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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배경 및 목적
파리협정의 발효 후 종전의 교토체제에서 탈피하여 신기후체제(Post-2020)로 전
환되었고, 이러한 기후변화체제의 변화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신기술경쟁에 진
입하였음을 상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자국
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NDCs)에 따라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이러한 신기술의 개발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관련
하여 정부는 6대 핵심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IT,
CCS)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이 제시되어 있음. 또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전
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 위험이나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여기에서 원전규제체계의 혁신과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
탈원전 정책으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분석
하고,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현황 분석
종래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음. 이러한 6대 핵심기술은 온실가스의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을 밝히고 있음. 또한 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 28.0%수준으로 상향 조
정하고 있음.
이러한 비율은 현재 2023년 10%를 목표로 한 것보다 대폭 확대된 것임. 또한
2016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재생공급의무비율(RPS) 7.0%에
비해 4배에 이르고 있음.
정부의 5개년 계획에는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하여 친환경･스마트 에너지의 기반
시설 구축, 사물인터넷(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여기
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Energy Storage System)의 설치를 의무
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임.
나아가 에너지효율 핵심분야(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에서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정부의 국가 비전은 원전의 의존율을 낮추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
너지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
회가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특징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의 비율을 2025년까지 1990년 대비하
여 40~45%, 2035년까지 55~60%, 그리고 2050년까지 최소한 80%를 목표로 하고
있음. 원전폐쇄 결정 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특히 2016. 7. 8.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지상 풍력에너지시설의 재
정적 지원의 조사를 위해 공모절차를 도입하였고,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을 제정하였음. 이와 같이 독일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중 풍력에너지에 의한 전
력생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후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하면서 파리기후협정 탈퇴, 청정에너지 발전계획(CPP)
폐기, 연방주도의 환경규제 제한 및 주정부 위주의 규제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에
너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각 주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탄소포집기술(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자동차연비개선, 바이오연료개발 등을 목표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신기술을 활용한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세액공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
며, 태양력 기술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테슬라
(Tesla), 솔라시티(SolarCity) 등의 기업은 가정의 태양전지를 ICT 기술과 결합하
는 방안을 추진 중임.

프랑스는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가 출범하여 생태전환연대부(Ministry of Ecology
and Solidarity)는 재생에너지 역할의 강조와 CO2의 감축을 위한 새로운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화석연료의 퇴출과 교통분야 에서의 전기자동차 역할을 강조하
면서 일상생활의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전환을 통해 사회연대적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생태전환연대부의 신기술정책으로는 무탄소 배출
전력생산의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담율을 2030년까지 32%로 증가하도록
지원하며 화석연료를 통한 열에너지와 배출가스를 CCS를 통해 지하대염수층에
저장하도록 하는 기술개발과 연구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바이오 연료개발과 태양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과
열에너지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한 지능
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호주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성 증진방안으로 건축, 상업용 냉
방 등의 에너지 활용량의 자발적 감축정책을 추진 중임. 또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기술로 태양력은 초기비용은 높지만 장기 전력효율성이 높으며, 호주의 바다환경
을 활용한 해양에너지 개발도 추진 중임. 다만, 수력발전(댐 건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경우 천연 에너지가 거의 없으므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하지만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면적을 활용하여 도
시 내 정원개발, ICT 기술을 결합한 친환경 건축물 건술, 에너지 효율에 관한 규
제 강화 등을 통하여 도시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철도 건설지원 확대로
자동차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예방하는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 중임.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
오늘날 기후변화의 저감 및 적응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며,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은 온실가스감축과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짐. 파리협정 후 온실가스감축의 구체적인 로드
맵을 마련해야 함.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 재정상황, 기술수준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잠재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량 확보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함.
원전폐쇄의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와 시련이 필요
할 수 있음. 정부가 선정한 6대 핵심기술은 필요하고, 전망도 매우 높다고 판단됨.
다만, 이러한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R&D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민관협
력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
이러한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기술지원 및 재
정지원 등이 확보되어야 함.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주력해야 할 에너지를
선정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함.
주요선진국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풍력에너지와 태양열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주요선진국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력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안
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함.

나아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산업의 발전은 국가경쟁력을 의미함. 재정확보, 기
술적･재정적 지원방안, 정책 방향 및 법제적 정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므
로 국가의 장기적인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함.

. 기대효과
파리협정의 발효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고, 기후
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를 통해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신기술과 관련된 주요선진국의 정책과 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나아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개선방안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주제어 : 신기후체제,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6대 핵심기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민관
협력(PPP),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력
IT,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Abstract
. Background and purpose
After the Paris-Agreement, the global climate policy has been changed to a
post-2020 protocol from the Kyoto protocol. These changes in climate change
protocol symbolize that new competition to new technolog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Regarding this, each country endeavors to develop new technologies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 following to the NDCs, which were submitted
after considering each country’s situation.
These developments in new technologies are regarded as significant, thereby our
government is focusing in supporting to develop six core technologies including
solar cell, fuel cell, biofuel, secondary battery, electronic IT, CCS.
In July, 2017, the Moon Jae-in government’s five year plan of administration of
national government(“the 5-year plan”) of had suggested 100 national government’s
affairs which includes the climate change responses and the energy policy.
Specifically, this provides the “safe society” strategies that protects people’s safety
and lives, while resolve anxieties from the environmental risks.
The plan discloses the revolutionary changes in regulating nuclear power industry
and proceed to anti-nuclear policies, which means a change to a eco-friendly
renewable energy paradime.
Under these circumstances, analyzing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and systems
using new technology of developed countries and making policies adaptable in our
situation are required.

. Main Contents
▶ Analysis on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the domestic climate change
responses using new technologies
To respond climate change, former government had made core-technologies strategy
while made focused investments in six core technologies. These 6 core technologies
had a significant importance not only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i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but also in building up national competitiveness.
In recent the 5-year pla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romulgated
that it plans to increase the usage rate of renewable energy until 20%, which makes
South Korea to a leading country in energy new technology. Moreover, it adjusted
its plan to increase the RPS rate to 28% until 2030.
This rate has been expanded from former plan, which aimed to reduce 10% until
2030. Moreover, it is 40% more than the RPS 7%, which was proposed by the
first climate change response in 2016.
The 5-year plan has included building ecofriendly smart energy infrastructure,
inventing new business based on IoE related to the energy new technology
industry.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require every public organization to install
EES(“Energy Storage System”) until 2020.
Moreover, energy demand management will be strengthened in core energy
efficiency sectors(housing, commercials, transportation, public areas, buildings etc),
while transferring low carbon emission and high energy efficiency structures
utilizing unused energy.

These national new government vision has been reflected the active purpose of the
government in lowering the reliance in nuclear energy and rising new and
renewable energy. However, it is advisable that the 5-year plan provided by the
national affairs policy planning advising commission needs to include more specific
plans for practice.

▶ Features of new technology policy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in
selected developed countries

The German government has planned to increase reusable energy production to
40-45% in comparison to 1990, 55-60% to 2035, and 80% to 2050. After the
decision of closure, the reusable energy rate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while
the energy production rate using reusable energy has been articulated in law.
Especially in July 8, 2016, revised reusable energy law has been adopted public
offering system to financially support investigations of ground wind energy
facilities, which led to legislate WindSeeG. Considering this, it is concluded that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s putting emphasis on wind energy production
among several ways to product reusable energy.
In United States, the Trump government constituted in 2017 released America First
Energy Plan, which requires new enery policy. It had included withdrawal from
the Paris-agreement, renouncement of Clean Power Plan(CPP), and regulatory
schemes led by the state government not the federal government.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each state is still actively pushing ahead to develop
new technology to respond climate change. For instance, researches for technology
to develop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CCS), biofuels are funded in a long term.
Funding for research or tax-deduction programs are provided for solar cell using
new technology, while it is combin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AI). Typically,
global corporations including Tesla, SolarCity are focused on developing housing
solar panels actively combined ICT.
In France, newly elected Macron government in 2017 had been emphasized the
role of reusable energy led by Ministry of Ecology and Solidarity. Electric vehicle
industry is one of the main areas as it reduces CO2 emission and throwing out
fossil fuels. Moreover, social solidarity is enforced by environment-friend and
ecological transition.

A new technology policy in France had purpose in increasing new reusable energy
production to 32% until 2030 by supporting no-carbon dioxide emission power
production and funding for research & development in CCS technology.
The France government is supporting to develop technologies in biofuel and solar
energ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Moreover, systematic revisions to support
Smart Grid, a intelligent electronic network, is also continued.
The Australia energy efficiency program pursues self-reducing policy of energy
usage rate in building or commercial cooling system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s it has extensive natur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focus on the solar or
ocean powers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Although those powers requires lots

of cost in the first-developing stage, the total energy efficiency would higher than
other energy sources in a long term. However, the Australia government had
negative positions in constructing dam or nuclear energy power plant.
The Singapore government is evaluated as having relatively lower interests in
developing reusable energy using new technologies as the land is smaller than
other countries. Rather, the government has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city such
as gardening within the city, building eco-friendly using ICT, regulating energy
efficiency, and expanding city trains.

▶ Perspectives and improvements in new technologies to respond climate
change
In these days, adopting climate change lowering greenhouse gas emission is
national affairs, which may not be easily avoided. This global and environmental
changes is significantly influencing national energy policy.
New technologies in climate change is influencing not onl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reenhouse gas emission but also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is the
important reason that South Korea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detailed
roadmap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after Paris-agreement.
While developing reusable energy, there are several discovered or undiscovered
difficulties in geological, financial or technological situations. With this regards,
in settling the national strategy to secure electric energy,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long-term policies in developing and utilizing reusable energy.

Inducing social agreement in shutting down nuclear energy power plant is expected
to require significant discussions and difficulties. The core six technologies
provided by the South Korea government is evaluated as needed and prospective
as long as the government provides continuous and long-term suppor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Moreover, cooper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r
public-private partnership would be an important tool to solve these potential issues.
In developing new technology, it is required to prepare enough financial support,
and proceed the supports in technology and finance. Moreover, national competitiveness
needs to strengthened by selecting focused energy industry.
Several developed countries seems focused on the wind and solar energy in general,
while South Korea needs more time and efforts to reach the stage of the countries
we had reviewed. Therefore, to secure enough electronic power, maximum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 should be kept and rates in reusable energy should be
developed by stages.
Moreover, development in new technology related to the climate change mean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s it seems not prepared in securing finance, supporting
strategies in technology and finance, and providing policy and legislative strategies,
the government immediately set the detailed roadmap with long-term plan as nationally.

. Expected effectiveness
As the Paris agreement has been effected, the aim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is not avoidable pending issue, which requires setting strategies to
respond climate change. With this research, we had analyzed the current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the new technologies and endeavored to provide forum to
discuss in searching for proper solutions.
This research reviewed current new technologies and policies in selected developed
countries, thereby, it would contribute to build new national strateg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Moreover,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policy improvement, it would be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suggest policy development, supports in technology and
finance, and policy and legislative strategies to respond climate change.

▶ Key Words : new climate regime, climate change response, new technology, six core
technology, national affairs five year plan, PPP, new reusable energy,
solar cell, fuel cell, secondary cell, bio energy, electronic IT, EMS, 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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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현대국가의 난제 중의
하나이다. 지난 2015. 12. 12.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 21)에서 ‘파리협
정’이 채택되었고, 2016. 11. 4.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파리협정의 체결은 소위
‘교토체제’에서 탈피하여 신기후체제(Post-2020)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후
변화체제의 변화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신기술경쟁에 진입하였음을 상징하고 있다. 각
국은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자국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
(NDCs)에 따라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파리협정에는 국가별 기여방안, 기후변화의 저감 및 적응을 위한 조치, 재정지원 및 기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개발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에너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근래에 구미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성장’의 매커니즘
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녹색기술･녹색경영･녹색성장 등의 개념이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성장이나 경제발전의 개념이 아닌, 온실가스의 감축이나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매커니즘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와 관련된 신기술의 발전을 위한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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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과 관련된 국내법제의 현
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 입법례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신(新)기술’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
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신기술은 주로 기후변화 저감 및 감축과 관련된 기술을 의미하며,
그 외연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가 책정
한 핵심기술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제한하여 논하기로
한다.
주요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
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행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파리협정 이후에 전개되는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향과 신기술 활성화 등에 관한 논의를 상
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대응은 물론, 국가 산업의
측면에서도 개도국과의 협력이나 관련 시장의 활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신기술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7월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수립해 세
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나 친환경운송수단 등은 이러한 핵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친환경운송
수단 등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는 분야이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국내외 사
례 및 최근의 동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과 관련된 신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파리협정 후 우리나라는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환경친화
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
한 모델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라는 토대 하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7월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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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
며, 6대 핵심기술에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IT, 이산화탄소 포
집･처리(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등이 포함되어 있다. 파리협정 후 많은
국가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
책 및 법제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는 또한 각종 탄소배출 감
소를 위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 전략은 물론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신기
술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상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신기술과 관련된 국내법제의
정비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파리협정 후 기후변화 대응 및 감축을 위한 국가별 전략 및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는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국가의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별
기여방안(NDCs)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
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국제 협상과 회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변화의 적응 및 저감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당면한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고, 이러
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신기술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강구하는 것은 기후변화
의 대응은 물론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신기술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나아가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주요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행전략 분석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나 시장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신기술의 현황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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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국제적 논의와 동향, 정책적 함의 및 법제 현황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
화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연구의 범위와 내용
2015년 12월에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여, 지구의 평균기
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대비하여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의 저감
(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을 위한 재원마련과 기술적 지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
다. 파리협정에는 기후변화의 저감 및 적응은 물론 과학 및 기술의 이전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에 관한 파리협정의 내용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파리협정을 앞두고 기후변화의 저감 및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강하게 주장되었으나,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선진국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주요선진국들은 민간재원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도 파리협정에 반
영되었다. 유럽연합 및 독일에서는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있
을 뿐만 아니라, 파리협정에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
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가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상대적으로 불확
실한 측면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의 대응을 위한 ‘신기술’은 종래의 에너지기술을 포함할 수도 있어 매우 포괄적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개념을 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
련된 기술에 제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정부는 2015년 7월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태양전지･연료전지･바
이오연료･이차전지･전력IT･이산화탄소 포집･처리(CCS)와 같은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집
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6.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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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 대
해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주목된다. 2017년 6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간 운영되었던 최초의 원자력 발전기인 고리 1호기를 6월 19일
0시를 기준으로 영구적으로 정지하기로 확정하였다. 더불어 친환경에너지타운이나 친환
경운송수단 등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도 신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여 산업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파리협정 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선진국의 정책 및 전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신기술의 사례
를 비롯하여 파리협정 후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독일은 제2차 원전폐쇄 결정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
너지의 비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독일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풍력, 태양열 등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영역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도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은 기후변화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프랑스는 최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올랑드(Holland)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 정부에서
중도성향의 마크롱(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 정부로 이양되었으나, 기후
변화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5. 8. 17.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
지전환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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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전제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32% 수준까지 높이고 전력생
산의 40%를 담당하도록 하는 중기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4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인 가솔린 자동차나 디젤엔진 차량의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2050년 경에 50% 이하로 감축하여 전력생
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기후변화정책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바마정부
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도 태양열이나 풍력, 바이오,
조수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개발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신기술 정책 및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 부문의 협력과 참여 방안 등을 고찰한다. 그리고 친환경도시(예컨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등)를 위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신기
술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그 밖에
향후 이 분야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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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의 쟁점 및 주요내용
지난 2015. 12. 12.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
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정책의 전기(轉機)를 마련하는 기후변화협정, 소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그 후 2016. 4. 22. 유엔(UN) 본부에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75개국이 파리협정에 서명하였고, 2016. 11. 4.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은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하향식(Top-Down)을 특징으로 하는 교토의정
서(Kyoto Protocol)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상향식(Bottom-Up)에 기반한 소위 신(新)기후체
제(Post-2020)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1)
파리협정에서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 책임의 원칙(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nd respective capability)”을 바탕으로 각국의 사정을 반영
한 국가별 기여방안(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안을 발표하였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배출량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난 2016. 12. 6. 발표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
서는 배출전망치와 감축량에 관한 수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 실천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1) Schlacke, Die Pariser Klimavereinbarung: ein Durchbruch? Ja (!), ZUR 2016, 6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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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91백만톤 CO2eq(이하 단위는 생략함)에 이르
고 있으며,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에 해당한다. 즉 2030년 배출전망치(BAU)
851백만톤 중 감축량(37%)인 315백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2) 이 중에서 국내부문은 219
백만톤이다. 다만, 정부는 851백만톤이 부문별 배출전망치에 공정배출, 가스제조 등으로
인한 배출량(약 2백만톤) 및 탈루배출량(약 8.4백만톤)이 추가된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그림 1>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3)

이 중에서 전환(발전) 부문이 64.5백만톤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산업 부문 56.4백
만톤, 건물 35.8백만톤, 에너지 신산업 28.2백만톤, 그리고 수송 25.9백만톤 등의 순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부문이 28.2백만톤(28.2%)의 감축량을 목표
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4) 또한 정부는 배출전망치 37% 중 11.3%를 해외시장에서 배출권
2) 2015년 당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약 850.6백만톤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배출전망치에 관한
정부의 전망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환경부, 환경백서 2016, 57면.
3) 2016. 12.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4) 관계부처합동,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6. 12. 6.자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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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어, 파리협정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중계산금지(avoidance
of double counting) 원칙과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국제시장 매커니즘(IMM)을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5)

출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그림 2>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6)

한편,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까
지 1990년 대비 80~95%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독일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상응하여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그리고 2050년
까지 80~9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최대배출국인 중국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6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D. Trump) 대통
령이 지난 6월 1일 파리협정 탈퇴를 갑자기 선언하여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은 어떠한 방
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오바마(Obama) 전 대통령은 2025년
까지 2005년 대비 26~28%로 감축할 것을 밝힌 바 있다.7) 이러한 국가별 기여방안의 구속

5) 2016. 12. 5.자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5면.
6) 2016. 12.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7)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정남철 유승직 전훈 김성배,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의 현안과 과제: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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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8) 그러나 2023년부터는 5년마다 감축량의 현
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 문제로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국가별 기여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명확히 확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의 기후변화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기후변화의 저감(mitigation) 및 적
응(adaptation)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과 장려는 그러한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국가전략이다. 물론 파리협정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의 복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개발의 완전한 실현이 중요하다
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등 과학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파리협정
제10조 참조). 또한 온실가스의 저감 및 적응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이전의 협력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및
기술에 대한 국제적 공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온실가스 저감 및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
의 R&D 투자가 절실하다.
최근 정부는 1977년 6월 19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고리원자력 1호기(가압경수로형, 58
만7천kW급)의 영구정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즉 고리원자력 1호기가 신청한 영구
정지 운영변경허가가 6월 9일 개최된 제7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고, 이
에 따라 고리1호기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17일 18시에 발전을
중단하였다. 2012년 1차 에너지 중 원자력에너지의 비율은 11.4%에 이르고 있는데9), 이
러한 원전폐쇄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경우 구체적인 에너지정책의 대안이 반드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

감축과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6, 37면 이하.
8) Ekardt, Das Paris-Abkommen zum globalen Klimaschutz, NVwZ 2016, 355 ff.
9)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신산업 포럼 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진한
엠앤비, 2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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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리적･경제적 상황과 과학기술
수준 등을 감안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
할 수 있는 전력량을 에너지원별로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주요정책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신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및 특징
1. 정부의 신기술 투자 현황 및 6대 핵심기술의 선정 경과
2009. 1. 21.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과/KISTEP 정책기획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D 투자가 전체 R&D 예산규모(기금포함)
중 6,910억원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R&D 총 예산의 6.2%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R&D 사업의 기초연구비중은 16.8%에 해당하여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 후 R&D 투자에 대한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1.9조원에서
2010년 2.2조원, 그리고 2012년에는 2.7조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10) 2012년을 기준으
로 6대 핵심기술에 대한 국가 R&D 투자를 살펴보면, 전체 R&D 투자 중 6대 핵심기술의
비중이 28.9%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태양전지가 7.1%, 전력IT와 관련된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이 7.0%, 이차전지 4.8%, 연료전지 4.0%,
바이오에너지 3.2%, CCS가 2.8%에 해당한다.1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1999년부
터 범정부 대책기구인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에서 3차례에 걸쳐 3년 단위의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 제1차 종합대책(1999~2001)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신축성체재 활용
대책 및 온실가스저감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였고, 제2차 종합대책(2002~2004)에서는 감
축 기술개발과 감축대책 강화, 국민참여 및 협상역량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10)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신산업 포럼 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5면.
11) 상세는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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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3차 종합대책(2005~2007)에서는 협약이행 기반구축,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대책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근원적 대책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따른 탄소거래시장의 확대와 무역･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친환경산업의 창출 등 기후변화 신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8. 12. 24.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
하였다. 당시에는 3대 R&D 전략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로 신･재
생에너지 개발과 실용화 촉진, 화석연료 이용기술의 고도화,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과
보급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대
응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지원 강화, CCS 기술 조기 확보,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 미래 원자력 및 핵융합 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구체적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 과학연구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연구지원, 기후변화 영향평
가 및 적응 연구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당시에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36개의 중점기술
을 선택하였다. 즉 화석연료대체(10개), 에너지효율화(32개), 온실가스처리(13개), 기후변
화 영향평가･적응(28개) 등 분야별로 중점기술을 추진하였다.12)
이를 바탕으로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현재 2차에 걸쳐 추진 중이다. 제1차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추진하였다.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은 저탄소 경제･사회 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과 기술 개발 및 경제발전과의 접목
등은 향후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관건이다.

12) 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6면.
13) 환경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 자료, 2015. 3. 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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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 115개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27개의 중점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반도체기술이나 IT기술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
는 영향이나 기술 등을 고려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접목하여 시장선점의 가능성
이 높은 태양전지와 전력IT를 핵심기술로 선정하였다. 또한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CCS를 핵심기술로 정하였다.14)

2. 신(新)기후체제의 출범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1) 배경 및 경과
신기후체제의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고, 중장기
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선진국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동인(動因)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6. 12. 6.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
정하였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
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후, 온실가스의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및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최초의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14) 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신산업 포럼 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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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청정연료의 발전 확대
기후변화대응의 추진전략 및 방향은 에너지정책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
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18년부터 상향조정할 계획을 담고
있다. 즉 2016년 3.5%에서, 2018년 5.0%, 그리고 2020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증가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는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2020년 5.0%에서 2030년에는 9.7%, 그리고 2035년에는 11%를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15)
또한 수송분야에서 신재생연료혼합 의무화제도(RFS)를 시행하여 친환경연료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바이오디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하고 있다. 즉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
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1호). 여기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中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속한다. 이에
반해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
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에너지, 해양에너
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종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청정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정부는 계획
중이던 석탄화력 4기(서천화력 1･2호기, 경남고성의 삼천포화력 1･2호기, 전남 여수의

15)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가운데 34%를 차지하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비중을 2025년 7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믹스
로 전력수급정책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풍력과 태양광의 설비용량은 1GW, 3.5GW에
불과하여, 이를 전폭적으로 늘려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45.5GW까지
올리기로 계획하고 있어, 두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25년까지 33GW 규모로 증가할 예정이다(이에 대해서는
Issue&Special 포커스, Electric Power, 2016. 12, 42-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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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강릉의 영동화력 1･2호기)를 철회하고, 30년 이상
가동 중인 10개의 노후화된 화력발전기를 모두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부는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비롯해서 차량의 배출감축을 위한 구
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2016년
18.4 ㎞/L에서 2020년 24.3 ㎞/L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차원
에서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
도는 전기자동차를 녹색성장산업의 클러스트화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16) 나아가 정
부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스웨덴 자동차회사인 볼보(Volvo)는 2019년부터 신차에 내연 엔진만 장착하는 것
을 중단하고 전기배터리 모터를 장착한 세가지 유형의 자동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형에는 순수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배터리+내연 엔진),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소형 가솔린 엔진+대형배터리 엔전)가 있다.17) 이러한 발표는
세계 자동차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다른 자동차회사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2017. 7. 6. 프랑스는 2040년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
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밝혔는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이보다 15년을 앞
당긴 2025년부터 화석연료차를 퇴출할 계획이다.18)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가솔린자동차
나나 디젤자동차의 종언을 예고하는 것이며,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장의 경
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연료전지나 이차전지 등의 핵심기술이
점차 중요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5, 116면.
17) 2017. 7. 6.자 중앙일보, B4면.
18) 2017. 7. 11.자 중앙일보,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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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첨단 IT 기술
과 자동차 및 도로 기술을 융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지능형 고속도로의 실현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실용화를 통해 사고의 저감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1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을 만들고 2008.
9. 1차년도 연구를 착수하였다. 7년의 사업기간(2007. 10 ~ 2014. 12) 동안 총 사업비 888
억원(정부출연 644억원, 민간부담 244억)이 투자되었다.19)
(4) 신기술 및 신산업의 육성
기후변화 대응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신기술 및 신산업 집중지원으로 경쟁력
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위주에서 기후변화의 ‘적응’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
고 저탄소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2018년 4.5%
에서 2020년에는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청정에너지 기술상용화 등을 적극 지원하
고,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Climate Technology Roadmap)에서 3대부문(탄
소저감, 탄소자원화 및 기후변화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
환, 이산화탄소 전환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20)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의 문제를 인식하여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는 점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다. 또한 규제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주
목된다. 시장 중심의 과학기술의 개발과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과 신산업
을 새로운 동력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19) 국토부 정책자료 참조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873). 실제 여주시험도로에서 체험도로를 운영중
이며, 경부선 서울 TG에서 수원 IC까지 약 11km를 시범도로로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20)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2016. 12. 5.자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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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의 주요내용 및 분석
정부는 지난 2016. 12. 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후 구체적인 온실가스감축목
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에서 2030년에는 37%
감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부문별 책임을 지고 있으나, 국무조정실이 전체적으로 이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정부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에너지부문은 총배출
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1.32%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보면, 전환(발전) 부문이 64.5백만톤(19.4%)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산업 부
문으로 56.4백만톤(11.7%)이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산업부문
의 비중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즉 그린피스는 산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비해 산업
부문의 감축량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내 총 배출량의 약 1/4에 해당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기술수준이 낮다고
보고 있다.21)
향후 정부는 배출전망치를 정확히 분석하여 검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와 감축수단 등
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감축분 11.3%의 구체적 실
행방안을 확정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하며, 평가기법이나 평가지표 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강구해야 한다. 로드맵에서는 국내 산림
감축량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득과 협상
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7년 6월 수명(30년)이 완료된 고리원전
제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였고, 2022년 11월 수명이 완료될 예정인
경주의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정부의 에너

21)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climate-energy/2016/comment-on-2030- greenhouse-gas
-reduction-road-map-20161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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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은 원전을 점차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에너지의 수급정책에 대
한 정확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
유한 공급의무자에 대해 생산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 5 참조).

<표 1>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

부문
전환

감축률(%)

BAU

감축량

(백만톤)

(백만톤)

부문 BAU 대비

국가 BAU 대비

(333)*

64.5

(19.4)

7.6

산업

481

56.4

11.7

6.6

건물

197.2

35.8

18.1

4.2

에너지 신산업

-

28.2

-

3.3

수송

105.2

25.9

24.6

3.0

공공 기타

21

3.6

17.3

0.4

폐기물

15.5

3.6

23.0

0.4

농축산

20.7

1

4.8

국내 감축
국외 감축

851*

0.1

219

25.7%

96

11.3%

출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참조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는 전환(발전) 부분의 감축량이
64.5백만톤인데, 석탄사용을 전향적으로 감축할 전망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설 예정인
석탄발전소의 계획을 취소하고,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10기를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정책
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에서 신재생･청정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저탄소믹스(35백만톤),
수요관리(12백만톤), 발전･송배전 효율 향상(17.5백만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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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에서도 56.4백만톤의 감축을 계획 중이며, 전기전자 업종의 클린룸 공정 에너
지 최적화 기술도입 등 공통기기 효율개선과 공정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도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단열 성능향상,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적용을 통한 냉난방 에너지 저감(13.2백만톤)을 계획 중이다. 또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이 높은 고효율 기자재나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 기기 보급 등을
고려하고 있다(19. 1백만톤). 이러한 정책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독일 연방정부(연방환경부)는 2016. 6. 22. 기후
보호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절전을 위한 LED 전등으로의 조명개량 등 투자적 기후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22)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규제완화, 기술개발 및 투자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에너지 신산업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 자립섬,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CO2)를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
화하는 기술(CCUS)의 개발 상용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송부분에서도 전
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400만대, 전기자동차 100만대, 수소자동차 64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를 2017년 19.9 ㎞/L, 2018년 21.3㎞/L, 2019년에는 22.8㎞/L, 그리고
2020년 24.3㎞/L 수준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2030년 배출전망치 중 11.3%를 해외감축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개발매커니즘(SDM), 양자협력, 배출권 직접 구매 등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외 감축량의 실현을 위해서는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의 확대와 재원조달
등의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밝힌 로드맵에서는 산림 부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
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고
22) 정남철 유승직 전훈 김성배,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의 현안과 과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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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기법이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감축실적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4.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의 주요내용 및 분석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이 제시되어
있다.23) 여기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를 마련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
며, 환경 위험이나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전규제체계의 혁신과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탈원
전 정책으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에너
지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
28.0%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현재 2023년 10%를 목표로 한 것보
다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2016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재생공급
의무비율(RPS) 7.0%에 비해 4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는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하여 친환경･스마트 에너지의 기반시설 구축, 사물인터넷(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
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Energy Storage
System)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나아가 에너지효율 핵심분야(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에서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2018년 에너지세제를 개편
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건물을 확대하고, 중대형차의 온실가
스 기준을 신설하며, 공공기관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등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를

23) 이하의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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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신재생에너
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지만,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하여 6대 핵심기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
펴보기로 한다.

.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1. 태양전지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태양전지는 온실가스 배출량(37kg/kWh)이 석탄화력
(900kg/kWh), 유류발전(850kg/kWh) 등 화석연료에 비해 최대 24배가 적어, 청정에너지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24) 태양전지의 종류에는 실리콘 태양전지, CIGS(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태양전지, 연료감응형 태양전지, 유기태양전지, 페로부스카이트(Perovskite Solar
Cell)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실리콘 태양전지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시장지
배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해 저가
전략 및 대량생산으로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를 통해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세계
시장의 67%를 생산하여 최대의 태양전지 생산국이다.25) 그 다음으로 유럽연합(EU)이
9%, 일본이 5%, 그리고 미국이 2.6%이다.26)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3년 현재 2.1%에 불과하며, 이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독일은 10.4%를, 미국은 5.8%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27)

24)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신산업 포럼 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9면.
25) 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신산업 포럼 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
방안 연구, 9-11면.
26)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9면.
27)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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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은 2011년 원자력법 제13차 개정과 더불어 에너지정책의 큰 전환이 이루졌고,
2011. 7. 28.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 생산의 촉진을 위한 요강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rahmens für die Förderung der Strom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n vom 28. 7. 2011)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을
2020년까지 적어도 30%까지, 또한 2030년까지 적어도 35%, 그리고 2040년까지 65%까
지, 나아가 2050년까지 적어도 80%까지 증가하기로 하였다.28) 그러나 소위 2014년 재생
에너지법(EEG 2014)에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을 40~45%, 2035년
까지 적어도 55~60%까지 확대하고, 계속해서 2050년까지 최소한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었다(동법 제1조 제2항).29)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태양
열에서 나오는 전력생산을 위한 시설의 공급능력을 연간 총 2,500메가와트(MW) 증가시
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2014년 재생에너지법 제1조 제12항 제2문 제3호 참조).

2.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연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인데, 소형이고 고용
량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차량용 연료전지가 대표적인데, 여기에
는 수소연료전지차가 속한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연료전지차를 생산하고 있
으며, 부품 국산화가 95%에 이르고 있다.30) 구주나 북미 등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전기자동차 이차전지의 성능향상이 기대수준에 못 미칠 경우 수소연료전지차가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자동차의 미래는 배터리의 가격, 충전인프라, 충전시
간 및 운전거리 등에 달려 있다. 연료전지는 차량용 외에 발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전사고나 정전사태, 송전망의 분쟁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연료전지는 지역별 자립이
가능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수요의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31)

28) 김종천 왕승혜 정남철,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전략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15, 144-145면.
29) 김종천 왕승혜 정남철, 앞의 보고서, 151면.
30)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신산업 포럼 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17면.
3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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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은 높은 수준이나 그 핵심소재인 전해질 막은 전량 수입
하고 있으며, 발전용 연료전지의 핵심부품도 대부분에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32) 연료
전지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전담하는 범정부 차원의 부처의 설
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수소연료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휘발유나 디젤
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그리고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연료에 대해서는
입법적 흠결이 있으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는 동･식물이나 미생물 등 바이오매스(bio-mass)를 이용하여 물리적･화학
적 또는 생물학적 방식을 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것을 말한다(예컨대 바이오 알
코올, 바이오 가스, 바이오 디젤 등).33) 바이오매스란 “동식물, 균체, 조류 등의 생물유기
체 및 축분, 음식쓰레기 등 생물유래 폐기물 자원의 총칭으로 재상가능한 생물 자원”34)을
말한다. 이러한 바이오에너지는 주로 식물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어 매우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에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메탄
올, 바이오가스(메탄) 등이 있다. 바이오메탄올이나 바이오가스는 주로 발전이나 난방용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은 자동차연료로 사용된다.
바이오에너지는 2012년을 기준으로 R&D투자가 연평균 24.6% 증가할 정도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의 시장도 밝은 편이나,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인한 환
경문제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35) 정부는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에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32)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19면.
33)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신산업 포럼 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27면.
34) 나영은, “바이오에너지(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생산과 보급 활성화 추진정책”, 유기물자원화 제18권 제3호
(2010), 14면.
35)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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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09년에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을, 그리고 2010년 ‘범부처 바이오에
너지 R&D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36)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서 늘리고 있으며, 차세대 바이오에너지 생산 원천기술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3천톤급 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이며, 바이오매스의 확보가 쉽지 않아 미세조
류에 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37)

4. 이차전지
이차전지는 1회용이 아니라 충전한 후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4대 핵심
소재(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양극소재와 음극소재 사이의 전
압 차이를 활용하여 전기를 저장하고 발생시킨다.38) 여기에는 리툼이온전지(LiB), 나트륨
황 전지(NaS), 레독스 흐름전지(RFB) 등이 있다. 이러한 이차전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나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하계 전력사용량의 급증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전을 보완하는 예비전력의 확보를 위해 대용량 원천기술(예컨대 마그네슘,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전지 등)의 개발과 이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향후 차세대 전지
(Post-LiB)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에너지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이차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수요는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설치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충전 인프라를 5천 5백기 확충
할 예정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에 주차장과 충전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참조).39)

36)
37)
38)
39)

이에 대해서는 나영은, 전게논문, 14면.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2015. 4. 22) 자료, 23면 참조.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신산업 포럼 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22면.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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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 IT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강조되고 있다. 즉 에너지관
리시스템은 에너지의 소비나 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에너지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방식이다. 적용분야에 따라 전력망의 Utility EMS, 건물과 관련된
Building EMS, 공장 Factory EMS, 가정 Home EMS 등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신재생에너
지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발전장치를 전력저장장치와 연결하여 공급과 수요를 최적화하
는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40) 에너지자립율을 높이는 방향
으로 해외자립마을을 조성 중이다. 예컨대 오스트리아의 Gussing, 덴마크의 삼쇠섬 등에
서는 난방열과 전기를 대부분 자급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 중에 있다.41) 에너지관리시스
템의 세계시장도 2013년 기준 연평균 17.2%로 증가일로에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이
중심이 되고 있다.42)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고성능화를
위한 자동제어장치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이에 비
해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0~90%에 이르나, 부품의 국산화율은 30~60% 정도에 불
과하여, R&D 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43)
근래에 지능형 전력망시스템으로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가 강조되고 있다. 스마
트 그리드란 전기의 생산･운반･소비 등의 과정에서 ICT기술을 연결해서 공급자와 소비
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전기사용의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전력소비를 줄여 전력거래시
장에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이러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에는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과 지능형전력망 서
40)
41)
42)
43)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신산업 포럼 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34면.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35면.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37면.
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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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
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
기사업법 제31조 제5항).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관리시스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의 최소 단위 용량이 20메가와트(MW)로 높아 초기 사업자의 수요자원 확
보가 어렵고, 낮은 용량 정산금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감축의 미이행시 지나친
제재수단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44)

6.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S)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수송 및 저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리
(Carbon Capture & Sequestration)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이 개념은 “이산화탄소의 대량발
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압축하고 이를 수송하여 육상이나 해양 지중 등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45) 이 기술은 포집, 수송 및 처리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산화탄소의 포집에는 연소 전에 화석연료로 제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와 이산화탄
소를 구분하는 방식, 연소 후에 배기가스에서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포집하는
방식, 그리고 연소기에 산소를 주입하여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 별도의 분리과
정 없이 포집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수송과정에서는 탱크로리, 파이프라인, 선박
등을 통해 저장소나 전환 플랜트로 이송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수송된 이산화탄소는

44)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74면.
45)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신산업 포럼 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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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800m 깊이의 대염수층, 가스전 및 페유전 등의 지층에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화학적･생물학적 전환기술도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포집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기술개발을 통해 비
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가장 높은 발전 및 산업분야에 적
용되는 CCS 플랜트의 수요가 2020년에는 100개, 2030년에는 850개, 그리고 2050년에는
3,400개로 전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46)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이를 실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가 연방참사원(Bundesrat)을 통해 반대하기도 하였다.47) 무엇보다
이산화탄소의 저장소의 밀도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되었다. 저장소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고, 저장소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허가절차의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48)

.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친환경운송수단의 현황 및 쟁점

지난 2016년 3월에 정부(환경부)는 2015년에 선정된 청주, 아산, 경주, 영천, 양산 등
5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6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
작으로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49) 2015년 12월에 강원도 홍천, 광주광역시, 충북 진천
등 3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50)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혐오시설이나 기피지역
을 친환경에너지시설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친환경타운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46)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앞의 자료, 43면.
47)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종영 박기선, “독일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에 관한 법률”, 유럽헌법연구 제16호
(2014. 12), 339면 이하 참조.
48) 이종영 박기선, 앞의 논문, 371면.
49) 환경부, 보도자료(2017. 3. 7.자), 1면.
50) 연합뉴스, 2015. 5. 21.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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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컨대 강원도 홍천은 마을 내의 하수･분뇨 등
악취로 인해 기피지역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으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전
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퇴액비를 판매하여 주민의 소득으로 창출하고 있다.51) 친환경에
너지타운으로 선정된 5개 지역도 대부분 그러하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음식물폐기물 폐
수와 하수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아산시의
경우에도 쓰레기 소각장의 남은 열을 활용하여 세탁공장에 증기를 공급하고 가축분뇨처
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52) 이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태양광시설, 풍력발전소, 바이오가스 등과 같은 혐오시설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시설을 설
치하고 온실감스를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사례로는 덴마
크 삼소섬(Samsø Island)이 대표적이다.53) 삼소섬은 인구가 4천 명이 사는 작은 독립된
자치구로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100%를 달성하고 있다.54)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있어서는 교통, 난방 등 재생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운송수단으로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 등도 여기에 속한
다. 그 밖에 친환경운송수단으로는 수소자동차,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버스의 운행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Carbon Free Island by 2030 세부실행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내 전역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55)
이러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는 독
립된 법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친환
경에너지타운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주
무부처를 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56) 나아

51)
52)
53)
54)
55)
56)

http://www.hcenergytown.com/page.aspx?pagecode=sub01_1
환경부, 보도자료(2017. 3. 7.자), 2-3면.
최경호,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의 법 정책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75집(2016. 8), 138면 이하.
이에 대해서는 http://www.huffingtonpost.kr/saren-hermansen/story_b_8685660.html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16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근거 법령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경호, 앞의 논문, 12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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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주도로 추진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건설은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정
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홍천의 경우에도 가구당 대략 5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되어 국가
의 재정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57) 따라서 에너지자립마을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58)
근래에는 단순히 친환경에너지타운이나 친환경운송수단의 문제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기술을 접목하여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도시(smart city)가 강조되고 있다. 스마트도시의 개념은 명확
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스마트도시는 대체로 도시 전체를 ICT 기술을 접목하여
학교, 도서관, 병원이나 에너지시설(원자력, 수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전술한 스마트 하이웨이도 여기에 속한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스마트도시가 강조되고 있는데,
예컨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Amsterdam) 시는 교통의 감축, 에너지 절약, 공중의 안전 제
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9)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베를린(Berlin), 함부르크(Hamburg),
스튜트가르트(Stuttgart) 등에서도 이러한 스마트도시에 관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60)
특히 베를린에서는 ‘도시개발구상 2030’(Urban Devolopment Concept 2030)을 추진하고
있다.61)

57) 이유진 전상현, 에너지자립마을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정부 주민 주도형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3호(2015 가을), 172면.
58) 이유진 전상현, 앞의 논문, 172면.
59) 상세는 https://amsterdamsmartcity.com/ 참조.
60) http://www.whatsupgermany.de/smart-cities/smart-cities-in-germany/ 참조.
61)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stadtentwicklungskonzept/download/strategie/ BerlinStrategie_Broschu
ere_en.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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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일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변화
독일은 ‘에너지구상 2010’(Energiekonzept 2010)에 풍력에너지의 건설,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산,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2011년 7월 31일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을 단행하여 제2차 원전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원전폐쇄결정에 대해 에너지회사들은 독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원전폐쇄결정이 원전사업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전력량의 폐지로 인해 신뢰보호원칙의 침해 여부,
원전중단의 종료일의 차이로 인한 원전사업자 사이의 평등원칙 위반 등이 문제되었다.62)
2016년 12월 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차 원전폐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연방
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2011년 원자력법 제13차 개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서,
제13차 원자력법 개정 법률이 원칙적으로 기본법에 합치되지만, 2개 원전사업자
(Vattenfall, RWE)에 대해 콘체른(Konzern) 내부에서 전력화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헌법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63) 결국 이 문제와 관련된 (조정적) 보상은 독일 입법자의 형
성적 자유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스웨덴 에너지회사인 Vattenfall(VENE;

62) 이에 대한 상세는 김종천 왕승혜 정남철,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전략연구(I),
2015, 128-142면 참조.
63) Roller, Die verfassungsrechtliche Bewertung des Atomausstiegs 2011, ZUR 2017, S. 28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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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tenfall Europe Nuclear Energy GmbH)과 해외지분이 50%인 Krümmel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기본권주체성(기본권능력)을 인정하였다.64)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은 국가별 기여방안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하여 40%를, 그
리고 2050년까지 80~9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원전
폐쇄와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연방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근간이 되는 법률은 재생에너지법
(EEG; Erneuerbare-Energien-Gesetz)이다.
이 법률은 2000년에 전기공급법(Stromspeisungsgesetz)을 대체한 것이다. 이 법률은 원
전폐쇄 후인 2012년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자, 2014. 8. 1. 재생에너지법은 다시 개정되었
다.65) 그리고 또 다시 2016. 7. 8.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동법은 2017. 1. 1.부
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은 2014년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5.8%에 이르
고 있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5~60%까지 증가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2014년 재생에너지법 제1조 제2항 참조). 나아가 지금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에서 생
산하는 전력생산량의 비율을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7년 재생에너지
법 제1조 제2항 제3호 참조).

2. 독일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특징
(1)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 내용
재생에너지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의 비율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러
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체 최종에너지소비 비율에 있어서도 2020년까지 최소 18%까

64) 상세는 Ludwigs, Das Urteil des BVerfG zum Atomausstiegsgesetz 2011: Karlsruhe locuta, causa finita, NVwZ
2017, S. 4.
65) 이에 대해서는 정남철 유승직 전훈 김성배,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의 현안과 과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60-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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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7년 재생에너지법 제1조 제3항).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66)와 갱내가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공급시스템에 통합하고, 시장통합의
목적을 위해 직접 시장화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2017년 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에 대한 비용의 수위는 공모절차를 통해 조사되
어야 한다(동조 제3항).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 비용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고, 원
인자책임의 원칙과 전체 경제적 그리고 에너지관리적인 관점에서 상당하게 할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특히 2017년 재생에너지법 제4조에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즉 연간 풍력발전소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800메가와트를, 그
리고 2020년까지 2,900메가와트를 생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호). 이 점은 2014년
연간 2,500메가와트를 증가하는 것을 규정한 것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해상
풍력에너지시설이 경우에도 2020년까지 6,500메가와트를, 그리고 2030년까지 15,000메
가와트를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호). 그리고 태양열에너지의 경우에는 연간
2,500MW를, 그리고 바이오가스시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150MW를,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0MW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점도 2014년 재생에너지법에
규정된 연간 100MW보다는 확대된 것이다.67)
한편, 독일 연방의회는 2016. 7. 8. 2017년 재생에너지법(EEG 2017)의 개정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에 대한 공모절차의 도입과 그 밖에 재생에너지 권리의 변
경 등을 의결하였다.68) 이와 더불어 같은 날에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Windenergieauf-See-Gesetz)이 새로이 제정되었다.69)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시설개념의 변경에 관한 것이다. 재생에너지법 제3조 제1항에

66) 독일 재생에너지법에서 말하는 재생에너지(erneuerbare Energien)란 수력, 풍력, 태양열에너지, 지열, 바이오매스
(Biomasse)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말한다.
67) 이에 대한 상세는 김종천 왕승혜 정남철,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전략연구(I),
155면 참조.
68) BGBl. v 18. 10.2016, S. 2258; BGBl. I 2016, 2258.
69) Boemke, Die Regelungen des EEG 2017 im Überblick, NVwZ 2017,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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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Anlage) 개념은 모든 모듈의 태양에너지의 경우에 독자적 시설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재생에너지법의 경우에는 운영기술적 종합개념에 상
응하여 시설개념을 파악하여 문제가 되었고, 개별 태양모듈은 시설이 아니고 단지 태양발
전 시설의 일부라고 이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통상법원은 2015. 11. 4. 판결에서
2009년 재생에너지법은 넓은 시설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70) 이러한 판례는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71)
2017년 재생에너지법에는 공모절차(Ausschreibungsverfahren)가 도입되었다. 즉 연방망
청(Bundesnetzagentur)은 2017. 5. 1.부터 지상의 풍력에너지시설의 재정적 지원의 조사를
위해 공모절차를 실시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제시된 가치는 변상청구권(시장프리미엄)의
수위에 대한 산정근거가 된다. 2026. 1. 1.부터 사전 조사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해상풍
력시절에 대해 연방망청은 2021년부터 청구권을 가진 자와 제시된 가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공모절차는 청구권자와 설정한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경쟁적인
절차이다(동법 제3조 제4호). 공개조사절차는 모든 지상해상풍력, 태양열시설, 그리고 해
상풍력시설에 대해 적용된다.72)
2017년 재생에너지법 및 해상풍력에너지법은 2017. 1. 1. 발효를 앞두고, 다시 제정 후
2개월만에 중요한 변경을 하였다.73) 2017년 재생에너지법은 2016. 7. 8. 의결된 후에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와 보조금법의 통보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였다.74) 집행위원회는
2016년 10월과 12월에 국가의 환경보전 및 에너지보조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지침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독일의 전기시장의 형성을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5개 수단을
승인하였다. 여기에는 높은 수요가 있는 시기에 전기소비의 최소화를 통해 전력망의 안전
화를 위한 조치, 고효율의 열병합시설(KWK; Kraft-Wärme-Kopplungsanlagen)의 장려, 상
70)
71)
72)
73)

BGH, NVwZ-RR 2016, S. 172.
이에 대해서는 Boemke, a.a.O., S. 1.
Boemke, a.a.O., S. 3.
2017년 재생에너지법 변경의 경과에 대해서는 Boemke/Uibeleisen, Update: Erste Änderungen des EEG 2017
und des WindSeeG, NVwZ 2017, S. 286 ff.
74) Boemke/Uibeleisen, a.a.O., S.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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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된 분담금(Umlage)의 후원에 대한 재정지원,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에 포함된 규율로서
공모절차에 대한 후원을 보장하는 내용, 남부독일의 충분한 전력수용량의 보장을 위한
4년으로 계획된 망저장 등이 포함된다.75)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에는 애초의 법률
에서 수정된 사항이 적지 않지만, 전기세에 따른 이중지원의 회피, 소규모 풍력시설의
특허화(특권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76)
(2) 해상풍력에너지법의 제정 및 특징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이 의결된 2016. 7. 8.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도 함
께 제정되었다.77) 이 법률에 의해 해상풍력공원에 대한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78) 이 법률
은 제1장 총칙, 제2장 전문계획과 사전조사, 제3장 공모, 제4장 해상풍력에너지시설 및
송전시설의 승인, 설치 및 운영, 제5장 시범풍력시설에 대한 특별규정, 제6장 기타규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입법자는 해상풍력에너지법의 공모절차에 대한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79) 2020. 12. 31.까지 배타적 경제지역이나 연안지역의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를 운영하는 해상풍력에너지시설의 사업자는 시장프리미엄(Marktprämie)을 가지고,
재상에너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전적 변상청구권을 가진다(해상풍력에너지법 제14
조 제1항). 시범풍력시설은 공모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후 해
상풍력에너지법은 열병합변경법 제16조를 통해 다시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2020년 말까지 운영허가를 20년에서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80)
현재 독일에서는 3개의 연안 해상공원 그룹이 운영 중이다. 첫 번째 그룹은 2017. 1.
1.부터 2020. 12. 31.가지 운영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첫 번째 그룹은
전체가 약 4,100 메가와트(MW)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공원프로젝트이다. 두 번째 그룹은

75)
76)
77)
78)
79)
80)

Falke, Neue Entwicklungen im Europäischen Umweltrecht, ZUR 2017, S. 186.
Boemke/Uibeleisen, a.a.O., S. 287.
BGBl. I S. 3106.
Uibeleisen, Das neue WindSeeG, NVwZ 2017, S. 7.
Uibeleisen, a.a.O., S. 12.
Boemke/Uibeleisen, a.a.O., S.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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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기존의 프로젝트로서 2021. 1. 1.부터 2025. 12. 31.까지 운영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
트는 약 6,100~6,400MW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경과기에 공모를 통해 확
보된 전력은 3,100MW이다. 세 번째 그룹은 2026년부터 운영되는 연안풍력공원이다. 무
조건 망에 연결되는 것을 확약해야 한다. 2021년부터 매년 9. 1.까지 토지개발계획의 사전
조사 지역에 대한 공모를 한다. 2030년까지 확정된 목표는 15기가와트(GW)이다.81)

3.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현황
독일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에서 전기, 열 및
교통 분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아래와 같다.82) 전기부문에서는 2012년 23.5%에서 2016
년 31.7%까지 재상에너지의 비율이 매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교통 부문에서는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출처: AGEE-Stat (Icons von Freepik/flaticon.com und Sabathius/openclipart.org)

<그림 3> 전기 열 및 교통 분야에서의 독일 재생에너지의 비율
81)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Uibeleisen, a.a.O., S. 8 참조.
82) http://www.umweltbundesamt.de/themen/klima-energie/erneuerbare-energien/erneuerbare- energien-in-zahl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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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환경청의 자료에 의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약 1억 59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83)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총 전력생산량을 살펴보면, 풍력에
너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상의 풍력에너지 비율이 34.5%, 해상의 풍력에
너지시설이 6.6%으로 풍력에너지의 비율은 41.1%에 이르고 있다. 또한 태양광과 같은
빛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은 20.3%에 해당한다. 바이오에너지의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
다. 이 중에서 바이오가스는 17.2%를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고체연료가 5,8%, 그리고 바
이오액체연료가 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독일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
도를 상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풍력에너지와 태양광만으로 61%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4> 2016년 재생에너지에 의한 총 전력생산량

83) http://www.umweltbundesamt.de/publikationen/erneuerbare-energien-in-deutschlan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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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산업의 구체적 사례
(1) 풍력발전소
독일에서는 2010년 에너지구상 이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풍력에너지의 이용에 관
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2002년에 연방정부는 풍력에너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해양공간
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당시 2010년까지 제1단계로 2,000~3,000 MW의 전력을, 그리고
2030년까지 20,000~30,000MW의 전력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84) 또한 2009년에는
해상에 연안풍력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alpha ventus)을 추진하여, 12기의 풍력발전소
를 건설하였다.85)
2016. 7. 8. 재생에너지 개정안이 의결됨과 동시에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이 도
입됨으로써, 해상풍력에너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풍력에너지는 바람을 발전
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전력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풍속이
중요하다. 독일은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도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대체에너지의 생
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상의 풍력에너지 비율이 34.5%,
해상의 풍력에너지시설이 6.6%를 차지하고 있어 재상에너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태양열에너지시스템 연구소(ISE)의
자료에 따르면 풍력에너지는 2015년 약 85테라와트(TW)86)를 생산하여, 2014년에 비해
약 50%증가하였다.87) 또한 이 자료에서는 원자력발전에서 나오는 총 전력생산량이
87TW였고, 2014년의 92TW보다 5,1%가 감축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풍력
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은 원자력발전소에 생산하는 전력생산량의 감축분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84)
85)
86)
87)

이에 대해서는 Spannowsky/Runkel/Goppel, Raumordnungsgesetz, 2010, Rn. 38 참조.
정남철, “유럽연합(EU) 해양공간계획의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67집(2014. 11), 23-39면 참조.
전력량의 단위인 테라와트(TW)는 1백만 메가와트(MW), 즉 1조 와트에 해당한다.
https://www.ise.fraunhofer.de/de/presse-und-medien/news/2016/stromerzeugung-in-deutschland-erneuerbare-energien
-erreichten-2015-einen-anteil-von-rund-35-prozent.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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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1990년 초반에 10,000기 이상의 풍력발전시설을 독일 전역에 설치하였고,
근래에는 독일 전력생산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반에는 풍속이 센 연안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소를 설치하였으나, 회전자 지름을 이용한 기술의 발전으로 내륙에도
그 설치를 확대하였다. 지상의 풍력발전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외부지역에 특허를 받은
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독일 건설법전(BauGB)이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ung)이나 지역계획(Regionalplanung)에 의한다. 50미터 이
상의 풍력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연방이미시온방지법(BImSchG)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해상풍력에너지시설이 2030년까지 25기가와트(GW)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88)
지상 해양풍력에너지시설과 달리, 해양풍력에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해양풍력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계획확정절차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사업계획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74조 제6항 및 제7항이 적용
된다(해양풍력에너지법 제48조 제1항).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계획확정절차 대신 계획승
인이 발급될 수도 있다(동법 제48조 제6항). 다만, 이러한 계획확정결정이나 계획승인은
25년 기간으로 발급된다(해양풍력에너지법 제48조 제7항). 독일의 발전소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력발전소는 주로 독일의 북부지역인 슐레스비히 홀스타인(Schleswig- Holstein),
니더작센(Niedersachsen), 멕클렌부르크 포폼멜른(Mecklenburg-Vorpommern)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89)

88) http://www.umweltbundesamt.de/themen/klima-energie/erneuerbare-energien/windenergie# textpart-1 참조.
89) http://www.umweltbundesamt.de/themen/klima-energie/erneuerbare-energien/windenergie# textpart-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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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방환경청 자료

<그림 5> 독일의 발전소 및 전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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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열
독일에서는 태양전지판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태양에너지시설에 관한 중요한
법적 근거는 재생에너지법이다. 2017년 재생에너지법 제37조 이하에서는 태양에너지시
설에 대한 공모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태양열에 의한 전기생산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의 자료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2015년까지 태양광전지의 확장이 다소 소강상태였고,
2014년 기준으로 2,006 메가와트(MW)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태양광전지 시
설에서 나오는 전력생산량이 시간당 387억 킬로와트(KW)에 이르고 있고, 전년도의 361
억 KW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다. 태양광전지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소비 중 6.5%를 충당
하고 있으며, 약 1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계획이다.90) 2016. 1.
11. 프라운호퍼(Fraunhofer) 태양열에너지시스템 연구소(ISE)의 자료에 의하면, 재생에너
지는 순 전력생산량 중 대략 35%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15년 기준으로 공적
네트워크에서의 태양광전지 에너지는 약 37테라와트(TW)를 생산하고 있고, 풍력에너지
는 85TW를 생산하고 있다.91)
(3) 수소자동차
최근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국제판의 기사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친환경에
너지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함부르크(Hamburg)에서는 수소전기로
충전한 통근열차를 운행 중이다. 스웨덴의 에너지 회사인 Vattenfall은 수소자동차(특히
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2년 6백만 유로(euro) 내지 7.5백만 US 달러
를 투자하여 수소 충전소를 건설한 바 있다. 그러나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원형의 상태대로 있었다.92) 수소자동차는 전기자동차에 비해 거의
90)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Erneuerbare Energien in Zahlen,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Ent
wicklung im Jahr 2015, S. 11.
91) https://www.ise.fraunhofer.de/de/presse-und-medien/news/2016/stromerzeugung-in-deutschland- erneuerbare-energien
-erreichten-2015-einen-anteil-von-rund-35-prozent.html.
92) 한편, 독일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특권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vorrechtigung der Verwendung elektr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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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의 비용이 소요된다. Vattenfall은 원전폐쇄 결정으로 인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
데, 외국에너지회사에 대해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93)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에서 생산되어 가스가 산소와 결합되어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
다. 독일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국과 네덜란드의 다국적 에너지기업인 Royal Dutch
Shell, 그리고 공기 액화 방법 개발자가 세운 프랑스의 화학기업 Air Liquide 등과 함께
미화 16조원 달러를 수소차량의 개발에 투자하였다. 독일은 현재 260대의 대중차량과 16
대의 버스만 수소연료전지로 운행되고 있다.94)
(4) 바이오가스
독일에서 바이오에너지(Bioenergie)는 여러 가지 원료, 기술경로 및 적용분야 등을 망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는 덤불, 산림경제에서 나오는 마무, 생물학적 폐기물
이나 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에너지는 대체로 바이오가스나 바이오메탄
과 같은 가스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난방을 위해 식물성기름을 이용하기도 한다.
독일에서 바이오에너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23.2%를 차지고 있다. 이중에서 바이오가스
가 17.2%, 바이오고체연료가 5,8%, 그리고 바이오액체연료가 0.2%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지침(2009/28/EG)에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자에게 구속적인 지속
가능성 요건과 목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통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 에너지를 10%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독일의 국
내법으로 전환되어 바이오원료의 지속가능한 제조 요건에 대한 명령, 즉 소위 바이오원료
지속가능성령(Biokraftstoff-Nachhaltigkeitsverordnung)이 2009. 9. 30. 제정되었다.95)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전기를 재생에너지에서 100% 충당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중이다. 이

betriebener Fahrzeuge)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률 제3조 제4항에서는 공로 이용, 출입제한구역이나 통행금지의
예외 허용, 주차비용 등 전기자동차의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는 한명진, “독일 에너지관련법의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검토”,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2016), 167면 이하 참조.
93) 김종천 왕승혜 정남철,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전략연구(I), 155면.
94)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5, 2017.
95) BGBl. I S. 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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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에너지목표 2050(Energieziel 2050)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
스를 80~9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러한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목표 2050에서는 바이오매스 중 폐기물바이오매스에 집중하고 있다.
경작바이오매스는 식량이나 사료생산 등과 경합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폐기
물 바이오매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96)
(5)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CCS)
유럽연합에서는 2009년에 이산화탄소의 저장에 관한 지침97)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도 2012. 6. 28.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및 영구적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시범
및 적용을 위한 법률(Gesetz zur Demonstration und Anwendung von Technologien zur
Abscheidung, zur Transport und zur dauerhaften Speierung von Kohlendioxid)을 제정하였다.98)
그 후 이 법률은 명칭을 개정하여 현재는 이산화탄소의 영구적 저장의 시범에 관한 법률
(Gesetz zur Demonstration der dauerhaft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로 변경되었다.
이를 소위 ‘이산화탄소저장법’(KSpG; 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이라고 부른다.
애초의 법률에서는 이산화탄소 처리시설은 이산화탄소저장법이 아니라, 연방이미시온
방지법(BImSchG)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나99), 지금은 주의 행정청이 허가신청에
대해 결정한다(이산화탄소저장법 제2조 제3호 참조). 즉 이산화탄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연방이미시온방지법이,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운송 및 저장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저장법
이 규율하게 되었다.
한편, 이산화탄소의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확정절차가 적용된다(이
산화탄소저장법 제11조 이하 참조). 이에 신청된 사업계획안에는 이산화탄소 저장의 크
기와 상황 및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이 경우 일반공중에게는 의견을
96)
97)
98)
99)

Umweltbundesamt, Energieziel 2050: 100% Strom aus erneuerbaren Quellen, S. 12.
Richtlinie 2009/31/EG
BGBl. I S. 1726.
Dieckmann, Das neue CCS-Gesetz: Überblick und Ausblick, NVwZ 2012, S. 990.

7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제출하거나 조사할 기회가 부여된다(동법 제11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기술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는 좋지만, 이산화탄소의 저장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사고의 위험 내지 리스크(Risiko)도 높은 것이 사실
이다.

5. 검 토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의 비율을 2025년까지 1990년 대비하여 40~45%,
2035년까지 55~60%, 그리고 2050년까지 최소한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폐쇄 결정
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이 법
률에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있어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통계분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대략 30%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부문에서는 연방환경청의 통계자료에 따를 경우 2015년에는 31.5%이며,
2016년 31.7%로 약간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16. 7. 8.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지상 풍력에너지시설의 재정적 지원의 조사를 위해 공모절차를 도입하였고, 해상풍
력에너지법(WindSeeG)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점은 독일 연방정부가 재생에너지 중 풍력
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풍력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이 분야의 기술수준 등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특히
파리협정 후 독일은 유럽연합의 정책에 상응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95%감축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있지만, 유럽연합과 연계해서 보조금 지원정책도 함께 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맹목적으로 우리 현실에 대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독
일의 원전폐쇄와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를 참고할 사항
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수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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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 가능성,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위한 기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 비해 지리적 여건이나 재정적 지원 등은 풍력에너지에만 의존하기에
는 역부족이다.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기술은 더욱 R&D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이러
한 정책은 장기적인 플랜(Plan)을 수립해야 한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의 의존율은 단계
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교통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 분야와 관련된 신산업은 전망이
높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6대 핵심기술로 제시한 연료전지나 이차전지 분야는 국제적 경
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태양전지나 바이오연료 등은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투자
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이며, 산업이나 교통 부문에서 친환경에
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부문이 28.2백만톤
(28.2%)의 감축량을 목표로 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천할 구체적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

. 프랑스
1. 프랑스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법제 개관
(1) 프랑스 에너지법제의 정비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생태적 전환에 부합하는 에너지
효율성과 녹색성장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구체화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 왔
다.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법제화의 기반은 조약과 유럽법 그리고 프랑스 국내 입법자들
의 노력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7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1) 국제조약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우선적 관심은 이미 1957년 로마협약(Traitéd de
Rome) 당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1989년 유럽단일행동협약(Acte unique européen)의 신설
3개 조항은 유럽공동체로 하여금 “환경의 질을 보전, 보호 및 개선하고 사람들의 건강보
호에 기여하고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 이용을 보장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Traité d’Amsterdam)에서 이 규정은 개정이 되었고, 뒤이어 2005
년 리스본 조약(Traité de Lisbone)에서는 만장일치로 “에너지 정책(politique de l’énergie)”으
로 규정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의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말의 상호연결, 세제조치의
실행 등에 대해 진정한 유럽에너지 정책의 가능성을 열었다.
2) 디렉티브(Droit dérive)

유럽공동체 각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1993년 9월 13일 경제공동체
디렉티브 제93/76/CEE호는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통해 이산화탄소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에너지 효율성이란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디렉
티브는 유럽의회와 집행이사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최종사용자와 에너지 서비스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2006년 4월 5일 디렉티브 제2006/32/CE에 따라 폐지되었다. 에너
지 효율성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와 집행이사회의 공동 디렉티브 제
2012/27/UE는 그 전에 제정된 2009/125/CE, 2010/30/UE 디렉티브 내용을 개정하는 동시
에 2004/8/CE 와 위의 2006/32/CE 디렉티브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6년부터 2020년 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20%로 향상하고 디렉티브 발효일 이후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대목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성 촉진 수단의 공동
프레임을 수립” 부분을 폐지하였다.
3) 프랑스 국내법

프랑스 국내법원으로는 2005년 7월 13일 계획법률 제2005-781호에서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다. 동 법은 “에너지정책의 제1축은 … 지금부터 2015년 까지는
2%, 2030년까지는 2.5%로 최종에너지 집약도의 기초연간 리듬을 가지기 위해 에너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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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억제하는데...”라고 규정한다. 동법은 에너지 수요의 억제(la maîtrise de la demande
d’energie)에 관한 제2장(Titre Ⅱ)에서 에너지 절약 인증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새로운 전기는 2009년 8월 3일 제정된 환경 그르넬, 일명 ‘그르
넬Ⅰ법’의 시행을 위한 계획 법률을 통해 나타났다. 동 법률은 프랑스 정부는 “2020년에
유럽공동체에서 가장 저탄소 효율 경제를 실현하는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럽
공동체 온실가스배출의 최소 20% 감축 목표의 실현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노력할 것을”
담고 있다. 이 목표는 이른바 ‘그르넬Ⅱ법’으로 불리는 환경을 위한 국민약속을 위한
2010년 7월 11일 법률 제2010-788호에서 수정되었다. 최종적으로 2015년 8월 17일 제정
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률이 제정되면서 향후 2020년까지 새로운 목표가 제시
되었다.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을 40% 감축할 것
- 2030년까지 2012년 대비 화석연료 소비를 30% 감축할 것
- 2030년에 최종에너지 소비의 32%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전력생산의 40%를 담당하
도록 할 것
- 2050년에 201년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50% 감축할 것
- 2050년 정도에 배출 폐기물 총량의 50%를 감축할 것
- 2050년 정도에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비율을 50%이하로 하여 전력생산의 다
양성을 확보할 것
(2) 법적 프레임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디렉티브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공동 프레
임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공동프레임이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유럽법과 국내법
자체의 이유로 인해 다양하고 동일하지 않은 메커니즘에서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검토해볼 때,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일정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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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

한국의 에너지 최소소비 인증제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약인증제도는 2005년 7월 13
일 법률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법전 L.221-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인증은 유통되는 동산에 대해 최종에너지 소비의 KWH로 표시되며(L.221-8조)
를 표시한 것으로서 국가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구체화된다(L.221-10조).
인증의무자들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실현시키거나 아니면 인증서를 구매함으로써 에너
지절약인증서를 소지할 수 있다. 자동차연료 소비하는 법인이나 전기, 가스, 가정용 중유,
열 또는 냉기에너지를 판매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증의무자가 된다.
프로그램법률에서는 중기 목표를 정하고 이들 의무자의 판매량을 할당한다. 계획기간
의무자들은 이러한 의무에 상응하는 에너지 절약인증 금액의 확보를 통해 자신의 의무이
행을 입증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인증의무자들이 최고(催告) 후에도 상기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았다면 국가금고(Trésor public)에 금액을 이체하도록 에너지법전은 규정하고 있다
(L.221-4조). 2015년 1월 1일부터 총 700테라와트(TWH) cumac(cumulé(생산수명기간) +
actualisé(au marché, 시장에서 실행되어진)의 합성어)에 해당하는 목표를 가진 중기계획
의 제3기가 시작되었다. 에니절약인증 조치에의 제기 의무에 관한 2014년 12월 29일 데
크레 제2014-1688호가 제정되었다.
2015년 8월 17일 법률은 에너지 위험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위한 특별에너지 절약의무
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2) 에너지진단서비스(L’audit énérgétique)

2012년 EU디렉티브 제8조에 따라 에너지법전 L.233-1조 이하와 R. 233-1조 이하에 에
너지 진단에 관한 규정들이 국내법령에 전환 조치되었다. 같은 취지의 에너지법전 제2편
제3장 제3절에 규정된 에너지진단서비스의 시행방법에 관한 2014년 11월 고시(아레떼)가
제정되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에너지진단 대상 업체는 2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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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매출액이 5천만 유로가 넘는 기업과 총 평가금액이(total de bilan) 4천3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에너지진단 서비스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사업장(제3차와 제조
산업)에서 에너지 절약대상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에너지 감사는 공조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50개 이상의 분할 소유 건물 용도의 건축물
의 경우 2001년 6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전력망의 에너지 효율잠재력(le potentiel d’efficacité énergétique) 평가

전력망의 에너지효율성 잠재력평가와 가스 인프라시설(infrastructures de gaz)에 관한
2015년 11월 6일 데크레는 EU의 2012년 디렉티브 제15조의 국내법 전환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 동 데크레의 시행으로 전력망과 가스 인프라 시설의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운영
하는 인프라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잠재력 평가를 실시해야만 한다. 특히 소형 에너지 생
산시설의 접속가능성을 포함한 전력생산시설의 접속과 같은 운송, 배급, 적하(積荷)관리와
상호운영에 관한 내용을 평가한다.
4) 열병합발전(la cogénération)

열병합발전은 열에너지와 전기생산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양자를 개별적으로 분리 생
산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 우위를 누린다. 2012년 유럽연합 디렉티브는 회원국에
대해 고효율 열병합발전의 시행을 위한 평가완료를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프랑스는 2014년 11월 14일 데크레 제2014-1363호를 제정하여 위 2012/27/UE 디렉
티브(에너지생산 취약설비에서 냉(冷)･열기(熱氣) 망(網)으로의 연결에 관한 내용)의 국
내법으로 전환하였다. 2014년 12월 9일 고시(arrêté)도 마찬가지로 위의 2012년 디렉티브
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에 관한 것인데, 열에너지 냉･열기망과 연결된 에너지 취약설비의
취약성을 심사하는 비용-편익평가서 내용의 적정성(l’opportunit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설비는 의무구매 메커니즘과 같이 garantie d’orgine 시스템의 혜택을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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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분야의 공고(la publicité)

“에너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에너지를 아낍시다.” 위 슬로건은 환경법전 L.224-1조에
서 나온 것인데, 공공 메시지와 에너지분야 기업에서의 에너지 경제촉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 데크레 제2006-1464호와 에너지분야 공고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 고시(아레
떼)에 의해 제작되었다. 상기 조항들은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6) 열(熱)관련 규제

열에너지에 관한 최초의 규제는 제1차 오일쇼크 때 시작되었는데, 2013년 1월 1일 현
재 발효 중인 주요 규정으로 2010년 10월 26일 데크레 제2010-1269호를 들 수 있다. 위
데크레는 열에너지의 특징과 건축상 에너지 성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10
년 10월 26일 고시(아레떼)를 통해 열에너지의 특징과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에
너지 성과관리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RT(Réglementation thermique) 2012로
불리는 열규제는 신규 건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제3차 산업 활동과 연간 50kWhEP/㎡/an의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르넬Ⅰ법 제4조는 “2020년 말부터,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신축건물의 건축허
가 신청서류에 당해 건물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보다 적은 주에너지 소비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한
새로운 RT 2020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과 관련해 그르넬 Ⅰ법은 향후 2020년까지 기존건물의 집단
에너지 소비를 약 38% 감축할 목표를 잡았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40만호 이상의 노후 주택을 개량해오고 있다.
그르넬 Ⅱ법은 향후 2020년까지 제3차 산업용도 또는 공공서비스 활동에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에너지 실행의 개선 작업의 실천작업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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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에너지전환법 제6조에서 2030년부터 주거용 개인건축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의무화 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 에너지전환법은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건축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L.111-10조는 모든 에너지 리노베이션 공사는 에너지법전 L.100-4조에
정한 에너지 정책목적에 부합한 에너지 절약 실행계획 달성을 위한 제 단계에서의 모든
에너지 리노베이션 공사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에너지전환법은 위에서 언
급한 공공서비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에너지 실행의 개선작업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선공사는 그 단계에 다라 2010년 대비 향후 2050년까지 최소
60%의 최종에너지소비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유럽연합 디렉티브는 그르넬Ⅰ법에서 정하는 2020년까지 건축 에너지 소비를
40%감축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회원국 중앙정부로 하여금 에너지 고효
율 생삼품, 용역 및 건축물만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2년 10월 25일 유럽연합
디렉티브 제6조의 국내법령으로의 전환을 위한 2016년 4월 7일 데크레 제2016-412호가
제정되었다.
7) 에너지경영성과진단(Le diagnostic performance énergétique)

에너지 경영성과 성장과진단(DPE)은 주서나 건축물의 에너지 성과에 대해 알려주고
에너지 소비를 평가하고 에너지 소비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통보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과 개선을 위한 권고조치가 건축 및 주거법전 L.134-1조와 R.134-1조
규정되어 있다.
8) 이동수단

신규차량의 연료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 공개에 관한 2002년 12월 23일 데크레 제
2002-1508호와 같은 명칭의 2003년 4월 10일의 고시(아레떼, 이후 2005년 11월 10일 고
시로 개정)는 특히 잠재적 차량구매자들에게 연료소비량과 CO2배출량 표기를 의무화 할
것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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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2007년부터 이른바 보너스-말루스(bonus-malus)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말 그대로 보너스는 신규차량 구매자들에세 CO2 배출을 줄이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
을 하는 것을 말하며, 말루스는 반대로 이에 대해 과다매연차량에 대해 금전상의 불이익
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에너지법전 D.251-1조). 국내에서도 노후 디젤차량에 대한 보상
조치와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2015년 8월 17일 제정된 에너지 전환법은 국가나, 국유영조물법인, 지방자치단체나 지
방자치단체 조합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 분야에 속하지 않는 국영기업 차량 주차장의 갱
신에 있어 CO2 저배출 차량을 위한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환경법전 L.224-7조 이하
규정). 마찬가지로 공공장소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망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위
한 2014년 8월 4일 법률 제2014-877호도 같은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2015년 에너지 전환법은 근무지와 주거지 사이를 Km 당 보상해주는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노동법전(Code du travail) L.3261-3-1조). 그
보상금액은 노동법전 R.3261-15-1조에서 킬로미터당 25상팀으로 정해져 있다.
9) 지원(보조)에 관한 규정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효율성의 개선을 위해 여러 재정보조 규정들이 수반되고 있다.
- 전기한 차량에 대한 보너스-말루스 시스템
-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장비와 에너지 절약 공사에 대한 제세공제
- 주거 에너지 리보네이션 공사시 무이자대출(L’éco-prêt à taux zéro (éco-PTZ) , 2018년
12월 31일 까지 시행.
- 리노베이션 지원수단
- 에너지 취약가정을 위한 에너지 리노베이션 지원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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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크롱 정부(2017)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특징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재천명한 파리 신협약체결을 준비했던
사회당 올랑드정권이 2017년 5월에 기존의 좌우파 정치세력과 배경이 다른 신 정치세력
인 마크롱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태동이 사회당 정권이었기 때문
에 미국과 같은 이상한 행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고, 종래 에너지와 지속가능
개발을 부처 간판으로 내걸었다면 현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은 재생에너지 역할의 강조와
CO2의 감축을 위한 새로운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화석연료의 퇴출과 교통분야 에서의
전기자동차 역할을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의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전환을 통해 사회연
대적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2017년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관련 정부 부처조직의 변화: 지속가능발전 환경
에너지 부처에서 생태와 연대로의 전환부처로(2017.5.17.)
프랑스의 경우 올랑드(François Holland)대통령이 집권한 사회당 정권의 생태･지속가능
발전 및 에너지부장관(Minist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이
실세장관이었기 때문에, 2014년 2월 장관에 취임 이후 비교적 통일적인 기조를 가지고
환경과 에너지 관련분야에서 역동적인 과제추진이 가능하였다고 평가된다. 이후 2016년 6월
에 위 부처가 환경･에너지 및 해양과 기후관련 국제관계담당부(Ministre de l’Environnement,
de l’Energie et de la Mer, chargé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sur le climat)로 일부 내용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화얄 장관이 애착을 가지고 2017년 5월대선 이전 까지 환경과
에너지 정책이 진행되어 왔다.100)
지난 미국의 대선이나 한국의 대선처럼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도 기존 틀에 대한 실망
과 새로운 변화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기존의 정치적 배경에서 비교적 무관했던

100) 화얄 장관 시절의 프랑스의 신(新)기후협약 이후의 프랑스 녹색성장과 신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133면-151면)에서 소개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신(新)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
응의 현안과 법적 과제-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법제연구 16-19-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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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이 당선되고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부처 명칭도 생태전환연대부(ministre de la
Transition Ecologique et Solidaire)로 변경되었다. 현 마크롱 정권의 16개부처 중 두 번째
위상을 가진 생태와연대전환부의 장관인 니꼴라 휠로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환경주
의자 방송인으로 화얄과의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파리협약을 주도하는 프랑스의 환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본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2017년 7월 6일 환경연대전환부장관 회견-환경계획의 발진
(Lancement du Plan Climat)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마크롱 정권이 아직 출범 초기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을 잡고 싶은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종전 정권의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현 생태연대전환부의 홈페이지101)에 나타난 주요 정책에 대한 소개를
보면 이전의 환경에너지부 시절에 비해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 세부 내용 자체에 대한
이질감은 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2017년 7월 6일 환경연대전환부 장관 니
꼴라 휠로(Nicolas Hulot)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된 프랑스 정부의 환경플랜은 제20차
국제연합 환경조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파리환경신협약을 이끌어낸 프랑스 정부의
자신감과 유럽연합과 국제환경외교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앞으로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플랜(1 planète, 1 plan)’로 명명된 환경계획(Plan Climat)는 다음
6대 과제에 대한 향후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프랑스 환경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102)
- 불가역적 파리협정의 이행
- 모든 프랑스국민의 일상의 개선
- 화석에너지 사용의 중지와 탄소중립성의 참가

101)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 (검색일자: 2017년 7월 12일)
102)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sites/default/files/2017.07.06%20DP_plan_climat.pdf (검색일자: 201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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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세계 제1의 녹색성장국가로
- 환경시스템과 농업의 잠재력의 장려
- 기후변화외교에 대한 국제적 결집의 강화
위 환경플랜의 마크롱 정권임기 동안 향후 구체화 될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
지침을 즉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에 일부 내
용, 특히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의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소라는 기본적인 과제와
관련해 본다면 올 여름 휴가 후 진행될 의회와 정부의 정책과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한 6대 과제 가운데 본 연구보고서의 주된 관심영역103)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 무탄소 배출 전력생산

석탄연료 사용은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42%에 해당한다. 프랑스 정부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 감축을 위해 석탄연료를 사용한 전력생산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의
32% 수준의 목표를 2018년 중기에너지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지상과 행상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과 바이오매스를 통한 청정연료 개발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전환법상 목표에 비해 미달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이에 대한 투자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화석연료(열에너지와 배출가스)의 지하저장

프랑스 정부는 향후 탄화수소 이용에 관한 모든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혈암(頁巖)가스나 혈암유(頁巖油)(les gaz et pétrole de schiste, 셰일가스와
셰일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올 가을에 의회에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프랑스 본토는 물론 해외영토에서 일부 가스와 석유가 생산되긴 하지만 프랑

10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정책으로 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연료전지사업, 2차 전지,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한
전력 IT,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CCS) 등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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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전체 소비량의 90%가 넘는 화석에너지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울러 지하에 이를 저장하는
것에 과제의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국제환경협약에서 약속한 대기
온도 2도 저감(低減)을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엄청난 연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말
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화석에너지(배출가스)의 지중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탄소중
립성(배출된 CO2와 대기상의 CO2의 매립으로 이를 상계하여 종국적으로 추가배출을 0으
로 하는)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포집 후 처리
화 된 탄화수소가스를 지질학적으로 지하대염수층에 저장하는 CCS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한층 더 본격화 될 전망이다.
3) 온실가스 배출차량의 판매중지

현재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주범은 운송수단이지만 또한 순화된 연료와
전기자동차 등 가장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유럽국가 중 이 분야의 선진
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신규 판매차량의 16%를 전기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현재 10만대의 전기차량이 등록되어 있다.104)
이러한 혁신은 자동차생산자 기업들에게 동 분야의 선두를 차지하도록 2040년 까지
온실배출가스 배출원인 되는 휘발유나 디젤엔진 차량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목표를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도 유
사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04)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 현재 11,767대가 등록되어 있다(한국전력공사 전기차충전 관련 홈페이지
자료, https://evc.kepco.co.kr:4445/main.do, 검색일자: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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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추진정책의 특징과 동향
(1) 바이오연료분야
프랑스 정부의 바이오연료 개발 관련 정책은 아래 그림에 있는 바이오 에너지 변환시
스템105)의 상단부(바이오디젤과 바이오 알콜)와 관련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식물성)대체연료(biocarbulant)와 바이오연료(biocombustile)는 교통
과 난방에서의 에너지 재활용을 목적으로 식･동물의 총량(la biomasse, 다만 일반적으로
영어인 바이오매스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영어발음 표기대로 적기로 한다)에서
액체, 고체 또는 가스형태로 생산된 대체에너지원이나 연료를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된다. 식물성대체연료의 경우 화석연료의 첨가제나 보조제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105) http://www.knrec.or.kr/knrec/11/KNREC110700.asp (검색일자:2017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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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용된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수반된 변형절차에 따라 보통 3세대로 구분하고 있는
데, 현재 제1세대가 산업적 단계에 도달해 있고, 제2세대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바이오
대체연료에 대한 규제는 처음 사용된 재료의 성질의 기능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바이오연료개발의 필요성

가. 교통분야
기존의 연료와 혼합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특히 프랑스의 경우, 교통 분야에서 다음
5가지 논의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석유의 국제보유분의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 에너지석유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과 네 번째로 농업관련사업의 추가판로의 개척과 다섯 번째로 폐기물 재활
용의 관련시장 개척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다.
나.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바이오연료가 원료의 성장단계에서 광합성을 통해 CO2를 흡수함으로써 연료소모 과정
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사실상 상쇄하여 CO2증가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의 재온난화 상황은 유가파동과 이에 대비한 에너지 비축과
관련되는데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연료의 경우 대체적이고 재생가능한 에
너지원으로 등장한다.
다. 2015년 에너지전환법의 정책목표
2015년 8월 17일 제정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106)은 프랑스의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위한 야심찬 다섯 가지 목표를 밝히고 있다. 교통에서의 바이오연료와 같은 재생
에너지 부분의 확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

106) La 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du 17 aoû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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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리협약에서도 기후온난화 수준을 섭씨 2도 이하로, 정말로 1.5도 낮추도록 합의하고
있다.
2) 종 류

가. 바이오휘발유
휘발유와 함께 사용되는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은 아래 [그림 6]107)처럼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무우나 사탕수수는 물론 밀, 감자, 옥수수의 전분의 발효작용(ferment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6> 바이오 휘발유 생산과 이용

나. 바이오디젤
우리에게는 일찍부터 알려져 있는 식물성 디젤유는 해바라기씨유(Huile de tournesol)나
유채종유(種油, Huile de colza)를 에스테르 교환반응(transestérification)을 통해 식물성 에
스테르유나 바이오 디젤유로 변형시켜 일반 경유와 섞어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아래 [그
림7] 참조108))

107)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biocarburants (검색일자:2017.07.06. 출력물 2면)
108)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biocarburants (검색일자:2017.07.06. 출력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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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바이오 디젤의 생산과 이용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 유채(油菜)종유를 통해 식물성 메틸에스테르(Ester méthylique
d’huile végétable, EMHV)를 생산하고 있는데 2015년 현재 약 160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바이오연료 용도로 사용되는 전체 프랑스 곡물과 설탕용 목초생산의 5%미
만 정도를 차지한다. 에탄올 생산을 위한 사용되는 1차 재료를 종류별로 보면 옥수수가
가장 큰 비중(27.1%)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밀(40%), 사탕무우(25.9%), 포도잔유물(6.9%)
그리고 셀룰로오스가 0.1%정도이다.
2015년 프랑스에서 소비된 연료에 포함된 바이오에탄올의 94%는 프랑스에서 생산되
고 있다. 실제로 유럽은 전체 생산량의 99.98%가 소비되는 곳이며, 미세한 양을 브라질
사탕수수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다. 메틸3차부틸에테르
다음으로 ETBE(éthil terito butyl éther)로 표기되는 메틸3차 부틸에테르(이하 ETBE로
표기한다)가 있다.
라. 바이오합성휘발유
바이오합성휘발유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CO2 배출 문제뿐만 아니라 제한된 원유량
및 증가하고 있는 소비로 인해 비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메탄올을 휘발유로 변환하는 기술은 약 30년 전에 발견되어 상업화되었다.
메탄올은 풍부하면서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에서 합성가스(Synthesis Gas)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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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휘발유로 변환할 수 있다.109) 바이오 합성휘발유의 경우 휘발유에 완전히 혼합
될 수 있는데 약간 퍼센트 정도로 섞을 수 있다.
향후의 전망: 리그노셀룰로오스 에탄올(l’éthanol d’origine lignocellulosique)
이미 산업계는 바이오연료의 1차재인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연료로 만드는 바이오
매스변환 기술과 바이오연료의 정제와 같은 부가가치 제품의 공정과 개발의 중요성이
글로벌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표적 농업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경우, 식량생산을 위한 곡물재배와의 경쟁
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의 1차재의 다양화와 함께 이른바 2세대 또는 진보
된 바이오연료개발에 대한 우선적 지위의 부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된다. 곡물전체의 재활용과 농업부산물, 전용(專用)경작을 통한 바이오매스의 이
용과 같은 파이롯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에탄올의 경우 향후 목재폐기물이나 밀짚을 1차재로 하는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
스의 사용(앞의 [그림 6]의 좌측 3번째 상단 참조)이 우선적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바이오연료의 사용

① 바이오연료는 주로 화석연료와 혼합하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는 바이
오연료를 함유한 연료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SP95와 SP98의 경우 5%까지 에탄올이나 15%의 ETBE가 포함되어 있다.
- 디젤유는 8%까지 EMAG가 함유되어 있는데, 보통 바이오디젤로 부르고 있다.
- 슈퍼에탄올 E85는 65-85%의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다.
② 이와 같이 주유소에 배급 판매하고 있는 연료 이외의 바이오연료도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디젤30’은 30%까지 EMAG포함하는데 전용

109) 서울대학교 연구처 산학협력단 최근연구동향(검색어:바이오디젤 부산물을 바이오 휘발유로 변환하는 기술,
등록일자: 2013.12. 19.) http://snurnd.snu.ac.kr/web/www/inf_02 (검색일자:2017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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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로 운행하는 물류운반차량의 경우에 허용되는데, 일반 대중들은 구입할 수 없는데,
현재 운행 중인 다른 일반 디젤차량의 엔진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ED95’의 경우 95%까
지 에탄올을 함유하는데, 디젤엔진처럼 자동착화 엔진용으로 사용된다. 순수 식물유는
농민이나 어업인들이 트랙터나 다른 농/어기구 엔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실험적 명목으로(au titre expérimental), 사전에 차량 정기검사
의무와 국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순수 식물성 연료나 혼합연료를 비승객용 지자체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태양에너지(Energie solaire)
프랑스에서 태양광 에너지 사용은 전력생산(태양광, Le photovoltaïque)과 열에너지
(태양열, Le solaire thermique)생산을 통해 이용되고 있다.
태양광을 전력에너지로 전환하여 직류로 변환시켜 이를 저장하여 다시 필요한 시기에
전력에너지로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은 태양 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전지(des
cellules)를 모아놓은 모듈(un module)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체가 하나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성하며, 모듈의 수명은 보통 25년 정도를 예상한다.
태양열의 이용기술은 태양에너지의 광열학적 이용분야로서 태양열의 흡수와 저장, 열
변화를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이나 급탕 등 열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태양열에너
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 태양광

가. 태양광 발전의 특징과 장/단점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은 에너지원이 태양 빛이라는 점에서 청정무제한이라는 큰 장
점과 필요 적지에 요구량만큼 발전이 가능하고 유지나 보수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무
인화도 가능하고 모듈의 수명이 긴 점에서 경제성과 효율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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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전력생산량이 지역의 일사량에 많은 차이가 있고, 에너지 밀도의 직접도가 낮
아서 비교적 큰 설치면적이 필요하다보니 장소가 한정적 일 수밖에 없고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나 시스템 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발전단가가 높다는 취약점을 가진다.
나. 태양광발전의 현황
2015년에 프랑스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6.5기가와트(GW, 이중 유럽본토에서 6.2 GW)
의 전력을 생산하였는데, 그해 유럽 전체 태양광 발전량이 95GW(전 세계적으로 230GW
로 추산)인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치이다.110) 그리고 2016년에 7.1 기가와트를 태양
광발전을 통해 생산하였다.
2015년의 신규 태양광발전 시설의 발전량은 879MW이고, 프랑스전력망회사(RTE)의
전기(電氣)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은 7.4TW로 전년
도 대비 25%가 증가하였고, 유럽 본토 전체 전력소비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
는 600MW의 신규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었는데, 2017년에는 추가 입찰을 통해 전년
도 대비 더 많은 태양광발전 설비가 건설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
아래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광발전설비는 일조량과 관련되어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타 지역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110) 본 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프랑스 생태 연대전환부의 최종 입력시기가 2017년 2월이긴 하나 주요자료의
경우 2016년에 제공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통계수치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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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태양광발전시설의 분포111)

다. 목 표
2015년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정부의 중기(다년간)에너지계획(la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énergie)이 2016년 11월 2일 발표되었는데, 2018년 태양광발전목표를 10.2기가와트로
잡고 있으며 2023년까지 18.2기가와트 내지 10.2기가와트로 전망치를 잡고 있다.(아래
[그림9] 참조)
이번 정부의 에너지중기계획은 종전에 비해 상당히 역동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의 확
대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공시설물(des espaces artificialisés) 보다 자연농경지역
(les espaces naturels et agricoles)에 지상태양광발전시설을 고정설치하는 경쟁력 있는 솔
루션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에 신규공사 발주가 있었고
2017년에는 약 1.6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1)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eolien-terre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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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태양광발전소의 증가112)

2) 태양열

태양열 이용을 통한 온수나 난방은 실제 수요의 100%를 담당하지는 못하고 추가적인
열 공급이 있어야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크게 3가지 유형(개별 온수급탕형(CESI113)), 복합
형(SSC, le sustèmes solaires combinés) 단체태양온수공급계약(le marché de l’eau chaude
solaire collective)114)이 일반적이다.
(3) 해양풍력발전
2015년 에너지전환법은 ‘Horizon 2030’ 목표연도의 전기에너지 생산의 40%를 신재생
에너지가 담당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에너지 중기계획(PPE)의 중요한 부분
으로서 풍력발전(해양)에 관한 국가전략이 2017년 2월 24일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112)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solaire.
113) les chauffre-eaux solaires individuels, 개인가구의 목욕 및 온수생산과 400- 450KW/년/ 생산을 위한 소규모
설비로 추측된다.
114) 이러한 설비는 전체 난방 수 수요의 40-60%정도를 공금하며 각 설비의 규모나 수요측정과 온수배정은 사전에
평가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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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해양발전설비를 통해 3천 메가와트에서 6천메가와트로 확대 배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부유(浮游)풍력발전기를 통해 100메가와트에서 2천메가와트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 풍력발전설비는 주로
프랑스 서북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0> 해양풍력에너지

115)

신재생에너지 및 자가소비(l’autoconsommation)에 관한 2017년 2월 24일 법률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꽁세이데타의 데크레를 통해 교통망과의 접속기간이 초과하는 경우에 특
별보상이 실시되었다.

115)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energies-marines-renouvelabl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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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산화탄소포집과 지질학적 저장
1) 개 괄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혹은 가스의 지하저장과 관련해 다양한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에너지원인 가스와 탄화수소의 저장116), 포집된 이산화탄소 가스의 지하(해저) 저장, 열
에너지 저장 등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억제와
관련해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변환처리 후 지하저장이 가장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CCS(Carbon capture and stockage)로 알려진 이산화탄소포집과 지질학적
저장(le stockage géologique du CO2)은 화력발전소, 보일러, 용광로나 소각로 등 집적된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화학적으로 처리한 뒤 저장시설로 파이프
라인으로 이송하여 보관암반층에 이를 주사하여 지표로부터 격리시켜 저장하는 것을 말
한다.
이산화탄소포집과 지하(해저) 저장은 현재 보다는 향후의 기술발전과 경제성에 대한
비용극복이 담보되는 새로운 분야이지만 다른 에너지 생산과 달리 온실가스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 CCS

포집된 이산화탄소 가스 저장시설 대상지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이유로 주
로 심부의 대염수층(帶鹽水層, des aquifères salins)으로서 음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강한
염분을 가진 저수층이나 고갈된 탄화수소저장층 내지 석탄층이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대규모 배출은 발전설비와 제철사업 등 고열에너지 사업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진행 중이거나 사업계획서 제출된 대규모 CCS 투자사업 가
운데 현재 운행 중인 곳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CO2포집 프로젝트인 피
116) 극단적인 기상조건에 의한 기후변화(위험)로 인한 원료공급자의 파산에 따른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들 수 있으나 기술개발 비용이 높고
선진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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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네-아틀란띠끄 레지용의 라끄(Lacq)프로젝트 한곳이다. 그리고 ULCOS(Ultra-Law
Steelmaking)프로젝트는 제철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CO2포집과 처리시설 공사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밖에도 C2A2 프로젝트와 France Nord 프로젝트가 추가되었다. C2A2
는 산업적 솔루션 개발에 앞서 이산화탄소 포집의 부상하는 기술 자재력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 전력생산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하브르(Havre)소재 화력발전소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연구실험의 테스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노흐(France Nord) 프로젝트는 온
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심부(深部)의 대염수층 지하저장의 비용과
수월성 연구와 관련된다.
(4) 전력망과 스마트그리드117)
프랑스 전력회사 EDF에서 분사(分社)된 프랑스 전력망(Réseau de Transport d’Electricité)
에서 대륙 본토의 전력망, 특히 5만 볼트 이상 고압송전망 건설사업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십만 킬로가 넘는 고압 또는 초고압송전선과 1000곳의 변전소 그리고 4000
곳이 넘은 배전소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6개국(영국, 벨기에, 독일, 이탈리
아, 스페인, 스위스)의 전철들이 프랑스 전력망을 상호연계되어 철도운행의 전력을 공급
하고 있다. RTE측은 향후 10년간 전력망투자는 년간 평균 15억 유로로 추정되는데, 이중
10억 유로는 전력말 개발에 4억 유로는 장비 보수와 교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의 샌산과 운반, 소비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생
산자와 수요자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을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des reseau dits“intelligents” (똑똑한 전력망)으로 불린다.
스마트그리드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에 대처하는 에너지 전환의 도전의 다른 측
면에서의 대답을 가능케 하는 기능전반을 재편성(regrouper)한다고 평가된다.
117) 전기에너지 생산과 배급에 관한 자료검색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탈(脫)원전정책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은둔속의 현상유지라는, 다시 말해 원전정책의 포기나
탈퇴는 아니라는 점을 추측해 본다. 향 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분담비율을 30%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여하
튼간에 원자력의 전기생산 분담율을 현재 보다 낮춘다는 것은 분명하고, 신규 원자로 건설과 같은 투자의
순위가 밀리거나 당분간 없다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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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는 앞선 전력관리 기능(fonctions avancées de gestion)의 이용, 보다 유연
성을 제공하는 전력망의 관찰과 인도를 통해 수요망에 대한 투자를 최적화하고 불규칙적
인 생산의 대량적 추가와 전기자동차의 대량수요를 가능케 한다.
스마트그리드기술의 발전은 신세대 장치(태양광발전의 집적기(capteurs), 원격조정장치
(équipements télé-opérables), 커뮤니케이션장치(équipements de communications)의 도입
과 사용, 기존 설비나 장비의 디지털화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로
전력망에 수집된 수많은 정보를 처리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computer communicant)의 이용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2021년 까지 작업
이 진행될 예정인데, 2014년 12월부터 수취인들(des parties prenantes)과 함께 기간 내에
이러한 새로운 컴퓨터 이용에 관련된 관련쟁점을 나누고 진행하기 위해 에너지국의 지원
을 받는 컴퓨터커뮤니케이션 이용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지금의 컴퓨터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컴퓨터는 2가지 주요한 혁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
는 질적 수준에 관한 바로 세분화된 소비와 정보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쌍방향 소통능력
(une capacité de communication bi-diectionnelle)인데, 이러한 쌍방향 소통능력은 계측 데
이터 전송과 원격 지시수령이 가능하다.
약 50억 유로의 주문투자(Investissement de l’ordre)가 TURPE 방식으로 배선망 운영자
를 통해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 스마트 그리드 솔류션은 수년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실험을 거쳐
대규모 차원으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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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1)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액션플랜(Climate Action Plan)118)
가. 논의의 배경
2013년까지 연방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각 주에서 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제하였다. 따라서 주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목적과 방법, 주력 에너지 사업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예컨대 35개 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25개 주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아닌
기존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에 대한 가격규제 등을 실시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2013년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 액션플랜을 발표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행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인 중 삼분의 일 정도가 난방･전력･자동차 등
내수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까지 일반 가정의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100메가와
트까지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 청정에너지
확대, 새로운 이동수단 개발, 에너지 저감대책 마련, 온실가스 배출감축, 연방차원의 정책
추진, 국제적 협력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안하였다.119)
나. 이산화탄소 저감 추진
기후변화 액션플랜에 따르면 새로운 에너지 정책 소관기관으로는 연방 환경보건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이 지정되었으며,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이하 DOI) 등 유관기관의 협조의무가 규정되었다. 우선, EPA의 주요 활용목적으

118)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White House Archives, 2013, at 6-12,
available at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119) Id. at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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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에너지 생산량 증진”을 규정하였다. 청정에너지 활용전략
으로 EPA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 2배 증진을 목표로 공공용지에서 연간 10
기가와트의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DOI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설비
(약 25개 정도), 풍력에너지 설비(약 9개 정도), 지열에너지 설비(약 11개 정도)의 건설을
승인하였으며 에너지 발전 허용수치도 증진시켰다.
다. 에너지 생산구조 변화 추진
오바마 행정부의 액션플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14년까지 에너지 구조의 30% 이상
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방 정부에서 대략 7백9십만 달러 정도를 투여하였
으며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생물연료, 새로운 핵기술 발전 등 광범위한 신기술을 바탕
으로 한 에너지원 발굴을 목표로 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연구(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기후변화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2백7십만 달
러 정도의 예산을 기후변화연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미국사회 전반(경
기, 에너지, 농업, 이동,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산업촉진을
위하여 연방 차원에서 기후변화 데이터 활용계획(Climate Data Initiative)의 경우 해수면
높이변화 지도제작, 조수변화에 대한 항공사진 제공, 국민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
화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120)
둘째, 화석 에너지 저감전략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기술 개발에 약 8백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avoidance, reduction, 인위
적 방사제한), 4년마다 에너지 절감수준을 확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방 과학기술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주체가 되어 연방정부 및 각 주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 환경, 안보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유도하였다.

120) Id. a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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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동수단 변화 촉진121)
오바마 행정부의 액션플랜에 따르면 자동차, 특히 대형 트럭과 버스 등이 온실가스 증
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행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정
도에 걸쳐 2억7천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과 5억3천만 배럴의 기름배출감축을 목표로 정하
였다. 특히 2018년까지 화석연료는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
로운 이동수단 연료로는 에너지 안보와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생물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예컨대 미국 해군과 농업 및 에너지국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국
방 및 상업영역에서 생물연료 활성화 기술을 추진하였다. 한편,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효율성 기준을 수립하고 2030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활용수단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축기술 활용에 관심을 가져 2020년까지 약 20%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였으며 120개의 기관이 협력하도록 유도하였다.
마. 온실가스 배출 감축
냉장고 등의 냉매제로 주로 활용되는 수소화불화탄소(HFC, Hydrofluorocarbons)는 지
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2020년까지 대기오염 배출을 3% 저감할 것을 목표
로 하였다. 연방정부는 이동수단, 에어컨 등에서 HFC의 활용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에너지 저감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사기업에 대한 규제효율성에 대해서는 비
관적인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편,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EPA가 농업국
이 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목을 보존하기 위하여
숲을 보존하고 토양과 수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조하였다.
바. 연방과 주의 협력
연방정부는 특히 연방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강조하면서 주법에 의한 개별적

121) Id. at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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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보다는 연방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2011년
부터 추진된 에너지 절감정책(Implementation of Energy Savings Projects)의 경우 2백만
달러 정도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여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빌딩건축에 활용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에너지 활용률을 낮추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약 2억3천만 달러를 투여하였고,
민관협력을 통하여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였다. 특히 미국 정부는 녹색버튼기준
(Green Button standard)을 개발하여 연방정부가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배출,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직접 일정한 투자지원을 할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기후변화대응 협력팀(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을 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국 기후변화정상회담(National
Climate Adaptation Summit)을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2013년
연방정부는 기후변화 액션플랜을 제안하면서 각 부처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예컨대 교통국은 해안도로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을 제안
하였고, 국토안보국은 북극과 국경지방의 환경보호를 제안하였다. 또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EPA는 북캐롤라이나에서 해수면 높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위험을
낮출 방법을 연구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2) 국제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122)
기후변화 액션플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국제협력은 거시적 협력, 경제적 협력, 분야별 협력으로 크게 분류된다.
첫째, 기후변화는 단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이므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전제한다. 예컨대 2009년 시작된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경제 포럼

122) Id. at 17-20. 김은정, 에너지시장구조의 성공적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너지세를 중심으로, 의생명과학
과법, 제17권, 2017, 225-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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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Economic Forum on Energy and Climate)에 따르면 지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약 75%가 17개 국가에서 발생한다. 포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참여국 모
두의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동 회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지역공동체(Clean Energy Ministerial)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경제협력증진의 경우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경제협력계약을 맺고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촉진하였다. 특히 수소화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증가와 관련하여
사용량이 높은 위 세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사용량을
줄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국제협력 분야를 열거하였다. 예컨대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 미세먼지(black carbon) 등 대기오염 감축문제를 해결, 수목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분야와 사기업의 협력촉구 등이 제안되었다.
넷째, 국제협약으로 환경에 관한 자유무역협약(Negotiating Global Free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특히 청정 에너지 기술(예컨대 태양, 바람, 수
력, 지력) 활용을 촉진하였다. 예컨대 특정 환경물품들에 대하여 관세를 5% 정도 인하하
는 방식으로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친환경 산업이므로) 유통 및 거래방식에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빙식을 제안하였다.

2. 파리협정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 연방정부 중심의 정책과 입법 추진
가. 정책개관
2015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르면, 기후변
화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여한 국가들은 지구의 평균온도를 2℃정도까지 완화할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1997년 약 37개국이 합의에 이른 교토의정서에 비하면 파리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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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국가가 195개국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의무국가를 지정하였던 교토의
정서에 비하여 파리협약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하
는 자발적 국가결정기여 방식(INDCs)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파리협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 행정부의 경우, INDCs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를 (2005년 기준) 약 26-28%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0% 정도로 감축되는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 영향
이 예상된다.123) 특히 이 자발적 감축결정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감축량으로 사실상
전 세계의 온실가스의 12% 정도를 미국이 감축하겠다는 제안이었다.
나. 청정에너지 계획의 법적 근거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미국 연방정부는 2015년까지 청정에너지 계획(Clean Power Plan)을 수립하고 이산화탄
소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EPA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124)
에 근거하여 청정에너지계획을 작성하고 화석연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였다. 대기오염방지법은 1970년에 제정되어 연방이 대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EPA는 구체적으로 청정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EPA 규칙 (40 C.F.R. Part 60)

EPA는 청정에너지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가이드라인(Carbon Pollution
Emission Guidelines for Existing Stationary Sources)을 행정규칙125)으로 발령하였다. 가이
드라인에 따르면 EPA는 구체적인 감축량을 제안하고 개별 주법에서는 석탄, 가스공장
중 주의 경제 및 사회적 여건에 맞게 2022년∼2030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감축

123) NRDC, “The Road from Paris: The United States Progress toward its Climate Pledge”, Issue Brief, 2016.11, at 1.
124) 40 C.F.R. Part 60
125) 40 C.F.R. Part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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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제안하여야 한다. 즉, EPA의 계획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
한 모델계획(model plan)으로 작용하며, 각종 인센티브 정책 등을 활용하여 주법에서 참
여하도록 유인하였다.126)

<그림 11>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127)

(2) 주요 내용128)
파리협약 이후 연방 법무부는 다방면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을 추진
하였다. 에너지 효율등급 변경, 건축 에너지 등급 조정, 신기술 개발, 교통수단 개선, 새로
운 대안정책프로그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에너지 절감 및 이용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생활용품(세탁기, 냉장고 등의 전기제
품)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변경하였다. 에너지 효율등급의 활용은 2005년 처음 시작되었
지만 에너지 기술발전과 정책 관념 변화로 에너지 등급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126) Id.
127) NRDC, supra note 115, at 2.
128) Id. a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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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효율기준 현대
화 사업으로 약 40여개 이상의 제품에서 에너지 효율화 단위가 변경되었다. 오바마 행정
부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용 가스, 가정용 수영장 펌프 등의 에너지
효율화 등급기준을 변경하였다.129)
둘째, 에너지 효율화 등급 조정과 함께 건축 에너지 등급을 조정하였다. 건축코드는
관할에 따라 차이가 있어 표준화되지 못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대체로 국제 건축코드
위원회의 기준을 따랐으므로 이미 통합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는 이에 더하여
2030년 경에는 미국 전역에서 통합된 건축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 약
1억6천만 메트릭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태양력, 풍력 등 신기술을 발전시켜 기술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연방정부는 청정에너지 계획에 따라 공공용지에 청정에너지 설비건설을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약 4백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교통수단의 경우 2025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탄소 오염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2016년 미국 연방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EPA
는 각 주정부에 에너지 활용과 배출기준을 2027년도까지 매우 엄격한 단위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EPA는 기술변화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육상환경
뿐만 아니라 항공기 공해 등에 대하여도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여타 환경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저감기술에 관심을 가져 연방환경청은 대기오
염방지법에 따른 새로운 대안정책마련(Clean Air Act’s Significant New Alternative Policy,
이하 SNAP)을 촉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여섯째, 파리협약 이후 국제적 환경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 캐나다, 멕시코 등 북아메

129) Id. a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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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정상과 협력을 강화하여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2025년까지 약 50% 정도의 에너지
감축을 추진하였다.
(3) SNAP 법적근거 및 현황
가. 개관
EPA는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정책을 수립하기 위
하여 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신기술을 채택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SNAP를 추진하
였다.130) 구체적으로 SNAP는 대기오염방지법 제612장131)에 의하여 EPA가 제안된 신기
술이 대기환경 보호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기술의 사용을
금지한다.132) SNAP가 시행된 이후 EPA는 여러 차례 채택기준 등을 수정하였는데, 파리
협약 이후, 온실가스 사용금지 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EPA 규칙 (40 C.F.R. Part 82)133)
예컨대 2016년에 개정 SNAP 수정안은 성층 오존층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신기술
에 대하여 EPA가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134) 또한, 2015년에 개정 기준에 따르면
특정 수소화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
하였다. 이에 따라 에어로젤, 냉장고, 에어컨 등에서의 수소화불화탄소에 대하여 EPA가
적극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EPA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www.epa.gov/snap>.
Section 612, Clean Air Act
EPA 홈페이지 Fact Sheet 참조, available at <www.epa.gov/snap>.
40 C.F.R. Part 82 [EPA HQ OAR 2015 0663; FRL 9952 18 OAR] 및 [EPA HQ OAR 2014
0198; FRL 9926 55 OAR] 참조.
134) Final Rule 21 - Protection of Stratospheric Ozone: 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 Program New and
Changed Listings
130)
131)
13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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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거래법제
가. 개관
2009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청정에너지안보법에 근거하여 각 주에서는 자발적으로 온
실감수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
준(GHG Standards for Passenger Vehicles, Assembly Bill 1493), 재생가능한 에너지 활용
계획 기준(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enate Bill X1-2) 등이 제안되었다. 이 중 2013년
탄소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 제도를 도입하여 관심을 받고 있다.
나. 법적 근거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우선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해결법(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Assembly Bill 32)135)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약 15%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대기자원위원회(Air Resources
Board, 이하 ARB)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의무
화하였다. ARB는 동법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안(Scoping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136) 특히 동법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물질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화불화탄소(hydrofluorocarbon),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 육플루오
르화황(Sulfur hexafluoride)을 규율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시스템을 규율한 ETS법(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을 제정하여 배출
권 할당제(Cap and Trade)를 도입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매 분기
탄소배출권을 경매절차를 진행하며, 경매로 얻은 수익은 캘리포니아 주 온실가스 감축사
업에 활용하도록 규정되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37) 우선, 법률안에 열거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135) 캘리포니아 주 EPA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www.arb.ca.gov/cc/ab32/ab32.htm>.
136) 2014년 Climate Change Scoping Plan 참조, available at <www.arb.ca.gov/cc/scopingplan/fe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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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업, 시멘트･천연가스･식품가공 업 등) 중 일정 기준(일반적으로 25,000 메트릭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거래제의 규율을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기
업은 의무적으로 배출량을 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기준 이상을 배출할 경우, 배출
권거래를 통하여 허용된 양만 배출할 수 있다. 그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안전규정(Health and Safety Code)에 의하여 ARB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 법제 요약]138)
보고의무

주요 내용

관련규정

배출량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온라인 제출
(매년 4월까지, 단, 전력산업은 매년 6월까지)

95103(e)

배출량 확인

ARB 보고내용 확인
(매년 9월까지)

95103(f)

배출량 조정

ARB 확인내용에 관한 조정
(ARB 확인 후 9월 이내)

95977(d)

배출권 할당

주요 내용

관련규정

배출권 등록

매년 1월까지

95830(d)(1)(B)

차년도 배출권 할당

매년 11월까지

95870(d)

공시의무

각 기업은 배출권 공시의무

95892(b)(2)

배출권 거래

통상경매 이후 6주 이내 기업간 배출거래 허용
($40-$50 가격범위 이내)

95913(c)(3)

137) 캘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 가이드라인, “Cap-and-Trade Regulation Instructional Guidance” 참조, available at
<www.arb.ca.gov/cc/capandtrade/guidance/guidance.htm>.
13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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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용현황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 경매에서 2013년에는 394백만톤이
350여개 기업에 매각되었으며, 2015년에는 560백만톤이 매각되었다. 이러한 규모는 유럽
연합에 이어 가장 큰 규모로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추후 탄소거래제를
캐나다 퀘백 주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139)
라. 최근의 논의
2017년 7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0년까지로 제한된 한시법인 배출권거래제도를
2030년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였다.140)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배출권거래제도를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전략임을 강조하면서 연방 공화당 및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개정 법률안(Assembly Bill 398)에 관한 논의에서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의 경우 76명 중 55명의 찬성, 하원의 경우 40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대다수의 의원
들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방주도의 환경규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
(1) 2014년 연방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합헌판단
(United Air Regulatory Group v. EPA)
연방대법원은 2007년 Massachusetts v. EPA 판결에서 연방정부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위임입법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0년 EPA는 대기
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한 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PSD) and Title V Program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였다.141) 동 규
139) California and Quebec sign agreement to integrate, harmonize their cap-and-trade programs, available at <https://
www.arb.ca.gov/newsrel/newsrelease.php?id=508>.
140) Los Angeles Times, “California Legislature extends state’s cap-and-trade program in rare bipartisan effort to
address climate change”, 2017년 7월 17일자. 연합뉴스, 美캘리포니아 주의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압도적
찬성, 2017년 7월 9일자.

108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정은 특히 새로운 환경오염과 관련된 시설물을 배출하는 경우, 현재 도입 가능한 기술
중 가장 좋은 기술(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
다.142)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동 규정이 상위입법인 대기오염방지법에 반하여 상위 환경
규제기관으로서 연방의 입법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PA는 온실
가스 배출이 갖는 공중보건과의 관련성, 연방의 규제권한을 인정한 2007년 판결 등에 근
거하여 입법권을 남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2014년 연방대법원은 United Air Regulatory Group v. EPA143) 판결을 통하여 EPA가
온실가스 배출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PSD와 Title V에 대한 배출허가 의무화를 규
정할 수는 없지만, “온실가스에 대한 BACT를 준수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가에 배출
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일정한 제한은 있지만 대기오염방
지법에 근거한다면 EPA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
을 다시 확인하였다.
동 판결은 환경에 대한 연방의 구체적인 규율범위에 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즉,
동 판단은 의회입법 없이 행정입법만으로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30%정도까지 온실가
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동 판결이 EPA에 전적으로 온실가스 규
제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44) 이러한 해석에 관하여 스칼
리아 대법관은 입법이 아닌 연방의 모든 행정명령이 기업에게 바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전국배출 온실가스 중 83% 정도에 대해서는 EPA가 규제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
하기도 하였다.145)

141) 40 C.F.R. 51.; 40 C.F.R. 52.; 40 C.F.R. 70.; 40 C.F.R. 71. (2010).
available at https://www.gpo.gov/fdsys/pkg/FR-2010-06-03/pdf/2010-11974.pdf.
142) 40 C.F.R. 51.; 40 C.F.R. 52.; 40 C.F.R. 70.; 40 C.F.R. 71. (2010).
정하명,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 유럽헌법연구, 제17호, 2015, 134-138면.; 권종걸, 연방대법원의
Massachusetts v. EPA 판결을 통해 본 대법원 판례의 경향, 영남법학, 제15권 제2호, 2010, 267-295면.
(2014).
143) United Air Regulatory Group v. EPA, 573 U.S.
144) Richard Wolf, “Supreme Court limits greenhouse gas regulations”, USA Today, 2014년 6월 23일자.
145) Robert Barnes, “Supreme Court: EPA can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 some limits, Washington
Post”, 2014년 6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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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환경규제에서의 비용고려 의무화(Michigan v. EPA)
한편, 2014년 판결 이후, EPA의 규제권한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면서 2015년에는
Michigan v. EPA 판결146)에서 연방대법원은 환경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비용을 고려하여
필요 적절한 규제인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동 판결은 연방 환경정책국(EPA)
의 규제권한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범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연방 주도 정책에 대하여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되었다.147)
(3) 2016년 오염원에 따른 배출량 규제에 대한 판단 중(West Virginia et at., v. EPA)
2015년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은 명시적인 최종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환경규제권한
을 제한하는 방향의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West Virginia et at., v.
EPA 판결에서 제5항소법원은 EPA가 구체적인 온실가스 허가기준을 제안한 명령(“Carbon
Pollution Emission Guidelines for Existing Stationary Sources: Electric Utility Generating
Units”)148)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를 신청하였으나 연방대법
원이 이를 각하하여 항소법원에서 최종판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연방대법원
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제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명령을 내려 추후
판단은 환경규제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49)
특히 본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기오염방지법 제111조에 대한 해석문제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방지법 제111조 (b)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주오염원(stationary source)이 대기오
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공공보건 또는 복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may reasonably be anticipated”)에 당해 오염원의 분류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146) Michigan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76 U.S.
(2015).
147) Jonathan H. Adler, “Supreme Court smacks EPA for ignoring costs, but mercury rule likely to persevere”,
Washington Post, 2015년 6월 30일자.
148) 80 Fed. Reg. 64,662.
149) Jonathan H. Adler, “Supreme Court puts the brakes on the EPA’s Clean Power Plan”, Washington Post, 2016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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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d)항에 따르면, 연방행정청은 각 주에서 “에너지 원료 분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기준(양, 오염농도)을 제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EPA가 제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0) 동 규정에 대하여 25개의
주가 연합한 원고 측은 연방 EPA가 청정에너지계획(CPP)을 발령하면서 “에너지 단위에
따라 구체적인 발령단위까지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는 처분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PA는 대기정화법에 따라 에너지 단위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
로 열기하지 않았으므로 연방 행정기관인 EPA는 당연히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EPA의 규제범위에 관하여 위임범위의 해석을 두고 연방과 주의
권한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연반대법원이 2016년 2월 청정에너지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정지가처
분을 발령한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는 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여전
히 청정에너지계획에 따른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2017년 구성된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면서 추후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트
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2016년 대선 당시에 제안된 기후변화대응 공약인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에서 추측할 수 있다.151) 동 계획에 따르면 에
너지 개발의 독립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연방정부의
규제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상반된 세 가지 주요
내용은 첫째, 파리기후협정 탈퇴, 둘째, 청정에너지 발전계획(CPP) 폐기, 셋째, 연방 주도
의 환경규제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주 정부 위주의 규제권한 강화로 요약된다.152)

150) 42 U.S. Code § 7411(b)(d).
151) 윤용호,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7, 4면.; 정남철 유
승직 전훈 김성배,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의 현안과 과제, 기후변화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90-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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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후변화정책에서의 주요 변화153)
구분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목적

에너지 독립, 고용창출

에너지 독립, 고용창출

철학

지구온난화, 전지구적 의제

지구온난화는 거짓말

파리협정

파리협정 주도 및 NDC 목표 달성

파리협정 탈퇴

(1) 기후변화 대응계획(CAP) 시행
(신재생, 에너지효율 2배 확대)
이행수단

(2) 청정발전계획(CPP) 추진
(전력부문 배출량 32% 감축)
(3) 신재생 세액공제(ITC/PTC) 연장

(1) 화석연료 규제 폐지
(2) 청정발전계획 폐지
(3) 신재생에 편중된 지원 불가
(ITC/PTC 폐지)

(풍력/PV 세액공제 연장)

2017년 6월,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약의 비구속성을 강조하면서 파리협약 이후의 온
실가스 규제에 대하여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후
EPA의 규제권한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규범화된 행정명령 등
이 발령되지는 않았다.154)

152) 윤용호, 위의 글, 5-8면.
153) 본 표는 윤용호, 위의 글, 9면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154) Annie Sneed, “Analysis: How much carbon will Trump’s climate policies add to the atmosphere?”, PBS, 2017년
6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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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155)

5. 구체적인 사례 검토15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협약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기술이 축적된 미국
의 경우 신산업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온실가스 개발에 참여할 경우 시장규모가 2020년까지 약 1조 3800억 정도까
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장기적인 산업구조개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분야의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155) 윤용호,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분석 및 전망”,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7, 9면.
156) 2007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회의(CCP13)의 결의에 따르면 연간 1억93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럽 전체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윤용호, 위의 글,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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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과 유럽의 온실가스 참여 시장규모157)
시나리오

2020년 미국&유럽 시장규모

2020년 글로벌 시장규모

7,000억 유로

7,900억 유로

1조2,300 유로

1조 3,800억 유로

유럽계획+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경우
유럽계획+미국이 발리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구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온실가스 규제, 청정에너지 강화, 국제협력, 에너지 개발,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환경정책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신기술 개발은 오바마 행정부의 다섯가지 아젠다 모두에 적용 가능한 수단이며 선진화된
미국 기술을 수출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미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온실가스감축과 청정에너지 개발정책을 검토한 후,
개별 분야인 태양에너지, 에너지 관리사업, 전기차, 바이오생물에너지, 복합발전방식 등
을 검토한다.
(1) 온실가스 규제
EPA는 2013년 기후변화계획(“Climate Action Plan”)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제한에
대한 규제계획을 발표하였다.158) 동 계획은 미국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된 배출권거
래제도로 25MWh 이상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거래세에 해당
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계획을 강화하여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전히

15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산업 포럼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127면.
15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산업 포럼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4,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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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략”(“All of The Above”)159)을 발표하였다. 기존 탄소배출량 규제보다 강화된
내용을 요구하는 본 전략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목표를 45-48% 감축으로 상향하였으
며, 이를 위하여 탄소고정 및 제거 기술(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이하 CCS)을
적극 권고하게 되었다.160) CCS는 화력발전에서 주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액화시켜 해저에 보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161) CCS는 미국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 및 그 부속기관인 국가에너지기술시험소(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NETL)에서 추진하며, 혁신포집기술에 약27억불을 투자하고 있다.162) 한편, 이산화탄소
전환 영역에서 에너지국은 화학 및 생물학적 기술을 활용하여 APPA-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Energy)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63) 예컨대 미국 미시시피
주의 경우, CCS 기술을 부탁한 석탄가스화발전소(IGOC) 가동에 약 24억불을 투자한 바
있다.164)
CCS 기술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탄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동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연방과 각 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다만, CCS 기술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효율성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우선 포집비용을 2025년까지 1톤당 40달러 정도, 2035년에 1톤당
10달러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포집기술은 CCS 비용절감을
위하여 핵심적인 영역으로 포집기술개발 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현재
미국의 이산화탄소 포집비용은 $60-100로 이후 $40 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165) 수송비용의 경우, 미국은 육상수송이 3.2 MtCO2정도로 유럽(2.5 MtCO2)에 비하여
비싼 편이며, 저장비용 역시 7-13달러/tCO2 수준으로 저렴하지 않은 편이다. 포집, 수송,

159)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령한 에너지정책을 의미한다.
160) 2014년 6월 EPA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CCS 기술활용을 적극 권고하였다.
161) 정연덕,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관련 기술이전의 지적재산권 동향, Law & Technology, 제5권 제2호, 2009,
123-124면.
16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산업 포럼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48면.
163) 위의 보고서, 48면.
164) 위의 보고서, 42면.
165) 위의 보고서, 124면.

제3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사례 및 최근동향

115

저장 및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는 CCS 기술을 통하여 137달러/MWh에서
2025년까지 109.6달러/MWh, 2030-2035년까지 82달러/MWhfh 정도로 비용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66)

<그림 13> CCC기술 개관167)

166) 이은희 정환수, 신기후체제하의 CCS 도입 전망,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이슈리포트,
제15권, 2016, 8-11면.
167) CCS 기술정의,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http://www.kcrc.re.kr>.;
김경미 최준영,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도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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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CS를 통한 비용절감목표168)
2세대 기술(2025년까지)
플랜트 종류

COE 절감

CCS를 장착한 초임계 PC

20% 절감

CCS를 장착한 순산소 PC
20% 이상

IGCC
기존의 PC에 Retrofit 장착
혁신적 기술(2035년까지)
플랜트 종류

COE 절감

신규 CCS

40%

Retrofit

40% 이상

(2) 청정에너지 강화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청정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청정전력계획(Clen
Power Plan)을 추진하였다. 우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를 32%로 설정하면
서 태양력,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화력발전사 배출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였
다.169) 구체적인 청정에너지 실천계획으로는 자동차 연비개선, 바이오 연료 혼합 및 연료
전지 등에 대한 투자확대계획을 제안하였다.170)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180개 정도의 폐쇄가 예정되며, 태양력 에너지 풍력발전소 등의 건설에 추가자금이 투여
될 예정이다.171)
미국의 경우 2009년 제정된 청정에너지 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168) 이은희 정환수, 신기후체제하의 CCS 도입 전망,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이슈리포트,
제15권, 2016, 11면의 표를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16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산업 포럼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127면.
170) 위의 보고서, 127면.
171)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 “오바마정부의 청정 에너지 전력 계획의 영향”, 에너지 거버넌스센터 Issue Briefing,
20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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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를 기본법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재
생에너지에 대하여 세액공제혜택(PTC/ITC) 부여, 청정에너지 시설설비를 위한 보조금 지
원 확대, 연방 차원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신재생분야에
관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예컨대 신에너지계획(New Energy for America
Plan)의 한 부분으로 추진된 “Regaining our Energy Science and Engineering Edge” 프로그
램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4천만달러를
배당하였다.172)

<표 5>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투자규모173)
연평균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5

에너지

2,231

2,289

2,407

2,427

2,992

7.6%

2.0%

환경

569

540

545

528

535

-1.5%

0.4%

557

596

655

668

888

12.4%

0.6%

건강

33,924

32,454

33,451

33,745

34,530

0.4%

23.6%

국방

78,664

69,827

69,778

69,848

75,870

-0.9

51.8%

10,536

9,620

10,524

10,679

11,208

1.6%

7.7%

산업생산
및 기술

기타 R&D
지원금

증가율

전체 비중

172)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0, at 143-145.; Cheryl Desha & Karlson ‘Charlie’ Hargroves,
Higher Edu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14, at 51.
173) 전은진 윤유리 신재영, 주요국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정부 R&D 투자 분석, 녹색기술 이슈 분석 리포트,
GTC 녹색기술센터, 2016, 63면.;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 available at
http://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data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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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유형별 신재생에너지 개발추진
가. 신기술을 결합한 태양에너지 개발 추진
2013년 기준 태양광 에너지인 태양전지의 전세계 생산량은 67%인 반면, 미국의 경우
2.6%만을 생산하고 있다.174)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태양광 에너지 활용에 대한 세액
공제, (평균 20년 약정 무이자 대출에 해당하는) 전력구매계약 등을 추진하였다.
태양광 에너지 기술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테슬라(Tesla)로 태양광 패널 전문회
사인 솔라시티(SolarCity)와 협업하여 “테슬라 가정용 베터리 시스템 파워월(Powerwall)”
과 통합되는 태양광 지붕블록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175) 이러한 태양광 지붕블록은 기존
의 아스팔트 지붕판과 유사하나 전기 자동차 충전을 위한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에너지 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176) 특히 태양에너지, 태양전지
기술은 이후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신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4> 솔라시티와 테슬라의 태양전지 기술운영원리177)

17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산업 포럼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15면.
175) Lucas Mearian, ““태양광 업체, 현재 석탄 산업보다 2배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2017년 미국 태양광 전력
동향”, IT 월드, 2016년 11월 17일자.
176)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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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관리시장의 확대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기존에 활용되던 에너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관리사업의 대표
적인 기업은 에너낙(Enernoc)으로 2001년 에너지수요관리를 전담하는 소규모 기업이었으
나 2012년 미국 최대의 에너지관리기업(총 매출액 3천억원 규모)이 되었다.178) 에너낙은
기업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지만 활용되지 않은 전기에너지를 다시 구입하여 수요가
많은 전력공급회사(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에 다시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수요반응
(Demand Response) 사업으로 정의된다. 에너지 관리는 산업용 특수센서나 제어기기 등을
활용하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업체(IBM 등)의 경우, 비즈니스 분석을 통하여 시장을 확
대하고 있다.179) 특히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산업의 활성화는 EMS 등 향후 자동제어기
능, 에너지 성능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180)
다. 전기차 활용 촉진
미국의 경우, 자동차 충전 및 차량공유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기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181) 예컨대 차지포인트(ChargePoint)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를 대여하는 사
업모델을 활용하고 있다.182) 또한, 오토리브는 차량공유서비스업체로 전기차를 공동이용
하며 주요거점도시에 차량대여 및 반납장소를 마련하고 편리한 도시에서 대여하고 반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83)

177) Chris Mooney, “Tesla’s Powerwall shows the coming revolution
4일자.
17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산업 포럼 운영을
17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산업 포럼 운영을
18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산업 포럼 운영을
18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의 보고서, 25면.
18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의 보고서, 25-26면.
18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의 보고서, 25-27면.

in energy storage”, Technology, 2015년 5월
통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127면.
통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36면.
통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37면.

12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라. 바이오생물에너지 활용 촉진
바이오생물에너지는 생물유기체에 대한 화학적 변환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
식184)으로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적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생성에너지를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바이오 에너지는 차량수송용 연료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 발전용 연료로 ‘바이오 펠릿(우드펠릿), 바이오 증유’ 등을
들 수 있다.185) 미국의 경우, 바이오 디젤 생산과 소비현황이 BD5-10%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며, 이것은 우리나라(2%)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영국 5.26%, 프랑스 7%, 독
일 6.25%)에 비하여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인정된다.186)
바이오에너지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전력회사들이 주로 추진하였는데 당시에는 주
로 신생 에너지의 유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187) 이후 바이오에너지 산
업은 세계 기술을 미국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188) 예컨대 ADM(Archer-Daniels-Midland
Company)는 곡물(옥수수, 보리, 땅콩, 오일씨드 등)을 공정하여 판매하는 기업으로 바이
오디젤 또는 바이오에탄올 또한 부수적으로 판매하여 201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실적(98만억원)을 기록하였다.189)
하지만 바이오에너지의 발전 속도가 2010년 이후 둔화되면서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에
너지 효율성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낮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기도 하였다.190)

184)
185)
186)
187)
188)
189)
19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의 보고서, 112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의 보고서, 112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의 보고서, 113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산업 포럼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114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9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9면.
Min Chen, Paul M. Smith, Michael P. Wolcott, U.S. Biofuels Industry: A Critical Review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 2016,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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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발전 속도191)

마. 에너지 저장 의무화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경우, 모든 전력발전 산업에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192) 특히 미국의 경우 배전시설 노후화로 인
하여 전력 손실율이 6.1%에 이르는 등 전력손실의 심각성이 인식되어 석탄 에너지 대체
화력을 ESS로 대체하면서 F/R 법안을 ISO 산업에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193)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공공자원법(Public Utility Code) 제2835-2839조에 근거
하여 2010년 에너지 에너지저장 시스템법(Assembly Bill 2514, 2012년에 Assembly Bill
2227로 개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야 하며
ESS를 재생에너지와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3대 발전사의 경우, 2020년까지 500메가와트
의 목표를 추가하여 1,325메가와트의 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191) Min Chen, supra note 168, at 48.
19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의 보고서, 63면.
193) 위의 보고서,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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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SS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법안으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법안(Assmbly Bill
1637)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시설과 ESS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1메가와트당 $2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바. 복합발전방식 지원확대
한편, 복합발전방식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식을 기술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복합발전방식을 추구하여 MCFC-GT(가스터빈을 연계한 추가발전방식), MCFC-PRS(LNG
공기압을 이용한 추가발전방식), MCFC-H2(전기/수소 동시생산방식), MCFC-ORC(ORC
를 연계한 발전방식) 등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194)

. 호 주
1. 호주의 기후변화 현황
(1) 개 관
호주의 경우 1960년 이후 50여년간 기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2도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졌다.195) 또한 최저온도를 기록한 날은 감소한 반면, 최고
온도를 기록한 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196) 해수면 온도 역시 1900년도에 비하여 0.9
도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는 호주대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197)

194) 위의 보고서, 103면.
195) Helen Cleugh, Mark Stafford Smith, Michael Battaglia, and Paul Graham, Climate Change, Science and
Solutions for Australia,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CSIRO), 2011, at 3.
196) Id. at 3.
197) Id. 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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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960년-2010년 사이에 분기별 최고온도를 기록한 일수198)

<표 6> 향후 기후변화 예측 (시드니 기준)199)
1971-2000년

2030년 평균

2070년 평균

2070년 평균

(평균값)

(중간값)

(최저치)

(최대치)

연평균기온( )

18.3

19.2(18.9-19.6)

19.9(19.4-20.5)

21.3(20.5-22.6)

35도 이하 일수

3.5

4.4(4.1-5.1)

5.3(4.5-6.6)

8.2(6-12)

평균강수량(mm)

1277

1238(1162-1315)

1225(1098-1340)

1174(957-1404)

(2) 호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호주 기후국(Bureau of Meteorology)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이하 CSIRO) 플그램은 남극 기포(air bubble)의 이산

198) Id. at 3.
199) Id. a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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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량을 추적 시험한 결과, 2000년부터 2009년가지 이산화탄소의 양은 매년 2ppm정
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호주 토지와 대기오염의 주
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대기배출 시나리오에 관한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SRES)에
따르면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201) 예컨대 2000년
부터 2007년까지 화석연료배출량은 연간 3.4% 증가하여 1990년대에 예측한 배출량보다
훨씬 크게 측정되었다.
(3) 기후변화가 호주 경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호주 경제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물안보(water security)의 경우, 2030년까지 멜버른에서만 총 수자원이 10% 정도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는 남서부지방에서 25% 감소가 예상된다.202) 둘째, 해
안개발의 경우 해안지방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해수면 높이 상승,
해안태풍 발생가능성 증가 등의 문제점이 예견된다.203) 2009년 호주해안의 기후변화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해안, 산호, 습지 등”이 해수면 높이와 관련되는데 특히 해안가 인구의
증가가 이와 관련이 깊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자연생태계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하여 호
주 해안의 경우 멸종동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의 다양성 약화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 CSIRO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침수해안의 증가, 멸종동물 증가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넷째,
기반시설은 해수면상승 등 자연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기반을 의미한다. 예컨대
빅토리아 정부는 CSIRO 연구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빅토리아 지역의 기반시설(전기,
건물, 수자원) 등은 기후변화에 따라 그 농도가 밀접하게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30

200)
201)
202)
203)

Id.
Id.
Id.
Id.

at
at
at
at

23.
26, 28.
4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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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농업과 수목 생태계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농산물 생산량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5% 이하로
떨어졌음이 지적되었다. 여섯째, 보건 영역에서는 직접적 변화로 홍수, 화재, 폭풍 등의
자연재해 증가가 발생한 반면, 간접적 영향으로 도시환경 오염, 생물자원의 변화 등이
사회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입원율의 경우 1996년
-2005년에 비하여 2020-2030년 동안 약 40% 정도, 2050-2060년동안 약 200%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204)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 현황
호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이하 CSIRO)의 경우 기후변화의 발생정도에 따라 기술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달라져야
함을 강조한다. 예컨대 지구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2℃ 증가하는 경우, 농작물 생산량 감
소, 댐 관리의 문제, 해안가 생태계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205) 한편, 지구온난화로
지구온도가 4℃정도 증가하는 경우 해수면 높이는 1m 정도 증가하며 이 경우, 교외지역,
산림천이(forest succession), 지속가능한 성장(intergenerational equity)에 영향을 받는다.206)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 가지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부처 설립, 시나리오 제안, 기술발전을 제안하였다. 이 중 기후변화에 대한 신기술
정책은 주로 농업영역으로 품종계량(Cultivars), 농업조직(farming system), 도시설계
(urban plann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07)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정부의 역할, 효과적 정책선택,
사인과 기업의 적응능력과 동기부여”를 제안한다. 하지만 기술변화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204)
205)
206)
207)

Id. at 56.
Id. at 65.
Id.
Id. at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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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기술집약적인 노력이 요구되므로 정부보다 산업계가 훨씬 더 빠르
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농업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이 요청된다.
호주 정부에서 중요하게 선정한 기술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유(information
delivery)는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 정의된다. 둘째,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은 박테리아, 식품
가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유전자
이식기술이 이에 해당한다.208) 셋째, 식물영양제공(plant nutrition)은 정확한 필요영양소,
영양소 품질유지를 위한 품종선택 등을 의미한다. 넷째, 관개효용증진을 위한 수자원 수송
및 배분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다섯째, 토양 또는 수자원 보존기술, 여섯째, 생물안보 및
통제기술, 일곱째, 농업시스템의 발전, 여덟째, 기후변화기술에 대한 감찰 및 평가시스템
아홉째, 적절한 정책결정체계의 필요가 요구된다.209)
한편, 호주 정부는 조림(造林)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조림사업은 이산화탄소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
는 추후 40여년동안 이산화탄소 약 9톤이 집약된 것과 같은 대기오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림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10) 조림사업은 특히 산림벌채를 막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진다.211)
한편 자연에너지 감축정책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호
주 정부는 2005년 연구에서 호주 국민 1인당 화석연료 발생량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3배 정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전략으로 호주정부
는 2011년까지 교통 환경 개선, 에너지 사용량 감축,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의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212)

208)
209)
210)
211)

호주 CSIRO, New Technologies for a Changing Climate, 2010, at 3.
Helen Cleugh et. al., supra note 175, at 91.
Id. at 99-101.
Id. at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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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호주 정부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하여 그린컴퓨팅 기술, 그림활용방식(Paint
on Energy Saving) 기술, 적외선열전기, 태양전지판 등이 제안된다. 그린컴퓨팅은 컴퓨터
작동을 위한 중앙처리장치(CPU)의 설계 등에 녹색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라핀나노튜브(Graphene nanotubes)를 냉각장치로 활용하여 전통적인 컴퓨터에 비하여
1/10 정도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의미한다.213) 한편,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이용하
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태양을 반사하는 초정밀 반사물질(nano-scopic ball)을 활용하여 부식이나 물질손상을 예
방한다.214) 적외선 열전기(Infra-red thermovoltaics)의 경우, 주간에 누적된 에너지를 야간
에 집약하여 전기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215)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은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Federal
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Program)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한편,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199개 기업에서 현재의 물품생산량을 유지
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1.1% 정도 감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216) 예컨대 보일러, 용
광로, 화학물질 공정, 전기제품 사용 등에서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분
석하여 감축이 요구된다. 한편, 비산업 영역에서는 건축, 상업용 냉방, 가정 온수, 상업
또는 가정용 전기 등에서 에너지 활용량을 감축한다.

212)
213)
214)
215)
216)

Id. at 110-111.
호주 CSIRO, supra note 188, at 5.
Id. at 5.
Id. at 5.
Helen Cleugh et. al., supra note 175, at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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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태양력, 풍력, 생물자원, 지열
발전방식 등을 제안하고 있다. 태양력 발전방식은 주로 태양광전지(Photovoltaic) 기술을
활용한다. 태양광선 이용기술, 프레넬(Fresnel) 기술 등도 태양력 발전방식으로 활용된
다.217) 풍력발전방식은 호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인정되어 많은
기반시설 설비자금이 투여되었다. 하지만 초기 시설비용, 바람의 예측불가능성 등으로
태양에너지가 더 안정적인 기반시설로 인정된다. 생물자원(Biomess)의 경우, CSIRO의 평
가에 의하면 가장 지속가능한 발전수단으로 평가된다. 생물자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
는 기술은 사탕수수에서 추출된 생물자원으로 설탕정제 등에 활용된다. 지열발전방식의
경우, 호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방식으로 앞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파도, 조수
등 해양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나
한편, 호주의 경우, 댐 건설비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수력발전 활용에 대해
서는 높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핵발전에 대해서도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8)

<그림 17> 지열발전의 원리219)
217) Id. at 118-119.
218) Id. at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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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변화를 위한 신기술
미국 등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호주의 경우에도 탄소포집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은 저탄소 정책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탄소포집은 특히 이산화탄
소의 대기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환경보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호주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업화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20)
호주 정부는 교통분야에서 이산화탄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화학연료를 이용하는
차량(디젤, LPG 등) 감소, 전기차 활용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 싱가포르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싱가포르는 69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섬나라로서 우리나라 9900제곱킬로미터보다 훨
씬 작으며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또는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풍력, 수력에너지는 촉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선진국가들(미국, 호주 등)과 달리 태양, 바이오에너지 등 비용효율성이 낮은 에너
지 산업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편에 속하며 열대기후지역이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은 높은 편이므로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협약 등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
거나 참여입장을 밝히고 있다.

219) Hot Fractured Rock 홈페이지, available at <www.hotrockenergy.com>.
220) Helen Cleugh et. al., supra note 175, at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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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기후변화 정책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하여 지지하며 신기술 개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재의 산업구조 개편 등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
고 효율성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파리기후협약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 개 관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2016년 7월,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의 주요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36%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있
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나 활용촉진 보다는 기존의 온실가스 배
출 완화, 탄소연료 사용량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감축영역은 “전력, 산업, 운송”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2019년부터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발전
시설, 정유공장 등을 지목하고 이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였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탄소세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싱가포르의 경우
약 10-20SGD(7.13-14.27달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싱가포
르의 전력요금은 2.1-4.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탄소연료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석유 사용량을 줄이고 천연가스를 주된 에
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천연가스의 경우 석유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0% 정도 경감시킨다고 보고 있다.
셋째,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싱가포르 환경부(NEA)는 E2PO(Energy Efficiency
Singapore Programme Office)를 만들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장장벽 제거, 에너지 절
약 생활화를 위한 경각심 고취,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식 및 능력 배양,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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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대비 위원회 조직 구성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Committee on Future Economies, 이하 CFE)의 경우, 싱가포
르 경제 전반에 대한 전략검토, 각 분과별 기후변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미래경제위원회는 국제적 연계 강화, 신기술 습득 및 활용, 기업의 혁신과 성장
전략, 디지털 역량 강화, 첨단도시개발,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민관협력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각 분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 각 분과별 내용221)
위원회명
Future Corporate Capabilities
and Innovation
Future Growth Industries and
Materials
Future Connectivity

업무내용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기술 및 신기술 개발 장려
싱가포르의 거시경제 및 기술 트렌드, 비교우위 파악 및 우선순위
선정
미래 글로벌 경제 내에서 싱가포르가 경쟁력 있는 허브로서 연계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모색
싱가포르가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원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Future City

환경을 보장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글로벌 도
시가 될 수 있도록 전략 모색

Future jobs and skills

향후 일자리 환경에 영향을 끼칠 기술 및 인구통계학적 트렌드를 검
토해 싱가포르인들이 필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 모색

(3) 기후변화에 따른 기술정책 발전계획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도별 기술정책 발전단계
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협력 등의 대응방안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기

221) 임정연,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 싱가포르 장기 성장 전략 발표”, 20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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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발전은 개별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기후변화의 순위가 변화하였다. 구체적
으로 2011년까지는 냉방시스템 효율성 강화, 바이오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
용기술, 에너지 보존기술,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우선순위로 추진하였다면 2014년에는
그린데이터센터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다.222)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 도시개발강화
싱가포르의 경우 좁은 국토면적에 비하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좁은 영토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촛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도시 내 정원개발(City in Garden)은 싱가포
르 국토의 50%에 이르는 도시에 녹지를 건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150 키로미터 정도의 섬 주변을 둘러싸는 도로(Round Island
Route) 건설을 추진하였다.223) 특히 아시아 녹색도시지수(Green City Index)에서 싱가포
르는 22개 아시아 국가 중 모든 항목 종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224)
한편,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재개발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는 정보통
신과 결합한 도시를 설계하면서 공기순환이 잘 되는 형태의 도심구조, 에너지 효율이 높
인 건축물 건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ICT 산업 촉진을 촉구하였다.225)
(2) 운송부분 기술개발 촉진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교통 혼잡이 심한 나라중의 하나로 자가용 사용비율이 높고

222)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https://www.nccs.gov.sg>.
223) “Climate Change & Singapore: Challenges. Opportunities. Partnership”,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2012,
at 31.
224) Asian Green City Index, Siemens, 2011, 11면.
225) Climate Change & Singapore: Challenges. Opportunities. Partnership,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2012,
at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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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철도(Mass Rapid Transit) 건설을 위하여 6천만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기
반시설 마련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였다.226)
2013년 차량 조기전환제도(Early Turnover Scheme)을 실시하였다. 노후화되고 대기오
염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차량을 조기에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차량교체 촉진제도로 의
미를 가졌다. 2017년에는 보다 강한 규제제도로서 탄소배출제한제도(Carbon Emission-based
Vehicle Scheme)을 추진하였다. 동 제도는 탄소배출량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논의되었다.
(3) 에너지 효율성 관련 건축 규제 강화227)
건축물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약 16%를 배출하는 주요 오
염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환경청과 기후변화국(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2005년 이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에너지 스마트빌딩으로 선정하고 그
린마크를 부착하였다. 한편, 2013년 제정된 빌딩관리법(Building Control Act)는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하여 최소한 그린마크를 붙일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4) ICT 기술과 결합한 녹색성장 추진
싱가포르 정부는 신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정보와 기술을
활용한 건축, 도시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성 강화전략의 경우, 데이터가 집약된 중앙컴퓨터로 냉난방 조절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ICT 기술이 결합된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인프라(서버,

226) Climate Change & Singapore: Challenges. Opportunities. Partnership,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agy 2012,
at 31.
227)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https://www.nccs.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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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데이터, 어플리케이
션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기술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228)

<그림 18> 데이터 센터의 일반적인 에너지 흐름229)

한편,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이동촉진기술(Data Center Air Flow Management)도
논의할 수 있다. 본 기술은 각 블록 사이의 온도차이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의미한다. 별도의 인공적 장치를 활
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효용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28) Madhu Sharma, Kartik Arunachalam, Dharani Sharma, Analyzing the Data Center Efficiency by Using PUE
to Make Data Centers More Energy Efficient by Reducing the Electrical Consumption and Exploring New
Strategies, Procedia Computer Science, Vol.48, 2015, at 142-148.
229) “Green Data Centre Technology Primer: A Summary”,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14, at 1, available at
<https://www.nccs.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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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에너지 이동촉진 기술 모형도230)

230) Greenberg S., E. Mills, B. Tschudi, P. Rumsey, B. Myatt. Best Practices for Data Centres: Lessons Learned
from Benchmarking 22 Data Centres. ACEEE Summer Study on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2006, at 3.;
“Green Data Centre Technology Primer: A Summary”,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14,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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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발전방향
1. 정책적 개선방안
파리협정에 의해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 당면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기여
방안을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제시하였고, 그 구체적인 감축방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국가별 기여방안 37% 감축량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6. 12. 정부는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발
표하였고, 구체적인 온실가스감축량을 밝히고 있다. 즉 2030년 배출전망치를 851백만톤
으로 책정하고, 이 중에서 37%에 해당하는 315백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감축량이 제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중에서 국내에서 219백만톤을 감축하고, 해외감축분 11.3%에 해당하는 96만톤
의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정부는 국제시장 매커니즘
(IMM)을 통해 실현할 것을 밝히고 있으나,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 또한 정부는 부
문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발표하고 있으나, 전환(발전) 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 더
불어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부분이 28.2백만톤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
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하고 있으며, 월성 1호
기도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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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뷜(Whyl)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원전반대운동이 시작되었고, 체르노빌(Tchernobyl) 사
고 이후 본격적으로 원전폐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무엇보다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여)리스크의 위험성이 높은 원전에 대한 의존율
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안전
성 확보가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단계적인 폐쇄가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원
전폐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의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비율을 2018년에 5.0%에서 2020년에는 7.0%로 증가
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중 34%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
중을 2025년까지 72%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력의 설비용량은
1GW, 3.5GW에 불과하여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6대 핵심기술(태양전지,
전력IT, 이차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CCS)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
중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은 태양전지와 관련하여 세계시장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최대의 태양열발
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차전지나 연료전지 분야는 앞으로 자동차시장이 점차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로
바뀌고 있어 그 전망이 매우 높다. 그러나 향후 기후변화의 대응과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관련하여 주력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액화석유가스(LNG) 수입의 경
우에도 비용이나 불확실성이 높아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상 풍력에너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열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편이
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해 R&D 투자를 늘려야 하겠지만, 우리의 지리적 상황과
과학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산업을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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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정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1) 신기술 정책 및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
날에는 국가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보호
계획(Klimaschutzplan) 2050’을 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포
괄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조
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과 주의 협력이 강조되
고 있으며, 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신산업의 개발 및 투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원
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술수준이나 지역적 여건 등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전력 IT와 관련된 EMS, 소형 태양
광 발전기 등의 설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비전 및
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충북은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 태양광 기
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전은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
단지조성, 스마트시티 실증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은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트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에너지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
도록 국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적 지원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14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장부문의 협력과 참여방안
정부는 반도체기술이나 IT기술이 우수한 국내산업을 기반으로 태양전지와 전력IT 등
을 6대 핵심기술로 선정하였다. 주요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재생에너지분야 중
유력한 분야로 풍력발전소와 태양열시설이다. 이 분야 중 우리의 과학기술을 잘 접목할
수 있는 것에 비중을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지리적 제약으로 일정한 지역에서만 설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를 대규모국책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민할 필요
가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덴마크나 미국 등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태양열시설은 소규모의 공간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충분한 전력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설 투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 외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 등을 확보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이
나 보조금지원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민관협력(PPP)의 방식으로 관학
협력 연구나 산학클러스트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컨대 지능형전력망법 제10조에는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
기술의 개발,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또한 그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또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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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법제적 정비방안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법제의 체계 정립
신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정책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위한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의 강화를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및 법제의 정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2018년에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을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되는 정부기구가 있어야 하지만, 지속가능발
전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이다. 또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저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법
은 환경법의 체계에 있어서 그 위상 자체가 불명확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저탄소’
의 의미보다는 ‘성장’에 비중을 둔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만으로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의 실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이러한 기후변화정책은 에너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법제에 있어서도 그 체계와 구성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에너지법의 전신은 ｢에너지기본법｣이지만,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의 제정으로 인해 명칭도 ｢에너지법｣으로 변경되었다. 지금은 이 법률이 에너지법제의
구조와 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법제와 관련하여 ｢에너지법｣ 외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
사업법｣ , 신재생에너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전기공급법이 폐지되고 재생
에너지법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이 산재되어 있을 경우 효과적
인 에너지정책의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로운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에너지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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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체계 정비 작업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법제의 통합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2. 신기술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신재
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대해서는 자금융자,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신재생에너지법 제28조).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리고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법 제10조 제2호 및 제11조
제1항). 또한 이 경우에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2항).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출연금의 원칙적인 분할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
조). 신재생에너지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주력해야
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지능형전력망법 제10조 및 제14조 등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에는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
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동법
제27조 제3항). 또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공급의
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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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의5 제1항 및 제12조의6). 이러한
공급의무자에는 ①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②｢한
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③｢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
역난방공사가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의무자에 대해서도 규제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의 감축을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지원 방안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3. 풍력에너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의 제정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는 풍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풍력발전소의 설치 및 수립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
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확대하고, 풍력발전소에
관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획입지제도가 계획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해상풍력에너지시설법이 제정되어, 해양풍력시설에 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해상풍력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계획확정절차
(Planfeststellungsverfahren)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고, 개별법에는 통일적인 계획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에너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인근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청문회, 공청회
등)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계획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
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향후 풍력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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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풍력에너지사업의 경우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부족해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해상풍력시설의 설치에 수반하는 공공갈등을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사전에 해소하고, 해
상풍력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초기에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전력 ‘고정가
격 매입제도’를 도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 향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야 한다. 예컨대 독일 재생에너지법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조정적 보상제도나 권리구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는 지상 풍력에
너지시설, 태양열, 바이오매스시설 등 재생에너지원별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개별적인 재생에너지원별로 상세한 규율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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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후변화의 저감 및 적응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며, 이러한 문제는 에너
지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은 온실가스감축
과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파리협정 후
온실가스감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감축분을 포함한 국내감축분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 재정상황, 기술
수준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잠재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량 확보는 장기
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원전폐쇄의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와 시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선정한 6대 핵심기술은 필요하고, 전망도 매우 높다. 다만, 이러한 분야의 국제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R&D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민관협력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이다. 이러한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기술지원 및 재정
지원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주력해야 할 에너지를 선정해서 국가경쟁
력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요선진국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풍력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주요선진국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력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의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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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ICT기술을 접목해서 에
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래에 EMS, 스마트도로, 스마트도시의 건설이 주목받
고 있는 것도 그러한 점이다. 건축분야에서도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선진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의 비율을 2025년까지 1990년 대비하여
40~45%, 2035년까지 55~60%, 그리고 2050년까지 최소한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
폐쇄 결정 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량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설
정이 있어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특히 2016. 7. 8.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지상 풍력에너지시설의 재정적 지원의 조사를 위해 공모절
차를 도입하였고,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중 풍력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각 주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탄소포집기술(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
진 중이며, 2025년까지 1톤당 40달러 정도, 그리고 2035년까지 1톤당 10달러 정도까지
비용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청정전력계획은 자동차연비개선, 바이오연
료개발 등을 목표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
한 태양전지는 전 세계 생산량 중 2.6%만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세액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태양력 기술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이 활
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테슬라(Tesla), 솔라시티(SolarCity) 등의 기업은 가
정의 태양전지를 ICT 기술과 결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프랑스는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가 출범하여 생태전환연대부(Ministry of Ecology
and Solidarity)가 재생에너지 역할의 강조와 CO2의 감축을 위한 새로운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화석연료의 퇴출과 교통분야에서의 전기자동차 역할을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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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전환을 통해 사회연대적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생태전환연대부의 신기술정책으로는 무탄소 배출 전력생산의 확대
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담율을 2030년까지 32%로 증가하도록 지원하며 화석연료를 통
한 열에너지와 배출가스를 CCS를 통해 지하대염수층에 저장하도록 하는 기술개발과 연
구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바이오 연료개발과 태양에
너지를 통한 전력생산과 열에너지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
지고 있다.
호주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성 증진방안으로 건축, 상업용 냉방 등
의 에너지 활용량의 자발적 감축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기술로 태
양력은 초기비용은 높지만 장기 전력효율성이 높으며, 호주의 바다환경을 활용한 해양에
너지 개발도 추진 중이다. 다만, 수력발전(댐 건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천연 에너지가 거의 없으므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면적을 활용하
여 도시 내 정원개발, ICT 기술을 결합한 친환경 건축물 건설, 에너지 효율에 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도시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철도 건설지원 확대로 자동차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예방하는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데이터 기
술을 활용한 에너지 이동 촉진기술(Data Center Air Flow Management)은 도시 블록 사이
의 기온 차이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근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에너지제로주택, 에너지자급마을 등의 건설이 주
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에너지의 절약에 국한된 접근방식보다는 교육이나 환경,
병원 및 문화시설, 그리고 복지 등을 망라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산업의 발전은 국가경쟁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확보, 기
술적･재정적 지원방안, 정책 방향 및 법제적 정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의 장기적인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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