,794 9,388 9,629 9,835

예비율 11.8% 10.1% 10.7% 10.9% 11.2%

* 출처 : 산업부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산업통상자원부, ’21.7.20.)

□ 전력수급 대책
 

 ㅇ (추가 예비자원 확보) 차질 없는 전력수급 및 전력피크 발생시간대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8.8 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

  - 시운전 발전*(1,490 MW) 일정 및 태양광 연계 ESS(420 MW)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조정하여 피크 시간대 적기 투입 예정

* 예방정비 발전기: 부산복합 4호기, 고성하이 2호기

  - 지연되었던 원전 정비 기간 단축을 통해 신월성 1호기(1 GW), 신고리 4호기

(1.4 GW), 월성 3호기(0.7 GW) 등 공급능력 추가 확충

 ㅇ (수요절감) 여름철 전력수요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노력 확대 및 전력수요 의무감축 시스템 활용

  -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중 전력 다소비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휴가 분산 조정 및 냉방기 순차 운휴 등의 적극 동참을 요청

  - 전기 다소비처에 근무하는 전기기술자를 활용*하여 전력예비율이 낮은 

피크 시간대 건물의 냉방·수요 전력 절감 및 운전시간 조정

* 1,000 kW 이상 대량수요처 약 3만개소 현장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

  - 편의점·마트·슈퍼 등 주요 프랜차이즈와의 사회적 협약*을 통하여 

상업 부문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 주도 캠페인 지속

  - 5,154 개 기업은 전력거래소 수요반응(DR) 시장을 통해 전력수요를 피크 

시간대에서 피크가 아닌 시간대로 옮겨 피크수요 일정폭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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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EU, ‘Fit for 55’: 2030 기후목표 달성해외이슈
◈ EU 위원회는 ’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 55% 절감 달성을 위한 기후,
에너지, 수송, 건물, 토지사용 등의 정책을 포함한 ‘Fit for 55’ 패키지 발표

 

□ Fit for 55

 ㅇ (개 요) EU 기후정책 및 법안을 기반으로 ’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최소 55% 저감,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패키지 발표

  - 경쟁력 강화, 미래 일자리 창출, 전환 비용 효율화, 목표의 효과적 달성 

및 기회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EU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ㅇ (목 표) EU 2030 목표 달성에 있어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경쟁력 제고 

가능한 규제 기반 마련 및 EU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21.11. 예정)」에 앞서 녹색전환에 

대한 국제협력 도모를 위한 의제 설정을 목표로 함 

 ㅇ (수립근거) 「EU기후법(EU Climate Law)」은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며, 「EU 

그린딜(EU Green Deal)*」은 본 패키지의 청사진을 설정함

*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무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노베이션 웨이브,

지속가능한 식품, 수소, 배터리, 해양 재생에너지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전략 마련
    

  - 연구, 기술, 산업, 경쟁 및 무역 정책 등을 포함하여 2050 탄소중립 전환 

달성을 위해 모든 EU 정책을 총체적으로 동원할 계획
 

< EU ‘Fit for 55’ 주요정책 >
탄소가격책정 관련 규정 개정 기준 수립

ü 배출권 거래제 강화
(항공부문 포함)

ü 배출권 거래제 확대
(해상, 도로운송, 건물)

ü 에너지과세지침 개정
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CBAM) 수립

ü 노력분담규정 개정
ü 토지이용·임업 규정 개정
ü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ü 에너지효율지침 개정

ü 수송부문 탄소배출 성능
강화

ü 대체연료 기반시설
ü ReFuelEU: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ü FuelEU: 청정 해양 연료

지원 조치

ü 신규 ‘사회적 기후 기금’ 및 강화된 ‘현대화 혁신 기금’을 통해 녹색전환 혁신
촉진, 사회적 연대 구축 및 취약계층 보호

* 출처 :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EU Commission, ’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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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도입, ETS 적용 부문 

확대(수송·건물) 및 산업·수송·건물·에너지 등 부문별 전략 수립

 ㅇ 또한 천연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EU 산림전략 수립, 바이오매스 생산 

장려 및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에너지효율

 ㅇ (개 요) 에너지소비 저감을 통해 산업 및 일반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ㅇ (주요내용)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 △건물에너지 

성능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개정, △관련 세제 개정

  - EU 위원회는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을 통해 EU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 

수준 상향 및 구속력 강화 등을 제안(’30년까지 에너지소비량 9%↓ 가능)

  - 「건물에너지성능지침」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가속화, 재생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여 등의 조치 마련 추진

* ’21년 하반기 개정 예정

  - 「에너지과세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개정을 통해 기후목표 이행을 

위한 적정 인센티브 및 세율 설정 등 세제 개편 추진 제안 

< EU Fit for 55 주요내용 >

* 출처 :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EU Commission, ’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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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강화국내이슈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방향과 구성,
항목, 내용을 제시

□ 개 요

 ㅇ (배 경) 탄소중립 과정 및 그 이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과정 이행과 기반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마련 필요
 

 ㅇ (현 황)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한 규정이 개별 부처 소관 법률에 마련되어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필요기반 마련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국회와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재인식 및 적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기후변화 완화’와 동등하게 병행 추진되지는 못함

  -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개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과정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취약성 및 위험 평가 → 적응 대안 검토·평가 

→ (정책적)의사결정 → 실행 → 모니터링·환류로 구성

□ 기후변화 적응 법제 방향

 ㅇ 기본 방향

  - (현명한 적응)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기반을 두고 기후변화 위험 감지 

및 탄력성 증진

  - (특성 반영) 불확실성과 포괄성, 장기성, 지역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과성과 효율성, 합리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여 추진

  - (계획된 적응) 적응정책 과정을 이행 및 실행한 후, 지속적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과정 중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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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내용 구성) 기후변화 적응은 수치화된 목표 설정이 어려우므로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성이 중요

  - 법률은 개요, 과학기반 마련, 적응계획 수립·시행, 적응 모니터링, 적응 

확산 및 촉진, 적응 기반 및 거버넌스로 구성

< 기후변화 적응 법제 구성 체계 및 항목(안) >

* 출처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강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6.30.)

□ 시사점

 ㅇ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법적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가치가 높음

  - 기후변화 적응이 지니는 불확실성, 포괄성, 지역성 등 특성을 감안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장기적이고 유연하며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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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전략해외이슈

◈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C40)은 기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행동과정 선택을 돕기 위하여 15가지
지침을 제안

 

□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

 ㅇ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으며 ’50년 68%까지 

증가할 예정
 

 ㅇ 현대 도시 인프라와 운영 체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의 

한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ㅇ ’18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98년~’17년 기후와 지구물리학적 재해로 

1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적으로 2조9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 기후 위험 대응을 위한 지침과 세부내용

 ㅇ 도시 전반 회복능력 향상을 위한 4가지 지침

  - (위험 평가) 지역별 위험요소를 기술한 지도제작, 영향 예측 및 분석 

진행을 통한 위험 이해도 향상

  - (도시계획에 기후 위험 고려) 도시 중요 시스템 개발 계획, 투자 등 

도시계획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소를 고려

  - (조기경보 시스템과 매뉴얼 확보) 천재지변 발생 시 거주민 대상 위험 

경보를 발령, 피해 최소화

  - (기후 보험) 넓은 보장범위, 적절한 가격의 기후 보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흡수

 ㅇ 5종류 재난* 대응을 위한 11가지 지침

* 이상고온, 내륙홍수, 해안침수및폭풍해일, 가뭄, 산불

  - (이상고온) ①가로수 조성 및 관리, ②태양광 반사 표면 설치(건물 옥상,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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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륙홍수) ①하천 및 저수지 관리(하천 유역 정비, 홍수조절을 위한 상류 저수지 건설, 

하천 재귀화, 수변 완충지대 조성), ②친환경 도심 배수 설비(Sustainable Urbam 

Dranage Solution, SUDS) 구축

  - (해안침수 및 폭풍해일) ①친환경 방파제(습지 등) 설치, ②인공 방파제(수문, 

방파제, 모래주머니, 제방 등) 설치, ③지진해일 피난 건물 개발
 

  - (가 뭄) ①절수 교육 및 물 소비 억제 권고, ②수도관 파손 및 누수 지점 

파악·수리
 

  - (산 불) ①산불 취약지역 내 거주지 개발 축소 및 내화성 건물 개발, 

②산불 예방관리

<15가지 지침 요약>

* 출처 : Focused adaptation, A strategic approach to climate adaptation in cities(C40,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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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정부, 온라인 활용 재생에너지 교육 실시국내이슈
◈ 정부는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21.7.27.~’21.8.31.)’을 통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기술·진로상담 등) 제공

□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 추진 개요

 ㅇ (배 경) ‘2050 탄소중립’ 선언(’20. 10.) 이후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기술, 진로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증대됨

 ㅇ (내 용) 두 개의 프로젝트(➀탄소제로 퀘스트(quest), ➁온라인캠프)를 운영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진로 교육 및 체험활동 등 제공

 ㅇ (기대효과) 교육에 참여하는 초·중학생이 탄소중립 등 재생에너지 

이슈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프로젝트 세부내용

 ➀ 환경방학 퀘스트(quest)

 ㅇ (일정/장소) ’21. 7. 27.~’21. 8. 6. / 제페토* 內 ‘탄소제로 퀘스트’

* 제페토: 네이버 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ㅇ (대 상) 교육을 희망하는 초·중학교 학생

 ㅇ (내 용)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소재로 프로그램 진행

  - 유튜브 영상시청 후 메타버스*에서 과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과제 

수행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친환경 상품을 제공할 계획

* 메타버스: 현실과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

〈탐구활동 내용〉
장소 영상 내용 및 과제 메타버스 이미지

인트로

- (내용) 탄소중립에 무관심한
영상의 주인공 ‘제로’가 벼락과
함께 낯선 곳(학교, 바다)으로
순간이동

학교, 바다

- (내용) 학교·바다에서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 탐방

- (과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찾고 사진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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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ㅇ (일 정) 캠프기간(’21.7.27~’21.8.6) 동안 학년별로 총 4회 시행

 ㅇ (대상/참여자격) 초·중학교 학생 200명 / 참가신청서 접수 및 퀴즈를 

진행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사전 선발

 ㅇ (내 용) ‘우리학교를 탄소 0(Zero) 스쿨로 만들자!’를 주제로 온라인 캠프 진행

  - 각 대상(학년)별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준별로 캠프를 운영할 계획

* 초등학교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생 총 4그룹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당 50명 선발

 ㅇ (방 법) 온라인으로 운영(Zoom 활용)하며,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교차 이용

〈참고: 온라인 캠프 일정·운영방법 등〉

* 일정·운영방법

교육일정 대상(학년) 인원 운영방법

1회차 ’21.7.27. 초등(1~2) 50명
§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캠프
§ 재생에너지 교육키트, 협업 툴 활용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체험
및 기술 강의

2회차 ’21.7.30. 초등(3~4) 50명

3회차 ’21.8.2.~3. 초등(5~6) 50명

4회차 ’21.8.5.~6. 중등(1~3) 50명

* Zoom 활용방법

대회의실
강연, 피칭 등 단체활동

↑ ↓

소회의실
진로탐색 등 조별활동 ▲ 대회의실 이용모습 ▲ 소회의실 이용모습

* 운영내용
대상 초등(1~2) 초등(3~4) 초등(5~6) 중등(1~3)

내용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활동
등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활동,
탄소중립 토론

등

탄소중립강의수강,
탄소제로문제정의,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강의수강,
탄소제로문제정의,
재생에너지
진로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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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책 현황해외이슈
◈ 일본은 현재 전력생산의 상당 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나(’19년 74.1%),
상향된 NDC 및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중

□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축소에 따른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져, 

타 국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현황

* 일본은 ’19년도 1,107 Mton의 온실가스를 배출(세계 5위 수준)

 ㅇ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 10.)하고, 상향된 국가 NDC를 제시(’21. 4.)하

였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

* 일본 NDC 목표 상향: (’13년 대비 ’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6% 감축 → 46% 감축

□ 발전설비 구성 현황 및 전망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 중

  - ’21년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20년 대비 4.7 %p감소한 69.4 %(485.8 GW), 

재생에너지는 1.0 %p(86.8 GW)증가한 12.4 %를 기록할 전망

〈 발전 설비용량 구성 현황 및 전망(%) 〉

2010 2018 2019 2020p 2021p
‘20년
대비

구
성
(%)

수력 8.5 9.2 9.4 9.7 9.5 -0.1p

화력 61.7 75.2 73.8 74.1 69.4 -4.7p

석탄 25.0 28.7 28.7 30.1 30.8 0.7p

LNG 29.3 39.6 38.4 37.2 32.5 -4.7p

석유 7.5 6.9 6.7 6.8 6.1 -0.6p

원자력 28.6 6.5 6.6 4.9 8.7 3.8p

재생 1.1 9.0 10.2 11.4 12.4 1.0p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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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➀ 탄소 금융 이니셔티브

  - 재생에너지 유관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녹색펀드, 저금리 대출, 임대료 지원 등) 

및 기술개발 비용에 대해 세금감면

 ➁ 전력 자유화

  - 기존 정부 중심의 전기 도·소매를 민간에게 허용하는 제도로 특고압(’00), 

고압(’05), 저압(’16)의 순서로 시행하여 현재는 전면 자유화 단계

  - 전면 자유화 이후(’16), 태양광·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소매업자 대폭 증가

* 발전소 5,467개 중 태양광 2,728개소(49.9%), 풍력 1,753개소 (32.1%)를 차지함(’20.12월 기준)

 ➂ 해상풍력발전 지원

  - 해상풍력 도입을 촉진하고 유관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법률 제정

* 「해양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화 관련된 해역 이용 촉진 법률(’19.4)」

   ·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걸림돌 중 하나인 해역 점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30년까지 확대

   · 효율적인 해상풍력 발전설비 건설을 위하여 해상풍력 촉진구역 지정 및 

거점항 정비를 추진, 인근지역에 ’30년까지 10GW의 발전설비를 건립할 계획

 ➃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강화

  -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급역량 확충을 위해서 계통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일본식 ‘Connect&Manage’ 구축

* Connect&Manage : 잉여 계통용량 산출방법 고도화, 긴급용 송전용량 활용, 계통접속

허용 확대 등의 계통 운영방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 기후조건에 따라 출력 변동이 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통의 출력 

조정력 확보 및 자가 조정 기능을 제고해야 함

   · 분산형 전력 리소스(고정형 축전지 등)를 활용한 VPP(가상발전소)를 확충하고, 

V2G(Vehicle-to-Grid) 및 P2G(Power-to-Grid)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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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 산업부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산업통상자원부, 2021.7.20.)
 - 수요반응(DR)으로 지능형 전력 수요관리(산업통상자원부, 2021.7.12.)
 - 올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산업통상자원부, 2021.7.1.)

ㅇ 해외이슈 <EU, ‘Fit for 55’: 2030 기후목표 달성>
 -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EU Commission, 2021.7.14.)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강화>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강화(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21.6.30.)

ㅇ 해외이슈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전략>
 - Focused adaptation, A strategic approach to climate adaptation in cities(C40, 

2021.7.)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정부, 온라인 활용 재생에너지 교육 실시>
 - 뜨거운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교육부, 2021.7.28.)

ㅇ 해외이슈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책 현황>
 - 경제산업성,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골격(안) 제시 및 새로운 전원구성 수립 논의(에너지

경제연구원 , 2021.5.31.)
 - 일본의 분산형 전력시스템 확대 동향(에너지경제연구원, 2021.1.25.)
 - 일본의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지원정책(KOTRA, 2021.4.12.)
 - 바람에 기대는 일본, 해상풍력 중심으로 풍력발전 성장 견인(Solar Today, 2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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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 (해외이슈) 영국 건물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금융위, TCFD 지지선언 및 제 1차 그린금융 협의회 개최

 - (해외이슈) 중국, 발전부문부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식 개장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RE100 이행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개설

 - (해외이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재생에너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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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국내이슈
◈ 산업부는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을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21.7.20.)

 

□ 개 요
 

 ㅇ (배 경)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통한 충전불편 완화 및 공공부문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한 의무구매 비율 확대 필요성 대두

* 친환경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ㅇ (목 적)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

 ㅇ (추진현황) 공공건물 등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차금지·

충전방해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21. 2. 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의 약칭

  - 「제4차 친환경자동차기본계획」발표(’21. 2. 18.)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의 의결(’21. 5. 11.)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21. 6. 30.)

  - 본 개정을 통해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16)」,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16)」 등을 보완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

< 「친환경자동차법」 주요 개정 내용 >

* 출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의무구매범위 확대(환경일보, ’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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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전기차 충전편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 기준을 신축시설에서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 및 전기차충전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속체계 정비

  -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16)」를 도입하였으나 적용 대상이 신축

시설에 한정되어 기축시설은 제외되는 등 빠른 확산에 한계 존재

  - 공공기관 인근 거주자의 공공충전기 활용을 위해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

  - 또한, 전기차충전기 불법주차 단속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 단속대상을 의무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ㅇ (수소인프라 확산)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및 혁신도시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의무화하여 수소충전소 확산 기여 

  -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 가능, 수소충전소 연계 신사업 추진 용이 전망

 ㅇ (대규모 수요창출)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 구입 및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 공급측면(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하여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 뒷받침

*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목표제: ’21년 18%(10%) → ’22년 20%(12%)

  -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택시·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여 국민생활환경 개선 기여 전망

 ㅇ (친환경차기업 지원) 친환경차 제조기업 및 충전인프라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융자·자금 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전기차 충전편의
ü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 기준 신축시설→기축시설 확대
ü 전기차 충전기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단속체계 정비

수소인프라 확산
ü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ü 혁신도시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의무화

대규모 수요창출 ü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친환경차기업 지원
ü 친환경차 제조기업 및 충전인프라 제공 기업등 산업
생태계전반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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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영국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서(EPC)해외이슈
◈ 영국 「에너지 성능 인증서 제도(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EPC)」는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을 기반으로 신축 주택의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함

□ 개 요

 ㅇ (배 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는 탄소배출 

규제방안인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발표, ’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설정

*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영국 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7 %를 차지, 이에 정부는 탄소배출 규제 강화

 ㅇ (정 의)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A~G 7단계의 에너지효율 등급으로 나눈 인증서

  - 새 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 판매 및 임대 과정에서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ㅇ (목 적) 부동산 구입 및 임대 시 부동산의 용이한 에너지 효율성 비교 및 

비효율적인 건물의 부동산 거래 규제로 인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 증진 유도

 ㅇ (세부내용) 주택 에너지사용량 및 일반적인 에너지비용 정보, 에너지사용 

절감 및 에너지비용 절약 방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 포함

  - 에너지효율 개선사항, 개선비용 및 개선 시 절감되는 비용 등 제시

□ 주요내용

 ㅇ ’15년 에너지효율 규정*에 의해 부동산에 대해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도입

* The Energy Efficiency (Private Rented Property)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15

  - ’18년부터 주거용 부동산 신규 거래 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E등급) 충족 필수

  - ’20년 4월부터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은 불법, 위반 항목 당 최대 ￡5,000의 벌금 부과

  - 예외사항*을 제외한 부동산 구매·임대·재계약 시 세입자에 공인감정

평가사**(Accredited Assessor)를 통해 EPC 제공, 10년 주기 갱신 필요

* 종교시설, 2년 이하 동안 사용될 임시 건물, 철거 예정 건물, 에너지 사용이 많지 않은

비주거 작업장 및 농업건물, 연중 4개월 미만으로 사용되는 숙소 및 주거용 건물 등

** 스코틀랜드의 EPC는 AO(Apporved Organisation)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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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경과

 ㅇ 지역사회지방정부부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성능인증서(EPC) 제도 추진 결과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발행된 인증서는 1년 동안 16% 증가(’21. 6월 기준) 

  - 총 251,000개의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21년 4 - 6월 기간동안 영국 내 

신축 건물 중 85%가 에너지효율등급 A - B등급을 획득함

  - 영국정부는 COVID-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기간 내 주택시장 

개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에너지성능인증제도를 적극 추진함

  - 영국 미래주택기준(Future Homes Standard)인 ’25년까지 신축주택 탄소배출량 

75% 저감 및 녹색건축물 확대 계획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건물 에너지성능인증서(EPC) 예시 >

* 출처: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Ryse Energy, 접속일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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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금융위, TCFD 지지선언 및 제 1차 그린금융 협의회 개최국내이슈
◈ 금융위원회는 5월 24일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TCFD) 및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 제 1차 그린금융 협의회 개최

□ TCFD 개요

 ㅇ TCFD*는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권고안 개발·확산 역할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ㅇ TCFD가 ’17년에 발표한 권고안은 4개 주요 항목의 공개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

※ TCFD 권고안 4개 주요 공개항목
①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이사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진의 역할
② 전략: 장/중/단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경영·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③ 리스크관리: 기후리스크 식별·평가·관리절차 및 리스크 관리체계 통합 방법
④ 지표 및 목표치: 기후리스크 및 기회의 평가·관리지표, 목표치와 성과

<TCFD가 제시한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

카테고리 내용 재무적 영향

정책및법률
환경 관련 규제 정책 강화
환경 관련 소송에 대한 노출

규제 준수 비용 증가
소송 비용 증가

기술 저탄소 기술 대체
R&D 비용 증가

기존 자산 평가 절하

시장 시장 변동성 증가
소비자 선호도 변화로 수요 감소
원료 비용 변동성 증가

평판 소비자 선호도 변화 평판 악화에 의한 수익 감소
급성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생산능력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설비 손상 등 비용 증가만성 평균 온도 및 해수면 상승

기회

자원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재사용 자원 비용 절감
에너지 자원 저탄소 에너지 사용 에너지 비용 절감
제품및서비스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증대 제품 서비스 매출 증대

시장 새로운 시장 생성
신규 시장 참여를 통한 매출 증대

자금 조달 활로 다양

회복탄력성
기후변화 충격 완화 및

자산 다각화
공급망의 신뢰성 향상

탄력성 보장 관련 신 시장 개척

* 출처: 환경부가 지지선언한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새롭게
주목(임팩트온, ’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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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78개국 2,000여개 이상 기관이 TCFD 및 권고안에 지지선언, 국내에서도 

44개 기관 동참

  - (국 내) 환경부(’20.3월) 및 26개 금융유관기관* 등 총 44개 기관

* 기업은행(’20.6월), 한국거래소(’20.10월) 등 포함

 - (해 외) 영국·프랑스·캐나다 정부, 블랙록, Bank of America 등

* ’20.10월말, TCFD 참여기관의 시가총액 약 12.6조 달러(약 1경4천조 원)

□ TCDF 지지선언과 그린금융 협의회

 ㅇ 금융위원회는 13개 금융유관기관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TCFD)」 및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선언

 ㅇ 제 1차 「그린금융 협의회」를 개최(5.24)하여 정책금융기관등과 녹색

금융 현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

<TCFD 지지선언 및 그린금융 협의회 참여기관>
TCFD 지지선언(14개 기관) 그린금융 협의회(8개 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증권금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 출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선언과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출범으로녹색금융추진에더욱박차를가하겠습니다.(금융위원회, ’21.5.24.)

□ 시사점 및 향후계획

 ㅇ TCFD 지지선언 참여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활동 강화

 ㅇ 정부도 지지선언을 계기로 녹색금융 실천과제 이행에 속도 

  - 금융위는 환경부·산업부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마련 및 하반기 중 금융권 시범 적용

  - 금융권 녹색분야 자금지원 원칙을 담은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기준’과 기후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3분기 중 마련

  - ESG 정보공시 단계적 확대 및 ‘ESG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ㅇ 「그린금융 협의회」를 통해 녹색분야 정책자금 지원전략을 논의하는 등 

녹색산업 전반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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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중국, 발전부문부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식 개장해외이슈
◈ 중국이 올해 2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을 통해 시행을 공표했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7월 16일에 정식 개장됨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ㅇ 시장 참여자는 의무참여자, 기타 기관 및 개인임

  - 의무참여자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 6,000 tCO2eq.에 달하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로 ’21년에는 2,225개 기업이 선정됨 

* 연간 배출량이 2년 연속 2만 6,000 tCO2eq. 미만인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는 의무참여자에서

제외되며, 시장 초기에는 기타 기관이나 개인의 참여가 당분간 제한됨

  - 의무참여자의 CO2 배출량은 연간 40억 톤 이상으로, 동 ‘시장’ 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탄생 

□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흐름

 ㅇ 시장 개장 첫 날인 7월 16일, 일일 누적 거래규모는 약 410만 톤, 거래액은 

약 2억 1천만 위안(약 372억 원)을 넘어섬

  - 시초가는 톤당 48.0위안(약 8,490원)이었으며, 종가는 약 51.2위안(약 9,061원)으로 

오름폭이 약 6.7%에 달하였음 

 ㅇ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8개)에는 전력, 철강, 시멘트 등 20여 개 업종의 

3,000개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시범지역의 탄소배출권 사상 최고 가격은 톤당 122.97위안(선전), 최저 가격은 

1위안(충칭)이었음

  - 시범지역 탄소배출권 가격은 ’13~’17년 하락세를 보이다 ’20년에 소폭 반등함

  - 최근 2년 간 시범지역 탄소배출권 가중평균 가격은 베이징이 톤당 약 80위안, 

상하이가 40위안, 기타 지역은 20~50위안을 기록함

 ㅇ ‘2020년 중국 탄소배출권 가격 조사 보고서’ 전망에 따르면,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은 시장 초기에는 톤당 약 49위안, ’30년에는 93위안, 

’50년에는 167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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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 3단계

 ㅇ (1단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단계(’05~’12)

  - 중국은 국제 청정개발메커니즘 등 국제사업에 참여하면서 관련 노하우를 습득

 ㅇ (2단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시범운영 단계(’13~’20)

  - 7개 시범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을 시작함

* 중국은 ’11년에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광둥, 후베이, 선전 등 7개 省(市)을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 ’16년에 푸젠이 포함되어 시범지역은 총 8개로 늘어났으며, ’17년에 발전

부문부터 전국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됨

 ㅇ (3단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식 시행 단계(’21~)

  - 생태환경부는 이를 위한 제반작업으로 ’21년 2월과 5월에 관련 거래･
관리 방법 및 규칙을 발표하였으며, 7월 16일에 발전부문부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정식 시행함

  - 석유화학, 화학, 건설, 철강, 비철, 제지, 항공 등 7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도 ’25년까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포함될 방침임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연도별 거래량>
(단위: 만 톤)

베이징 상하이 광둥 톈진 선전 후베이 충칭 푸젠
2014 105.6 171.1 105.6 99.0 184.7 898.1 14.5 -
2015 125.9 169.0 465.6 52.7 440.1 1394.2 12.8 -
2016 241.9 415.6 1396.8 31.1 1102.1 1111.8 46.0 -
2017 238.4 245.7 1236.8 116.1 691.3 1487.0 678.2 206.9
2018 306.3 235.7 987.5 0.1 124.1 890.8 26.1 210.0
2019 311.2 270.5 1359.6 4.4 80.8 600.2 68.1 386.5
2020 114.0 214.7 1948.9 520.3 55.1 1421.6 22.0 43.6
* 출처: 중국,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7월 19일 출범(KOTRA, ’21.7.19.)

□ 시장 개장 영향 

 ㅇ 시장 개장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친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산림탄소흡수 및 재생에너지발전원 활용이 급증해 친환경･저탄소 

생산･소비방식이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

 ㅇ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사전 준비단계로 운영한 8개 시범지역 시장을 

전국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정계획 및 로드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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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RE100 이행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개설국내이슈
◈ 정부는 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개설(’21.8.2.)

□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요

 ㅇ (배 경) 기업의 RE100 참여 및 ESG 경영 도입에 따른 재생e 수요 확대를 

고려하고 RE100이행의 다양화·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REC 거래방식 추가

*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e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캠페인,

국내 이행방안으로 (기존) 녹색프리미엄, 제3자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 ESG 경영: 친환경·사회적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한 기업경영 방식

 ㅇ (거래방법) 기업이 구매한 REC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에 제출, 공단은 

해당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이용

  - REC단가는 전력량(MWh)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가격은 판매자(발전사업자)와 구

매자(기업)간 협의하여 결정

〈 REC 거래절차도 〉

* 출처: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산업통상자원부, ’21.8.2.)

 ㅇ (기대효과) REC 구매를 통해 재생e 조달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하고, 

상시 구매가 가능하여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 

  - 더불어 일반 기업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 확대 및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여 신재생e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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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방식

 ➀ 플랫폼 거래

 ㅇ 공단이 개설하는 매수-매도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매물 등록 후 REC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현물, 계약방식으로 나누어짐

  - (현 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일회성 REC 거래

  - (계 약) 일정기간 REC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발생예정인 REC를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

< 플랫폼 거래를 통한 매도-매수 방법 >
매수 플랫폼 매도 플랫폼

§ 매수자(기업)가 구매 희망 에너지원,
물량 등 매물정보를 플랫폼에 등록
→ 매도자(발전사업자)가 매물판매

§ 매도자(발전사업자)가 판매 희망 에너지원,
물량 등 매물정보를 플랫폼에 등록
→ 매수자(기업)가 매물구매

 ➁ 장외거래

 ㅇ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RE100 플랫폼에 등록

하여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공단은 계약사항 및 대금 납부내역 확인 후 REC 소유권이전 및 해당 

REC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참고〉 RE100 이행수단

이행수단 개요

➀ 녹색 프리미엄
§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하여일반전기요금대비높은가격으로판매(’20.12 시행)

§ 판매 재원은 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 예정

➁ 인증서(REC) 거래 §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REC를
직접 구매

➂ 제3자 PPA
§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➃ 지분 투자 §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

➄ 자가 발전
§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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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재생에너지 동향해외이슈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파리기후협약 이후 이를
대폭 축소하고 태양광·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및 전망

 ㅇ (현 황)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87.6%, ’20년)하여 탄소배출이 

많으나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하여 재생e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원별 발전량(’20) >
(단위: TWh)

석탄 천연가스 오일 원자력 수력 재생e

발전량 198.5(87.2%) 0.0(0%) 1.4(0.6%) 13.6(6.0%) 1.1(0.5%) 13.0(5.7%)

* 출처: 아프리카 그린뉴딜 정책동향 및 시사점(KOTRA, ’21.8.4.)

 ㅇ 파리기후협약(’15.12.)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의지가 확대되는 

추세인바, 정부 또한 탄소중림에 동참할 필요성 증가함,

* 파리기후협약(’15.12.):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

  - 「통합자원계획」을 개정(’19.10.)하여 화력발전 축소 및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 통합자원계획(IRP: Integrated Resource Plan): 남아공의 전력 수급계획으로서, 1차

IRP(’10)발표 이후 발생한 환경변화, 전력수요, 경제성장 등을 반영하여 개정

  - 더불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20.2.)하며 그린인프라 확충 및 

2050 탄소중립을 선언

*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e): 파리기후협약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 국의 실행 계획으로서, 화석연료 감축 계획 등의 내용 포함

 ㅇ (발전량) ’20년에 12.5 TWh를 기록한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연평균 

9.0% 성장하며 ’24년에 17.6 TWh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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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20) >
(단위: TWh)

’20 ’21 ’22 ’23 ’24

풍력 6.5 7.7 9.0 9.8 10.6

태양광 6.0 6.2 6.4 6.7 7.0

합계 12.5 13.9 15.4 16.5 17.6

* 출처: 아프리카 그린뉴딜 정책동향 및 시사점(KOTRA, ’21.8.4.)

 ㅇ (발전설비) ’30년까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의 신규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

* 석탄 발전설비: (’19년) 71.3% → (’30년) 43.0%

** 재생에너지(CSP, PV, 풍력, 수력, 양수) 발전설비: (’19년) 16.8% → (’30년) 46.0

*** 자료: 통합자원계획(IRP: Integrated Resource Plan, ’19.10.)

< ’30년 전원Mix 전망 >

’19년 ’30년 증설

설비(GW) 비중(%) 설비(GW) 비중(%) 설비(GW)

석탄 37.14 71.3 33.36 43.0 -3.78

원자력 1.86 3.6 1.86 2.4 0.00

가스 3.83 7.4 6.38 8.1 3.00

CSP 0.30 0.6 0.60 0.8 0.30

PV 1.47 2.8 8.28 10.5 6.81

풍력 1.98 3.8 17.74 22.5 15.76

수력 2.10 4.0 4.60 5.8 2.50

양수 2.91 5.6 5.00 6.4 2.08

기타 0.49 0.9 0.49 0.5 0.00

합계 52.08 100.0 77.82 100.0 26.67

* 출처: 통합자원계획 2019(IRP 2019)(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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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임대차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2021.7.19.)
 - 친환경차의 충전・주차・사용 제도개선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021.2.25.)
 -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21~’25) 기본계획 발표(산업통상자원부, 2021.2.2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제처, 2021.1.4.)
 - 이장섭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충북일보, 2021.6.30.)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 범위 확대(환경일보, 2021.5.27.)

ㅇ 해외이슈 <영국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서(EPC)>
 - Buying or selling your home(영국정부 공식홈페이지, 접속일 2021.8.9.)
 -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스코틀랜드정부 공식홈페이지, 접속일 2021.8.9.)
 - 부동산 상식 - 에너지 효율(EPC) F등급, 주택 거래 가능한가요?(HaninHerald, 2020.1.27.)
 - 난방 효율도 검사 증서(HaninHerald, 2013.3.18.)
 -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서울시, ‘건물 그린 뉴딜’ 전략 추진해야(서울연구원, 2020.7.13.)
 -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Ryse Energy, 접속일 2021.8.9.)
 - The Energy Efficiency Regulations 2015(The Compliance People, 접속일 2021.8.9.)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금융위, TCFD 지지선언 및 제 1차 그린금융 협의회 개최>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선언과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 

협의회 출범으로 녹색금융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금융위원회, 2021.5.24.)
 - 환경부가 지지선언한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새롭게 주목(임팩트온, 2020.6.22.)

ㅇ 해외이슈 <중국, 발전부문부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식 개장>
 - 중국, 발전부문부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식 개장(에너지경제연구원, 2021.7.26.)
 - 중국,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7월 19일 출범(KOTRA, 2021.7.19.)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RE100 이행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개설>
 -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산업통상자원부, 2021.8.2.)

ㅇ 해외이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재생에너지 동향>
 - 아프리카 그린뉴딜 정책동향 및 시사점(KOTRA, 2021.8.4.)
 - 통합자원계획 2019(IRP 2019)(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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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 초안 발표국내이슈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민간위원장 e-브리핑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관한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계획 발표(’21. 8. 5.)

□ 개 요
  

ㅇ (배 경) 파리협약*(’16년) 이후, 세계 주요국(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 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지구평균기온을산업혁명이전대비2℃상승이내로억제하고, 1.5℃를넘지않도록노력하는것을목표로함

  -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전 사회적 구조전환에 

필요한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필요

ㅇ (개념 및 의의)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전제에 따른 ‘2050년 미래상의 예측’으로 

법적(국제법 등)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님

ㅇ (추진현황) 기온상승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계획 발표(’20.10.~12.)

  -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작업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마련(’21.1.~6.)
* 10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및 분과위·전문위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검토(’21.6.~7.)

< 탄소중립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요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민간위원장, 간사, 8개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 간사)

기후
변화
분과위

에너지
혁신
분과위

경제
산업
분과위

녹색
생활
분과위

공정
전환
분과위

과학
기술
분과위

국제
협력
분과위

국민
참여
분과위

농림수산

전문위

에너지혁신

전문위

경제산업

전문위

①건물ㆍ
도시ㆍ국토,
②수송,
③폐기물
전문위

공정전환

전문위

①CCUS,

전문위

* 출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 초안발표(국무조정실,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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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석탄(화석) 발전 유무,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

CCUS·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하여 3가지 방안 제시

  - (1안)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탄소흡수 증가 고려

  - (2안)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LNG 발전을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화석연료 사용저감 및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 추가 감축 도모

  - (3안) 석탄·LNG 발전의 전면 중단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더욱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 감축 도모

□ 에너지효율

ㅇ (산 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설비 경량화, 열 손실 

감소기술 적용,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10 ~ 20 % 개선

  - 산업공정 설비의 에너지효율 대폭 개선을 위한 투자 지원(저리융자, 재정

지원, 세금감면 등) 확대 및 공장·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지원

ㅇ (수 송)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 △친환경 수송수단의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친환경 중대형차 기술

개발 및 보조금 확대 검토, △보급형 무공해차 생산 중소기업 육성

  - △차량 배출규제(온실가스, 연비 등) 강화 및 대상차종 확대, △무공해차 의

무보급 비율 강화(법제화 등), △경소형 승용차 보급 확대 방안 마련

ㅇ (건 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존 건물)를 

통해 ’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사용 원단위 32 % 향상

  -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 확대를 통한 전기기기의 에너지 사용 원단위 

향상 및 최적제어 통합관리시스템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감 도모

< 2050 탄소중립 사회 부문별 미래상 >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 출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 초안발표(국무조정실,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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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일본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해외이슈
◈ 일본 정부는 ’50년 탄소중립 및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 및 새로운 ’30년 전원구성 목표를 발표(’21. 7. 21.)

□ 개요

ㅇ (배 경) 일본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18. 7.) 이후 전 지구적 탈탄소 대응 노력 

강화 및 에너지관련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향성 필요

  - 국제 안보 긴장감 심화, 에너지 안정공급 위협 증가, 전력시장 자유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체계 및 투자환경 변화 등 고려 필요

ㅇ (에너지 수급전망)  에너지정책 기본 방향성(S + 3E*)을 전제로 ’30년 온실가스를 

’13년 대비 46 % 저감 및 향후 50 %까지 감축하는 적극적인 정책목표 발표

* Safety(안전성) + Energy security(에너지 안정공급) + Economic efficiency(경제적 효율성

향상) + Environment(친환경)

  -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고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36 ~

38 %로 늘려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 ’30년 전원 구성 제시

  - (에너지수요) 에너지효율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수요는 ’13년의 

3억 6,300만kl에서 ’30년에는 2억 8,000만kl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1차에너지공급) ’30년 1차에너지공급은 약 4억 3,000만kl를 전망하였으며, 

이는 제5차 에기본에서 제시한 수치(4억 8,900만kl)보다 낮은 수치

< ’30년 전원구성 목표 >

* 출처: 다시 에너지 비율 36∼38%로, ’30년도 기본계획초안공표(朝日新聞, ’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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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방향 설정 및 실현과제

ㅇ (산 업) 벤치마크 지표·목표치 개정, 「에너지효율기술전략」(’16. 9.) 개정을 

통한 에너지효율기술 개발·도입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대응 지원

  - 제조업 생산설비 비용 및 내용연수*(30 ~ 40년)를 고려한 전기화·가스전환 

등 에너지전환 추진 및 에너지효율기기·설비 보급 확대 도모

* 기계·설비 등 고정 자산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ㅇ (건 물) 제로에너지건축물·주택* 비중 확대를 위한 에너지 효율 규제 조치 

강화 및 에너지효율기기·건축자재 성능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개정

* 에너지 생산 및 절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양은 제로인 친환경 건축물

  - 가정건물용 고정형 연료전지의 도입 확대를 위한 비용절감 기술 개발 

추진 및 전력계통의 조정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 지원 예정

* 기술개발(R&D)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

ㅇ (수 송) 전기차 인프라 도입 확대, 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기술·공급망 강화 

등 에너지 다소비 분야인 자동차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정책 실시

  - 승용차는 ’35년까지 모든 신규 판매 차량 전기차 전환, 8톤 이하 상용차는 

’30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 20 ~ 30%, ’40년까지 100% 확대 목표

  - 「Well to Wheel*」(’20. 3.)을 개정하여 EV 및 PHEV 포함 새로운 연비기준 

설정, 물류시스템 표준화 및 AI·IoT 도입 등을 통해 화물 수송망 효율 향상

* 에너지 생산 및 차량 이동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정책

  - ’30년 바이오에탄올·디젤 도입 확대 및 비용절감, ’40년 상용화를 위해 

합성연료 관련 기술 개발·실증 추진 및 고효율·대규모 생산기술 확립

< ’30년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및 전망 (단위: 억tCO2) >

* 출처: 일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의 주요내용(에너지경제연구원, ’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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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21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신고 결과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2020년)
에너지사용량 등을 수집해 발간한 ‘2021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 요약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자(1toe=107kcal)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은 ’20년 국내 최종에너지소비(222,030천toe)
대비 47.0%를 차지

□ 에너지사용량 신고 현황

 ㅇ (업체 수)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4,714개, 전년대비 0.4% 증가

 ㅇ (에너지사용량) 총 104,345천toe로 전년대비 5.4% 감소

<부문별 에너지사용량 신고 현황>

구분
업체 수(개) 에너지사용량(천toe)1)

’19년 ’20년 ’19년 ’20년 비중(%) 증감량 증감률(%)

산업 2,920 2,944 104,014 98,744 94.6% △5,270 △5.1%

제조업 2,801 2,823 76,076 71,167 68.2% △4,909 △6.5%

에너지 산업2) 119 121 27,938 27,577 26.4% △361 △1.3%

건물 1,302 1,320 2,897 2,823 2.7% △74 △2.6%

수송 436 408 3,338 2,778 2.7% △560 △16.8%

발전 37 42 57,906 50,599 48.5% △7,307 △12.6%

합계3) 4,695 4,714 110,249 104,345 100.0 △5,904 △5.4%

1) 에너지사용량은 최종에너지(전기 1kWh=860kcal) 기준
2) 에너지산업 업종은 발전업, 증기·냉온수 공급업 등 에너지 전환에 해당하는 업종
3) 에너지사용량 집계시 발전은 전환부문으로 합계에서 제외

<업종(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신고 현황>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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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에너지사용량 신고 현황

 ㅇ (산 업) ’20년 사용량은 98,744천toe(全산업의 71.9%)로 전년대비 5.1% 감소

  - 에너지사용량의 91.3%를 금속(38.5%), 에너지산업(27.9%), 화공(24.9%)에서 차지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신고 현황>

구분
신고업체 수(개) 에너지사용량(천toe)
’19년 ’20년 ’19년 ’20년 비중(%) 증감량 증감률(%)

제조업* 2,801 2,823 76,076 71,167 72.1% △4,909 △6.5%

에너지 산업 119 121 27,938 27,577 27.9% △361 △1.3%

합계 2,920 2,944 104,014 98,744 100.0% △5,270 △5.1%

* 제조업 : 금속, 화공, 요업, 식품, 제지·목재, 섬유, 산업기타로 구성

ㅇ (건 물) ’20년 사용량은 2,823천toe(全건물의 6.2%)로 전년대비 2.6% 감소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 신고 현황>

구분
신고업체 수(개) 에너지사용량(천toe)
’19년 ’20년 ’19년 ’20년 비중(%) 증감량 증감률(%)

아파트 405 438 533 571 20.2 38 7.1%

병원 95 98 327 334 11.8 7 2.1%

상용 161 157 312 295 10.5 △17 △5.5%

학교 118 104 343 287 10.2 △56 △16.3%

그 외* 523 523 1,382 1,336 47.3 △46 △3.3%

합계 1,302 1,320 2,897 2,823 100 △74 △2.6%

* 그 외 : 공공, 호텔, 연구소, 백화점, IDC(전화국), 건물기타

ㅇ (수 송) ’20년 사용량은 2,778천toe(全수송의 7.1%)로 전년대비 16.8% 감소

<수송부문 에너지사용량 신고 현황>

구분
신고업체 수(개) 에너지사용량(천toe)
’19년 ’20년 ’19년 ’20년 비중(%) 증감량 증감률(%)

육상 377 356 2,042 1,687 60.7% △355 △17.4%

철도 15 15 464 437 15.7% △27 △5.8%

해운 36 30 232 212 7.6% △20 △8.6%

항공 8 7 600 442 15.9% △158 △26.3%

합계 436 408 3,338 2,778 100.0% △56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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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Fit for 55 법안 발표(CBAM, EU-ETS)해외이슈
◈ EU에서 Fit For 55* 발표(’21.7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 위한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

◈ 핵심 정책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배출권거래제(EU-ETS) 소개

□1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ㅇ (개 요) 강화된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시행으로 인한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가격제 확산을 도모하고자 탄소국경조정제 신규 도입

* carbon leakage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으로 인해 부담을
가지게 된 기업이 정책 강도가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

 ㅇ (주요 내용) 탄소국경조정제는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 (적용 대상)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제품 우선 적용*

* 신고및납부의무자 : 해당품목의수입업자, CBAM 관리기구로부터승인득필요

  - (적용 시기) 전환기(’23~’25년)에는 보고 의무 부여, ’26년부터 본격 시행

  - (적용 범위) 해당 수입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에 우선 적용(단, 간접 

배출량도 보고 필요)

  - (신고 및 납부 방법) 수입업자는 ◯1 CBAM 인증서(certificate)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 
◯2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인증서 수량을 CBAM 관리기구에 제출(매년 5/31 까지)

* CBAM 대상 품목의 직전 연도 수입량 및 내재된 배출량 산정 후 작성

  - (인증서 가격 산정) EU-ETS의 매주 경매가격을 평균한 값 기준, ETS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반영 예정

< (참고1) CBAM 인증서 수량 산출 방식 >

◯1 직전 연도(1.1∼12.31) 수입량(톤)×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CO2e/톤)

- ◯2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에서 납부한 탄소가격*

- ◯3 EU-ETS 하 대상품목에 부여된 무상할당량

* EU는 원산지국의 탄소가격제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추후 이행법률에서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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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CBAM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제품의탄소배출량 생산량
직접배출량

* 직접배출량 : 생산자가 직접 통제하는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

* 실제 직접배출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본 탄소배출량(default Values)을 사용

· 기본 탄소배출량은 수출국별 평균 배출원단위(average emission intensity of each

exporting country)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추후 정해지는 조정(Mark-up)에 따라 증가 가능

· 상기 평균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제일 많은 10%의 공장

(EU)에서 배출한 평균값을 적용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ETS)

 ㅇ (개 요) EU-ETS 개편을 통해 2030년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61%로 설정, 

ETS 배출허용총량(cap)을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

* 기존 적용 부문 : △발전, △에너지다소비 산업(정유, 제강 등), △제조업(철강·알루미늄·금속·

시멘트·석회·유리·요업·제지·종이·판지·산·유기화학), △항공

** 신규 적용 부문 : △건물, △해운, △육상운송

 ㅇ (주요 내용)  ETS 적용 부문 확대(건물, 육상/해운운송) 및 항공부문 무상

할당량 점진 축소 폐지 및 건물, 육상/해운운송 분야 ETS 신규 적용 예정

  - (건물, 육상운송) 기존 ETS와 별개로 배출권거래제 신설*하여 ’26년부터 시행, 

육상운송의 경우 공급기업 대상 부과

  * 무상할당이 없는 100% 유상할당(경매)로 진행

 - (해운운송) ’23~’25년에 걸쳐 ETS 적용범위 확대

   ·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역내 항해, 정박 중 배출되는 탄소량 100% 적용

   · 역외 운항(Extra EU→Intra EU)에 대해 탄소배출량 50% 적용

  - (항공부문) ’26년 말까지 무상할당량 폐지, 연간 1만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

하는 항공기에 대해 EU 회원국의 국제항공 상쇄프로그램*(CORSIA) 시행 예정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운영하는 ‘국제항공의 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로 현재 시범운영(’21~23년)

중이며 항공사 관리 업무(배출량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의 접수와 검토 및 승인 등),

ICAO에 대한 보고 업무 등을 통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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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세계 태양광 발전설비 동향학술이슈
◈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신규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로 태양광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지속 하락할 전망

□ 세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황

 ㅇ ’20년 신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는 약 107GW이며, ’21년은 

9.3% 상승한 117G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발전설비는 발전용, 상업용, 가정용으로 구분, 그중 가정용 설비 비중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6%(5.8GW) → 18%(19.3GW))

〈세계 태양광 설비 용량〉
신규 설비 용량 추이 및 전망 용도별 신규 설비 비중

* 자료: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한국무역협회, ’21.8)

 ㅇ 한편, 최근 5년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이나, 풍력과 수력은 감소

* ’15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49GW), 풍력(67GW), 수력(35GW), 기타(7GW)

’20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107GW), 풍력(65GW), 수력(18GW), 기타(8GW)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비중 추이 재생에너지 원별 비중 변화(’15 → ’20년)

→

* 자료: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한국무역협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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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망

 ㅇ 각 국의 국가계획에 의하면 ’30년까지 태양광 신규 설치 계획은 460GW 

규모로(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의 63.8%)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망

* 육상풍력, 해상풍력, 바이오메스·폐기물은 각각 143GW(19.9%), 80GW(11.1%), 35GW(4.9%)

□ 태양광 LCOE 현황(결정질 실리콘 기준)

 ㅇ ’09년 359$/MWh에서 ’19년 40$/MWh 기록(88.9% 감소) 하는 등 최근 10년간 

세계 태양광 LCOE는 빠르게 하락

* 균등화 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발전설비 운영기간에 발생하는

총비용을 단위 전력량 기준으로 나타낸 값

** 동기간 풍력, 원자력, 석탄의 LCOE 증가율은 각각 △69.6%, 26.0%, △1.8%

〈태양광 LCOE 현황〉

* 자료: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한국무역협회, ’21.8)

  - 태양광 발전설비 생산비용이 낮은 미국, 중국, 인도의 LCOE는 석탄, 

원자력 발전보다 낮음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 자료: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한국무역협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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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미국의 풍력발전 동향해외이슈
◈ 미국의 ’20년 기준 누적 풍력발전 설치량은 122,317MW에 달함
- 현재 해상풍력발전 비중은 낮으나, 약 2,000GW 규모의 잠재량을 보유하며, 향후
보급 확대를 위한 연방·州 정부의 정책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

□ 풍력발전 현황

 ㅇ ’20년 신규 설치량은 16,913MW로 전년(9,143MW)대비 약 85.1% 상승하

였으며, 누적 설치량은 122,317MW에 달함

  - 41개 주에 약 6만개의 터빈을 가동 중이며, 텍사스, 아이오와, 와이오밍, 

일리노이 등 중부지역에 집중됨 

* 설치량(’20): 텍사스(4,235MW), 아이오와(1,498MW), 와이오밍(1,123MW), 일리노이

(1,059MW), 미조리(1,028MW) 순

〈풍력발전 설치량〉
연간 설치량 동향 州별 설치량(’20)

* 출처: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KOTRA 해외시장뉴스, ’21.8)

  - 상위 10개 기업(NextEra Energy, Xcel Energy, Berkshire Hathaway Energy 등)이 

’20년 설치량의 61.5%(10,408MW) 비중을 차지함 

〈상위 10개 기업 설치량〉

* 출처: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KOTRA 해외시장뉴스, ’21.8)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72호 2021. 8. 27.

- 244 -

□ 해상풍력

 ㅇ 주요지역(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 6개 주) 및 연방해역에 걸쳐 활발한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 중

* 연방해역: 총 9,079MW의 프로젝트 개발 중(진행 중인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 26% 점유)

** 주요지역 해상풍력 개발 목표: 뉴욕 9GW(’35), 뉴저지 7.5GW(’35), 버지니아 5.2GW(’34),

메사추세츠 3.2GW(’35), 코네티컷 2GW(’30), 메릴랜드 1.2GW(’30)

  - 연방정부는 발전설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에 약 68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등을 발표(’21.3)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각 부처간 협력 방안〉
정부기관 지원내용

내부무
(해양에너지관리국)

§ 뉴욕 해안에 신규 풍력발전 우선 개발 정책 발표
→ ’30년까지 최대 25,000개의 개발·건설 일자리 창출 전망
§ ’25년까지 16건의 건설 및 운영 계획 검토
→ 최소 19GW의 신규 설비 확보

교통부
(해양사무국)

§ 항만 인프라 강화 및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

에너지부
(대출보증국)

§ 30억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
→ 관련산업 및 R&D, 항만 인프라 구축 지원

해상풍력연구개발
컨소시업

§ 재생에너지연구소(NREL), 에너지부(DOE),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YSERDA), 메릴랜드 주정부 등의 출자로 컨소시엄 설립
§ 해상풍력 R&D 지원(15개 과제, 800만 달러)

상무부
(국립해양대기국)

§ 기업(Orsted 등)과의 해상풍력 협약 체결을 통해 정보공유

* 출처: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KOTRA 해외시장뉴스, ’21.8)

□ 육상풍력

 ㅇ 육상풍력 설치용량은 ’19년 말 100GW을 초과했으며, ’20년 말 기준으로 

122GW까지 증가함

  - 육상풍력 설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텍사스로 26.9GW에 달하며, 단일 

발전소로 콜로라도의 Rush Creek Wind가 60MW로 최대규모임 

□ 시사점

 ㅇ ’50년까지 290.9GW 이상 추가될 전망되고, 발전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터빈 평균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전망: (’20) 113.4GW → (’30) 224.1GW → (’50) 404.3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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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 초안 발표>
 -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 초안(국무조정실, 2021.8.5.)
 - 2050 탄소중립(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21.)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기획재정부, 2020.12.7.)

ㅇ 해외이슈 <일본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 일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의 주요내용(에너지경제연구원, 2021.8.13.)
 - 다시 에너지 비율 36~38%로, ’30년도 기본계획초안공표(朝日新聞, 2021.7.21.)
 - 日, '제로에너지하우스(ZEH)' 관련 시장을 주목하라(KOTRA, 2017.11.9.)
 - 일본, 2050년을 앞두고 전기자동차(xEV) 전략 추진(일본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접속일 2021.8.19)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2021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신고 결과>
 - KEA ‘2020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

ㅇ 해외이슈 <Fit for 55 법안 발표(CBAM, EU-ETS)>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259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학술이슈 <세계 태양광 발전설비 동향>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2021.08.07.)

ㅇ 해외이슈 <미국의 풍력발전 동향>
 - KOTRA 해외시장뉴스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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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호>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2021. 09. 10.(금)

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9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해외이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뉴욕 건물 부문 수요 유연성의 역할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통과

 - (해외이슈) 바이든 행정부 첫 예산안(FY2022) 상의 기후변화 R&D 관련 

주요사항 분석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강원도,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해외이슈) 인도의 태양광 보급 및 정책 동향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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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9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배포국내이슈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9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21. 8. 30.)

□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ㅇ 디지털뉴딜·그린뉴딜·휴먼뉴딜·지역균형뉴딜 등 4개 분야 주요 사업 선정 후, 

각 사업의 내용, 일정, 모집, 예산 및 규모 등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발표

 ㅇ 디지털뉴딜-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뉴딜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 

휴먼뉴딜-지속가능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뉴딜-지역 뉴딜 기업 투자 강화

< 9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현황 >
사업분야 주요사업 관련부처

디지털뉴딜
Ÿ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Ÿ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등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그린뉴딜

Ÿ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Ÿ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Ÿ 에너지 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휴먼뉴딜
Ÿ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방안

Ÿ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수기 공모전 등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역균형뉴딜
Ÿ 제1차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

Ÿ 제5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등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출처 : 9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기획재정부, ’21.8.30.)

□ 그린뉴딜 

 ㅇ (개 요) 「2050 탄소중립 사회」달성을 위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친환경 

경제 도약 및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도모

   -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 선언(’20. 10.) 후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추진기반구축」 신설

 ㅇ (목 표) △생활환경 녹색전환으로 기후 위기대응 안전망 공고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기반 마련 및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ㅇ (기대효과) ’25년까지 총 73.4조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65.9만개 창출

 ㅇ (5대 대표과제)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5대 대표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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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9월 그린뉴딜 주요사업

 ㅇ (인프라 구축·확대)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및 미래차 

메가 스테이션 시범사업 공모** 추진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본격 전환

* 수소충전소 안전장치 및 핵심 설비의 작동상태 실시간 모니터링(’21. 9.~)

**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대규모 충전시설과 다양한 복합시설을 결합(공모:~9.10)

   -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은 ’21. 8. 31. 기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사업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50기 내외, 수소차 충전시설 2기 등 보조

 ㅇ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및 에너지 

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9월 내 본격 착수될 예정

* 반월시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실증단지구축

** 중소·중견 기업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폐열회수 등 탄소중립 설비 지원

   -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에너지 분야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년 기준 국비 30억 원 규모로 지원

   - 에너지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총 28개 업체가 선정되어 

협약식을 마쳤으며(8월) 총 130.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

< 9월 그린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현황 >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1주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Ÿ 3차 공고 마감 및 대상자 선정 추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Ÿ ’21년 2차 공고 주관기관 선정 등

에너지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Ÿ 할당대상업체 대상 업체별 사업 추진

CCUS 전문가 포럼 Ÿ CCU법률(안) 검토 등 포럼 개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실효성 제고방안 회의 Ÿ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세부 시행방안 논의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Ÿ 수소충전소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2주차

미래차 메가스테이션조성 시범사업 Ÿ 민간사업자 1곳 공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건물부문) Ÿ 건물지원 공고 및 사업대상자 선정

스마트그리드산단사업 Ÿ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대규모 CCS 통합 실증·CCU 상용화 기반 구축 Ÿ CCUS 단일법 마련 관계부처 회의

3주차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Ÿ ’21년 2차 공고 지원대상 선정 등

4주차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Ÿ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및 유공자 선정

스마트 하구관로 협의체 회의 Ÿ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 Ÿ 친환경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 사업 착수

* 출처 : 9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기획재정부, ’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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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뉴욕 건물부문 수요유연성의 역할해외이슈
◈ 「2050 탄소중립」 달성 수단인 건물부문 전력 수요유연성의 운영방안 및
운영효과, 전력수요 감축 방안 등 모색 및 시사점 발굴

□ 수요유연성(Demand Flexibility)

 ㅇ (개 요) 수요유연성은 에너지효율 및 전기화와 함께 건물부문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비용효율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ㅇ (정 의) 수요유연성이란, 건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거나 일정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이동시키는 것 

 ㅇ (목 표) 수요유연성을 통해 전력수요 피크를 관리하고 감소함으로써 건물 

부문의 전력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탈탄소화 도모

< 수요유연성이 피크 시간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전망 >

* 출처 : Demand Flexiblity Newyork city buildings(RMI, 2021.5.25.)

 ㅇ (특 징) 특정 시간대에서 일시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변화시키는 수요반응

(Demand Response)과 구분되며, 운영 전략에 따라 다양한 주기로 적용 가능

   - 소요 인프라 구축·운영 비용 등의 경제적 여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환경적 여건에 따라 일별, 주기별, 분기별, 연별 등으로 적용하여 운영 

 ㅇ (근거법령) 「New York City’s Local Law 97」은 수요유연성에 대한 규정 

및 규정 미준수 시 가해질 수 있는 페널티 등에 대해 명시

   - LL97은 전력소비시간을 평가하기 위한 탄소측정기준을 사용하여 뉴욕시 내의 

건물 소유주에게 규정준수 및 탈탄소화 경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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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유연성 운영효과

 ㅇ (건물 전기화 촉진) 온수·난방 등의 열부하를 히트펌프 등의 수요유연성 

전기부하로 전환 시 동절기 건물 전력 피크 감축 용이 

   - 또한, 전기화된 건물에 수요유연성을 확대 운영 시 비전기화 건물 대비 

13%, 사무실의 경우 7%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가능

< 건물 용도별 전기화·비전기화 건물 수요 유연성 온실가스 감축규모 >

* 출처 : Demand Flexiblity Newyork city buildings(RMI, 2021.5.25.)

 ㅇ (건물 전력소비 감소) 뉴욕시 건물부문에 대한 수요유연성 적용·운영을 

통해 피크 시간 동안의 전력 소비를 30 - 50% 감소 가능

   - 수요유연성을 통한 피크 시간대 전력 소비 감소 시 피크 발전원에 대한 

전력 수급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어 건물 전력 수급 안정화 가능 

 ㅇ (탈탄소화 극대화) 에너지효율 및 전기화화 함께 운영 시 건물부문 탈탄소화를 

극대화시키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 수단

   - 수요유연성 미운영 시 건물부문 전기화에 따른 피크수요가 발전용량을 

초과하여, 계통 신뢰도 및 전력수급 안정도 저하 초래 우려

   - 에너지효율 없이 수요유연성·전기화만 운영 시 관련 인프라 건설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 전기화를 하지 않으면 뉴욕 온실가스 감축목표(’50년 까지 80%) 달성 어려움

□ 시사점

 ㅇ 수요유연성은 탈탄소화를 위한 비용효과적 수단으로, 미국 내 가장 공격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한 뉴욕시의 건물부문 배출량 40% 절감 가능

 ㅇ 국내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 관리 및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유연성 적용 및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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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통과국내이슈

◈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 방향과 구성, 항목, 내용을 제시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 예정

 ㅇ 세계에서 14번째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함.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 및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 추진 계획

 ㅇ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UN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50년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였고,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내용 및 의의

 ㅇ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

 ㅇ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설정

   - 기존(’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

 ㅇ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법제화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 특히,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

(거버넌스)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

 ㅇ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 마련

   -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

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도입·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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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구체화

   -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

 ㅇ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에서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로의 전환

   -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

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 

   -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 간 협력체계 마련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

총 괄

(비 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 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ㆍ기후변화영향평가
ㆍ탄소인지예산제도
ㆍ배출권·목표관리
ㆍ탄소중립 도시
ㆍ지역 에너지 전환
ㆍ녹색건축·교통
ㆍ흡수원·CCUS
ㆍ국제 감축사업
ㆍ종합정보관리

ㆍ감시·예측
ㆍ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ㆍ지역 기후위기대응
ㆍ물 관리
ㆍ녹색국토
ㆍ농림수산 전환
ㆍ적응센터

ㆍ사회안전망
ㆍ특별지구
ㆍ사업전환
ㆍ자산손실 최소화
ㆍ국민참여
ㆍ협동조합 활성화
ㆍ지원센터

ㆍ녹색경제
ㆍ녹색산업
ㆍ녹색경영
ㆍ녹색기술
ㆍ조세제도
ㆍ녹색금융
ㆍ정보통신
ㆍ순환경제

기 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 출처: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환경부, 21.8.31.)

□ 탄소중립법에 대한 사회 각 분야 반응은 상반됨

 ㅇ (기후·환경단체) “국제권고에 못 미치는 감축량을 담아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룬 법”이라고 비판

 ㅇ (산업계) 연 3.1% 탄소 감축은 비현실적. 산업계와 협의해 우선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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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바이든 행정부 첫 예산안(FY2022) 상의 기후변화 R&D 관련 

주요사항 분석해외이슈
◈ 바이든 행정부는 첫 예산안을 통해 기존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면 개편을 예고함

   

□ 기후변화 R&D와 연관성이 높은 부처 예산 대폭 증액
 

 ㅇ 에너지부 과학국 ‘생명 환경 연구(BER)’분야는 전년(7억5천3백만 달러) 

대비 10.0% 증액된 8억2천8백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함

 ㅇ 보건복지부 차년도 예산안 내 기후변화가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원을 위해 1억 달러의 예산 증액을 발표. 국립 환경보건과학원의 

외부 연구 예산 항목 내 ‘기후변화의 인류 건강 영향’ 항목을 신규 

편성하고 9천5백만 달러 예산을 순증
 

 ㅇ 국립과학재단의 ‘연구 및 관련 활동' 예산은 전년 대비 17.8% 증액안을 

제출했으며 그 중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높은 청정에너지 기술 및 미국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 예산은 전년 대비 각 31.7%, 46.3% 증액

관련 기관
에너지부 농무부 보건복지부

과학국 응용 과학국 농업연구청 식량 농업원 산림청 환경보건과학원

예산 증가액
(’21년 대비,
천 USD)

414,000 2,541,420 366,000 385,000 54,800 100,000

예산 증가율
(’21년 대비)

5.9% 44.1% 23.9% 24.4% 21.2%
신규
연구과제

관련 기관
환경보호청 해양대기청

지질조사국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연구개발국 해양대기연구국 과학임무국

예산 증가액
(21년 대비,
천 USD)

60,960 204,878 326,910 630,600 347,190

예산 증가율
(21년 대비)

64.0% 33.5% 24.9% 8.6% 40.6%

*출처: 바이든 행정부첫예산안(FY2022)상의기후변화 R&D 관련주요사항분석(녹색기술센터, ’21.8.)

<주요 부처 예산 요구안>

□ 기후변화 R&D 예산을 삭감 및 축소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R&D 측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

 ㅇ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초과학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의 빠른 파급을 위한 응용연구 및 실증연구에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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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간 약화된 미국의 기술적 역량·기반의 회복 도모가 아닌, 본격적인 

재도약을 위한 추진력 확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 에너지부 내 기초과학-응용과학-실증 등 연구개발단계별 전담조직 체계 

구성을 통해 청정에너지 R&D 성과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ㅇ 에너지부 내 청정에너지 실증국의 신설로 과학국, 응용 과학국, 청정에너지 

실증국으로 이어지는 청정에너지 R&D 전주기에 대한 단계별 전담 조직을 완비
 

 ㅇ 동일 부처 내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기초과학 성과의 상용화 

연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임

□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을 강조

하면서도, 한발 더 나아가 탄소흡수(Carbon Negative)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에 착수

 ㅇ 에너지부 내의 화석에너지 및 탄소관리국, ARPA-C 등에서 예산 확대 

및 신규 지원 분야로서 직접 공기 포집(DAC),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저장기술(BECCS) 등 배출흡수기술(NETs) 포함

 ㅇ IEA 등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배출흡수기술에 대한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정부 예산안 상으로 태양 복사 관리(SRM) 등 기존의 기후 기술 목적 분야

(감축 및 적응)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영역이 등장

 ㅇ 상향식 사업이 아닌 하향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이례적

 ㅇ SRM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장 정부 지원을 검토하기보다는 SRM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및 논의 내용을 신중히 모니터링한 후 추진할 필요성 존재함

 ㅇ 또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기술에 속하나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시키지는 않는 기술이므로, 기술정책 상에서 어떻게 포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특히 기술과 관련한 통계분류체계에 반영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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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강원도,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추진국내이슈
◈ 강원도는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조성을 통해 폐광지역의 자립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25년까지 총 2,727억원을 투입할 계획

□ 추진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석탄 산업은 축소 추세, 국내의 

경우에도 폐광지역의 자립성장을 위한 신산업 개발이 요구

□ 추진내용 

 ㅇ 강원도는 폐광지역에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강원형 수소 산업 

육성과 폐광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 추진

* (추진기간 / 위치) 2021~2025년 / 태백시 일원

* (사업비) 총 2,727억원(국비 565억원, 지방비 549.5억원, 민간 1,612.5억원)

   - 국가 공모사업인 ➊수소시범도시, ➋수소생산시설 조성, ➌수소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예타사업에 선정되며 성장 동력 확보

〈 주요 추진내용〉

➀ 그린수소 생산 연구개발
(자원순환·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 그린수소 생산 기술 표준화·고도화

§ 그린수소의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확보

➁ 테스트베드, 산업단지 구축
(그린수소 제조·장치기업 집약화)

§ 장비지원센터 및 수소벤처센터 조성

§ 액화플랜트와 연계한 상업화 확대·지원

➂ 인력 양성 및 수출 연계
(고용증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소분야 전문인력 1천명 양성, 일자리 창출

§ 해외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수출 경쟁력 제고

□ 기대효과

 ㅇ 수소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의 생태계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기업유치 30개, 신규 일자리 500개 확보, 수소분야 전문인력 1,000명 양성, 수출

100억원 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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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부추진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센터 구축

(1단계) 플라즈마 수소 생산 실증센터 구축

(2단계) 생산시설 확대 및 기술 고도화

(3단계) 대규모 플랜드 제조로 수소 생산량

확대(10,000kg/일)

 목재 활용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1단계) 목재 활용 그린수소 생산라인 구축

으로 3MW급 전기생산

(2단계) 국내외 플랜트 구축 추진으로

분산형 발전소 확대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1단계) 수소벤처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입주기업 육성·지원

기반 확보

(2단계)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실증

(3단계) 클러스터 착공 및 준공

- 그린·액화수소 제조 및 판매

 수소 전문인력 양성

(1단계) 폐광지역교육시설에수소 교과신설

* 태백기계공고, 삼척마이스터고, 강원대

(2단계) 수소산업 일자리센터 설립·운영 및

‘수소자격증’ 신설 추진

(3단계) 일자리 정보 제공·알선, 경력관리

지원, 인력채용 박람회 개최 등

※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참조(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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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인도의 태양광 보급 및 정책 동향해외이슈
◈ ‘20년도 태양광 신규 설치규모는 6.1GW(누적 44GW), 세계 4위 수준

◈ 정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이중 태양광이 50% 이상을 차지할 전망

□ 현황 및 전망

 ㅇ ’20년도에 태양광 발전설비 6.1 GW가 신규 설치, 전년대비 신규 설치규모는 

일부 감소했으나, 전세계 신규 설치 규모(107GW)의 5.7%에 해당

* 태양광 현황(누적, GW): (16년)10 → (17년)18 → (18년)28 → (19년)38 → (20년)44

* 태양광 총 44 GW는 발전용(36.3 GW), 산업용(5.4 GW), 가정용(0.8 GW)으로 구성

  -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신규 설치를 견인

* 가정용 태양광 설비비용(’19, $/kW): (미국)4,096, (일본)2,250 >> (인도)840

상업용 태양광 설비비용(’19, $/kW): (미국)3,081, (일본)1,980 >> (인도)817

* 태양광 설치비용(’19, $/kW): (독일)107.9, (미국)269.9 >> (인도)49.4

* 태양광 유지관리 등 기타비용(’19, $/kW): (중국)238.9, (독일)149.8 >> (인도)134.4

 ㅇ 한편, 태양광 발전량은 71 TWh로 전세계 발전량(837.9TWh)의 8.5%를 차지, 

향후 5년 이내 인도가 10.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IEA)

* ’25년 재생에너지 발전 전망(IEA): 세계(1,635TWh), 인도(172TWh)

  - 특히, 현 정책추세 유지시 ’40년에는 전체 발전량 중 태양광이 

31.4%(1,221 TWh)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IEA)

□ 태양광 정책 동향

 ㅇ 도시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30년까지 재

생에너지 발전 설비 450GW 구축을 목표,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시행 중

   - 「재생에너지 의무구매 제도(PRO, Renewable Purchase Obligation)」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법제화

* 신재생에너지부는 ’22년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22%로 상향

   - 세이프가드 발동(’18.7.) 및 연장(’20.7.)으로 자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 제도 시행 이후 중국산 점유율 변화: (’18년) 72%(34억$) → (’20년) 45%(10.8억$)

** 세이프가드(Safe Guard):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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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생산연계형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제도로 자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에게 총 450억 루피(약 6억$)를 제공할 예정

* 약 30,000명의 직접 고용 및 120,000명의 간접 고용 창출 기대

〈참고: 태양광 설비비용 등〉

 태양광(가정용, 상업용) 설비비용 비교

가정용(’19) 상업용(’19)

* 출처: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한국무역협회, ’21.8.)

 에너지원별 전력공급 추이 및 전망(TWh)

구분 ’00 ’19 ’30 ’40

총 전력공급 562 1,583 2,461 3,887
석탄 390 1,135 1,343 1,334

천연가스 56 71 108 157
원자력 17 40 109 222

재생에너지 77 332 893 2,169
태양광 - 48 392 1,221
풍력 1.7 66 195 520
수력 74 175 226 307

* 출처: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한국무역협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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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9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9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기획재정부, 2020.8.31.)
 - 그린뉴딜 5대 대표과제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7.31.)
 - 한국판뉴딜 – 그린뉴딜(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02.do)

ㅇ 해외이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뉴욕 건물부문 수요유연성의 역할>
 - KEMRI 전력경제 REVIEW(2021년 제7호)(한전경영연구원, 2021.7.14.)
 - Demand Flexiblity Newyork city buildings(RMI, 2021.5.25.)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환경부, 2021.8.31.)
 -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기후·환경단체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 미뤄”(한겨레, 2021.08.31)
 - 탄소중립정책 급발진…기업들 '패닉'(매일경제, 2021.9.5.) 

ㅇ 해외이슈 <바이든 행정부 첫 예산안(FY2022) 상의 기후변화 R&D 관련 주요사항 분석>
 - 바이든 행정부 첫 예산안(FY2022)상의 기후변화 R&D 관련 주요사항 분석(녹색기술센터, 2021.8.)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강원도,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추진>
 - 강원도, 2030 강원형 액화수소산업 육성 로드맵 발표(강원도청, 2021.5.16.)
 - 강원도,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으로 그린뉴딜 실현(강원도청, 2021.2.18.)

ㅇ 해외이슈 <인도의 태양광 보급 및 정책 동향>
 -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한국무역협회, 2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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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2022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신산업 예산확대

 - (해외이슈) 체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주택 지원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우리나라 109년(1912~2020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 (해외이슈) 기후금융 체제전환 : 기후채권과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본격적으로 추진

 - (학술이슈) 연료전지 시장과 국가별 경쟁력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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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2022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신산업 예산확대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는「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발표(’21. 8. 30.)

□ 산업통상자원부 ’22년도 예산안 발표

ㅇ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 대비 5.6% 증액 편성한 11조 8,135억원 규모의  

’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

ㅇ (목 표) △친환경·디지털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

ㅇ (편성안) 탄소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친환경·디지털혁신 및 전략

산업 경쟁력 제고 부문 14.5% 증액, 에너지전환·신산업육성 부문 2.7% 증액

  -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예타사업 추진 등에 대한 R&D 예산을 

대폭 증액(11.6%),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

  -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의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부·장 및 뿌리

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 투자 강화

추진 목표
예산액(원,%)

주요분야
2021 2022 증가율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5조
976억

5조
8,274억

14.5

ü 소재·부품·장비

ü Big3

ü 디지털뉴딜

ü 중견기업 육성

ü 사업재편 지원

ü 지역경제 활성화

ü 국가표준 및 안전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4조
7,422억

4조
8,721억

2.7

ü 에너지전환

ü 전력 신산업

ü 에너지복지 강화

ü 기후위기 기금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1조
1,862억

9,526억 △19.7

ü 수출경쟁력 제고

ü 외국인 투자유치·유턴 활성화

ü 무역안보

ü 국부 창출형 통상

< 산업통상자원부 ’22년 예산안 편성 개요 >

* 출처 : 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 증액 편성(산업통상자원부, ’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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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ㅇ (자동차) Big3 핵심사업 중 하나로, 수송부문의 친환경·자율주행 전환기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등 R&D 강화, 사업재편 투자지원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ㅇ (디지털뉴딜)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 촉진, 디지털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지원 강화

ㅇ (사업재편 지원) 산업 대전환기에 대응하여, 기업 성장한계극복 및 新유망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기반구축 및 핵심 기술개발 지원 강화

ㅇ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혁신기관의 R&D 인프라 예산 강화 및 노후화 산단의 

구조 고도화,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 재정투자 확대, 산단 환경조성 등 추진 

□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ㅇ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 화석연료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예산 대폭 증액

ㅇ (전력신산업) 전력·통신 공급의 안전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전선로 지중화 

사업, 재생E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 개발  

ㅇ (에너지복지 강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경감 및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등 에너지 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ㅇ (기후위기기금)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의 정책금융 지원 

및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온실가스 감축 新공정기술 R&D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부문 2022년 예산액 편성 현황 > 

* 출처 : 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 증액 편성(산업통상자원부, ’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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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체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주택 지원 강화해외이슈
◈ 체코 주거부문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지원 정책인
「New Green Savings 프로그램」현황·효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New Green Savings 프로그램

ㅇ (개 요) 체코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주택을 지원하는 「New Green Saving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내용) 주택·아파트 등 주거건물의 소유자, 개발자 및 건축업자 등을 

대상 고효율 난방원 교체, 재생에너지원 사용, 고효율 주택 건축·구매 지원

ㅇ (신청현황) 에너지절약형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1만 6,941건 접수(전년대비 33% 증가)

ㅇ (추진현황) ’14년 정책 도입 이후 ’21년 상반기까지 총 8만 682건 신청건수 

중 6만 4,653건이 승인되어 약 100억 CZK(약 4억 6,500만 USD) 지원

  - 총 지원금액 중 주택에 9,556백만 CZK, 아파트에 499백만 CZK 지원

  - 지원금액 투입 현황은 단열재 보강 및 창호교체가 55.1%, 태양광시스템 

설치 16.0% 등으로 노후 주거건물 개선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됨

< New Green Saving 분야별 지원금액 비중 > 

* 출처 : 체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주택 지원 강화(KOTRA, ’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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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Green Savings 2030

ㅇ (개 요) New Green Saving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체코 환경부는 

’21. 10.부터 ’30년까지 다음 단계의 New Green Saving 2030을 운영할 계획

ㅇ (자금조달) ’30년까지 최소 390억CZD(약 18억 1,330만USD)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체코 국가회복계획*을 통해 190억 CZD(약 8억 8,340만 USD) 지원

* EU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기금 활용

  - 또한, 체코 정부는 ’26년부터 배출권 경매 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약 40억
CZD(약 1억 8,600만 USD)를 본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 

ㅇ (개선사항) 기존 제도에서 별도로 운영되던 보조금을 통합하여 신청자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보조금 금액 및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강화

지원분야 내용
보조금(단위 CZD)

주택 아파트

단열 기축 건물 외벽, 지붕, 천장, 바닥 등
단열재 보강 및 창호 교체

총 비용의 50% 지원
30,000-650,000 총 비용의 50% 지원

신축건물 패시브하우스를 포함, 에너지집약도가
낮은 건물 건축 또는 구입 200,000 - 500,000 150,000

보일러/히트펌프 바이오매스 보일러, 히트펌프,
가스 콘덴싱 보일러 등으로 교체 30,000 - 100,000 12,000 - 35,000

온수/태양열난방 태양광, 태양열, 히트펌프 활용 온수시설 45,000 - 60,000 20,000 이상
태양광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40,000 - 200,000 10,000 - 500,000
폐수열활용 폐수열 활용 시스템 설치 5,000 - 40,000 10,000

빗물/폐수활용 빗물 또는 폐수 저장 및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장치 설치 27,000 - 110,000 37,000 이상

열회수 환기장치 열회수가 가능한 환기 시스템 설치 75,000 - 100,000 25,000 - 35,000
차광 블라인드, 셔터, 차양막 등 시공 500 - 50,000 50,000 이상

e-모빌리티 주거용 전기차 충전소 및 기타 장비 설치 최대 30,000 충전소 당 30,000
옥상녹화 건물 지붕 또는 옥상 녹화 700 - 100,000 건물당최대 300,000

아파트주변녹지조성 아파트 입구 또는 정원 등 녹지 조성 - 그루 당 2,500
(최대 20그루)

< 체코 New Green Saving 2030 프로그램 지원 현황 >

* 출처 : 체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주택 지원 강화(KOTRA, ’21.8.10.) 

□ 시사점

ㅇ 체코는 New green savings 프로그램을 통해 총 주택 2만825채 및 아파트 557채의 

단열재를 설치 및 개선하였고, 총 2,660채의 패시브하우스 건설 성과 달성

ㅇ 총 6만 1,731 kWp 용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1만 4026개의 지붕형태양광 설치를 

통해, 연간 8.5 PJ 규모의 최종에너지소비 절감 및 135만 톤의 CO2 배출량 감소

ㅇ 국내 또한 환경친화적 고효율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거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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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우리나라 109년(1912~2020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국내이슈
◈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0년까지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109년
장기 기후변화 경향과 최근 기후변화 경향을 비교 분석(’21.4.)

□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ㅇ 기상청은 ‘과거 30년’, ‘최근 30년’, ‘지난 30년’ 등의 기간을 구분하여 

109년의 기후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 (장기 기후변화) 과거 30년(1912~1940) 대비 최근 30년(1991~2020)의 변화 분석

  - (최근 기후변화) 지난 30년(1981~2010) 대비 최근 30년(1991~2020)의 변화 

및 최근 30년(1991~2020) 대비 최근 10년(2011~2020)의 변화 분석

□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

 ㅇ (연평균) 지난 109년간 우리나라의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였음, 최저기온 

또한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체

  - (장 기) 연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 상승,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연평균기온은 1.6℃ 상승했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1.1℃, 1.9℃ 상승

  - (최 근) 최근 30년 연평균기온은 지난 30년에 비해 0.3℃ 상승했고 최고

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0.2℃, 0.3℃ 상승

 ㅇ (계절별) 지난 109년간 겨울과 봄에 기온 상승 경향이 뚜렷하고 여름에 

가장 차이가 적었으나, 최근에는 봄과 여름의 기온 상승 경향이 뚜렷하고 

겨울의 기온 상승 경향이 가장 작음

  - (장 기) 지난 109년간 계절별 평균기온의 상승률은 봄, 겨울, 가을, 여름 

순으로 크고,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계절별 기온 상승폭은 겨울, 

봄, 가을, 여름 순으로 큼

  - (최 근) 지난 30년 대비 최근 30년 기온 상승폭은 여름이 가장 크고 

겨울이 가장 작음, 최근 30년 대비 최근 10년 여름 평균기온은 0.5℃상승, 

겨울 평균기온은 0.2℃ 하강

 ㅇ (월 별) 지난 109년간 평균기온은 모든 달에 상승하고 최고기온은 7~8월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장기 추세와 반대의 특성이 나타남

  - (장 기)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1~3월 기온 상승폭이 크고 7~8월 

상승폭이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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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근) 지난 30년 대비 최근 30년 중 12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기온이 

다소 상승, 최근 30년 대비 최근 10년 5~8월에 기온 상승폭이 가장 크고 

12~2월에는 기온 하락폭이 가장 큼

□ 우리나라의 강수 변화

 ㅇ (연 간) 지난 109년간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증가, 강수일수는 감소 추세

  - (장 기) 강수량은 지난 109년간 10년마다 +17.71mm로 증가 추세이며, 

강수일수는 지난 109년간 10년마다 -2.73일로 감소 추세

  - (최 근) 강수량은 감소 추세, 강수일수는 109년 장기 추세에 비해 급감

 ㅇ (계절별) 지난 109년간 여름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강수일수는 모든 

계절에서 고르게 감소

  - (장 기) 지난 109년간 계절별 강수량 변화는 여름에 뚜렷하게 증가하고, 

가을과 봄에 다소 증가, 겨울에는 큰 변화 없음, 강수일수는 지난 109년간 

모든 계절에서 고르게 감소

  - (최 근) 최근 30년 대비 최근 10년 가을과 겨울에 다소 증가 추세, 강수일수는 

최근30년 대비 최근 10년 봄과 여름에 감소하고 가을과 겨울에 증가

 ㅇ (월 별) 지난 109년간 강수량은 7~8월에 크게 증가, 12~2월에 다소 감소 

추세, 최근에는 10~12월에 증가하고 7~8월에 감소

  - (장 기)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강수량은 8월에 66.7mm, 7월에 

24.7mm 증가하였고 3월, 9월, 10월에 각각 10mm이상 증가

  - (최 근) 지난 30년 대비 최근 30년 강수량은 4월, 7월, 10월에 증가하였고 

6월, 9월에 감소, 최근 30년 대비 최근 10년 강수량은 10~12월에 증가

하였고 5~9월에 감소

□ 우리나라의 계절 변화

 ㅇ 지난 109년간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짐, 봄과 가을은 큰 변화 없음

  - (장 기) 봄과 여름 시작일은 각각 17일, 11일 빨라졌고, 가을과 겨울 

시작일은 각각 9일, 5일 늦어짐

  - (최 근) 봄과 여름 시작일은 각각 6일, 2일 빨라지고 가을 시작일은 2일 

늦어짐, 봄과 여름의 길이는 4일 길어지고 그 외 계절은 다소 짧아짐

 □ 우리나라의 절기 변화

 ㅇ 최근 30년은 과거 30년에 비해 모든 절기에서 기온이 상승(+0.3∼4.1℃)

하였으며, 가장 추운 ‘대한(大寒)’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음

 ㅇ 봄·여름 절기는 빨라지고 가을·겨울 절기는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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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후금융 체제전환 : 기후채권과 시사점해외이슈
◈ 기후채권은 탄소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기후금융의 양대 축 중 하나로 탄소중립,
지구온난화 방지,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

□ 기후채권 개요

 ㅇ 기후채권은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확고한 약속에 

따라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채권(’21.8월 기준 총 1조 3000억 달러 규모 발행)

  - 기업이 투자자(채권 구매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기존의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담

  - 기후채권은 개념과 기준이 모호한 ESG 채권, 녹색채권과 달리 국제기후

채권기구(CBI)*의 인증을 받아 엄격하게 관리

* Climate Bonds Initiative : 금융기관과 각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금융 및 기후채권을
교육함으로써 저탄소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에 필요한 프로젝트 및 자산에 투자를
촉진하는 비영리 국제기구

< 기후채권과 ESG·녹색채권 비교 >
ESG 채권 녹색채권 기후채권

목적

환경, 사회, 조직
관리 및 경영에
관련되는 프로
젝트 자본 공급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 채권 강형(GBP)을 기반
으로 녹색 채권의 대중화

국제기후채권기구(CBI)의
인증을 통한 기후채권 표준화
(Climate Bond Standards)

내용 불분명

아래네항중하나이상적용되면
GBP 조건 충족
1. 채권 발행금 사용처 발표
2.. 프로젝트의녹색성평가발표
3. 채권 발행금 관리 발표
4. 사업 내용 보고

발행자가 CBI의 인증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범적
정의 및 규칙이 있음

프로젝트
범주

불분명
원칙적으로모든환경프로젝트가
가능하며 사회사업도 포함

기후변화 방지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만 가능하며 사회
사업을 포함하지 않음

독립적
객관적

제3자 인증
없음 추천을 하지만 강제성 없음 반드시 필요함

기준
위반 시
불이익

없음
발행자는 GBP를 준수한다
발표하고 추후 위반을 해도
아무런 책임이나 제제가 없음

국제기후채권 표준위원회는
기후채권 인증을 철회하고
이를 CBI 사이트와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함

* 출처 : 탄소배출권보다 더 강력한 ’기후채권’(동아비지니스리뷰,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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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후채권 발행 트렌드

 ㅇ 현재 기후채권은 에너지(35%), 빌딩·아파트 등 부동산(25%), 교통 및 운송 

산업(20%)에 투자

  - (월드뱅크) 이자를 탄소배출권으로 주는 1억 5200만 달러 규모의 산림 

파괴 방지 기후채권을 ’16년 발행

  - (미국 도시교통공사) 국제기후채권의 CBI 저탄소 교통 체제하의 인증을 

받은 기후채권을 ’16년부터 지속적으로 발행

  - (ABN Amro 은행)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주택에게만 대출해주는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16년부터 부동산 기후채권 발행

  - (바클레이 은행) ’17년 5억 달러 규모의 영국 가정 주택 대출용 기후채권 발행

<영국 주거용 주택의 탄소배출량과 채권금리>

* 출처 : 탄소배출권보다 더 강력한 ’기후채권’(동아비지니스리뷰, ’21.8.)

□ 시사점

 ㅇ 체계적 기후금융 시스템 마련 필요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기후채권 발행에 필수 요건인 제3자 독립기관의 

기후변화 방지 능력 분석 및 타당성 보고서 경비를 정부에서 100% 지원

 ㅇ 공식적 기후채권 체제 구축 필요

  - 기후변화는 경제/산업/금융/에너지/환경이 복합된 현상이며 금융 공급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ㅇ 기후 금융체제로의 개편 필요

  - 기업도 기후채권을 포함해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후 금융 체제로 

전략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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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본격적으로 추진국내이슈

◈ 정부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집적화
단지 제도를 마련·시행(’20.11.)

◈ 전북 부안군, 경북 안동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신청 및 민관협의회 구성 중

□ 집적화단지의 개요

 ㅇ (배 경)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20.11.)

* 집적화단지: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2조의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어 RPS제도에 참여 시, 정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 범위에서 추가 부여 가능

  - 수익은 사업지역 內 신재생e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활용될 계획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RPS 제도 참여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

* 근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제10조제4항

 ㅇ (참여요건) 사업 실시능력,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발전단지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 검토

  ➊ 입지의 적절성(입지발굴 및 지역內 사업 추진 가능여부 검토),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계획) 등

  ➋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민관협의회·실무회의 다수 개최를 

통한 입지·사업계획·지역상생 및 이익공유 방안 등 의견 수렴

* 민관협의회: 정부·민간·공익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위원은

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 포함

  ➌ 안정적인 전력계통 연계방안, 사업 관련 송·변전설비 건설시 경과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공동접속설비 구축계획(해상풍력) 등

  ➍ 지자체에 부여하는 REC 가중치 수익 활용방안(사업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확대, 신재생 산업생태계 강화, 신재생으로의 업종전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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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화단지 신청 지자체 현황

 ① 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 (위치 / 규모) 전라북도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 / 2.46GW규모

* 추진동향: (실증단지, ’17) 60MW → (시범단지, ’22) 400MW → (확산단지, ’23) 2GW

  - 제도 시행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대

   ․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 고안)

   ․ 해상풍력 단지內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

* 실증단지(60MW) 內 10톤 미만 선박의 어업활동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

   ․ 소음, 진동 등을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 운영단계에서 주민과 

함께 모니터링을 의무화(3년),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

 ②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 (위치 / 규모) 안동시 임동면 및 임하면 일원(임하호 내) / 45MW규모

  - 제도 시행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대

   ․ 부력체와 모듈을 활용한 어류 생태계 활성화 방안 도모

* 그늘을 조성하여 어류 서식처 및 산란장소 제공, 녹조 발생 저감, 수온 저하 등의 효과 有

   ․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3만 2,000개를 창출하여 지역의 신산업 구축

<집적화단지 운영절차>

 집적화단지 지정신청, 평가위탁
지자체 → 산업부
산업부 → 에공단

▼

 사업계획 평가(에공단) 및 결과송부 에공단 → 산업부

▼

 신재생 정책심의회 심의·승인 산업부

▼

 집적화단지 조성(REC 가중치 확정)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

 이행실적 확인, 실태 조사(매년) 지자체, 에공단

* 출처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 ’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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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연료전지 시장과 국가별 경쟁력학술이슈

◈ 세계 수소 수요는 ’20년 약 90 Mt에서 ’30년 200 Mt, ’50년 530 M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료전지 산업 또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연료전지 시장 동향

 ㅇ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 형성, 향후 ’30년까지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30% 성장할 전망

* 세계 연료전지 시장 규모(전망): (’18) 약 2조 2천억원 → (’50) 약 50조원

  - 전체 연료전지 시장 중 미국이 51.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한국, 중국, 일본 등)은 42.0% 수준(’8년 기준)

ㅇ 수소차 활용위한 수송형 연료전지와 발전용 연료전지 위주로 성장 추세

  - 수소차 판매대수는 ’30년까지 연평균 58.6%로 빠르게 성장하여, 누적 

3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역시 ’30년까지 연평균 25~3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연료전지 기술·보급 현황

 ㅇ 연료전지 기술 수준은 미국이 가장 앞서며, 특히 PEMFC를 제외한 

PACE, MCFC, SOFC, DMFC 기술은 미국이 선도

 - (미 국) Bloom Energy, Fuelcell Energy, Plug Energy 등 다수 기업이 

연료전지 시장에 참여, 성장 중

  - (한 국) 2년 연속(’19~’20) 수소차 판매,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서 세계 1위

* 현대차가 전세계 수소차 점유율의 70% 차지(’20년)

 - (중 국) 상용차(트럭, 버스) 보급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연료전지 기술 

수준이 낮고, 인프라 부족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황

 - (일 본)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으며, 수소차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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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료전지 시장규모>

<국가별 연료전지 경쟁력(가장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100%로 설정)>

<연료전지 종류와 활용>

§ PEMFC(Polymer/Protaon Electrolyete Membrane Fuel Cell)
: 가장 널리 쓰이는 연료전지로 비교적 낮은 온도(약 80℃)에서 작동하고 60%의 효율

§ PAFC(Phosphoric Acid Fuel Cell)
: 기술이 가장 성숙한 연료전지로 평가, 비교적 저온(약 200℃)에서 작동하고 효율이 약

37∼42%지만, 발생하는 열까지 활용하면 80%까지 향상 가능

§ 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
: 2세대 연료전지로서 탄산이온을 활용, 비교적 높은 온도(약 650℃)에서 작동하며 효율은

65%, 발생하는 열까지 활용하면 85%까지 향상

§ SOFC(Solid Oxide Fuel Cell)
: 연구개발 단계의 연료전지로 매우 높은 온도(약 1,000℃)에서 작동, 60%의 효율을 보이며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면 85%까지 향상

§ DMFC(Direct Methanol Fuel Cell)
: 메탄올을 이용하는 연료전지로 저온(약 100℃)에서 작동하고 약 40%의 효율

* 출처: 연료전지 개요와 현황(한국수출입은행,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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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202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신산업 예산확대>
 - 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135억원, 5.6% 증액 편성(기획재정부, 2021.8.30.)

ㅇ 해외이슈 <체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주택 지원 강화>
 - 체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주택 지원 강화(KOTRA, 2021.8.10.)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우리나라 109년(1912~2020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 우리나라 109년(1912~2020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기상청, 2021.4.30.)

ㅇ 해외이슈 <기후금융 체제전환 : 기후채권과 시사점>
 - 탄소배출권보다 더 강력한 ’기후채권’(동아비지니스리뷰, 2021.8.)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본격적으로 추진>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 2021.8.25.)
 - 안동 임하댐서 싹트는 ’경북형 그린뉴딜‘(경북도민일보, 2021.1.11.)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본격추진(환경부, 2020.7.17.)
 - 2.4GW 서남권 해상풍력 2022년부터 착공한다(에너지신문, 2020.7.17.)

ㅇ 학술이슈 <연료전지 시장과 국가별 경쟁력>
 - 연료전지 개요와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2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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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해외이슈) 영국 Ofgem,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한 전략 보고서 발표

 - (학술이슈) 해외 전력회사의 행동변화기반 에너지효율 사업 운영사례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초안) 세부 산출근거(전환) 요약

 - (해외이슈)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제1실무 그룹보고서 승인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친환경 수소차량 연료보조금 지원위한 제도마련

 - (해외이슈) 오스트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술 현황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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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영국 Ofgem,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비한 전략 보고서 발표해외이슈
◈ 영국 Ofgem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Enabling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발표(’21.9.4.)

□ 「Enabling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발표
  

ㅇ (배 경) 2050 영국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탈탄소화 적극 추진 필요

  - 수송부문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부문임에도 ’90년 이후 감축실적이 

미미하여 대체 연료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이 필요

< 영국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 출처: Enabling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Ofgem, 2021.9.4.)

ㅇ (개 요) 영국 Ofgem(Office for Gas and Electricity Markets, 전력가스규제청)은 전기차 

확대 지원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21. 9. 4.)

ㅇ (목 표) 전기차 에너지 시스템 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 증가 도모

ㅇ (추진전략) 전기차 보급 확대 전략은 △ 네트워크 부문, △ 시스템 통합, 

△ 소비자 참여 유도 및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

□ 영국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전망
 

ㅇ (현 황) ’21. 5월 말 기준 영국 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차량을 포함하여 약 53만 5천대가 보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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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 망)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는 영국 내 전기차는 

’30년까지 약 1,40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

  - 전기차 보급 전망에 따라 매년 65 ∼ 100 TWh의 추가전력수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력망 및 에너지 시스템 투자가 필요

< 영국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전망 >

* 출처: Enabling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Ofgem, 2021.9.4.)

□ 「Enabling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주요내용

ㅇ (네트워크 준비) 전기차 충전소의 전력망 연계 비용 절감을 통해 영국 내 

주요 간선도로에 더 많은 전기차 급속 충전소 보급을 지원

  - 고속도로 내 전기차 충전소 구축 시, 사전에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각 

지역의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여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됨

  - Ofgem은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운영자 등 대규모 전력망 

이용자를 대상으로 망연결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

ㅇ (시스템 통합) 전기차 차주가 전력계통 피크부하 시 전기를 재판매 할 수 

있는 V2X(Vehicle-to-X)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기차를 전력 시스템에 통합

  - 차량용 배터리가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 에너지 저장·운반 역할을 수행

하며, ’30년까지 V2X 수요·공급 규모가 30 G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ㅇ (소비자 참여 유도 및 보호) 전기차 및 차량 관련 제품 개발을 통해 전기차 

부문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수송부문 탈탄소화 동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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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해외 전력회사의 행동변화 기반 에너지효율 사업 운영 사례학술이슈
◈ 국내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고효율 설비 지원중심에서 신규사업으로 행동변화사업을 도입

□ 개요

ㅇ (배 경) 에너지부문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에게 수요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EERS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ㅇ (해외현황) ’99년 미국 텍사스에서 최초 시행되었으며, ’21년 기준 미국 28개 

주에서 전력/가스 부문 EER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동변화사업’으로 영역 확대
 

ㅇ (국내현황) 한국전력공사(’18~),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19~) 대상 

EERS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체계 개선 등의 기반 조성 중

ㅇ (주요내용) 에너지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제공을 통해 에너지소비 패턴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미국중심으로 도입중

* 행동변화사업 : 에너지 소비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전략을 제시하여 적용하게하고,

이에 따라 실현된 에너지 소비절감 효과를 평가

  - (행동전략) 사회규범(타인과의 행동·인식비교), 사용량 피드백, 절감목표설정,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개인 간 상호작용, 경쟁에 대한 보상 등

  - (사업구분) 행동변화사업은 △정보기반사업, △교육훈련사업, △상호

교류사업 등으로 분류 가능하며, 정보기반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행동변화 기반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의 유형 >

유형 종류 정의 절감률(%)

정보

기반

가정에너지 보고서
주택용 고객에게 과거 사용량, 이웃 비교, 효율 행동 추천

포함 정기보고서 제공(요금청구서와 별도)
△1~2

실시간 피드백 인터넷, 핸드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 에너지사용 정보 제공 △1~15

에너지 진단 대면, 전화, 온라인으로 가정과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제공 △1~7

교육

훈련

전략적 에너지관리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대상 효율목표 설정, 절감성과 검증,

행동지침 수립 등에 관한 장기(2년)교육 제공
△0~22

학생 교육 초·중·고·대학생 대상 교육 시행 △13~37

훈련 학생 외 지역사회 구성원 대상 효율향상 교육 시행 -

상호

교류

경쟁·게임 경쟁 및 게임을 통해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유도 △1~14

커뮤니티 지역사회 단위 목표 설정, 피드백, 홍보, 구성원 간 평가 등 △4~27

* 출처: 해외 전력회사의 행동변화 기반 에너지효율 사업 운영 사례(전기저널, 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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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현황

ㅇ (정보기반사업) 사용자의 인식과 소비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전력소비자 

대상으로 ‘가정에너지보고서’ 및 에너지 진단·컨설팅 제공
   

  - (가정에너지보고서) 주택용 고객 중 사용량 높은 고객 대상으로 약 1개월 

주기로 과거 에너지 소비량 추이. 이웃과의 소비량 비교 등 정보 제공
     

  - (에너지 진단·컨설팅) 고객의 에너지사용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회사가 적절한 효율기기를 배송하는 등 고효율 기기의 설치를 촉진

ㅇ (교육훈련사업) 산업용·상업용·가정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략적 에너지 

관리, 교육 키트 배포, 에너지효율에 관한 전문인력 교육 등 제공
   

  - 사업년도 절감량 기준 교육훈련사업의 절감량은 전체 EERS 절감 실적의 

1% 전후를 차지하며 사업비용은 1kWh 절감량 당 0.02 달러 수준

ㅇ (상호교류사업) 경쟁·게임·커뮤니티 간 상호 피드백을 통해 절감 행동을 

독려, 소규모 사업 및 미비한 절감률 평가 체계로 인해 EERS 실적 미인정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매년 전력회사 예산의 최대 3%를 학생·전문가 

교육 및 홍보 등 인력양성에 투자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목표 수립 및 성과 평가는 kWh 절감량이 아닌 참석자 수, 인식개선도, 

취약계층 비율, 효율 업종 취업 등의 별도 지표를 기반으로 진행

< ’19년 주요 전력회사 전체 EERS 절감량 대비 행동변화사업 절감량 비중> (단위: %)
유형 종류 전력회사사업 PG&E ComEd DTE IdahoPower

정보기반

가정에너지보고서
11.1

3.4 6.7 4.2(파일럿)

에너지진단
가정 에너지진단 - 0.6 -
가정 에너지컨설팅 - - 1.2 0.1
기업 에너지컨설팅 - - 1.2 -

교육훈련
전략적 에너지관리 0.7 1.5 (파일럿) -

학생교육 교육 키트 배포 1 0.5 5.6
훈련 전문인력 교육 절감량

미인정
(파일럿) - -

상호교류 경쟁 및 게임 - - -
* 출처: 해외 전력회사의 행동변화 기반 에너지효율 사업 운영 사례(전기저널, 2021.9.16.)

□ 시사점

ㅇ 행동변화사업은 절감효과의 성과검증 과정이 다소 복잡하나, 단일사업의 

비용효율성이 높고 타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이 용이함

ㅇ 향후 모바일 기반 행동변화 사업 확대 시 사업비용의 추가 감소가 기대되며 

타 EERS 사업의 참여 독려 및 절감량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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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초안) 세부 산출근거(전환)」요약국내이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21.8.5)」에 대한 전환, 산업, 수송, 등 각 부
분별 시나리오 세부 산출근거 공개(’21.9.28)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개요

ㅇ 석탄(화석) 발전, 전기·수소차, 건물 에너지 관리, CCUS, 수소 공급방식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한 3개 시나리오 제시

(단위 : 백만톤CO2eq)
시나리오 순배출량 주요내용

1안 25.4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 등을 고려

2안 18.7 ·1안의 전환에 더하여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

3안 Net-Zero ·석탄, LNG 발전 중단, 전량 그린수소 전환 등

□ 전환 :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46.2백만톤

ㅇ (전제조건)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전력화(화석연료→전기로 대체)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2018년 대비 204.2~212.9%로 대폭 증가

- 2050년 전력수요는 1,165.4~1,215.3TWh 전망, 송·배전손실(3.5%) 등을 

고려하여 1,207.7~1,259.4TWh 필요

ㅇ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무탄소 신전원을 활용, 1, 2안의 경우 일부 화석연료 발전 지속

(단위 : TWh, 괄호안은 %)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재생E 연료
전지

동북아
그리드

무탄소
신전원

부생가
스 합계 배출량

(백만톤)

1안
89.9 19.1 101.1 710.7 121.4 33.1 177.2 3.9 1,256.4

46.2
(7.2%) (1.5%) (8.0%) (56.6%) (9.7%) (2.6%) (14.1%) (0.3%) (100%)

2안
86.9 0.0 92.2 710.6 121.4 33.1 159.6 3.9 1,207.7

31.2
(7.2%) (0.0%) (7.6%) (58.8%) (10.1%) (2.7%) (13.2%) (0.3%) (100%)

3안
76.9 0.0 0.0 891.5 17.1 0.0 270.0 3.9 1,259.4

0
(6.1%) (0.0%) (0.0%) (70.8%) (1.4%) (0.0%) (21.4%) (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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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출근거) 재생에너지 잠재량 확대 가능, 화석연료 발전 유지 또는 중단,

무탄소 신원전 활용, 연료전지, 동북아 그리드 등

- (재생에너지) 현행 규제 하에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 769.3TWh, 규제

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잠재량 확대 가능

- (화석연료) 석탄 및 LNG 발전은 각 대안별로 유지 또는 중단

구분 석탄 LNG 비고

1안 유지 유지 ·석탄발전 7기(7.26GW) 유지, 가동률 30% 가정

2안 중단 유지 ·부족 공급량을 LNG발전 가정

3안 중단 중단 ·모든 화석연료 발전 중단

- (원자력)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 지속 발전

구분 이용률 산정근거 비고

1안 90% 기술작업반 전문가 의견
·설계수명 도래하지 않은 9기
(11.4GW) 원전 유지

2안 87% 기술작업반 전문가 의견

3안 77% 10년 간

- (연료전지(수소)) 대안별 이용량 차이 적용

구분 용량(GW) 이용률 비고

1,2안 16.9 82% ·발전용 13GW, 가정·건물 3.9GW

3안 3.9 50% ·특수용도에만 3.9GW 활용

* 수소경제 활성화로드맵(’19.1) 연료전지 보급목표 : 발전용 8GW, 가정건물용 2.1GW

- (동북아 그리드) 대안에 따라 신설 또는 미이용

구분 용량(GW) 이용률 비고

1,2안 5.4 70% ·중국(2.4GW), 러시아(3GW) 협력

3안 - - ·계통 운영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제외

- (무탄소 신전원)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화 

가능한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력 공급

구분 발전비중 비고

1,2안 13~14%

3안 20%이상 ·연료전지 이용률을 줄이고 무탄소신전원 발전 비중↑

- (부생가스) 부생가스 1.2GW를 활용하여 3.9TWh 전력 공급

- (재생에너지 저장 및 계획적 차단)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5%는 계획적 

차단, 양수발전과 배터리 저장장치에 1:3 비율로 저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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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제1실무 그룹보고서 승인해외이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4차 총회(’21.7.26(금)~8.6(금))에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

◈ 제1실무그룹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 도달 가능성이 높음

□ IPCC 평가보고서 개요

ㅇ (역 할)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유엔기후변화

협약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

* (보고서 구성) 제1실무그룹 보고서(과학적근거), 제2실무그룹 보고서(영향, 적용 및 취약성),

제3실무그룹 보고서(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종합보고서(종합 평가)

ㅇ (현 황) IPCC는 1990년 이래 매 5~6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 (보고서 주요이력) 제1차 평가보고서(’90)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92),

제2차 평가보고서(’95) → 교토의정서 채택(’97), 제4차 평가보고서(’07) → 노벨평화상 수상,

제5차 평가보고서(’14) → 파리협정 채택(’15)

- (21.8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승인

□ 보고서 주요내용 :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2021~2040년 가능성↑

*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담은 요약본은 4개 부문으로 구성(A. 현재의 기후 상태, B. 가능한

미래 기후, C. 리스크 평가와 지역적응을 위한 기후 정보, D. 미래 기후변화 억제)

ㅇ (A. 현재의 기후 상태) AR5 발간 이후, 새롭게 관측된 사실 및 진보된 

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 분석 결과 제시

- 인간 영향이 대기, 해양, 육지를 온난화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2011~2020년의 전 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 상승

- 2019년의 대기 중 CO2 농도는 지난 200만년 중 최대치이며, 지구 평균 

해수면은 빠르게 상승

*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2018년 사이 0.2m 상승, 해수면 평균 상승속도는 1901~1971년

사이에는 1.3mm/년이나, 2006~2018년 사이에는 3.7mm/년으로 약 2.85배 증가

- 인간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세계의 많은 기상·기후 극한 현상에 영향

* 1950년 이후 폭염 등 극한 고온의 빈도와 강도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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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 가능한 미래 기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를 기반

으로 미래 기후변화 예측

* (가장 많은 배출량 시나리오) 현 수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2배

* (가장 적은 배출량 시나리오) 2050년 정도 탄소중립 도달

- 최소 21세기 중반까지 전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 온실가스의 상당한 

감축 없이는 21세기 중 1.5℃ 및 2℃를 넘어설 것

-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 수준으로 유지 될 경우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어설 가능성은 66~100% 수준

- 특히, 극한 고온 빈도는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8.6배 증가 전망

ㅇ (C. 리스크 평가와 지역적응을 위한 기후 정보) 기후영향인자를 정의하고,

지역별 미래 기후영향인자 변화 전망

* (기후영향인자) 기후와 관련된 수치(평균값, 극값), 현상 등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정보

-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동아시아 지역 폭염 등 더위 관련 기후영향

인자가 증가하고 호우, 홍수가 강화되고 빈번할 것으로 전망

ㅇ (D. 미래 기후변화 억제) 탄소중립을 통한 누적 CO2 배출량 제한,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감축 강조

- 인위적으로 누적된 CO2 배출량과 지구온난화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의 

결과를 재확인, 탄소중립 도달이 지구온난화 안정화를 위한 전제조건임

-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탄 배출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에어로졸 감소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대기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누적된 CO2배출량과 전 지구 지표면 온도와의 관계>

* 출처 : IPCC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요약본(SPM) (IPCC, 2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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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친환경 수소차량 연료보조금 지원위한 제도마련국내이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용 수소차량을 대상으로

’21년 9월 24일부터 수소 1kg당 약 3,5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원

◈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친환경 수소차로의 전환 촉진 기대

□ 추진 배경

ㅇ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 중임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

하고, 수소 연료 보조금 지원을 시행(9.24)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8호, 2021. 9. 24., 일부개정)

□ 주요 개정 내용

ㅇ 수소연료의 보조금 지급대상·기준·단가 등 세부사항 규정

- (지원대상) 노선버스(시내·외, 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

-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과 동일한 9월 24일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 택시는 수

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지급할 계획

- (지원기준)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 지급할 예정,

수소구매 내역과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세부 입증자료 필요

-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금액, 구매한 연료의 종류·단가 등

- (지원단가) 수소버스와 기존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 가장 저렴한 

연료비(수소 615.4원/km, 전기 348.6원/km)를 감안하여 266.8원/km 지급(3,500원/kg 수준)

- 보조금 지급단가는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

- (지원방식)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보조금 차

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을 지자체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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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및 운영 방식 >

* 지급 개념도

* 운영 방식

➀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버스 인식을 위해 RFID CARD로 리더기 인식

➁ 수소버스 수소연료 충전

➂ 충전소 내 CCTV로 수소버스 충전이미지 촬영

➃ 충전기의 충전내역과 CCTV의 이미지를 충전소 POS로 전송

➄ POS에 수집된 충전내역 및 이미지를 버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➅ 버스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결제

➆ 카드사는 결재내역 및 이미지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➇ 지자체는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결재내역 및 이미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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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오스트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술 현황해외이슈
◈ 오스트리아는 EU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략에 따라 ’30년까지 CO2 배출량을
’05년 대비 36% 감축목표 설정, 목표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할 계획

□ 현황 및 주요 정책

ㅇ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3.6%로 EU 국가 중 5위**(‘19년)

* 세부 부문별 비중(%) : 바이오매스(38.1), 수력(34.2), 목재(12.3), 풍력(6.2), 열펌프(3.7),

바이오가스(2.0), 태양열(1.7), 태양광(1.4), 기타(0.4)

** EU 주요 국가의신재생에너지비중(%): 스웨덴(54.6), 핀란드(41.2), 라트비아(40.3), 덴마크(36.1) 순

ㅇ 대표적 환경 정당인 녹색당(Die Grünen)이 정부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부문의 정책지원이 확대하는 추세

➀ (발전차액 지원제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생산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보전

- 친환경 전력법(’12년 개정)을 근거로 재정되었으며, 발전원별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시설에 따른 지원 세부내용은 상이함

➁ (Mission 2030 발표) 파리기후협약 및 EU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략

(2030 Climate and Energy Framework)에 따라 Mission 2030을 발표(‘18.4)

- ’30년까지 ➊CO2 배출량 ’05년 대비 36% 감축, ➋전력부문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 ➌에너지 총 소비량의 40~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목표함

➂ (재생에너지 확대법 검토) ’30년까지 모든 전력수요를 대체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충당하고 ’4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포함

- 정부는 해당 법을 근거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매년 10억 유로 규모의 재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와 함께 300억 유로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더불어 탈탄소 전환을 위한 수소 및 그린가스* 투자에 5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하고, ‘22년부터 170억 규모의 그린잡(Green job)** 훈련을 집행할 계획

* 그린가스: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만든 바이오메탄가스

** 그린잡: 환경을 보존하고 재생하는데 기여하는 농업, 제조업, 연구개발업, 관리업

및 서비스업에 속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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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현황 및 Mission 3020 주요 내용 >

< 표1 : 주요 발전원별 현황 >

구 분 내 용

§ 바이오매스
- 풍부한 산림을 바탕으로 안정적 공급 가능
-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로 가장 큰 비중 차지(38.1%)

§ 수력
- FIT 제도를 통하여 10MW 이하의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지원 중
(1,877개소 운영)

§ 풍력
- 풍력 잠재량이 풍부하지는 않으나, 적극적인 투자로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설비용량 변화: (’02년) 0.2MW → (’18년) 2,045MW

§ 열펌프
- ’18년 기준 약 44만대(온수용 20만대, 난방용 24만대)의 열펌프가 설치되
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표2 : FIT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지원대상 내 용

§ 소형 수력발전소(10MW이하) - 발전차액 지원

§ 중형 수력발전소(10~20MW) - 투자보조금 지원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풍력, 태양광지열 - 발전차액 지원(지원기간 11~13년)

< 표3 : Mission 3020 주요 내용 >

부 문 내 용

주택

-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건물 설계 장려
- ’20년부터 신축 건물 석유 난방 금지
- 기존 석유 난방 건물은 ’20년부터 점진적 난방 교체
- 노후화된 난방 개보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자발적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자가전기발전세 폐지

교육및
연구개발

- 교과 과정 내 기후 변화 문제 포함
- ’80년대 재활용 캠페인에 상응하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관련
대국민 홍보 전개 등

재정지원
-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 등을 위한 ‘녹색금융아젠다(Green Finance
Agenda)’ 개발

제도적지원
- ’20년까지 상기 목표 이행 전략 등을 담은 법안 발표(현재 이행 중인
Eco Electricity Act 대체)

* 출처 : 2021년 오스트리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보(KOTRA, 2021.9.1.)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75호 2021. 10. 8.

- 287 -

<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해외이슈 <영국 Ofgem,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비한 전략 보고서 발표>
 - Enabling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Ofgem, 2021.9.4.)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8호(에너지경제연구원, 2021.9.13.)

ㅇ 학술이슈 <해외 전력회사의 행동변화 기반 에너지효율 사업 운영 사례>
 - 해외 전력회사의 행동변화 기반 에너지효율 사업 운영 사례(전기저널, 2021.9.16.)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초안) 세부 산출근거(전환) 요약>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 초안 발표(국무조정실, 2021.8.5.)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초안) 세부 산출근거(탄소중립위원회, 2021.9.28.)

ㅇ 해외이슈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제1실무 그룹보고서 승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기상청, 2021.8.9.)
  - IPCC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요약본(SPM) (IPCC, 2021.8.7.)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친환경 수소차량 연료보조금 지원위한 제도마련>
  - 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국토교통부, 2021.09.23.)

ㅇ 해외이슈 <오스트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술 현황>
  - 2021년 오스트리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보(KOTRA, 2021.09.01.)
  - 오스트리아 ESG 정책 및 기업 동향(KOTRA, 2021.08.31.)



<제276호>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2021. 10. 22. (금)

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산업부 2차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출범

 - (해외이슈) 중국 NDRC, 에너지원단위 및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 발표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해외이슈) G20대상 2021 기후대응 보고서

 - (학술이슈)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수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

 - (해외이슈) 중국의 수소 이용 확대 전망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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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산업부 2차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출범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구성 및 출범하여 ’30년 NDC 목표 및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논의 진행

□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ㅇ (배 경)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기반 사회에서 그린에너지 

기반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정책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

ㅇ (개 요) ‘2030 NDC 목표’ 및 ‘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 발굴 및 방안 모색을 위해 에너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출범

ㅇ (목 표)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에 맞춘 에너지수급 및 시장구조 혁신

  - 2050 시나리오 작업 및 NDC 상향을 통한 중장기 목표 설정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분야의 이행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 

  - 에너지 분야는 국가 경제 및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필수재이므로 탄소

중립 추진과정에서 에너지수급 안정이 전제되어야 함

  - 최근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국은 심각한 전력난을, 영국은 석유부족 

사태를 겪은바,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수립 필요 

ㅇ (역 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1년 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및 ‘중점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

  -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수립을 위한 ESG, 에너지 산업구조 및 공기업 

역할 변화, 탄소국경조정대응, 탄소가격 등에 대한 정책 논의 추진

구 분 내 용
일시/장소 ’21. 10. 6. (수) 14:00 - 16:00 / 서울 광화문 S타워 22층

주제발제
① 탄소중립을 위한에너지 부문 핵심 과제

② 탄소중립 주요 국가(영, 일, 독, 중, 미) 추진현황 및 시사점

참석자
산업부 및 민간 전문가(에너지 분야별 학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담당자 약 20인)

주요내용 포럼 출범식, 주제 발제 및 포럼위원 토론 및 질의응답 청취

* 출처: 산업부 2차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출범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21.10.6.)

<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출범식 및 제1차 포럼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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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사항

ㅇ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기술, 산업 및 사회 혁신을 포괄하는 

에너지혁신이 요구됨

  - 특히, 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 강화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 및 투자가 중요

  - 화석에너지 등의 좌초자산*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마련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필요

*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었으나 시장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로 가치가 크게 하락한 자산

ㅇ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자국 여건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이행과정에서 국내 여건 및 취약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대내외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함 

□ 향후 추진 계획

ㅇ 산업부는 ’21년 말까지 5 ~ 6차례의 추가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ㅇ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동향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정책 대안 모색, 그린에너지기반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 추진 도모

< 2050 탄소중립 미래상 >

* 출처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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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중국 NDRC, 에너지원단위 및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 발표해외이슈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에너지원단위 및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
방안’을 개정하여 에너지 규제 관리 강화 도모(’21. 9. 16.)

□ ‘에너지원단위 및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 방안’ 개정
  

ㅇ (배 경) 중국은 13.5 계획* 기간에 에너지원단위 및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 방안을 

수립, 에너지 총 소비량 목표를 설정하여 省급 행정구역에 목표를 분담하고 있음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16 - ’20)
 

ㅇ (필요성) 에너지 총 소비량 관리의 유연성 강화 및 ‘에너지규제’ 목표의 차별화를 

위해 ‘에너지원단위 및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 방안’을 개정(’21. 9. 16.)

ㅇ (주요내용) 본 방안 개정을 통해 ’35년까지 5년 단위 종합목표 제시

  - ’25년까지 ‘에너지원단위 및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이하 ‘에너지규제’) 제도 수립 계획

  - ’30년까지 본 제도를 완비하여 에너지원단위의 대폭 감축, 에너지 총 

소비량의 적정수준 규제, 에너지믹스 개선 도모

  - ’35년까지 에너지자원의 배분 효율 극대화 및 에너지절약 제도를 완비

하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세부내용) △ ‘에너지규제’목표 설정, △에너지다소비·오염물질 다배출 프로젝트 

규제 지속,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 △에너지사용 시장화 거래 추진 

< 중국 CO2 배출원단위 감축 목표>

* 출처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6호(에너지경제연구원, ’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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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규제 목표 설정

ㅇ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원단위 감축 목표 및 에너지 

총 소비량 목표를 설정하여 각 省을 대상으로 5개년 목표 하달

ㅇ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현황 및 경제 수준, 이전 목표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는 지역 현황에 따른 연간목표 수립 

  - (고려요인) 에너지생산성,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 에너지소비 

현황, 에너지절약 가능성, 에너지 자원보유 현황, 인프라 건설 및 계획 등 
  

ㅇ 지방정부는 수립 목표를 NDRC에 보고하여야 하며, 5개년 목표를 완수한 

지역은 연간 목표를 완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초과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 에너지다소비·오염물질 다배출 프로젝트 규제 지속

ㅇ 에너지소비량 5만toe 이상 신규 프로젝트는 NDRC와 관련 부처에서 공동으로 

에너지효율, 환경영향, 산업정책,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관리 강화

  - 에너지소비량 규모가 5만 toe 미만인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5개년 목표에 

따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건설을 규제

□ 지방정부 재생에너지전력 소비확대 권고

ㅇ NDRC는 지역 내 재생에너너지원의 소비 비중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제를 시행하여 省급 행정구역에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을 부과

*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저할당 및 최저할당을 초과한 권고성 할당을 부여

  - 각 자치구 및 직할시의 에너지 초과 소비량*은 연간·5개년 목표의 에너지 

총 소비량 심사에서 제외

* 권고성 할당에서 최저 할당을 뺀 소비량

□ 에너지사용 시장화 거래 추진

ㅇ 산업·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 거래제도 추진

  - 에너지사용권 거래제도 완비를 통해 전국 에너지사용권 거래시장 건설을 

촉진하고 지역 간 에너지 총 소비량 목표 거래제도 운영

  - 총 소비량 목표 미달 자치구·직할시는 에너지 시장 거래제도를 통해 ‘에너지 

규제’ 목표 달성 가능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76호 2021. 10. 22.

- 293 -

기후변화
G20대상 2021 기후대응 보고서해외이슈

◈ 기후투명성 보고서는 주요 20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재생에너지 개발 상황 등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

   

□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파리기후협약과 탄소중립을 위한 

G20의 정책 및 행동을 조사함
 

 ㅇ 세계 각국은 파리기후협약*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

*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 이내로 제한

** ’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동일하게 설정
 

 ㅇ G20은 세계 온실가스의 75%를 배출하는 등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음

 ㅇ 기후투명성은 16개 싱크탱크 및 비정부기구로 이루어진 국제 환경 협력

단체로 기후대응 관련 가장 포괄적인 조사를 하는 단체로 평가됨
 

□ 대부분의 G20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ㅇ ’21년 4월 각국이 제출한 NDC는 파리협약 1.5℃목표 달성에 불충분하며, 

이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 지구 기온이 2.4℃ 상승할 전망임

 ㅇ (CAT 평가) 정책, 행동, 국내외 목표, 공정한 분담(fair-share), 기후금융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영국을 제외한 19개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력이 불충분함

<CAT 평가, 주요국의 NDC·국가정책·파리협약 목표 간극 비교>

* 출처: CLIMATE TRANSPARENCY REPORT (Climate Transparenc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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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G20 녹색 회복 지출) 코로나 경제 회복 투자와 녹색 회복 투자금을 비교,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가를 ‘기회상실’, ‘행동 가능’, ‘선두주자’ 그룹으로 구분

  - (기회상실) 영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 (행동가능)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 (선두주자) 캐나다, 독일, 프랑스

 ㅇ (화석연료 보조금) 국가별 화석연료 보조금은 여전히 존재함.

* 미국(약 700억$), 영국(약 400억$), 캐나다(약 300억$)

  - 비교적 낮게 조사된 브라질/일본/사우디/남아공/터키 등은 비공식 석탄 

보조금 제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ㅇ (기후대응 준비 상태) 기후변화 취약성과 준비성을 비교(평가지표: ND-GAIN)

  - 개도국이 전반적인 취약성은 가장 높고 준비성은 가장 낮음. 아르헨/브라질/

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사우디/남아공은 식량 부문에 더 취약함

 ㅇ (코로나 대유행 이후 CO2 배출) 코로나 사태로 ’20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19년에 비해 6% 감소했으나 ’21년에 4% 반등 예상됨

 ㅇ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7%

  - 최근 5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사우디(523%), 한국(163%), 남아공(117%) 

등이며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0.2%, 7.2%, 7.6% 수준

□ 작년과 비슷한 평가를 받은 한국은 적극적인 기후 대응으로 의지와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함

 ㅇ 한국의 1인당 평균 배출량은 13.8 tCO2e으로, G20 평균(7.5 tCO2e)을 크게 초과

  -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78 MtCO2e으로 줄여야 하나 현재 한국의 NDC는 578 MtCO2e에 불과

 ㅇ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저조한 재생에너지 보급 원인으로 지목됨

 ㅇ LNG 발전 의존도를 낮추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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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학술이슈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부문 탄소배출 감축 과정(탄소가격정책)에서의
산업별 영향을 생산비용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분석함

□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18년)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 또한 산업에 따라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됨

 ㅇ 제조업의 배출량이 높은 비중(65.9%)을 차지하며,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

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의 비중이 높음

 ㅇ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배출 비중도 확대됨 

(’13년 28.4% → ’18년 29.9%)
  

□ 본 연구에서는 탄소가격정책을 통한 탄소배출규제가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 경우 산업별 생산비용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함

 ㅇ NGFS(2021)의 시나리오 분석을 참고하여 산업별 총산출 대비 이산화

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을 산업별 탄소세율로 반영

  - (시나리오1) 2℃ 상승으로 억제,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20년 6.7억톤에서 

’50년 2.0억톤으로 약 70% 감축

  - (시나리오2) 1.5℃ 상승으로 억제, ‘2050 탄소중립’달성. ’50년경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기준년(’20년) 대비 100% 감축

< 산업별 탄소세율 >

* 출처: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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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용) 탄소세 부과는 주로 제조업종 산업의 생산자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특정산업에의 영향이 타산업에도 파급될 수 있음

 ㅇ 탄소세 부과가 산업별 생산비용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표(2018년)를 

이용하여 중간재 투입비용 상승이 생산자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

 ㅇ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종의 산업들이 서비스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자가격 상승률을 보임
 

  - 1차 금속제품(연평균 0.8~4.5%), 금속가공제품(0.6~3.5%), 운송장비(0.5~3.0%) 등의 

생산자가격 상승률이 크게 상승

  - 서비스업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높은 운송서비스업(0.4~1.9%)은 높은 

생산자가격 상승률을 나타냄

 ㅇ 탄소세 부과에 따른 산업별 생산자가격 상승은 간접적 영향(63.9~75%)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산업구조)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 산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산업별로 상이하게 감소

 ㅇ 생산자가격 상승폭이 큰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대체로 하락

 ㅇ 제조업 중 운송장비(-0.02 ~ -0.25%p), 1차 금속제품(-0.01 ~ -0.14%p)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

 ㅇ 서비스업 중에서는 생산자가격 상승폭이 컸던 음식·숙박(-0.01 ~ -0.05%p) 

및 운송서비스(-0.003 ~ -0.03%p)의 비중이 하락 

□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산업별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ㅇ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운송장비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배출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폭을 제한하는 한편, 탄소 저감기술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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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수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 국내이슈
◈ 정부는 수소경제 성과 및 향후 목표 등을 공유하기 위해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 행사를 개최함(’21.10.7.)

□ 행사 개요(요약)

ㅇ (일시/장소) ‘21.10.7(목) / 인천 청라

ㅇ (슬로건) 수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

ㅇ (주요내용)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보고

□ 주요내용

 ㅇ (성 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발표 이후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6대 분야별 정책* 마련,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6대 정책: 미래차, 충전소, R&D, 시범도시, 표준화, 안전 등

  -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수소충전소·연료전지 보급 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달성함

* 출처: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21.10.07.)

  - 또한, 수소트럭･차량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발전용 연료전지 등 新제품 수출

하여 수소산업이 미래 유망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ㅇ (비 전) ➊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주도, ➋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➌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➍생태계 기반 강화 등 속도감 있는 수소경제 구축을 목표로 함

  - 사용량을 현재 22만톤 수준에서 ’30년 390만ton, ’50년 2,700만ton까지 확대

하고, 청정수소 비율을 ’30년 50%, ’50년 100%로 높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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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주도

  -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을 가속화하고, 국내외 탄소저장소를 

확보하여 이산화탄소가 없는 블루수소 생산 확대

* 그린/블루수소 생산 확대: (’30년) 25만ton/75만ton → (’50년) 300만ton/200만ton

  - 수소공급망 구축 프로젝트 ‘H2 STAR’ 추진으로 수소자급률을 높일 계획

* H2 STAR(H2 Supply-Transportation-Application-Relationship): 수소 유통·활용전주기 구축 프로젝트

 ➋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등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수소항만을 

조성하여 원활한 해외수소 도입 기반을 구축할 계획

  - 또한, 기체수소 대비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수소 인프라 및 주요 거점별 

수소배관을 구축하는 등 대규모 청정수소 유통망 활성화

 ➌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의 수소차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열차･
선박･UAM*･건설기계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적용 확대

* UAM(Urban Air Mobility): 수직이착륙이가능한개인용비행체를이동수단으로하는도심항공교통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분야 수소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탄소

중립 공정을 실현하여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➍ 생태계 기반 강화

  - 민간이 계획하는 대규모 투자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R&D･
세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 (R&D) 범부처 차원의 수소 기술 개발 지원 / (세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

(금융) 해외개발 융자·보증지원 정책금융 확대

  - 수소전문 대학원·대학교 과정 신설, 업종전환 재교육 등을 통해 ’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만개 창출 예정

  -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우선 실증 등으로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

* 규제샌드박스 활용사례: 국회內 수소충전소 설치,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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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중국의 수소 이용 확대 전망해외이슈
◈ 중국은 「306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교통·운송, 에너지저장, 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 사용을 추진 중임
* 3060 탄소중립: ’30년 이전 국가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고 ’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21.3월 발표)

□ 교통·운송부문 수소 활용 확대 계획

 ㅇ 교통·운송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은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상용차

(버스 및 승용차)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시장 점유율 및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전지시스템’ 
및 ‘수소저장시스템’의 평균가격은 빠르게 하락할 전망

* 연료전지시스템(위안/kW): (’21년) 10,000 → (’25년) 3,500 → (’35년) 1,000 → (’50년) 500
** 수소저장시스템(위안/kg): (’21년) 5,000 → (’25년) 3,500 → (’35년) 2,000 → (’50년) 1,200

 ➊ 수소 버스

  - 주행거리, 저온 적응성, 충전시간 등의 기술에서 큰 개선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장거리 수소버스 중심으로 성장이 전망

* ’50년 기술 전망: 수소버스의 연료전지시스템 출력 200kW이상, 연료효율 4kg/100kW미만,

주행능력 800km 초과 등 달성 기대

  - 더불어, TCO는 ’30년을 기점으로 전기버스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

*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 소유비용): 장비 등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수명주기
비용 및 기회비용을 포함한 포괄적 비용

** 수소버스 TCO(위안/km): (’25년) 3.72 → (’35년) 2.73 → (’50년) 1.62

 ➋ 수소 승용차

  - 수소 승용차의 생산·판매는 저조한 현황이나, 충전소 건설 및 기술 

성장 등의 영향으로 TCO는 하락할 전망

* 수소승용차 TCO(위안/km): (’25년) 1.56 → (’35년) 0.77 → (’50년) 0.59

□ 에너지저장부문 수소 활용 확대 계획

 ㅇ ’20년 이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급성장하는 추세, 향후 수소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비용은 지속 감소할 것이며, 이에 재생에너지 

전력의 장거리 수송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20.12월): 934GW(풍력 281GW, 태양광 253GW, 그 외 400GW),
전체 발전설비 중 24%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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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문 수소 활용 확대 계획

 ㅇ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 多 배출 분야의 산업에 수소를 활용하여, 

탄소배출 저감 방법을 모색 중

 ➊ 철강산업

  - 정부와 산·학·연 공동으로 기존의 제련공정에서 사용하는 환원제(코크스, 

천연가스 등)를 수소로 대체하는 직접환원철 기술 개발 진행 중

* 직접환원철(DRI, Direct Reduction Iron): 용광로를 이용하지 않고 가스(수소, 천연가스 등)로
철광석을 가공해 철을 만드는 방법

 ➋ 석유화학·시멘트산업

  - 열에너지 수요가 많은 분야로 전기화가 어려우며 탄소배출이 많아, 국가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연료와 수소를 혼합하는 R&D 및 시범사업 진행 중

* 중국전력투자중앙연구원, 수소·천연가스 혼합 핵심기술 R&D 및 이용 시범사업을 추진(’20.9.)

□ 시사점

 ㅇ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에너지 사용을 적극 장려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와 R&D 지원제도 또한 마련 중

  - 이에, 중앙기업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원가절감, 기술표준화, 저장·운반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중이며, 향후 수소 수요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

* 수소 예측수요량(만 톤): (’25년)2,200 → (’30년)3,500 → (’50년)6,000

〈참고: 수소차 시장 침투율 전망 등〉

* 수소차 시장 침투율 전망
차종 2025년 2035년 2050년

수소 버스 5.0% 25.0% 40.0%
수소 물류차 5.0% 미만 5.0% 이상 10.0%
수소 승용차 0.05% 2.0% 12.0%

* 수소차 보급대수 및 정부 보조금 전망
차종 2022년 2025년 2030년

수소차 보급대수(만 대) 1 10 100

수소 버스
구매비(위안) 130 100 85
보조금 50% 25% 10%

수소 물류차
구매비(위안) 70 57 48
보조금 50% 40% 0%

수소 승용차
구매비(위안) 150 100 80
보조금 60% 40% 20%

* 출처: 중국 수소산업의 향후 발전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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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산업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출범>
 - 산업부 2차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출범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2021.10.6.)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3.31.)

ㅇ 해외이슈 <중국 NDRC, 에너지원단위 및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 발표>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9호(에너지경제연구원, 2021.10.4.)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6호(에너지경제연구원, 2021.3.22.)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해외이슈 <G20대상 2021 기후대응 보고서>
 - CLIMATE TRANSPARENCY REPORT: COMPARING G20 CLIMATE ACTION 

TOWARDS NET ZERO (Climate Transparency, 2021)

ㅇ 학술이슈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9.)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수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
 -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2021.10.7.)

ㅇ 해외이슈 <중국의 수소 이용 확대 전망>
 - 중국 수소산업의 향후 발전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10.15.)
 -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현황 (KOTRA,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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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슈) 중국 청정에너지의 주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 (해외이슈) 미 EIA,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20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수소충전소 정보, 전용앱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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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BEMS 시장 확대, 국내 첫 전문자격 시험 실시국내이슈
◈ 한국EMS협회는 ’21년 BEMS 운영관리 민간자격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및 에너지효율화·에너지절감 기여 기대

□ 개 요

 ㅇ (배 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산업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물·공장·주택 등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시장이 주목받고 있음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 로드맵에 따르면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건물(’25~)까지 BEMS 의무구축 예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m2 이상의 공공기관(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일자 내용

’14. 1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정

’16. 11.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전문 개정

’17. 1.
공공기관이 10,000m2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산업부 고시 제2017-13호)
’19. 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개정(BEMS 설치확인 기준 개정)

< BEMS 제도추진 경위 >

 ㅇ (필요성) BEMS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대응 가능한 전문 

인력은 부족하여 체계적인 BEMS 전문가 양성 시스템 필요성 제기 

  - BEMS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운용·관리 가능한 전문 인력의 육성이 필요

하며, 이를 통해 BEMS 산업 전문가 Pool 확보

 ㅇ (목 표) BEMS 운영관리 전문 인력 양성 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화 기반의 

EMS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효율 제고 및 에너지절감 기여 

< 국내외 BEMS 시장 규모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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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시험개요) BEMS운영관리 자격검정은「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운영관리」 

NCS 국가 직무표준을 근거로 시행하며,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구성 

  - 본 시험을 통해 부여되는 ‘BEMS 운영관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며 국가공인자격은 아님

  - 한국EMS협회는 BEMS 산업 전문인력공급 활성화를 위해 ’18년 BEMS 

분야 국가직무표준(NCS) 개발 완료 후 민간자격 등록 완료(’20.12.)

 ㅇ (시험과목) 필기시험 과목은건물에너지현황파악·BEMS 운영계획·운영·

운영데이터 분석·운영 성과관리이며, 실기시험 과목은 BEMS 운영관리

 ㅇ (기타사항)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1년 이내 실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2년 초과 시 필기시험부터 재응시하여야 함

  - 검정 실시 전 한국EMS협회에서 실시하는 ‘BEMS 운영관리자 실무교육’ 

40시간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자격검정료 무료

< BEMS 운영관리 자격시험 운영정보 >
자격시험정보

자격명 BEMS운영관리 자격검정 자격등록번호 제2020-005895호

자격 종류 등록민간자격 자격발급기관 (사)한국EMS협회

응시접수 및 결제정보

응시시험 BEMS운영관리 자격검정 1차 응시자격 연령: 20세 이상

접수기간
필기 2021.09.01.∼ 09.30.

접수방법 첨부된 응시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실기 2021.11.01.∼ 11.30.

시험일시
필기 2021.10.09. 10:00∼ 12:00

검정 응시료
필기 30,000(부가세 포함)

실기 2021.12.11. 09:00∼ 12:00 실기 70,000(부가세 포함)

시험과목
필기

건물에너지현황파악, BEMS 운영 계획, BEMS 운영, BEMS 운영 데이터 분석,
BEMS 운영 성과 관리 등 5과목 20문항씩 총 100문항(4지선다 객관식)

실기 BEMS 운영관리 서술형 문제 해결 5문항 이내

* 출처: BEMS 자격제도(사단법인 한국EMS협회, 접속일: ’21.11.4.)

□ 시사점

 ㅇ BEMS 운영관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적 운영관리자를 양성하고 BEMS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여,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화 목표 달성 기대

 ㅇ 현재 해당 검정시험을 통해 부여받는 자격의 종류는 등록민간자격이나, 

향후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공인자격으로 확대하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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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중국 청정에너지의 주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급성장해외이슈
◈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정책 지원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규모는 ’21년 상반기 600% 증가하여 세계 1위 등극

□ 중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규모 세계 1위 등극
  

 ㅇ (개 요) 최근 중국은 청정에너지 산업을 선도 중이며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에너지저장산업(ESS) 또한 고속성장

  -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장치 설비 규모는 총 9억 3,000만 kW에 달하여 

전체 발전용 설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27.8%에서 ’20년 42.4%로 증가

  - ’20년 중국 풍력·태양열 저장장치 추가 설치 규모는 1억 2,000만 kW로 

신규 추가설비 비중이 약 63%이며, 전체 청정에너지 비중은 70% 초과

 ㅇ (배 경)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불안정성·간헐성 등의 문제로 성장 제약

* ’30년까지 탄소배출정점 및 ’60년 탄소중립 달성

  - 이러한 불안정성·간헐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산업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가 주목받고 있음

총 전력 중 간헐적 에너지 차지 비중 해결방안

3∼ 15% 전력망 관리 강화

15∼ 25% 신재생에너지 저장소 및 사용자 조절

25∼ 50% 모든 발전소에 대한 ESS 설치 필요

* 중국 내 간헐적 신에너지 전력 비중은 50%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출처: 중국 청정에너지의 주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KOTRA, ’21.10.15.)

< 간헐적 에너지 차지 비중 별 해결방안 >

 ㅇ (시장동향) ’21년 상반기 중국 ESS 신규 증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00% 

증가한 10 GW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5년 중국 ESS 장치 규모는 34.4 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1 ~ ’25년 

동안 연평균성장률은 8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또한, ’30년까지 중국 ESS 신규 증설 규모가 175.6 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 ~ ’30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성장률은 61%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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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에너지저장산업 육성 정책

 ㅇ 최근 중국 정부는 ESS 설치 목표를 담은 「신형 에너지저장발전 가속화 

지도의견」(’21.7.23.) 등 ESS 산업 육성 정책을 연이어 발표

  - ’25년까지 에너지저장 설비규모 30 GW 실현 및 ’30년까지 신형 ESS 시장화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ESS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성숙화 추진

  - 전력피크 최대치와 최저치의 가격 차이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 비율을 4:1로 

설정하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저장 발전 계획 참여하도록 유도

 ㅇ 지방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의 통합사용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고, ESS 설계 목표 상향 및 보조금 지급 등 발표

  - 중국 내 다수의 성(省)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에너지저장용량을 10~20%, 

에너지저장 시간을 2시간 이상 설계하도록 설계 목표 상향 제시 

  - 또한, ‘신에너지+에너지저장’, ‘수력+에너지저장’ 프로젝트 중 에너지저장

장치 시설에서 판매되는 전력량에 대해 0.1 위안/kWh의 운영 보조금 지급  

정책 발표일 주요내용

신형 에너지저장
발전가속화 지도 의견

’21.7.23.

Ÿ ’25년까지 에너지저장 기술의 높은 안전성, 저비용,
시장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 기반 성숙화 실현

Ÿ ’25년까지 에너지저장 설비규모 30GW 실현, ’30년에 신형
ESS 시장화 실현

시간대별 전기요금
완화 조치에 관한 통지

’21.7.29.
Ÿ 차년도 시스템 파봉/파곡 차이가 40% 초과하고, 파봉/파곡
전기요금 차이는 4:1 비율 유지

통합 전력망 규모에 관한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의 자체
건설 또는 구매 권장 통지

’21.8.10.

Ÿ 재생에너지 통합 전력망 수납 능력 증대
Ÿ 재생에너지 병합망 수납능력 증대
Ÿ 발전업체의 자체 에너지저장장치 건설과 통합 전력망
규모 증대 권장

Ÿ 발전업체의 에너지저장장치구매, 전력망 규모 증가 허가

* 출처: 중국 청정에너지의 주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KOTRA, ’21.10.15.)

< 중국 에너지저장산업 정책 주요 내용 >

□ 시사점

 ㅇ 중국 에너지저장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신에너지 발전부문, 전력

부문, 사용자부문 등 에너지저장산업의 전 분야 성장 전망

 ㅇ 국내의 경우 피크타임에 ESS 저장 전기 사용 시 전기요금을 일부 할인해주는 

요금할인정책을 운영 중이나, 보다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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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국내이슈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무회의 심의·확정(10.27.)
◈ 2050년 국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 마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로 상향

□ 개 요

 ㅇ 제2차 탄중위(10.18.)에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확정(10.27.)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ㅇ (목 적)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

 ㅇ (내 용)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

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
(단위 : 백만톤CO2eq)

구분 부문 ’18년
초안 최종본

비고
1안 2안 3안 A안 B안

배출량 686.3 25.4 18.7 0 0 0

배출

전환 269.6 46.2 31.2 0 0 20.7 (A안) 화력발전 전면중단(B안) 화력발전 중 LNG 일부 잔존 가정
산업 260.5 53.1 53.1 53.1 51.1 51.1
건물 52.1 7.1 7.1 6.2 6.2 6.2

수송 98.1 11.2
(-9.4)

11.2
(-9.4) 2.8 2.8 9.2

(A안) 도로부문전기·수소차등으로전면전환(B안) 도로부문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
(e-fuel 등) 사용 가정

농축수산 24.7 17.1 15.4 15.4 15.4 15.4
폐기물 17.1 4.4 4.4 4.4 4.4 4.4

수소 - 13.6 13.6 0 0 9
(A안) 국내생산수소전량수전해수소(그린수소)로

공급(B안) 국내생산수소일부부생·추출수소로공급
탈루 5.6 1.2 1.2 0.7 0.5 1.3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4.1 -24.1 -24.7 -25.3 -25.3

이산화탄소
포집및활용
저장(CCUS)

- -95 -85 -57.9 -55.1 -84.6

직접공기포집
(DAC) - - - - - -7.4 포집 탄소는 차량용 대체연료로 활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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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부문)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 

  - (산업부문)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

  - (건물부문) 에너지절간(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포함

  - (수송부문) 개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 이상으로 제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ㅇ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18년 대비 ’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

* 기존 ‘17년 대비 ’30년까지 24.4% 감축(‘18년 대비 26.3% 감축)

  - (전환부문) 석탄발전 비중을 ’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18년 배출량 대비 ’30년 배출량을 44.4% 감축

* 석탄 발전비중(’18년 → ’30년) : 41.9% → 21.8%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18년 → ’30년) : 6.2% → 30.2%

  - (산업부문)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

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18년 대비 ’30년 배출량을 14.5% 감축

  -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18년 대비 ’30년 배출량을 32.8% 감축

  - (수송부문)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여 ’18년 대비 ’30년 배출량을 

37.8% 감축

□ 향후 추진 계획

 ㅇ 정부는 COP26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

 ㅇ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

  -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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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미 EIA,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2050년까지 
증가 전망해외이슈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이 205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21 세계에너지전망(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21, IEO 2021)’의 기준시나리오에따른전망

□ EIA 탄소 배출량 전망

 ㅇ 2050년까지 OECD 회원국과 비OECD 국가의 탄소 배출량은 모두 증가

  - OECD 회원국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20년 대비 5% 증가* 예상 

* OECD 국가의 탄소 순 배출량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억 7,500만 톤 증가하고,

이후 2035년부터 2050년까지 4억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비OECD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20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비OECD 국가의 탄소 배출량은 ’20년부터 ’35년까지 42억 톤 증가하고, 이후 ’35년부터

’50년까지 37억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비OECD 국가의 중공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므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이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ㅇ 비OECD 국가의 탄소 배출량 증가폭은 2035년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서 기인

< OECD 회원국과 비OECD 국가의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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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A 탄소집약도 전망

 ㅇ OECD 회원국과 비OECD 국가 모두에서 ’50년까지 탄소집약도가 낮아

질 것으로 전망

  - 특히, 비OECD 아시아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기술적 효율 

개선으로 탄소집약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ㅇ ’50년까지 비OECD 국가의 평균 탄소집약도는 OECD 회원국보다 높을 것

  - 비OECD 국가에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이용이 많기 때문

 ㅇ EIA는 ’50년까지 비OECD 국가의 석탄발전 비중이 OECD 회원국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

< OECD 회원국과 비OECD 국가의 석탄 발전량 비중 변화 전망 >

□ 비OECD 국가 배출량 감축 방안

 ㅇ 기초화학 산업의 생산 공정을 전면 개편하고 및 순환경제로 전환 필요

  -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을 전면 

개편하거나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필요

 ㅇ 석탄 의존도가 높은 비금속 광물과 철강산업 등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생산공정의 구조변화를 통해 배출량을 

감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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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수소충전소 정보, 전용앱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국내이슈
◈ 정부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수소충전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하잉, Hying)’의 베타버전을 배포하여 시범서비스를 시작(’21.10.27)
* Hying: Hydrogen의 ‘Hy-’와 진행형을 의미하는 ‘-ing’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 ‘수소차
이용을 통한 수소경제로의 전환 중’이라는 의미

□ 수소충전소 시범서비스 개요

 ㅇ (배 경) 수소차 이용자들은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없어 영업·

고장정보, 충전 대기시간 등 필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이에 정부는 수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78개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 개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 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 수집·제공

 ㅇ 11월까지 베타버전을 운영하여 주요 기능을 미리 경함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 및 개선사항을 접수받아 12월 정식버전을 배포할 계획 

□ ‘Hying, 하잉’ 주요기능 

 ㅇ (원 리) 각 충전소에 설치된 판매관리시스템(POS)을 통해 충전소 운영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전담기관의 연계 서버에 전송되어 전용앱으로 제공

  - 각 충전소의 판매관리시스템(POS)에서 전송되는 실제 운전정보를 통해 

정확도 높은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

  - 또한, 영업･유지보수 상황과 충전 대시시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사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원하는 시간에 충전이 가능해짐

 ㅇ (주요기능) ➊영업·고장정보, 대기차량 수, 충전가능량 등의 실시간 정보, 
➋내 주변 가까운 충전소 위치 안내, ➌출발·도착지 경로상 충전소 검색, 
➍충전소별 판매가격, 할인정보 제공 등의 사용자 편의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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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하잉, Hying) 및 홈페이지 예시 화면

메인 화면 충전소 상세정보

시범서비스 이벤트 전국 충전소 현황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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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극동러시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진해외이슈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6차 동방경제포럼(’21.9월)’에서 극동러시아 內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본격화 중임

□ 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ㅇ ’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슷한 규모, 

수력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광·풍력은 최근 확대 추세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20): 러시아(54,274MW), 프랑스(55,365MW), 이탈리아(55,299MW)

 ㅇ 특히, 잠재량이 풍부한 극동러시아의 발전량 및 확대 추세가 두드러지며, 

연방·州정부의 주도 하에 조력·풍력발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극동러시아의 주요 프로젝트

 ➀ 펜진스카야, 조력발전 기반 ‘수소클러스터 프로젝트’

 ㅇ (H2 Clean Energy 社) 동방경제포럼(’21.9.)에 참석하여 극동북극개발부, 

캄차트카 州정부와 함께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협약 체결

  - ➊펜진스카야 조력발전소 건설 및 ➋해당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수출을 목표로 하며, ’26년 이전에 건설을 시작할 예정

* H2 Clean Energy 社: 러시아 최대 금광회사인 PJSC Polyus에서 설립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➁ 사할린,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프로젝트’

 ㅇ (East Mining 社) 그린석탄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에 

67.2 MW 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 발표(’21.3월)

 ㅇ (JSC NovaWind 社) 사할린 州정부와 200 MW 규모의 풍력단지 프로젝트 

협약(’21.9), 현재 풍력 모니터링 및 전력체계 조사를 진행 중

  - 두 기업의 풍력단지 조성 사업으로, 향후 사할린 전체 발전량의 28%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구성될 전망

* East Mining 社: 러시아의 최대 석탄광산회사로, 광산업의 그린 프로세스로의 전환

및 탄소발자국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 JSC NovaWind 社: 국영 에너지기업 Rosatom의 자회사로 주로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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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등〉

* 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MW)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49,519 50,177 51,094 51,304 51,337 51,709 52,150 53,074 54,274

수력 49,445 50,104 50,845 50,998 51,016 51,241 51,333 51,819 51,811

태양광 0 1 5 61 76 225 535 1,064 1,428

풍력 10 10 10 11 11 22 52 102 945

지열 81 79 78 78 78 74 74 74 74

* 전체 전력생산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량 비중(%)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러시아 15.3 17.1 16.4 15.8 17.0 17.0 17.3 17.6 19.8

중앙연방 0.8 0.8 0.4 0.3 0.6 0.9 0.8 0.7 1.1

북서부연방 11.9 10.9 10.2 11.2 11.1 11.9 10.6 9.7 11.7

남부연방 22.5 23.0 20.4 18.7 18.3 20.9 18.9 16.9 20.1

북캅카스연방 27.1 35.4 26.3 26.3 30.2 25.4 29.6 31.6 32.3

불가연방 13.8 14.9 14.4 15.1 15.2 17.7 16.2 16.6 18.8

우랄연방 0.01 0.01 0.01 0.02 0.01 0.02 0.01 0.01 0.01

시베리아연방 40.3 46.7 46.2 43.7 47.4 45.8 52.3 54.3 59.3

극동러시아연방 34.8 37.7 35.5 30.5 35.9 33.4 26.3 28.1 29.4

* 펜진스카야의 위치 및 조력발전소 기반 수소클러스트 프로젝트 맵

* 출처: 극동러시아, 그린에너지를 향해 한 발짝(KOTRA, ’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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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BEMS 시장 확대, 국내 첫 전문자격 시험 실시>
 - BEMS 시장 확대... 국내 첫 전문자격 시험 실시됐다(에너지데일리, 2021.10.12.) 
 - BEMS 운영관리 분야 민간자격검정 및 실무교육 시행(한국EMS협회, 2021.7.20.)
 - BEMS 자격제도(한국EMS협회, 접속일: 2021.11.4.)

ㅇ 해외이슈 <중국 청정에너지의 주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
 - 중국 청정에너지의 주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KOTRA, 2021.10.15.)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마련(환경부, 2021.10.27.)

ㅇ 해외이슈 <미 EIA,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2050년까지 증가 전망>
 - 미 EIA,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205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에너지

경제연구원, 2021.10.29.)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수소충전소 정보, 전용앱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수소충전소의 다양한 정보, 전용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산업통상자원부, 2021.10.26.)
 - 수소유통정보시스템 ‘Hying’ 홈페이지(www.h2nbiz.or.kr, 접속일: 2021.11.4.)

ㅇ 해외이슈 <극동러시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진>
 - 극동러시아, 그린에너지를 향해 한 발짝(KOTRA,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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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2021. 11. 19. (금)

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탄소중립시대, 집단에너지 역할은 

 - (해외이슈) IEA, Tracking Buildings 2021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정부,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추진

 - (해외이슈) 유럽의 탈플라스틱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정부, 수소·암모니아 발전으로 온실가스 감축한다

 - (해외이슈) 2021년 3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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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탄소중립시대, 집단에너지의 역할은국내이슈
◈ 집단에너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비용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학계의 지속적 관심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개 요

ㅇ (배 경) 문재인대통령은 COP26(’21.11.1.)에서 ’18년 대비 ’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공표

  - 우리나라 산업구조, 늦은 온실가스 배출정점, 주요국 대비 요구되는 연평균

감축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40% 감축 달성은 도전적인 목표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향후 감축목표(단위: 백만톤 CO2, 연도) >

* 출처: 탄소중립시대, 집단에너지 역할은(이투뉴스, 2021.11.08.)

ㅇ (보완점)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은 열 분야는 보다는 주로 전기에 

집중되어 안정적인 난방과 온수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 후 다시 열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

뿐만 아니라 효율 급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

ㅇ (대 안) 최종에너지가 100% 전기화가 되기 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비용효율적인 수단은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집단에너지가 될 것

  - 집단에너지는 연료 변경 유연성*, 신재생에너지 접목 가능성 및 미이용

에너지 활용성** 등을 볼 때 주택·건물분야 탄소중립에 반드시 필요함

* 사용연료를 석탄·유류에서 LNG로 변경하는 등 연료전환에 대한 유연성이 뛰어남

** 바이오매스, SRF(폐기물고형연료), 연료전지, 태양열, 수소에너지 등과 접목이 가능하며,

수열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 열원과 소각열·발전폐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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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란

ㅇ (정 의)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집단화한 

에너지 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비용효과적 에너지 공급방안

  - 이용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의 도입목적이 법에 명시된 에너지원

ㅇ (분 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주택, 상가 등 건물 대상의 지역냉난방사업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상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

구분 사업 내용

지역냉난방사업 일정지역 내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

< 집단에너지사업 분류 >

□ 집단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한 검토방안

ㅇ (LNG 전환) 높은 사업비용 및 연료비에 대한 해결을 위해 상대적으로 

운용기간이 긴 설비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로 사용연료전환 검토

  - 경제성 확보를 위해 발전터빈 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열 

공급을 유지하면서 신규 설비를 설치를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도 요구됨

ㅇ (바이오매스 전환) 현재 설비를 유지하며 바이오매스를 혼합 연소하고, 

향후 바이오매스 전소 형태로 전환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선을 통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가격 상승 및 국내산 미이용 목재의 안정적 수급이 전제되어야 함

ㅇ (소각 폐기물의 에너지화) 고온·고압의 스팀생산을 위해 1,000℃ 이상의 

고열로 보일러를 유지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폐자원에너지 사업이 유리

  - 표준화된 고형폐기물 연료화 사업 및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통한 혼소 

사업은 기후대응 및 생활폐기물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산업단지와 지역 집단에너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

지자체·학계의 지속적 관심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ㅇ 이러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각각의 탄소중립 방향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78호 2021. 11. 19.

- 319 -

수요관리 IEA, Tracking Buildings 2021해외이슈
◈ IEA는「Tracking Buildings 2021」보고서 발간을 통해 ’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과 기축건물의 20%가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 필요성을 강조

□ 개 요
 

ㅇ 전력부문의 지속적인 탈탄소화 노력으로 ’21년 예상 탄소배출량 증가 추세는 

완화되었으나, 건물부문의 경우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벗어나 있음

ㅇ 건물부문 직간접적 CO2 배출량은 ’10년 이후 매년 1% 증가하였으나, 히트펌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증가 등으로 ’20년 CO2 배출량은 약 9 Gt으로 급감

□ 2020 건물부문 탄소배출 현황

ㅇ ’20년 탄소 배출량 저감의 주요 원인은 COVID-19 감염병 유행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이며,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의 에너지수요가 크게 감축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하였고, 휴교 및 호텔·레스토랑 

등 외식산업이 감축해 서비스부문의 탄소배출량 저감을 촉진

  - 전력수요 감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20년 전력부문 탄소배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전력수요 회복 시 ’21년 배출량은 다시 증가할 수 있음 

< 전 세계 건물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2010~2030) >

* 출처: Building Trackings 2021(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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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현황

ㅇ 건물부문 에너지효율은 눈에 띄게 개선되어 ’10 ~ ’19년 기간 내 건물바닥 

면적 2% 증가 대비 ’10년 118EJ → ’19년 130EJ로 연평균 1%의 비율로 증가*

*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건물 바닥면적 증가와 에너지소비량과 간의 연계성 분리

  - 건물 내 가장 많은 에너지사용량을 보이는 항목은 ‘건물 냉난방’ 및 ‘가전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력사용’이며, 전체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1/3를 전기가 차지(’20)

  - 전 세계적으로 건물 에너지집약도 감축을 위해 80개국에서 건물에너지

코드를 개발하고, 가전제품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MEPS)을 개발

  - 또한, 히트펌프의 경우 ’10년 보급량 1억대에서 ’20년 1억 8천만 대로 

크게 확대되는 등 고효율기기의 보급 확산이 촉진됨

ㅇ 그러나 건물 에너지집약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부합하려면 ’30년

까지 평방미터당 소비되는 에너지가 ’20년 대비 45% 이상 감소하여야 함

  - 이는 지난 5년간(’16~’20년)의 에너지집약도 감축 추이보다 향후 10년

(’21~’30년)간 에너지집약도가 5배 빠르게 감축하여야 함을 의미

ㅇ 전 세계 냉방 가능 가구 비율이 ’10년 27%에서 ’20년 35%로 증가하는 등 

전력에너지를 중심으로 건물 에너지수요가 급증하여, 관리 강화 필요

ㅇ 현재 100개 이상 국가에서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및 전등에 대해 MEPS를 

시행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MEPS 고도화 및 강화 필요

<전 세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건물에너지 사용량·바닥면적 현황 (’10~’30)>

* 출처: Building Trackings 2021(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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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부,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추진국내이슈
◈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가입을 추진할 계획(10.25)

◈ 문재인 대통령은 APEC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메탄 감축을 위한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했다고 알림(11.12)

□ 글로벌 메탄 서약 추진 개요

ㅇ (추진 배경) 미국, 유럽연합(EU)은 ’21년 9월 ‘글로벌 메탄 서약’ 추진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 우리나라 및 세계 주요국에 서약 참여 지속 요청

ㅇ (주요 내용) ’30년까지 ’20년 대비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국내 감축행동 이행, 메탄 감축 이행경과 검토 관련 장관급 회의 개최 등

※ 메탄 특성 및 감축 필요성

- (특성)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인 물질

- (감축 필요성)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의 약 30%, 기온 0.5℃ 상승의 원인이며,
체류기간(10년)이 짧아 의욕적으로 줄일 경우,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
*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

□ 국내 메탄 배출현황

ㅇ 국내 메탄 배출량은 ’18년 기준 28백만tCO2eq.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8% 수준, 주로 농축수산, 폐기물,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

- (농축수산) 벼 재배과정,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등 12백만tCO2eq.

- (폐기물) 폐기물의 매립, 하·폐수처리 과정 등 8.6백만tCO2eq.

- (에너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연료연소 과정, 화석 연·원료의 채광·

공정·운송 등의 과정에서 비의도적(탈루) 배출로 6.3백만tCO2eq.

< 2018년 국내 메탄 배출 현황 >

(단위 : 백만tCO2eq., %)

분야·
부문

농축산(12.2) 폐기물(8.6) 에너지(6.3)

기타*
배출
통계

장내
발효

가축
분뇨
처리

벼
재배

작물
잔사
소각

폐기물
매립

하·폐수
처리

기타
연료
연소

탈루

배출량 4.5 1.4 6.3 0.01 7.8 0.7 0.1 1.8 4.5 0.9 28.0
비율 16.1 5 22.5 0.03 27.9 2.5 0.4 6.4 16.1 3.2 100.0
* 기타 : 산업공정, LULUCF(산림, 토지이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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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부문별 메탄 감축(안)

< ‘18년→’30년 부문별 메탄감축(안)* >

(단위: 백만톤CO2eq)
분야 농축산 폐기물 에너지 산업 공정 LULUCF 배출 총계

배
출
량

’18년 12.2 8.6 6.3 0.6 0.3 28.0

’30년 9.7 4.6 4.5 0.7 0.3 19.7

감축량 -2.5 -4 -1.8 0.1 - -8.3

감축률 △20.5% △46.5% △28.6% 13.3% - △30%

*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21.10.18)에 메탄 배출량 30% 감축 계획 포함

ㅇ 농축산 부문 : ’18년 대비 메탄 배출량 20.5%(2.5백만tCO2eq.) 감축

- 가축분뇨의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등 활용 다각화, 공공

기관 운영 공공형 가축분노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신규 10개소 보급 계획

* 바이오차(Bio-char) : 목재 등을 300~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
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토양 살포 시 토양 내 탄소 저장 효과 있음

- 저메탄 사료의 개발·보급으로 가축의 사양관리를 개선, 논에서는 간단

관개* 기간 연장 등 물 관리 기술보급

* 간단관개 : 물을항상 담수상태로유지하지않고 며칠간물을뺀 다음다시관개하는 일

ㅇ 폐기물 부문 : ’18년 대비 메탄 배출량 46.5%(4백만tCO2eq.) 감축

- 음식물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23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 

등으로 폐기물 저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화 시설을 130개소로 확대 계획

- 폐기물 매립지의 메탄 포집설비를 지원하여 메탄 회수량 확대*,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여 메탄 발생량 저감 계획

* 매립지 등에서 포집된 메탄가스는 연료·수소화하여, 화석연료 사용 저감에 기여
**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가연물을 소각, 불연물은 재활용 또는 재매립

ㅇ 에너지 부문 : ’18년 대비 메탄 배출량 28.6%(1.8백만tCO2eq.) 감축

-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축소,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산업·

전환·건물·수송 각 부문의 화석 연·원료 사용량 감축

- 천연가스 탈루 부문*은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탈루 부문 

메탄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재 산정

* 이송/저장은 국가배출계수(2017년 승인)을 활용하고 있으나, 생산/처리, 배분은

IPCC G/L에서 제시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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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유럽의 탈플라스틱 정책 현황 및 시사점해외이슈
◈ EU는 ’15년부터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을 시행하여 탄소중립 달성 추진

◈「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보고서 요약

□ 개요

ㅇ (배 경)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대비 ‛15년 190배 증가

* 2백만 톤(1950년) → 3.8억 톤(’15년) → 3.6억 톤(’19년), 이 중 ’19년 EU 생산량은 16%

  -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현행 유지 시 ’35년 2배, ’50년 4배 증가 

예측, 코로나 19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급증으로 감축 시급

ㅇ (추진 경과) ‘순환경제패키지’* 발표(’15.12) → ‘순환경제실행계획’** 발표(’20.3)

→ EU이사회에서 ‘플라스틱세’ 채택(’20.7) →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규제(’20.12)

*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등 7대 분야 54개 세부실행계획 수립

** 전자제품 중심의 수리권 보장(right to repair) 강조 및 서비스형 제품(Product as a
Service)을 통한 공유경제 확대 등

ㅇ (최종 목표)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중 증가, 대체제 개발을 

통한 ‘순환경제’ 이행

□ 국가별 탈플라스틱 정책

나라 독일 프랑스 영국

현황

ㅇ 총 플라스틱 생산량
약 1,820만 톤(’19년)

- 플라스틱 가공산업
수요는 1,213만 톤

ㅇ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약 480만 톤(’17년)

- 45.5%는 포장재로 소비

ㅇ 플라스틱 폐기물 약
490만 톤 예측(’14년)

- ’30년 630만 톤까지
확대 전망

주
요
정
책

폐
기
물
감
축

ㅇ 최초 포장재 유통자에
포장제 폐기 책임을
부여하는 시스템 도입

ㅇ 분리수거 의무화
ㅇ 플라스틱 음료수병
보증금 반환제

ㅇ 환경기여도에 따른
분담금 보너스 제도

- 환경 분담금 부여 및
소비자 가격 차별화

ㅇ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사용금지 로드맵

ㅇ 플라스틱 포장세
ㅇ미세플라스틱 제조금지
ㅇ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요금 부과

ㅇ 일회용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재
활
용

ㅇ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제조사 및 수입업체가
재활용 의무, 부담
대상자의 재활용 비용을
부담

ㅇ 지자체 차원의 생활
폐기물 수거

- 생활폐기물재활용비중은
약 61만 톤
* 유럽 28개국 중 5위 수준

ㅇ 구청 - 폐기물 관리업체,
재활용업체계약형태

ㅇ 지방세에 쓰레기 수거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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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플라스틱 혁신 사례
 

프랑스 네덜란드
분야 대체소재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상품
서비스

- 녹말, 프로틴, 섬유질이함유된 옥수수와
같은곡물로플라스틱대체소재개발

- 자연분해 가능한 친환경 상품 예시

- 불에 타지않는플리스틱 폐기물을처리
- 3D 프린터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생산

특징
- 식품용기, 커피캡슐 외 애완용품,
스포츠용품, 방위산업용품 등 제작

- 네덜란드 대표 소매업 체인점과
협력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1,500kg을
35개의 분리수거함으로 제작

□ 향후 전망

 ㅇ EU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를 시작으로 역내 판매·유통 

금지 대상 제품 확대 전망

   - 한국의 유럽 수출 상위 10위 품목인 플라스틱 수출액은 13.35억 달러(’21년 기준)

   -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 개발 및 생산 전환을 통한 시장 선점 필요

 ㅇ 차기 규제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까지 확대될 가능성 농후

   - K-뷰티 등으로 호황중인 국내 화장품 기업의 생산 및 투자 유의

 ㅇ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체계가 역내 확립 중

   - EU 수출 전, 해당국의 인증 존재 여부 확인 및 인증획득 고려 필요

향후

전망

ㅇ 제조업체의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비용 분담

ㅇ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증빙요구증가

- OK Compost, Keimling 등
포장용기의 생분해성
관련 인증

ㅇ 3R전략 달성 목표
* 감축(Reduction), 재사용(Reemploi),
재활용(Recyclage)을 위한실행
계획설정및관련법령입안예정

ㅇ ’40년까지일회용플라스틱
사용의 전면 금지 예정

ㅇ 생산, 소비단계에서의
감축 추진

ㅇ 25 Year Environment
Plan 수립

- ’42년까지 불요불급한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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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정부, 수소·암모니아 발전으로 온실가스 감축한다국내이슈

◈ 정부는 민관합동의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을 발족(’21.11.16)
- ’30년까지 암모니아 20%, ’35년까지 수소 30% 혼소를 상용화하여 기존
화력(석탄, LNG)발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

□ 추진 배경

 ㅇ 상향된 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수소·암모니아 발전 

상용화는 필수이며, 이에 따른 속도감 있는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

  - 관련 기술 개요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전력, 

발전공기업과 함께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을 발족(’21.11.16)

  - 全 단계(생산·확보·운송·저장)에서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향후 정부와 

유관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

□ 주요 논의사항 및 내용

 ➀ 기술 개요

 ㅇ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무탄소 연료인 수소(H2)와 암모니아(NH3)를 기존 

석탄발전기와 LNG 발전기에 안정적으로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

  - 발전설비, 송배전선로 등 기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 (암모니아) 석탄 대체와 정비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이 저감, (수소) LNG 대체와

비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요〉

* 출처: 산업부 수소·암모니아 발전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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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국내 현황 및 계획

 ㅇ (현 황)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1.10)’에서 ’30년 

암모니아 발전을 총 발전량의 3.6%(22.1TWh)로 반영함

 ㅇ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무탄소(수소·암모니아) 가스터빈 발전이 

총 발전량의 13.8~21.5%(166.5~270.0TWh)로 반영함 

〈참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전원별 발전량〉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재생E 연료전지 동북아
그리드

무탄소
가스터빈 부생가스 합계

A안
76.9 0.0 0.0 889.8 17.1 0.0 270.0 3.9 1257.7
(6.1%) (0.0%) (0.0%) (70.8%) (1.4%) (0.0%) (21.5%) (0.3%) (100%)

B안
86.9 0.0 61.0 736.0 121.4 33.1 166.5 3.9 1,208.8
(7.2%) (0.0%) (5.0%) (60.9%) (10.1%) (2.7%) (13.8%) (0.3%) (100%)

* (A안) 화력발전 전면중단, (B안) LNG발전 일부유지
* 출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위원회, ’21.10.18)

 ㅇ (계 획) 수소·암모니아 혼소·전소 실증* 및 기존 석탄발전 설비 활용

을 목표로, 시설 및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

  - 정부는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암모니아 저장시설을 ’22년에 구축할 계획

  -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

* 수소: (’28년) 150MW급 혼소(50%) 실증 완료, (‘35년) 혼소(30%이상) 상용화
* 암모니아: (’27년) 혼소(20%) 실증, (‘30년) 전체 석탄발전의 절반 이상에 혼소(20%) 적용

 ➂ 국외 현황 및 전망

 ㅇ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도 신·재생e와 연계하여 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고, 내연기관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 중

  - (미국) 수소기금 1.6조원 중 11%를 수소 터빈발전 R&D에 배정

* 오하이오주 수소 혼소 실증(‘21.11~), GE社 485MW급 수소 15~20% 혼소 실증

  - (유럽) 주요 기업들은 LNG 발전의 단계별 연료전환과 수소터빈 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 중

* Siemens, 65~80MW급 수소혼소 실증 평가 완료, 최대 수소 혼소율 40% 보증 등

  - (일본) 2050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50년 수소 소비 2천만ton 목표로 하며, 

발전 全분야(석탄, LNG, 연료전지)에서 암모니아 연소기술에 대한 기초 실증 완료

* 신형 LNG발전 수소 30% 혼소 실증 테스트 완료, Kawasaki社 1MW 수소 전소 실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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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2021년 3분기 태양광산업 동향해외이슈

◈ 세계 발전산업은 화석에너지 퇴출과 함께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높은 경제성·접근성을 지닌 태양광으로의 전환이 가속되는 추세

- 이에, 주요국(중국, 미국 등)의 신규 설치용량이 대폭 증가하여, 관련 산업 수요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산업 동향

 ① 폴리실리콘

 ㅇ 제조 단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력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11년 이후 

최고치인 $36.7/kg(’21.10월 기준)를 기록

* 최근 중국의 전력 부족현상 및 호주산 유연탄의 가격 변화가 전력비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 태양광 수요증가 및 제조비용 상승에 따라 $30.0/kg를 초과하는 가격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금년 생산량은 58만ton(200GW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되며, 

전망치가 201GW 임을 고려하였을 때, 수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됨

  - 이에, 주요 글로벌 기업(Tongwei, OCI 등)의 생산량 확대 및 공장건설 등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22년 3분기 이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② 웨이퍼

 ㅇ 코로나19로 중단된 태양광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변동하여 전년 동월 대비 82.5% 상승한 $0.796/piece(단결정)를 기록함

 ③ 태양전지

 ㅇ 2분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는 현황이나,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반영되어 향후 단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태양전지 가격(’21.10월): (단결정) $0.115/W, (다결정) $0.118/W

 ㅇ 다만,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태양전지 기업들의 수익 악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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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모듈

 ㅇ 모듈 가격은 1월 대비 27.1%(단결정), 21.7%(다결정) 성장하였으나, 원자

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업 실적이 저조한 현황

* 모듈 가격(’21.10월): (단결정) $0.276/W, (다결정) $0.213/W

 ㅇ 더불어, 금년 모듈 생산용량은 공급 과잉(390GW)한 상황이므로 원자재 

가격 반영이 어려워,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등〉

*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단위: GW)

*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가격 동향(단위: $/kg, $/piece)

*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 동향(단위: $/W)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1년 3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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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탄소중립시대, 집단에너지 역할은>
 - 탄소중립시대, 집단에너지 역할은(이투뉴스, 2021.11.8.)
 - 탄소중립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역할과 방향(전자신문, 2021.8.30.)
 - 「집단에너지사업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일: 2021.11.16.)
 - 집단에너지정보넷(http://kie.keei.re.kr/cmm/main/mainPage.do, 접속일: 2021.11.16.)

ㅇ 해외이슈 <IEA, Building Trackings 2021>
 - Building Trackings 2021(IEA, 2021)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정부,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추진>
  - 2021 APEC 화상 정상회의 모두발언(청와대, 2021.11.12.)
  -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부처합동, 2021.10.25.)
  -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50탄소중립위원회, 2021.10.18.)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50탄소중립위원회, 2021.10.18.)

ㅇ 해외이슈 <유럽의 탈플라스틱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 (KOTRA, 2021.10)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정부, 수소·암모니아 발전으로 온실가스 감축한다>
 - 산업부, 수소·암모니아 발전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6.)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탄소중립위원회, 2021.10.18.)
 - 탄소제로로 가는 길: 뉴욕주 발전소, GE와 공동으로 “그린수소” 실증 프로젝트 시작 

(GE코리아, 2021.11.15.)

ㅇ 해외이슈 <2021년 3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 2021년 3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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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2021. 12. 03. (금)

한눈에 보기 

◉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국회미래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 (해외이슈) IEA, Energy Efficiency 2021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해외이슈) COP26 결과 및 시사점

 - (학술이슈) IRENA 세계 에너지 전환 전망(1.5℃ 경로)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정부, 14개의 수소항만 조성 추진

 - (해외이슈) 뉴질랜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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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국회미래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국내이슈
◈ 중장기적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를 위해 EERS 제도와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검증시스템 구축 및 재무적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

□ 연구배경 및 방법

ㅇ (연구배경) 에너지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저소비·고효율 에너지소비 구조로의 혁신적 전환 필요

  -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24)의 주요과제인 EERS* 본사업 

추진을 대비하여 시범사업의 성과 및 실질적인 문제점 분석 필요

* 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s,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 ’31년 이후에도 에너지수요관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제언하고자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ㅇ (연구방법) EERS 이행 및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 해외 선진사례 고찰을 통해 벤치마킹 방안을 도출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외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EERS 운영현황 및 실태 평가와 지원방안에 대한 설문 진행 

  - EERS를 20년 이상 수행한 미국과 의무제도는 없으나 수요관리 사업이 

활발한 스위스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이 가능한 정책 프로그램 탐색

□ 연구결과

ㅇ (EERS 운영현황) 에너지공급자와 관리기관 모두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로 EERS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

  - 특히, 검증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모니터링 결과 검증’과 ‘정량적 

추진목표 수립·이행’ 과정에 재원 분배 대비 시간 투자가 많은 편

< 에너지공급자 업무당 시간배분 현황 > < 에너지공급자 업무당 재원분배 현황 >

* 출처: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국회미래연구원,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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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방안 제안) 절감 잠재력에 바탕해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 또한, 절차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EERS 행정절차의 전산화, 심의위원 

선정에 필요한 전문가 pool을 수요관리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

ㅇ (해외사례 고찰) 투자금액 환수, 인센티브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최종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벤치마킹 요인 모색 필요 

  - (미 국) 에너지공급자들의 판매량 감소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활동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와 비용회수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

* ex) System Benefit Charge : 전기료의 약 0.1% 혹은 kWh당 0.1∼0.3¢를 추가 회수

한 뒤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으로만 활용하도록 하여 에너지공급자의 투자금을 회수

  - (스위스)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효율 사업 입찰경쟁제도 

ProKilowatt*를 활용해, 상당량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달성

* 사업자들이 제안하는 에너지효율 사업 중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상위 후보군 사업을

선정하여 전 사업 투자금액과 보조금을 지원

□ 결론 및 시사점

ㅇ (문제점) EERS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구조적인 문제점과 제도적인 문제점

으로 구분 가능

< EERS 문제점 도식화 >

* 출처: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국회미래연구원, 2021.11.04.)

ㅇ (해결방안) 심의위원회 구성, 국내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 수립, 전기·가스·

열 등 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무적 보상방안의 마련 등 제안

ㅇ (시사점)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투자금 회수 보장 및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소모량을 관리한다면 EERS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 전망

  - 이를 위해 성공적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현재 EERS 비즈

니스 모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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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IEA, Energy Efficiency 2021해외이슈
◈ IEA는 2021 에너지효율 최신 동향 및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기,
건물, 수송, 산업 등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 과제 분석 보고서를 발표

□ 에너지효율 최신 동향
  

ㅇ ’21년 에너지집약도는 1.9% 개선되어 지난 5년간 연평균 개선도(1.3%)보다 

상승하였으나,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두 배 이상 개선 필요

ㅇ ’20년 4%의 하락세를 보인 전 세계 에너지수요는 봉쇄에서 벗어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21년에 전년대비 4% 증가할 전망

ㅇ ’21년 에너지효율부문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2,900억 USD를 

기록하였고 특히 건물부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21년 건물부문 투자금액은 1,900억 USD이상으로 ’19년 대비 20% 증가, 

수송부문은 약 600억 USD가 투입되어 ’19년 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산업 부문의 효율투자는 약 400억 USD로 이전과 유사한 규모

< 에너지집약도 개선 현황 > < 전 세계 에너지효율 투자현황 >

* 출처: Energy Efficiency 2021(IEA, 2021.11.)

ㅇ ’21년 7월에 발간된 ‘지속가능한 회복 추적(Sustainable Recovery Tracker)’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관련 지출은 ’21 ~ ’23년 기간 동안 연간 약 

4,000억 USD씩 증가할 전망

  - 그 중 건물, 산업 및 저탄소 수송부문(전기차 인프라 구축 포함) 등의 

에너지효율 조치를 위해 연간 약 2,600억 USD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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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에너지효율 과제

ㅇ (기기부문) 전력 소비량 중 40% 이상이 산업용 전기모터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및 조명 부문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며 연간 5 Gt 이상의 CO2를 배출

* 전력생산은 ’20년 기준 총 34 Gt(41%)의 CO2를 배출하여 전체 CO2 배출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1년 전력수요는 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공급을 충당하는 것은 역부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기 효율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

  -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라벨링 등 효율관리 정책은 기기부문에 대한 

평균 에너지소비를 절반 가량 감축하고 CO2 배출 억제하는 데에 기여

  -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선진국은 ’25년까지, 신흥국은 

’30년까지 신규 판매되는 전체 가전제품의 80%가 최신 기술 적용 예정

ㅇ (건물부문)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관리는 ZEB의 적극적인 확대 등을 통해 

2030 에너지소비량 감축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EA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Zero-carbon-ready’ 기준에 따라 ’30년

까지 선진국은 연간 약 2.5%, 신흥국은 연간 약 2%의 건물 개축필요

  - 현재 전 세계 신축건물의 5%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건물 에너지 

코드 구축이 개축 목표달성의 핵심 메커니즘

  -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과 탈탄소화의 주요 수단은 석유 및 가스보일러 판매의 

단계적 중단 및 히트펌프 적용을 통한 기존 화학연료의 전기에너지 전환

ㅇ (수송부문) 수송부문은 ’20년 최종에너지소비량의 25%를 차지하였고 그 중 

석유에너지원이 수송 에너지수요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30년까지 석유 에너지원의 비중은 80%로 

감소하여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3%, 배출량이 20% 감소할 전망
  

  - 이륜차·삼륜차의 탄소배출은 ’40년까지 대부분 감소할 예정이며, ’40년대 

후반에는 승용차 및 경차, 철도부문이 탄소중립화 될 것으로 전망

ㅇ (산업부문)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은 ’20년 기준 8.7 Gt으로전력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배출원으로,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중공업이 약 70%를 배출 
 

  -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집약도는 현재 4.1 MJ/USD

에서 ’30년 3.14 MJ/USD, ’50년 1.84 MJ/USD로 개선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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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COP26 결과 및 시사점해외이슈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는 6년간의 협상 끝에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하고,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전 지구적
의지를 결집함

□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ㅇ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 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

  - (적응 재원) ① 선진국의 재원ㆍ역량배양ㆍ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② '25년까지 '19년 대비 선진국의 재원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③ 다자

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 기후 재원 동원 촉구

  - (감 축) ① 2030년까지 메탄 등 non-GHG 감축 검토 요구, ② 청정발전 

확대, 일반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 (협 력) COP 개최국이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토록 합의

□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ㅇ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 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

  - (6.2조 협력적접근법) 모든 감축실적은 상응 조정(이중사용 방지)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감축목표(NDC)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상당량(tCO2e) 이외의 측정 

단위(Non-GHG metrics)도 허용

  - (6.4조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ㆍ사용과 사업 

유치국이 기타목적으로 허가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상응 조정 실시

*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 CDM후속체제로 당사국총회의 중앙

거버넌스를 통하여 감축 실적을 생성

 ㅇ 선진국과 개도국은 Post-2020의 감축활동에 대한 인정과 6.4조 메커니즘 

전환 기준에 충족하는 활동들에 대하여 SDM으로 전환해줄 것을 합의

□ 투명성

 ㅇ 투명성 의제는 격년투명성보고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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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3대 보고분야(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NDC 이행ㆍ달성 경과, 지원 제공)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은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 최종 합의

□ 적응 및 손실과 피해

 ㅇ 글로벌 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 

개발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

□ 기후재원

 ㅇ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이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 달성 부진**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함

* ’20년까지 매년 1천억불 조성 합의(COP16), 이를 ’25년까지 연장(COP21)

** OECD 기후재원 규모(억불): (’16) 586 (’17) 712 (’18) 789 (’19) 796

□ 국가감축목표(NDC) 공통 이행기간

 ㅇ 미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 모든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 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

 ㅇ ’25년 ‘35년 국가 감축목표’, ’30년 ‘40년 국가 감축목표’제출, 이후 5년 

단위로 차기 국가 감축목표 제출 예정

□ 기술지원

 ㅇ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한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큼

*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ㅇ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대한민국 협력 연락사무소 

설립ㆍ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

□ 시사점

 ㅇ 파리협정의 시장메커니즘 관련 이행규칙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국제

탄소시장의 활성화 예상

 ㅇ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제출에 

따라 국내외 산업․에너지분야 온실가스감축 요구 증가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년 3월 25일 시행)

**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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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IRENA 세계 에너지 전환 전망(1.5℃ 경로)학술이슈

◈ IRENA에서 발간한 ‘세계에너지전환 전망(1.5℃ 경로)’은 전체 사회경제적
및 정책적 의미를 검토하고 구조적 변화 및 재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

□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 전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계 에너지 전환에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현재의 계획은 1.5℃ 목표에 도달에는 크게 부족함

 ㅇ '2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용량이 260GW에 달하며, 

이는 非재생에너지(화석+원자력) 신규 발전 용량의 4배 이상임
 

 ㅇ 현재 각국의 계획(NDC 포함)은 전세계 배출량을 안정화 시키는 수준에 그침

   -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14~'19년 사이 연평균 1.3%씩 증가

□ 2050년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솔루션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와 

연관됨(총 36.9 GtCO2/yr 감축)

< 1.5℃ 시나리오에서 탄소 배출 저감>

기술 유형
2050년 

탄소배출저감량
(GtCO2/yr)

세부 내용

재생에너지
9.2

(25%)

Ÿ 신재생 전력은 現 2,800GW에서 2030년 10,700GW, 
2050년 27,500GW로 신속한 확대가 필요함 

Ÿ 바이오에너지는 최종에너지소비량의 18% 
차지(’50년 기준, 150EJ)

에너지효율
9.2

(25%)

Ÿ 연간 에너지 집약도 개선률은 현 추세의 약 
2.5배인 2.9%로 상승해야 함 

Ÿ ’50년까지 글로벌 경제 에너지 집약도 60% 이상 감소

전기화/직접공급
7.4

(20%)
Ÿ 전력은 최종에너지소비량의 50% 이상으로 

증가 (’50년 기준)

수소
3.7

(10%)

Ÿ 수소 및 부산물은 최종에너지소비량의 12%를 차지, 
약 5,000GW의 전해조 용량 필요(’50년 기준)

Ÿ 수소 생산량 중 2/3는 전력생산, 1/3은 CCS에 활용

CCS/CCU, 
BECCS 등

7.4
(20%)

Ÿ 탄소 포집 및 저장은 ’50년 7-8Gt으로 증가, 
BECCS는 포집 및 저장 총량의 절반 차지

합계
36.9

(100%)
-

* 출처: World Energy Transitions Outlook 2021(IREN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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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50년까지 매년 4조 4000억 USD(총 131조 USD)를 투입

해야 하며, 80% 이상을 주요 에너지 전환 기술에 투자해야 함
 

 ㅇ 현재의 전략(PES*)은 '50년까지 98조 USD에 달하는 투자를 전망하고 있고, 

이 중 인프라 현대화 및 에너지 수요 증가 대응이 주요 투자대상

* 계획된 에너지 시나리오(Planned Energy Scenario; PES): NDC 포함 정부의 현

에너지 계획 및 정책 기반
 

 ㅇ 1.5℃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 전환 기술에 대한 민간 자금 및 타인자본 

조달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저렴한 장기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

 ㅇ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의 공정하고 포괄적인 확산을 보장

하기 위해 공적 자금 투입은 현재보다 약 2배 증가(약 7,800억 USD)해야 함

 ㅇ 에너지 전환 솔루션에 대한 인센티브,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및 사회적 비용 반영 조치는 자금 구조의 변화를 촉진할 것

□ 1.5℃ 경로는 PES보다 더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발자국을 남길 것

 ㅇ 1.5℃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는 '50년까지 최소 61조 USD의 누적 투자

회수 예정이며, 이는 에너지 전환에 사용된 증분 비용보다 사회적 가치

(기후변화, 실내외 대기오염 감소)의 이익이 더 큼을 보여줌

 ㅇ 탈탄소 에너지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경우, 

경제활동, 일자리 및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향후 10년 동안 PES보다 2.4% 더 큰 GDP 향상 전망

  - 전환기간 동안 경제 전반의 고용은 PES보다 평균 0.9% 더 높음(’50년 

기준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4,300만 개로 추정)

□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은 보급, 통합, 교차 가능 조건, 구조적 및 정당한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 간 협력은 필수 요소

 ㅇ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 조치 및 투자는 회복능력을 갖춘 경제와 

사회를 향한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음

 ㅇ 에너지 전환 정책 프레임워크는 보급정책, 통합정책, 가능화 정책, 구조 

변경 및 정당한 전환 정책, 전체적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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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정부, 14개의 수소항만 조성 추진국내이슈

◈ 정부는 「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항만 조성방안’을 발표(’21.11.26)

- ‘세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수소항만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40년까지 총 14개소의
수소항만을 조성하고, 약 1,300만 톤의 수소 공급을 목표함

* 수소항만: 수소의 생산 및 수입, 저장, 이송, 활용 등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항만

□ 추진배경

 ㅇ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추세이며, 수소는 높은 

경제성 및 친환경성으로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는 현황

  - 특히, 항만 산업은 수소의 수입·생산·저장·소비 등 全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

* 항만은 ➊LNG, 해양재생에너지 등 수소 원료 확보와, ➋수소의 내륙유통 및 수입에 용이
하고, 더불어 ➌물류 모빌리티에서의 활용으로 소비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추진방안

 ➀ 수소 생태계 기반 마련 

 ㅇ 항만 內 선박, 하역장비 등을 수소 생산·물류·소비에 적합하도록 전환하여 

기반을 수립, 수소항만 입지를 선정하는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23년)

< 중장기(~’40) 수소항만 입지(안) >

※ 입지 선정기준(안)

▪(L2G) LNG 공급망과의
연계 가능성 등

▪(G2G) 권역별 수소 수요,
물류·유통입지조건등

▪(P2G)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연계 가능성 등

* 출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항만의 도전이 시작된다.(해양수산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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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선도사업

 ㅇ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기반의 수소항만 구축 선도사업을 추진

〈수소항만 선도사업 추진 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울산항 신항
▪LNG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생산 시설 및 해외 수소 수입
터미널 개발(’~30)

광양항
▪수소(암모니아 등) 생산·저장시설 및 인근 산단, 제철소
공급 배관망 등 구축(’~40)

부산항 신항 ▪해운항만 컨테이너 물류를 위한 수소 생산, 공급시설 구축(’~28)

평택당진
▪인근 LNG 인수기지(수소생산)와 연계한 수소트럭, 장비
도입기반 마련(’~40)

군산항
▪수소생산 및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전용
터미널 개발(’~30)

* 출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항만의 도전이 시작된다.(해양수산부, ’21.11.26.)

 ➂ 제도기반 마련

 ㅇ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장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23년)

  - (수소항만 특별구역 지정) 수소항만이 조성될 필요성 있는 곳을 선별

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수소생태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

* 인센티브제도(안):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배후단지 입주가점, 임대료 감면 등
* 의무규제제도(안): 수소 비축 의무, 탄소 처리시설 구축 의무화 등

  - 항만 내 도입가능 시설 정의, 사업추진 절차, 인허가 의제 및 정부지원, 

안전관리 등 지속가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참고: 수소항만의 정의 및 역할〉

□ 항만 내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
생산·물류·소비의 거점

- (생산) 블루수소, 그린수소 생산지

- (물류) 수소 선박의 접안 및 수소를 인수·
저장하고 수요처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 허브

- (소비) 항만 내 모빌리티, 전력소비 등을
위해 수소기반 연료를 공급하고,
발전 체계를 갖춘 공간

< 수소항만(HE2 PORT) 개념도 >

* 출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항만의 도전이 시작된다.(해양수산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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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뉴질랜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해외이슈
◈ 뉴질랜드는 ’35년까지 전력생산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용량 증설 및 그린수소 등의 첨단기술 개발을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 현황(’20.12월 기준)

 ㅇ 뉴질랜드의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0.8%(’20년)이며, 이는 

노르웨이,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임*

* 국가별 신재생 점유율은 노르웨이(98.4%), 브라질(84.1%), 뉴질랜드(80.8%), 스웨덴

(68.4%), 캐나다(67.7%) 順

 ① 수 력

 ㅇ (현 황)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생산하는 주요 발전원

* (발전량) 연평균 약 24,000GWh (설비용량) 5,000MW

* 주요 발전소: the Upper Waitaki Scheme(848MW), Manapouri(800MW), Benmore(540MW) 등

  - 건기와 우기의 발전량 차이가 크고 수심이 얕아 저장 용량이 부족한 

지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수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

 ② 지 열

 ㅇ (현 황) 지열발전소 19개소를 운영 중이며, 전체 전력생산의 17.8%를 차지

* (발전량) 연평균 약 7,600GWh (설비용량) 1,005MW

  - 또한, 지열을 산업응용(60%), 상업(32%), 주거 및 농업(8%) 분야에서 직접

이용 방식으로 활용(연간 8PJ 규모)

 ③ 바이오에너지

 ㅇ (현 황) 목재 가공 부산물 및 펄프 공정에서 나오는 리그닌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향후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2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50년)

 ④ 풍 력

 ㅇ (현 황) 풍력발전 단지 18개소를 운영 중이며, 전체 전력생산의 5.3%를 생산

* (발전량) 연평균 약 2,200GWh (설비용량) 820MW

  - 현재까지 2,500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이 승인되어, 향후 유관 산업

분야의 발전 및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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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수 소

 ㅇ (현 황)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제 사회에서 수소 협정을 체결하고, 

수소 기술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

* ➊뉴질랜드·일본 수소협력협정 체결(’18.10월), ➋국제에너지기구의 수소기술 협력프로그램
집행위원회 회의개최(’19.2월), ➌한국·뉴질랜드 액체 수소 교역 타진을 위한 의향서
체결(’19.11월), ➍뉴질랜드·싱가포르 수소협력협정 체결(’21.7월)

 ㅇ 더불어 항만, 수송, 수소생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

  - (항 만) 오클랜드 정부, 교통청, 뉴질랜드 철도공사(KiwiRail)가 협력하여 

그린수소 생산·충전 시설을 도입하고, 항만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

  - (수 송) Hiringa Energy社는 물류·운송회사와 차량 연료를 수소로 전환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30년까지 100개의 충전소 구축을 목표함

  - (생 산)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외 기업과의 협력사업 진행

* 전력회사인 Tuaropaki Trust社는 Obeyashi社(일본의 건설회사)와 MOU를 체결(’17.12월)
하여 합작회사 Halcyon Power를 설립, 1.5MW급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추진중

* Ballance Agri-Nutrients Limited社와 Hiringa Energy社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19.6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4개의 대형 풍력터빈 건설을 진행중

〈뉴질랜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단위: GWh)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력 23,094 24,476 24,285 26,030 25,324 23,991

지열 2,981 5,559 7,555 7,525 7,586 7,610

바이오가스 190 218 244 258 263 261

목재 277 345 349 300 316 320

풍력 608 1,621 2,340 2,047 2,232 2,279

태양광 - 4 36 100 127 159

석유 4 2 1 11 4 17

석탄 5,471 1,929 1,753 1,479 2,118 2,170

가스 8,738 9,256 6,428 5,358 5,499 6,007

폐열 76 57 49 49 45 44

총계 41,438 43,469 43,040 43,158 43,515 42,858

신재생 비율 65.5% 74.1% 80.9% 84.0% 82.4%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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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국회미래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국회미래연구원, 2021.11.4.)
 - 국회미래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대한민국국회, 2021.11.4.)

ㅇ 해외이슈 <IEA, Energy Efficiency 2021>
 - Energy Efficiency 2021(IEA, 2021)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COP26 결과 및 시사점>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1.11.14.)

ㅇ 해외이슈 <IRENA 세계 에너지 전환 전망(1.5℃ 경로)>
 - World Energy Transitions Outlook 2021 (IRENA, 2021)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정부, 14개의 수소항만 조성 추진>
 -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항만의 도전이 시작된다.(해양수산부, 2021.11.26.)

ㅇ 해외이슈 <뉴질랜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 2022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외교부, 2021.11.4.)
 - Global Energy & CO2 Data(Enerdata,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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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제24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해외이슈) 프랑스 2021 에너지 정책 검토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주요 결과

 - (해외이슈)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및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산업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

 - (해외이슈) 일본의 수소·암모니아 확대 전략과 관련 기업 동향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80호 2021. 12. 20.

- 345 -

수요관리 제24차 에너지위원회 개최국내이슈
◈ 산업부는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개 요

 ㅇ (배 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안,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을 수립

  -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에너지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 필요

 ㅇ 수요측면 에너지효율적 사용 도모와 공급측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탄소중립 혁신전략」 및 「에너지효율혁신 및 소비행태개선방안」 마련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제2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논의

□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❶ 산업부문 에너지효율관리 혁신 

 ㅇ (필요성) 상향된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문 최종에너지소비 중 

72%를 차지하는 3천여개 에너지다소비사업장 관리 및 효율혁신 필요

* NDC 상향(안)(’21.10.)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으로 업종별 에너지효율화 제시

 ㅇ (추진과제) 산업부문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원단위) 목표관리제 

추진 및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에너지효율 기기·설비 투자 유인체계 강화

  - (목표관리제) 직전 3년간 에너지원단위 기준 평균개선율 1%를 목표로 실적 

평가·관리를 통해 연간 에너지 1.8백만 TOE 절감, 4.9백만tCO2 감축 도모

  - (투자유인 강화) 세제·금융 지원, 실증R&D 투자, ESCO 활성화

구 분 내 용

세제·금융지원 에너지효율분야 녹색분류체계 반영 및 녹색보증 확대 등

실증R&D 투자 다배출 분야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실증, 공통산업기기 효율향상 투자

ESCO 활성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융자지원 금리·한도 개선, 팩토링 활성화 등

<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투자유인 강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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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ㅇ (필요성) 가정·건물부문 에너지소비량은 전체의 20%로 관리 필요성이 높으나, 

소비주체의 분산으로 체계적 관리 어려워 자발적 소비절감 유도 필요

 ㅇ (추진과제) 공동주택 전기사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 메타버스 

기반의 이벤트 사업,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 등

 ㅇ (기대효과) 일반 국민의 에너지소비 행태 변화를 유인하는 유인체계 구축 

및 참여확산을 통해 가정·건물부문 자발적·능동적 소비절감 도모

❸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ㅇ (추진과제)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을 통한 형광등 및 저효율 기자재 단계적 

퇴출, 소비전력 관리강화를 위한 에너지소비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등

  - 형광등 최저효율수준의 단계적 상향(’22~)을 통해 형광등 수입·판매를 

금지(’28)하고 전동기·보일러·건축자재 등의 저효율 제품 퇴출 추진

  - 효율등급제 관리강화(품목확대·퇴출), 품목별 중장기 등급기준 예고제, 

소비효율등급 라벨에 에너지 소비량, 탄소배출 절감량 표시 등

<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중·장기 계획 >

* 출처: 탄소중립견인을위한에너지효율혁신및소비행태개선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21.12.6.)

❹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ㅇ (개 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효율향상 목표 부여 후 사용자 

대상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EERS 제도 법제화 추진

* 한국전력공사(전기),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열)

 ㅇ (기대효과) 단계적 효율향상을 통해 전기 기준 ’30년 6.3TWh, 누적(’22

~ ’30) 29.1TWh 절감 가능하며 이는 온실가스 약 13.4백만tCO2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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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프랑스 2021 에너지 정책 검토해외이슈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프랑스는 ’5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량을 ’12년
대비 50% 감축하여야 하며, 에너지효율 개선이 주요 핵심 수단임

□ 개 요

ㅇ 프랑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최종에너지소비량을 ’30년까지 20%, 

’50년까지 50% 감축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효율 개선은 목표달성의 핵심수단.

* EU 전체목표(EED) 달성을 위해 프랑스 국가에너지 및 기후계획(NECP),
국가에너지 효율계획(MTE)에 명시

ㅇ 총 최종소비(TFC)는 건물·산업 등 주요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09~’19년 동안 약 4% 감소(같은 기간 동안 인구 4% 증가, GDP 15% 증가)

  - ’19년 프랑스 1차에너지소비(PEC)는 2억 3,500만 톤Mtoe이며, 최종에너지

소비(FEC)는 1억 4,550만 톤으로 ’20년 목표*를 훨씬 상회함

* 목표 PEC 219.9Mtoe, FEC 131.4Mtoe (Eurostat, ’21)

  - 에너지집약도는 ’09년 이후 16% 감소하였으나, 탄소중립 로드맵은 연간 

4%의 효율개선을 목표로 제시하므로 보다 도전적인 효율개선 필요

< 프랑스 에너지소비 현황 >

* 출처: France 2021(IEA, 2021)

□ 건 물

ㅇ (목 표) 국가저탄소전략(SNBC)에 따라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0년까지 

’15년 대비 49% 감축 및 향후 10년 내 에너지소비량 22% 감축 필요

ㅇ (현 황) ’19년 주거·상업부문 건물에너지수요는 59Mtoe(TFC 39%)이며, 

’15~’19년 평균에너지소비량은 이전 5년 대비 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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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 책)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에너지라벨링 및 에너지성능인증서(DPE) 등 

건축규정 강화 및 건축·주택법 개정안 논의 중(’22년 발효 예정)

< 프랑스 건물부문 에너지원 현황 >

* 출처: France 2021(IEA, 2021)

□ 수 송

ㅇ (목 표)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1% 감축 및 ’50년까지 탈탄소화 달성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40년까지 화석연료기반 신규 경차판매 중단

ㅇ (현 황) ’11~’19년 수송부문 에너지수요는 45Mtoe(TFC 30%)로 다른 부문 대비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19년 기준 석유가 91%, 바이오연료 7%, 전기 2%

  - ’20년 이후 전기차의 빠른 보급으로 ’21년 중반 기준 650,000대를 초과

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20년 말 기준 약 45,700개로 급증   

ㅇ (정 책)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저배출연료 전환 및 저공해 차량 

보급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 산 업

ㅇ (목 표)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5년 

대비 ’30년까지 35% 감축, ’50년까지 81% 감축 목표 제시

ㅇ (현 황) 산업부문 ’19년 에너지소비량은 46Mtoe(TFC 30%)이며, 에너지원 비중은 

석유 39%, 천연가스 26%, 전기 24%, 바이오에너지 5%, 열 4%, 석탄 3% 순

  - ’09~’19년 기간 내 화석연료 사용량은 감소하였고(석탄 43% 감소, 천연가스 

10% 감소), 한편 바이오에너지 47%, 전기 2% 에너지원 사용량은 증가

ㅇ (정 책) EU EED 및 프랑스 에너지코드에 따른 대기업 대상 에너지진단 

의무화, 백색인증서 및 ADEME의 히트펀드 등 대규모 자금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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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주요 결과 국내이슈
◈ 올해 16회째 개최되는 동 컨퍼런스에서는 금년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투자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논의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21.11.25.(목)∼11.26.(금), 13:00~18:00/코엑스 컨퍼런스E홀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 제 :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투자 대응전략

< 주요 프로그램 >

일 시 구 분 주 제

1일차 Track Ⅰ

Session Ⅰ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행동

Session Ⅱ : 그린투자 패러다임 전환(ESG)

Session Ⅲ : 산업계 글로벌 규제 대응전략(CBAM)

2일차 Track Ⅱ

Session Ⅰ : 기후변화 정책과 산업계 대응 전략

Session Ⅱ : 국외 산업계 탄소중립 대응 우수사례

Session Ⅲ : 국내 산업계 탄소중립 대응 우수사례

□ 기조연설

 ㅇ 존 번(美 델라웨어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의 탈탄소화”라는 주제로 

미국·EU의 탄소감축 정책 소개, 1.5℃ 목표 달성을 위한화석연료 사용 

중단 필요성과 대체 방안의 조속한 마련 강조

 ㅇ 캐리 워링(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 ICGN)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 시각으로 

본 기후변화 대책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중요 요소로 

ESG 관점의 기업지배구조, 투자자 책임, 기업보고, 감사 등을 강조

 ㅇ 안드레이 마르쿠(유럽 기후변화와지속가능전환라운드테이블, ERCST) 소장은 

“산업계 탈탄소화 시대의 경쟁에 대처”라는 주제로 CBAM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국가 및 산업 업종별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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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정책과 산업계 대응 전략

발표주제 주요내용

파리협정, 협력적 접근 및 

지속가능발전 매커니즘

· 파리협정 시장 메커니즘(제6조) 협상 결과 분석

· 우리나라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위한 준비 방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대응방안
·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발전 부문 대응 방향

탄소중립과 녹색기후금융
·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금융 현황 및 전망

· 주요이슈를 통한 녹색기후금융의 나아갈 방향 모색

기업 탄소중립 추진과 

재생에너지 전략(RE100)

· 해외 주요기업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글로벌 RE100 현황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방안

탄소중립 주요국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주요정책 동향

·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전략 방안

□ 국내·외 우수사례

발표주제 주요내용

해외 신재생사업 현황 및 
탄소중립 로드맵

·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해외 신재생사업 현황,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및 추진 계획 발표 등

LANXESS Climate Neutral 2040
· 랑세스의 온실가스감축 목표(’04년 대비 ’30년 

까지 75% 감축 ) 및 주요전략 소개 등

Our Journey to Net Zero 2050
· BASF의 ‘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18년 대비 25%)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재생에너지 확대 
및 신기술 소개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전분야 대응 전략

· 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개발 현황 및 
한국서부발전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연료 전환, 
석탄제약발전 등) 소개 등

포스코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현황
· 수소환원제철 기반 2050 탄소중립 계획 및 

탄소중립 연계 핵심 비즈니스(친환경 철강소재, 
이차전지소재 등) 계획 소개

탄소중립시대의 녹색 제약기업 
도약을 위한 종근당의 노력과 비전

· 종근당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경영 
추진 현황 및 탄소중립 로드맵(RE100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소개 등

시멘트 산업 온실가스 
감축사례 및 방향

· 시멘트 산업 온실가스 감축사례, 성신양회의 
온실가스 감축사례(폐열발전설비 설치, CCU 
구축 등)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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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및 시사점해외이슈
◈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21.7.)으로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형성
◈ 탄소배출량이 많은 발전 중심으로 적용, 향후 8대 高에너지 사용 산업에
확대적용 예정

◈ 탄소배출 규제업종의 산업 구조조정 가속 및 新비즈니스 기회 창출

□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ㅇ (추진현황) ’14년부터 후베이, 광둥, 상하이 등 8개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소 시범운영을 거쳐 ’21.7월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

* ’14년~’20년 8개 시범지역 탄소배출권 총거래량 2.37억 톤, 총거래액 57.37억 위안

** 전국 거래소 출범(’21.7월) 후 배출권 거래 가격 : 40~50 위안/톤, 일평균거래량 14만 톤

  -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으로 약 2,000 개사가 참여하는 40억 톤 

규모의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형성

* 中 ’20년 연간 탄소배출량 : 약 99억 톤, 미국의 2.2배, 한국의 17.1배 수준

 ㅇ (운영체계) 중국 생태환경부가 운영을 통괄하며, 정식 통합거래소 출범 

전까지 상하이환경에너지거래소가 거래 업무 총괄

  - (운영방향) 도입 초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규범화(의무감축)에 주력하고, 

향후 자율감축(상쇄배출권)과 연계할 전망

  - (할당방식) 무상할당은 벤치마크(BM)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할 예정

* 벤치마크(BM) : 생산 단위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적용 분야)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전력발전을 중심으로 적용중이나, 

향후 8대 高에너지 사용 산업*에 확대 적용 예정

* 8대 高에너지 소모 산업 : 전력, 비색금속, 건축자재, 철강,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항공

< 8대 高에너지소모 산업의 적용 시기 >

산 업 세부 분야 적용 시기

석유화학 원유가공, 에틸렌 2024년
화학공업 전기석, 합성 암모니아, 메탄올 2025년
건축자재 시멘트, 평판유리 2022년(시멘트)
철강 조강 2023년

비색금속 전해 알루미늄, 동(구리) 제련 2022년(전해 알루미늄)
제지(종이) 펄프 제조, 제지, 골판지 2025년
전력 발전소, 열전기, 전력망 2021년
항공 항공 여객·화물 운송, 공항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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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영향 및 대응 현황

 ㅇ (에너지산업) ’20년 탄소배출량 46억 톤, 태양광·수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에 의한 탄소배출 상쇄 추진

* 中 석탄수급 부족으로 전력 공급난 발생(’21.9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

** 전력생산 중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 : (’20) 24% → (’30) 41% → (’60) 90%

 ㅇ (철강산업) ’20년 탄소배출량 약 18억 톤, 대표적인 에너지집약 산업으로 

허베이성·장쑤성 등 주요 철강 생산지역 감산 조치 시작, 전기로 도입, 

철스크랩(재활용 철강원료) 재활용률 향상 추진 중

* ’21.8월 中 철강생산량 7,380만톤,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

 ㅇ (화학공업) ’20년 탄소배출량 5.2억 톤, 메탄올과 합성암모니아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음, 배출권 거래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청정에너지 

활용, 기술혁신 등 추진 중

 ㅇ (태양광산업)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대표 

산업으로,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생산량·수입량 급증 전망

* ’21년 폴리실리콘 생산량 45만 톤 달성 전망, ’21(상) 수입량 전년 동기대비 256.6% 증가

□ 시사점 및 전망

 ㅇ 전력, 철강 등 탄소배출 규제 대상 업종의 구조조정 가속화

* 시진핑 주석,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 추진 및 高에너지 소모 산업발전 억제할 것” 발표 (11.1)

  - 관련 분야 제품 對中 수입 또는 진출기업은 가격 상승 대비 필요

 ㅇ 중국의 탄소중립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수력·풍력·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철강 전기로, 철스크랩 등 

시장 확대 전망

 ㅇ 中 산업구조조정이 중국과 경합중인 국내 산업에 호재로 작용

  - 중국의 철강 감산으로 국내 철강 가격 상승 및 국내기업 수익성 개선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80호 2021. 12. 20.

- 353 -

신재생 산업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국내이슈
◈ 산업부는 청정수소경제 청사진을 담은 수소관련 최초 법정 기본계획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21.11.26)

- ’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 100%로 공급하고, 국내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자급률을 60% 이상 확대할 계획

- 더불어, 수소경제 활성화로 1,319조원의 경제효과 및 56.7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청정수소 비중/자급률 목표: (’20년) 0% / 0%→ (’30년) 75% / 34%→ (’50년) 100% / 60%

□ 주요 추진과제

 ①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

  -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동해가스전 실증 등)에 맞추어 탄소저

장소를 ’30년까지 9억ton 이상 확보하여 CO2 없는 청정 블루수소 생산

* 블루수소 생산확대: (’30년) 75만ton → (’50년) 200만ton

  -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 기반 구축 및 

단가 감축을 추진하고,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수소공급망 확보

* 그린수소 생산확대/단가: (’30년) 25만ton / 3,500원/kg → (’50년) 300만ton / 2,500원/kg

  -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비축기지 건설(’30년)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 구축

 ② 발전·모빌리티·산업 등 수소 활용범위 확대

  -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암모니아 혼소, LNG-수소 혼소 등의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으로 기반 확충

  - 수소차 생산량 확대(’50년 526만대)와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드론·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

  - 신규·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 철강·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高 배출 산업 대상으로 수소기반의 공정 전환유도

* 철강: (’40년)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 (’50년) 수소환원제철로 완전 전환

* 석유화학: (’30년) 부생가스 활용 → (’40년) 청정수소 활용

* 시멘트: 소성로 연료를 수소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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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청정수소 인프라 마련으로 수소 이용의 편의성 확보

  - 산업단지 인근에 수소 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

  -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0년) 310 → (’30년) 660 → (’40년) 1,200 → (’50년) 2,000 이상

  - 주요 거점(수소 생산·도입)을 중심으로 배관망 구축과 더불어, 기존 천연 

가스망을 활용한 수소 혼입방안 검토(’22년)

 ④ 수소 관련 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산업육성 저변 강화 

  - 시너지 제고를 위해 각 부처의 개발 규모 상향을 추진하고 통합 실증 실시

  -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을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국내·외 기업 間 협력을 강화할 계획

□ 기대효과

 ㅇ 해당 추진과제를 통하여 수소가 ’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를 차지할 전망이며, 약 2억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기대됨

  - 수소는 석유를 제치고, ’50년에는 최대 에너지원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

* 석유는 ’20년 단일 에너지 기준 49.3%의 비중으로 최대 에너지원

〈수소경제 기대효과(’50년)〉

최종에너지 소비비중 발전량비중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 출처: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국무조정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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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일본의 수소·암모니아 확대 전략과 관련 기업 동향해외이슈
◈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13년 대비 46% 감축)를 실현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확대하고자 함

-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21.10월 각의결정)에서 화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지 등을 통해
화석전원 비중을 축소하고, 수소·암모니아를 새롭게 추가한 2030년 전원구성을 제시

□ 수소·암모니아 관련 정책

 ㅇ 수소·암모니아의 도입 가속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제조·공급망·실증 등의 분야에서 기반 확립을 목표함

 ① 녹색성장전략

 ㅇ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녹색성장전략을 수립(’21.6월), 해당 

전략에 의거하여 수소·암모니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총 동원할 방침

 ㅇ (수 소)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수소 공급비용을 화석연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낮춰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

* 수소 공급비용 목표: (’30년) 30엔/Nm3 → (’50년) 20엔/Nm3

* 수소 이용량 목표: (’30년) 300만ton → (’50년) 2,000만ton

 ㅇ (암모니아) 화석연료와의 혼소 기술을 조기에 확립하고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등 해외 공급망을 구축

   - 수요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조달·생산·수송·저장·이용 등 전 분야

에서의 비용절감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수립할 계획

* 암모니아 수요전망: (’30년) 연간 300만ton → (’50년) 3,000만ton

 ②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ㅇ 기업의 탈탄소화 연구 개발·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2조엔)’을 조성(’21.6월)하였으며, 에너지구조 전환 분야에 활용할 예정

*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➊녹색전력 보급촉진, ➋에너지구조전환, ➌산업구조 전환의

세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며, 수소·암모니아 산업은 에너지구조 전환으로 분류

* 프로젝트 지원현황: ➊대규모 수소 공급망 구축(최대 3,000억엔), ➋재생에너지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최대 700억엔), ➌제철과정에서의 수소 활용(최대 1,935억엔),
➍연료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최대688억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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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암모니아 확대를 위한 기업 전략

 ① 수 소

 ㅇ (HySTRA) 호주 갈탄을 활용한 수소 제조·수송·저장·이용의 全 과정을 

아우르는 ‘CO2-free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30년도 상용화를 목표함

* HySTRA: NEDO(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의 지원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으로,

KHI, J-Power, Kawasaki Kisen 등 다수의 유관 기업이 참여중

   - 또한, 갈탄을 가스화한 후 정제→액화→저장 단계를 거쳐 일본으로 

액화수소를 수송하는 해상수송 공급망 실증사업을 추진

 ㅇ (Toshiba) 수소연료전지 소형화(부품절감 및 효율제고) 개발을 진행

* 기존 대비 부피 및 중량은 80%, 제조비용은 60% 수준인 수소연료전지(10MW)를 개발

 ② 암모니아

 ㅇ (미쓰이물산) 호주에서 블루 암모니아를 제조 후 국내에 연간 100만ton 

이상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전력회사에도 공급할 계획(’29년)

* 블루 암모니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분리·포집하여 탄소배출없이생산한 암모니아

 ㅇ (J-Power) Origin Energy(호주 에너지社)와 그린 암모니아 제조사업을 수행중

   -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수출을 위한 설비개발 및 제조비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국내에서 수출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함(’26년)

〈일본의 2030년 발전량 및 전원구성 목표〉
발전원 발전량(TWh) 전원구성(%)
석유 19 2
석탄 178 19
LNG 187 20
원자력 188~206 20~22
재생에너지 336~353 36~38

태양광 129~146 14~16
풍력 51 5
지열 11 1
수력 98 11

바이오매스 47 5
수소·암모니아 9 1

합계 934 100
* 출처: 일본의 수소·암모니아 확대 전략과 관련 기업 동향(에너지경제연구원,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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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제24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제24차 에너지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2021.12.6.)
 -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21.12.6.)

ㅇ 해외이슈 <프랑스 2021 에너지 정책 검토>
 - France 2021(IEA, 2021)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주요 결과>
 - 탄소중립 시대, 산업전환을 위한 그린투자 전략 모색(산업통상자원부, 2021.11.25.)

ㅇ 해외이슈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및 시사점>
 -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및 시사점(KOTRA, 2021.11.9.)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산업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
 -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국무총리실, 2021.11.26.)

ㅇ 해외이슈 <일본의 수소·암모니아 확대 전략과 관련 기업 동향>
 - 일본의 수소·암모니아 확대 전략과 관련 기업 동향(에너지경제연구원,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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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발표 

 - (해외이슈) 독일 새 연립정부, 기후·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안 합의

◉ 기후변화 대응 부문

 - (국내이슈)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발표

 - (해외이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

◉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내이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 (해외이슈)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서 제시된 일부 시사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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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발표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발표(’21.12.10.)

□ 개 요

 ㅇ (비전·목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을 

비전으로 각 부문별 중장기 세부목표 설정

< 세부목표 >
석탄 발전 제로

달성
재생에너지
획기적 확대

청정수소 자급률
제고

에너지효율
선진화

* 출처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관계부처합동, ’21.12.10.)

 ㅇ (4대전략) ①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②에너지전환 촉진 기반 구축, 

③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④원활한 탄소중립 이행 체계 강화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

4대 전략 14대 추진과제

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Ÿ 탈탄소 공급 믹스 전환
Ÿ 분산 에너지 시스템 확산
Ÿ 에너지효율 혁신

② 에너지 전환 촉진 기반 구축

Ÿ 전력계통망 혁신
Ÿ 에너지저장 체계 구축
Ÿ 전력시장제도 개선
Ÿ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③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Ÿ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Ÿ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Ÿ 투자 활성화 유도

④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 체계
지원

Ÿ 안정적 수급을 통한 에너지 신안보 기반 조성
Ÿ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Ÿ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Ÿ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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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부문 주요내용

 ㅇ (부문별 맞춤형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 제도·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통해 각 부문별 맞춤 혁신 도모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원단위 개선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부여(’22년 시범사업 예정)

* 직전 3년간 원단위 평균개선율 1%이상을 목표로 하며,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 녹색보증*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효율향상 등 저탄소 기술 추가 추진

* 신보·기보 출연을 통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신용보증 확대 및 보증료 인하 검토

  - 신축건물 대상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기준 단계적 상향 및 기축건물 

에너지효율 평가체계 개편(’25년, 한국형 「에너지스타」 인증 예정)

* (’20) 1천m2이상(5등급) → (’23) 5백m2이상(5등급) → (’25) 4등급 수준 → (’30) 3등급 수준

** 에너지진단 및 설비교체 리모델링 융자지원 등 검토

  - 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효율 목표를 감안하여 자동차 평균연비 관리 

강화 및 전기차 전비(전기소비량 당 주행거리) 등급제 도입 검토

*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21) 24.3km/L →(‘30) 33.1km/L / 중대형차 평균연비 도입(’23∼)

 ㅇ (에너지 소비행태 변화 유도 및 고효율기기 보급 가속화) 국민참여형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 발굴 및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개편 추진

  - ‘에너지 캐시백’, 커뮤니티 단위 절약시설 투자지원 등과 함께 AMI 보급 

등 에너지 소비정보 분석·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최저효율기준 상향을 통한 저효율기기의 단계적 퇴출, 에너지다소비 

품목의 등급제 추가, 고효율기기 보급 가속화 및 R&D 투자 유도 등

 ㅇ (중장기 효율혁신 기반조성 및 시장활성화) ’22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및 EERS 도입을 통한 효율투자 시장 확대,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 에너지수요의 유연화 및 분산화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 기술개발·실증 

지원 및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 R&D·제도개선 추진

  - 또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제 개편 등 가격시그널* 활용을 통해 전력 

수급 상황에 따른 전력수요의 유연한 조절 유도 도모

* △원가 연계형 요금제 정착, △계시별 요금제 개편, △전압별 요금제 전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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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독일 새 연립정부, 기후·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안 합의해외이슈
◈ 독일 새 연립정부는 ’30년까지 석탄발전의 조기중단 및 재생에너지 보급·
천연가스 발전 등을 통한 에너지원 대체 관련 정책안에 합의(’21.11.24.)

□ 개 요

 ㅇ 독일 새 연립정부는 기존 계획 대비 8년 앞당겨 ’3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천연가스 발전 대체 정책안에 합의(’21.11.24)

  - 기존 독일 석탄발전 중단 목표년도는 ’38년이었으나, 탈석탄 가속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목표연도를 단축 
  

 ㅇ 본 정책안 합의 이후 ’30년 총 전력생산량은 680 TWh ∼ 750 T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80% 이상 달성 목표
  

 ㅇ 독일정부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관련 투자 활성화 및 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해 자금조달 및 민간투자 적극 활용 방안 등을 함께 논의
 

  - 독일 국영개발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을 ‘혁신 및 투자기관’

으로 전환하고 자본 재편을 통한 청정에너지 활성화 방안 추진

< 독일 기후·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안 합의 내용 >

구 분 내 용

재생에너지확대

Ÿ (목표) ’30년까지 발전비중 80% 이상 확대
- 태양광 발전설비 ’30년까지 200GW 확대
- 육상풍력 발전설비 30GW(’30)→40GW(’35)→70GW(’50) 확대

Ÿ (방안) 신규 상업건물 설치 의무화 및 비상업건물 설치
원칙적 의무화

탈석탄 조기달성
Ÿ (목표) ’30년까지 탈석탄 달성
Ÿ (방안) ’45년까지 천연가스 전환연료 활용 및 비화석 연료
중심 에너지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탄소가격 하한제
설정

Ÿ EU-ETS 배출권 가격 하한제 도입 추진 및 도입 불발 시
독일 내 독자적 배출권 가격 하한선(60₡/톤) 설정

기타 논의

Ÿ (난방·건물) ’25년 이후 전 신규 난방설비의 65%
재생에너지원 기반 가동 및 신축건물 에너지소비량 기존
수준대비 40% 이내로 감축

Ÿ (전기차 보급) ’30년까지 독일 전역 최소 1,500만대 이상
보급 및 EU ’’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및 산업 지원

Ÿ ’22년 기후행동법(Climate Action Law) 개정 및 기존 체제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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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재생에너지 확대) ’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원 비중 

80% 이상 확대,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60GW(’21) → 200GW(’30) 확대를 목표로 하며, 

신규 상업건물 설치 의무화 및 비상업용 건물 설치 ‘원칙상’ 의무

  - 육상풍력 발전설비 용량을 30GW(’30), 40GW(’35), 70GW(’50)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하며, 독일 전체 토지의 2%를 활용하여 건설할 예정

 ㅇ (탈석탄 조기달성) 탈석탄 달성 목표는 8년 단축되어 ’30년으로 설정하였

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45년까지 천연가스를 전환연료로 활용 예정

  - 천연가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수소 등 비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공급이 

요구되며, 전환 가동을 위한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보유 필요

  - 독일정부 전력소비 예측에 따르면 연간 가스화력 발전량은 ’20년 기준 

90 TWh 대비 ’30년 약 120 ∼ 150 TWh까지 확대 필요

  - 다만, 탈석탄 목표연도 감축에도 관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또는 보상은 

마련되지 않으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체·재생 지원 예정

 ㅇ (탄소가격 하한제 설정) EU-ETS 배출권 가격 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며, 

도입 불발 시 독일 내 독자적 배출권 가격 하한선을 ₡ 60/ton으로 설정

  - 독일 내 독자적 배출권 가격 설정 시, 하한선 도입 또는 배출권 수량 

조정 방식 등을 채택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

 ㅇ (기타논의) 그 외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난방·건물 부문, 전기차 

부문 등에 대한 정책안 합의 진행 및 ’22년 내 기후행동법 개정 예정

  - (난방·건물) ’25년 이후 전 신규 난방설비 재생에너지원 비중 65% 이상 

달성 및 신축건물 에너지소비량 기존 대비 40% 범위 내 감축 

  - (전기차 부문) ’30년까지 독일 전역 최소 1,5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 

및 ’35년까지 내연기관차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산업 지원 

  - (기후행동법 개정) 독일 온실가스 감축목표(’50년 탄소중립)를 법제화한 

최초의 법인 ‘기후행동법*’을 개정하고 향후 정부 기존체제 점검 의무화 

* 독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부문별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정부부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의무 확대, 기후 이슈 관련 전문기구 수립 등의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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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발표국내이슈
◈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개최

◈ 탄소배출의 70%이상, 산업 에너지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종합전략 발표

◈ 친환경 고부가 품목 비중 5배 이상 확대(16→84%), 새로운 산업 경쟁력 창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의 의의

 ㅇ (배 경) 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탄소중립은 필수

* 138개국 탄소중립 선언 지지 / EU탄소국경조정제 도입 / 민간 RE100 ESG 확산 /
전세계 친환경 투자 확대(EU 1조 유로 그린딜 등)에 따른 저탄소 新시장 확대 등

 ㅇ (경 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기업간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

* 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21.4월 출범) → 산업부장관 상의회장 공동위원장 /
산업 에너지 22개 업종별 협의체(21.2월∼) / 간담회 면담 행사 등 계기 150회 이상

 ㅇ (전 략)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종합전략 마련으로 산업·에너지계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 

* 산업 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 부처별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

□ 비전 및 목표

비전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제조업 르네상스 2.0)

목표

구 분 18년 50년(Net-zero)
➊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3.6% ➡ 70.8%(약 20배↑)

➋ 청정수소 자급률 0% ➡ 60%

➌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16.5% ➡ 84.1%(약 5배↑)

➍ 제조업 탄소집약도 496톤CO2eq/십억원 ➡ 68톤CO2eq/십억원(86%↓)

➎ 대한민국 수출 순위 6위(20년 7위) ➡ 4강 안착

□ 추진 방향

 ㅇ 탄소중립에 따른 글로벌 사업판도 대전환은 우리나라가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

 ㅇ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

 ㅇ 중소기업‧전통산업‧지역 등의 소외 없이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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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전략

 ㅇ (전략1)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 등 에너지 시스템 혁신 본격 추진  

․50년 석탄발전 중단 실현 ․재생e 70% 목표 → 인허가혁신 등

․환경급전 확대 등 전력시장 개편 ․민 관 94조원 탄소중립 투자 추진

 ㅇ (전략2)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

   -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에 구조전환의 걸림돌 제거 총력

․산업R&D 탄소중립 중심 개편 ․세제+ 35조 정책금융 등 전폭지원

․대형프로젝트 투자 인센티브 검토 ․탄소중립 규제혁신 TF 운영

 ㅇ (전략3)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집중 육성

   - 구조 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생태계를 완성할 새로운 산업 육성

․3대 분야 등 新성장동력화 추진 ․(친환경 인프라) 수소 모빌리티 재생E

․(저탄소소부장)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그린엔지니어링)플랜트 CCUS 신서비스

 ㅇ (전략4)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 중소․전통산업․지역 맞춤 전략으로 소외없는 포용적 혁신 당성

․(중소) 공정 경영혁신 범부처 지원 ․(전통)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등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신설, 탄소중립 상생형일자리 등

 ㅇ (전략5)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제정 ․(정책보완) 유연 정책보완 체계 구축

□ 기대 효과

 ㅇ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청정에너지 믹스 완성과 함께 에너지 효율 선진화

 ㅇ 산업 부문에서 기존보다 20%미만의 탄소만 배출하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ㅇ 산업 포트폴리오는 친환경․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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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해외이슈

◈ 2005년 약 66억tCO2eq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목표

◈ 미국은 5개 주요변화(전력 탈탄소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소비 절감, 메탄 및 비탄소

온실가스 배출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규모 확대)를 통해 넷제로 달성 예정

□ 미국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목표

 ㅇ 청정 전력 및 수송, 건물부문 전기화, 산업 전환, 메탄과 기타 강력한 

非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미국 자연과 토지 강화를 위해 30년간 투자

 ㅇ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 목표 설정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트렌드

 ㅇ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0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

 ㅇ R&D로 석탄에서 가스화력으로 조기전환, 재생에너지 및 무배출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와 에너지효율기준 규제로 배출량 감소 기여

 ㅇ 연방‧지방 정부의 투자와 정책으로 주요기술 비용 하락 규모의 경제 

및 학습에 따른 추가 비용 절감

□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요한 5개 주요 변화

 ㅇ (전력 탈탄소화) 태양광·풍력 기술 비용 하락, 연방․지방 정부 정책,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청정 전력시스템의 전환 가속화

* 2035년까지 100% 청정 전력 달성 목표수립, 2050 넷제로 달성에 중요한 토대

 ㅇ (전기화 및 청정연료 전환) 자동차에서 건물, 산업 공정까지 대부분을 

적정가격에서 효율적으로 전기화

* 항공,수송 일부 산업공정 등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은 무탄소수소 바이오연료와
같은 청정연료를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

 ㅇ (에너지 소비 절감)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신규 

기술 서비스 제공 가능

 ㅇ (메탄 및 非탄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통해 미국과 서명국들은 2030년까지 전세계 메탄 배출을 30%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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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산화탄소 흡수 규모 확대)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50년

까지 완전히 탈탄소가 어려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제거 필요

* 토양 탄소 흡수대(land carbon sink)의 규모 확대가 필요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경제적 경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표 경로 및 기타 경로>

* 출처: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U.S. Department of State, 21.11.)

 ㅇ 기술과 정책 변화를 가정하여 넷제로 달성을 위한 7개 경로 제시

 ㅇ 이 경로를 통해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

* 전력부문 탈탄소화,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낭비 억제, 청정에너지 전환

 ㅇ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필요성 증가

* 자연 보전과 복원을 통한 토양과 해양 등 자연적인 탄소 흡수대 이용

** 탄소포집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 확대

□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전략적 기본축(strategic pillars)

 ㅇ (연방정부 리더십) 청정기술 지원·보급·투자와 휴유지 및 경작지 강화·

지원 정책, 시장 변혁 촉진 등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중요

 ㅇ (혁 신) 경쟁력 있는 기술을 빠르게 보급하고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를 

통해 비용을 저감하는데 기여

 ㅇ (지방정부 리더십)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정책을 보완 및 실행함으로써 

미국 전체 배출량 추이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행동을 가속화

 ㅇ (사회 전반의 조치) 여러 비정부기구(대학, 문화기관, 투자자, 재계 등)들의 

연구와 교육 등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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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국내이슈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단지(45MW)를 집적화 단지로 지정함(’21.12.16.)

-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중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

□ 집적화단지 개요 및 추진현황

ㅇ (집적화단지)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

  - 지자체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심의·승인

* 평가 : ➊사업의 실시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기여도 등), ➋안정적인 전력공급 계획,
➌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➍이익공유 방안(REC 활용방안 등)

* 일정 : ➊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계획서 보완(’21.8~9월) → ➋평가위원단 평가(’21.10월)
→ ➌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서면심의(’21.11월) →➍집적화단지 지정공고(’21.12월)

  - 지정된 두 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것이며, REC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ㅇ 추진현황 

 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 (규 모)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1월 준공)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4GW 규모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

* 사업 허가(’21.12월)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 중인 시범단지(400MW)와 확산
단지(1단계 800MW, 2단계 1,200MW)로 구성

  - (특 징)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40회 

이상의 토론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

* 민관협의회 1기(’19.7월~’20.7월) : 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총 28회)를 거쳐 부안·고창군
해역 해상풍력 사업추진 합의

* 민관협의회 2기(’20.9월~현재) : 사업 세부 절차·방법 등 논의 중

  -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등 입지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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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 (규 모) 총 45MW 규모로 다목적 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 

규모의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

  - (특 징)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향후 지역 內 소(小)협의체 운영을 추진할 계획

  - 또한,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전기, 토목) 공사 참여(공사비 10%이내) 및 현장 

건설인력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

〈참고 : 집적화단지 사업개요〉

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 분 주 요 내 용 사 진

사업명 ▪전북서남권해상풍력집적화단지사업

실시기관 ▪전라북도(지자체)

위치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

설비용량 ▪2,400MW(계통전압 345kV)

사업기간 ▪’20.1월 ~ ’28.12월(9년)

➁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구 분 주 요 내 용 사 진

사업명
▪임하댐 공공주도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실시기관 ▪경북 안동시(지자체)

위치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

설비용량 ▪45MW(계통전압 154kV)

사업기간 ▪’21.7월 ~ ’23.12월(2년 6개월)

* 출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산업통상자원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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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해외이슈
◈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최대 석유 수출국으로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을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

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 수립

 ㅇ 석유 의존도 감축 및 전력공급 다변화를 목표로 추진(’17.2. 수립, ’19.1. 개정)

  - 국가 전역에서 35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며 ’23년

까지 27.3GW, ’30년까지 58.7GW의 발전설비 확대를 목표함

* (’23년) 태양광 20GW, 풍력 7GW, 태양열 0.3GW / (’30년) 태양광 40GW, 풍력 16GW, 태양열 2.7GW

  -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이행을 위해 주관기관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예정

* 전체의 30%(17.6GW)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사무국(에너지부)에서, 70%(41.1GW)는
공공투자펀드(국부펀드)에서 주관

 ㅇ 해당 프로그램 이행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파리기후협약에 기여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② 그린수소 MOU 체결 

 ㅇ Air Products(미국)–ACWA Power(사우디) 間 그린수소 생산 MOU 체결(’20.7.)

  - 사우디의 미래 도시로 건설 중인 ‘NEOM 프로젝트’에 7억 달러를 투자

하여, 세계 최대의 그린수소 생산 및 시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 NEOM 프로젝트 : 現 건설 중인 사우디의 첨단 경제자유 도시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수소·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탄소제로 도시

* 그린수소 인프라 : ➊태양광·풍력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시설(1일 650ton 생산 예정) 및
➋산업분야의 수송·운반 전용 수소연료를 유통하는 소비자 시장 구축

 ㅇ 사우디 에너지부-독일 경제부 間 그린수소 생산 및 사용에 관한 MOU 체결(’21.3.)

  - 全 과정(생산·처리·사용·운송·마케팅) 협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등의 인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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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가 전력수요 현황 및 전망 등〉

* 국가 전력수요 현황 및 전망

구분 2017 2018 2019e 2020e 2021e 2022e

전력 소비량(TWh) 304.5 308.4 312.9 319.6 324.3 328.8

연간 증가율(%) 2.6 1.3 1.5 2.1 1.5 1.4

1인당전력소비량(kWh) 9,243.3 9,189.7 9,166.4 9,207.3 9,197.9 9,185.0
* 출처: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시장 동향(KOTRA, ’18.11.23.)

*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목표
목표년도 발전용량 재생에너지 분야별 세부 개발계획

2023년 27.3GW

태양광(Solar PV) 20.0GW

풍력(Wind) 7.0GW

태양열(CSP) 0.3GW

2030년 58.7GW

태양광(Solar PV) 40.0GW

풍력(Wind) 16.0GW

태양열(CSP) 2.7GW
* 출처: 2022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외교부, ’21.11.4.)

* 국가 재생에너지 단지 계획

* 출처: 2022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외교부, ’21.11.4.)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 281호 2021. 12. 31.

- 371 -

<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발표’>
 - 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발표(Kharn, 2021.12.10.)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관계부처합동, 2021.12.10.)

ㅇ 해외이슈 <독일 새 연립정부, 기후·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안 합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21-24호(에너지경제연구원, 2021.12.13.)
 - NEW GERMAN GOVERNMENT PULLS UP JUST SHORT OF A 2030 COAL PHASE OUT 

COMMITMENT, BUT DOUBLES DOWN ON RENEWABLES(EU BEYOND COAL, 
2021.11.24.)

 - Factbox: Energy policy goals of Germany's next government(REUTERS, 2021.11.25.)

2.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국내이슈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발표>
 -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을 통한 新르네상스 열어간다(환경부 보도자료, 2021.12.10.)

ㅇ 해외이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국의 장기전략(에너지경제연구원, 2021.11.26.)
 -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Pathways to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21.11.)

3.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산업통상자원부, 2021.12.16.)
 - 서남권 해상풍력·임하댐 수상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경향신문, 

2021.12.15)
 -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 주민과 손잡으니 “이렇게 좋을 水가”(동아일보, 2021.11.30.)

ㅇ 해외이슈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
 -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시장 동향(KOTRA, 2018.11.23.)
 - 2022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외교부, 20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