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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천



개요

경제성장에따른에너지산업의4단계분류

두 차례 석유공급 위기,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저탄소 녹색 성장 등

시기 에너지산업 구분 비고

1단계
광복이후 ～

1972 에너지산업 기반구축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0~ )추진

2단계
1973 ~
1982 석유공급 위기 극복 1, 2차 석유파동

3단계
1983 ~
1998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국제 저유가와 에너지산업 개방화

4단계
1999 ～

최근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비

중 확대
지속가능, 환경부문 부각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협상

<에너지 산업의 연대별 변천사>



연대별 1차에너지 공급구조의 변천

 석탄
 무연탄; 1980년대까지 주 연료, 그 이후 주거형태 변화와 도시가스 보급으로 크게 감소

- 무연탄 비중; 1966년 46.2%->2015년 2.0%↓ ※ 신탄 비중(1956년); 73.9% 

 유연탄; 전력수요 증가에 의한 발전용 수요증대로 석유에 이은 제2위 점유

- 유연탄 비중; 1981년 10.7%->2015년 27.7%↑

 석유;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등 석유 비중이 급격 상승, 90년대 후반에 가스

및 전기 소비의 증가 추세로 감소 추이

- 1981년 58.1%->2015년 38.1%↓

 가스; 1976년에 도입되어 90년대에는 연평균 20.1% 급신장에 있음

- 1981년 0%->2015년 15.2%↑

 원자력; 1778년부터 원전 발전이 본격화되어 1983년 이후는 기저부하용으로 유지

- 1981년 0%->2015년 12.1%↑

 신재생; 미래의 청정에너지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전력공급에는 미흡한 수준

- 1981년 5.5%->2015년 4.5%↓ ※ 정부 지원금; 연평균 11%(200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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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기반구축기(1945~72년)

남북 간의 이념 대립으로 경제의 혼란과 침체 유지

 6.25사변으로 산업시설 의 피폐한 양상

주 에너지 공급원은 장작, 숯 등 신탄의 구성비가 높음

석탄: 18.7%, 석유:  5.9%, 전력: 1.5%

정부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시행

1956 1961 1966 1971
총소비량 8,756(100) 9,711(100) 13.057(100) 20,868(100)
석탄 1,634(18.7) 3,103(32.0) 6,029(46.2) 5,872(28.1)
석유 518(5.9) 809(8.3) 2,167(16.6) 10,559(50.6)
수력 129(1.5) 163(1.7) 246(1.9) 330(1.6)
신탄 6,475(73.9) 5,636(58.0) 4,611(35.3) 4,107(19.7)

1인당에너지소
비량(TOE) - 0.38 0.44 0.64

주: ( ) 안은 구성 비율./ 자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통계연보』, 1984.

<경제개발 초기의 국내 에너지원 구성> (단위: 천TOE)



석탄
 57~66년은 정부의 대폭적인 석탄산업지원-석탄산업 중흥기

※ 1950년 11월 국영기업인 대한석탄공사 설립

석탄의 생산 증대로 신탄을 대체하여 산림녹화에 큰 기여

- 석탄공급은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가정의 취사 및 난방으로 확산

 1960년 말 연탄파동 발생으로 석탄은 디젤로 전환, 2400만 톤 생산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되며 석탄산업의 합리화에 계기가 됨

연도 국내 생산 수입 유연탄 계 자급율(%)
1953 867 782 1,649 52.6

1955 1,308 1,155 2,463 53.1

1958 2,671 532 3,203 83.4

1963 8,858 134 8,992 98.5

자료: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50년사』, 2001.

<전후 국내 석탄 생산과 자급률> (단위: 천 톤)



전력

광복 당시 남북한 총 발전설비용량 172.3만KW, 이중 남한의 비중

19.8만KW

 3개 전기 회사를 통합(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한국의 전력주

식회사설립(1961.7)

 1차 경제개발 시작된 62년에서 71년 사이 인당 전력생산량 4.3배 증대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발전설비용량계

(천kW) 434 465 597 769 769 917 1,274 1,636 2,508 2,628
발전설비
증가율 18.3 7.1 28.4 28.8 0 19.2 38.9 28.4 53.3 4.8

총발전전망
(백만Wh) 1,979 2,236 2,700 3,250 3,886 4,913 6,026 7,700 9,167 10,540
총발전량
증가율 11.6 13.0 20.8 20.4 19.6 26.4 22.7 27.8 19.1 15.0
인당전력
생산량 75 82 96 113 132 163 195 244 284 321

자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통계연보』, 1984.

< 제1~2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중 국내발전설비증가추이>



정유산업
 1948년 원산 정유공장 설비를 울산으로 이전, 4,000배럴/일 생산단계까지

갔으나, 6.25 발발로 중단

 석유수요가 증대되어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를 위해 대한석유공사 를 설립

※ 미국 걸프사로부터 차관, 국내 최초의 외국합작기업 (1962년)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국내 정유설비는 65년 석유공사의

일산 3.5 만 배럴에서 17.5만 배럴로 설비확장

 67년 극동정유, 69년 호남정유, 71년 경인에너지 등 민간 정유사 설립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총정유설비 - 35 40 60 120 180 220 270 400
석유공사 - 35 35 55 115 115 115 115 175
호남정유 - - - - - 60 100 100 160
경인에너지 - - - - - - - 50 60
극동정유 - - - 5 5 5 5 5 5

<제1~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기간 중 국내 정유설비 증가> (단위: 천b/d)

자료: 동력자원부, 『동력자원행정 10년사』, 1988.



시사점

경제개발 초기, 에너지 공급 여건이 매우 열악, 연료난은 경제 활동
위축

제1, 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수립, 집행하며에너지공급력크게증대

 1차 석유위기로 석유확보 어려워 주탄종유로 변경되었으나, 에너지
수요 증가현상 대처 위해 주유종탄으로 회귀되는 등 우여곡절 겪음

이는 석유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공급 다양화와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강화로 이어짐



석유공급 위기와 극복기 (1973~82)

73년 10월 4차 중동전쟁 발발에 의한 아랍 산유국 원유감축 및

서방국 금수 조치로 제1차 석유파동 야기

 원유 가격 70% 대폭 인상

60년대 석유시장 지배하든 메이저의 위세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OPEC 지
위가 상승

유가 폭등 뿐 아니라, 세계적 자원민족주의를 불러와 국제경제와 수급불균형
초래

78년 말 이란 최고 정부 석유수출 중단 선언 → 제2차 석유파동

 세계 총 석유공급의 약 10%의 차질이 발생

 원유 매점 쟁탈전, 비축용 원유구입 증가 → 현물시장 원유시세 폭등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동력자원부를 신설 (78년),제반 에너지정책을 단독으
로 수립∙집행

 석유수급안정, 도입선 다변화, 에너지 절약, 에너지원 다원화 및 석유대체 에너지원
개발 등



제 1차 석유파동 대응

국제 원유 도입단가의 급상승으로 2년에 걸쳐 무려 4배가 넘었으며,  
총 수입액 대비 원유 도입액 비중도 8.8%에서 10.1%로 2배 로 증가

※ 원유도입단가:  2.38$/배럴 (1972년 ) → 9.8$/배럴(1974년)

정부는단기적으로소비절약을제도화하고장기적으로석유의존도감소,
석탄생산극대화등합리적으로 추진

1972 1973 1974 1975
원유도입액(백만달러) 221 305 1,105 1,328
총수입액(백만달러) 2,522 4.240 6,852 7,274

원유도입액/총수입액(%) 8.8 7.2 16.1 18.3
경제성장률(%) 4.8 12.8 8.1 6.6

소비자물가지수(1995=100) 15.3 15.8 19.7 24.6
에너지가격지수(1995=100) 8.4 9.1 19.5 25.6
석유제품가격지수(1995=100) 7.7 8.9 25.2 32.9
원유도입단가(C&F, $/bbl) 2.38 2.95 9.80 11.28

<1차 석유파동의 국내 경제 영향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및『월보』,각호.



제 2차 석유파동 대응

OPEC의 유가인상으로 79년 부터 81년 일곱 차례 국내 가격 인상 초
래했으며, 동기간의 원유 도입액 규모도 약 2배를 보임

경제 성장률은 79년 전년대비 4.3%point 떨어진 6.1%를 보였고, 
80년 에는 유례없는 -4.2% 성장률 기록

1978 1979 1980 1981
원유도입액(백만달러) 2,174 3,331 5,654 6,502
총수입액(백만달러) 14,972 20,339 22,292 26,134

원유도입액/총수입액(%) 14.5 16.4 25.4 24.9
경제성장률(2000 불변, %) 10.4 6.1 - 4.2 5.2
소비자물가지수(1995=100) 23.1 26.5 31.4 40.4
에너지가격지수(1995=100) 34.0 46.4 83.3 110.9
석유제품가격지수(1995=100) 37.1 51.3 105.4 142.1
원유도입단가(C&F, $/bbl) 13.06 17.96 30.64 35.51

<2차 석유파동의 국내 경제 영향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및『월보』,각호.



 원유의 전량이 분쟁 가능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에 편중

 제2차 석유파동으로 원유 현물가격이 폭등 하자 IEA는 79년 3월
석유소비 5% 절약 합의→우리나라도 동년 4월 제 1단계 에너지 절
약대책, 6월 제2단계 에너지절약 강화 방안을 수립

 79년12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공포, 80년7월 ‘에너지관리공단’설
립, 81년1월 ‘한국동력자원연구소’발족, 장기에너지종합대책 수립
추진

시사점

 경제개발을 위한 중화학공업 은 확장되었으나 석유파동의 위기를
겪으면서 석유의 중요성 및 심각성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 계기

 정부 주도하에 단기적 소비절약 대책과 장기적 석유공급원 다변화
전략 시행 및 비축량 증대, 탈석유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석유공급 안정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해외자원 개발에 주력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산업 개방화기 : 1983~98

83년 이후, 국제유가의 대폭적인 하락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
정화 진행

 두 차례 석유파동에 세계적으로 석유 탐사, 개발이 활발해져 멕시코, 
북해 등 중동 이외 지역의 대규모 유전 개발 시도

- 비OPEC 국가의 석유생산량 증가되어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량 증
대

 석유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석유 대체에너지의 공급도 한 몫 하게
되어 국제 원유 가격 하락하기 시작.

정부는 원유 가격 하락하자, 국내 유가 인하

→ 하락한 금액 중 일부 ‘석유사업기금’으로 별도징수

 석유 비축, 에너지산업 개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지원하는 등 유가
완충자금으로 관리하게 되었음



에너지산업 발전 확대 : 80년대 에너지산업 특징

 상대적으로 공급불안 요소가 적은 원자력, 유연탄, 천연가스공급수
요관리산업의 발전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등 공급기반 견고

- LNG발전설비 도입은 다소 늦었지만 복합화력기술 발달과 수도권 환경
규제 등으로 단기간 내 크게 확대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기

 해외자원개발 활발, 자급률 제고, 석유소비량 60일분 비축시설 건
설 등 석유중요성 인식 확대와 기반시설 강화



에너지산업의 자유화와 개방: 90년대 에너지산업 특징

세계경제 개방화 및 국제화추세 따른 에너지산업 경쟁체제 전환

에너지산업 자율화를 위한 구조 개편

 발전경쟁, 도매경쟁 소매경쟁단계로 구분 단계적 추진

- 현재까지 발전단계에서만 5개 분리

- 원자력 부문 : 한국수력원자력

- 발전부문 :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및 동서 발전

 경제 전반 효율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

 공기업 민영화 등 에너지산업경쟁 체제 도입을 시도

 98년 10월 석유정제업과 석유유통업 대외개방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도모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에너지절약분야 국제협약 탄생

 우리나라도 1993년 제1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총체적절약기반 구축

② 경제성장율 보다 낮은 에너지소비 증가율 유지

③ 환경규제에 대비한 CO2 감축역량 배양 등

 에너지소비 증가추세는 무역수지 적자와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

- 석유, 도시가스, LPG 가격 및 전기요금 등을 국제 수준으로 단계적으
로 조정하는 연도별 목표 가격을 설립․운영하는 에너지가격 예시제
시행

- 집단 에너지 공급 호수,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대폭 확대

- 에너지 효율 기준 및 등급 표시제도 운영

 동력자원부, 상공부 통합하여 93년 3월 상공자원부, 94년 12월
통상산업부, 98년 2월 산업자원부, 현정부는 지식경제부로 명명



에너지산업의 자유화와 개방

전력산업구조개편 가스산업구조개편

1998.7 공기업민영화계획발표 1998.7 공기업민영화계획발표

1999.1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발표 1999.1 가스산업구조개편연구용역시행

1995.5 전력산업구조개편설계용역시행 1999.1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발표

2000. 12 「전기사업법」개정안등
관련법률국회통과

2001.1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국회이송

2001.3 전기위원회설립 2002. 가스공사민영화연구용역결과발표

2001.4 6개발전자회사분리및
전력거래소설립

20024 가스산업구조개편법안
국회상정심의유보

2002.7 남동발전1차민영화대상선정 2002 .10 정기국회산자위대체토론유보

2003.3 투자자불참경영권매각실패, 잠정중단

2004/6 노사정위원회배전분할중단결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 종합연구』, 2007.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추진경위 >



석유비축과 국내외 유전개발

 1,2,3차에 걸쳐 석유비축계획을 수립․추진

 2008년 9월 현재

- 원유 비축물량 : 97.5백만 배렬 (약 90일분)
- 석유제품비축물량 : 66.8백만 배럴 (약 50일분)

1985 1988 2000 2006 2008.9

정부비축
(지속일수)

12.0 36.0 57.8 75.8 75.7

(23일) (57일) (37일) (59일) (69일)

민간비축
(지속일수)

82.2 85.7 85.6

(56일) (57일) (71일)

합계
(지속일수)

12.0 36.0 140 161.5 161.3

(23일) (57일) (93일) (57일) (140일)

자료: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 편람』, 2009.

<연도별 석유 비축 현황> 단위: 백만배럴



시사점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 공기업의 경영혁신, 정부의 공급중심에서시
장중심의전환등정부조직의효율성등으로정리될수 있음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산업 구조 개편 등은 에너지 산업
의 규제 완화로 큰 진전 없음

에너지 이용합리화도 자율화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이 제
대로 거두지 못 하는 측면이 있음

- 에너지 절약 시책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평가 부족

- 수요관리사업도 객관적 검증이 미흡하여 신뢰성 저하

- 유사 사업의 중복성 지적과 에너지 절감 효과의 이중성산출 등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기: 1999년~

90년대 이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

 태양열이 지구에 투과하고 반사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반사열을 일부 흡수
함에 있어 대기 온도가 상승

-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이산화탄소가 차지, 이는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발생

※ 온실가스: CO2,CH4,N2O,CFCS 등

 IPCC는, 지난 100년간 (1906~2005년) 지구 평균 온도 0.74℃ 상승과 극
지방 얼음 2.7% 감소를 분석, 발표

 유엔 차원의 국제적 대응(1992년)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를 맺어 자국의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 선진국 :  국 별 차이가 있으나 90년 대비 평균 5.2%의 감축 의무시행

- 개도국 :  자발적 온실가스 통계작성과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촉구

경제성장 지속과 CO2 억제 등의 환경적 과제와는 서로 상충 관계

 에너지는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 그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어, 환경차원의 억제와는 반대 입장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 혁약으로서 26개 조항으로 구성, 목적은 온
실가스 안정화에 있음

 선진국에 대해서는 감축의무를 부과, 개도국은 자발적 추진에 노력

 감축률은 국가별4단계로 감축 차등, 크게는 8%까지도 있으나 평균 90
년 대비 5.2%를 감축

 감축활동에 수반하는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
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이 도입됨

 1998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
를 구성하여 각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 조정함

 ’99년 1차 종합 대책을 수립한 후, 매 3년 마다 추진하게 되어 있었으
나 ’09년 현재 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됨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92년 개도국으로 분류, 다행히 현재까지 의무부담 국은 아님

 CO2 배출 세계 10위, 에너지소비 증가율도 높고 OECD 가입 국가(’96)인바, 국
제적인 압력이 계속 과중되고 있음

1990 1995 2000 2005 2006 증가율

에너지 CO2 (A) (백만tCO2) 239.0 366.9 432.2 490.5 497.1 4.7

인구 (B) (천명) 42,869 49,093 47,008 48,138 48,297 0.7

GDP (C) (10억, 2000기준) 320,696 467,099 578,665 723,127 760,251 5.5

에너지 소비 (D) (천 TOE) 93.192 150,437 192,887 228,622 233,372 5.9

인당 CO2 (A/B) (tCO2/백만원, 2000) 5.57 8.14 9.19 10.19 10.29 3.9

CO2/GDP(A/C) (tCO2/백만원, 2000) 0.75 0.79 0.75 0.68 0.65 -0.8

탄소집약도(A/D) (tCO2/TOE) 2.56 2.44 2.24 2.15 2.13 -1.2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2008

<연료연소에 따른 CO2 배출 관련 주요 지표(1990~2006)>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성장 동력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위한 제1차, 2차 및 3차 추진

 97년 1차 기본계획: 당시 1.3%의 보급비율 06년 까지 2%확대

 2차 기본계획: 03년 2.03% 11년 5%로 설정

- 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강화, 30년까지 11% 보급목표

- 파급효과가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 IGCC등 4대 핵심 분야를 중
심으로 집중 지원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09~30): 보급 목표를 현실화하여
2015년4.3% 30년 11%로 설정, 각 품목별 보급계획 설정,추진 중





시사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범 지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본적 의무를 수행

-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기반구축 , 국가 보고서 제출 등

 아울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적극적 핵심정책을 발의

- 사례) 저탄소형 에너지믹스 정책,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의

꾸준한 노력,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경제성장과 CO2 억제 환경요소를 상생관계로 강조

- 기후변화대응을 선 순환적으로 활용하여 중장기적 신 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

- 그린 에너지의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
출은 물론이고 나아가 수출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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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기본 1차, 2차 계획의 주요 내용

 1차 계획 당시에는民官합동 심의의결 기구인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에너지위원회 :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중앙기관장 등 당연직 8인) + (산업,학계, 연구계 전문가 11인)

+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5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

 2차 계획에서는初期부터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 추진을 위해 민관 워킹그룹 운영으로

초안 마련

ㅡ 워킹그룹: 5개 실무분과

ㅡ 위원: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60여명 이해관계자

ㅡ 논의: 50回 이상 (5월~10월)

3단계: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추진 배경 및 절차

 배경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1조, 에너지법 제 10조 제1항에 의거, 20년 주기로 5년마다 수립∙시행

총괄
분과

원전

분과

수요

분과

전력

분과

신∙재생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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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계획: ’08~`’30

 2차 계획: ’13~`’35

제 1차 계획 제 2차 계획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 자주개발율 3 → 40% ↑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 전력수요 15%이상 감축

 탈석유 사회로 전환

- 석유의존도 43 → 33% ↓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발전량 15% 이상 점유↑

 에너지 저소비사회 전환

- 에너지원단위 0.34 → 0.18 ↓
 환경보호, 안전강화

- 발전부문 온실가스 20% 감축↓

 녹색기술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 에너지기술수준 60 → 100%
- 원전 비중 41%
- 신재생 비중 11%

 에너지 안보 강화
- 자원개발율 40%

- 원전 비중 29% 축소↓
- 신재생 비중 11%유지

 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

- 에너지 빈곤층 7 → 0%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 15년부터 바우처제도 도입

계획기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과제 비교



 1차 계획: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2차 계획: 민관 합동의 거버넌스가 직접 초안을 작성

에너지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의 중요성 반영

1차 계획 41% → 2차 계획 29%로 감소

※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치: 18% 예상

수용성, 안정성에 초점

대용량 전원의 장거리 송전에서 분산형 체계를 제시

1차 계획 11% → 2차 계획 11% 유지
※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치: 20% 예상

 정책의 방향전환

 원전 비중

 신∙재생 비중

 수립 과정

※ 국회 특위 6개월간 가동

1차, 2차 계획의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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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1987 – 1997
• 연평균증가율 : 에너지소비 10.3%, GDP 8.4%
• GDP대비 에너지소비탄성치 : 1.2

 For 2000 – 2015
• 연평균증가율 : 에너지소비 2.7%, GDP 3.9% 
• GDP대비 에너지소비탄성치 : 0.7

III.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15%

10%

5%

0%

-5%

-10%

IMF

GDP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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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부문

• 에너지原단위의 절대적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

에너지原단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原단위(TOE/천$)    = 총에너지소비(TOE)    / 총부가가치(GDP)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0.35

0.11

0.22
4.28

4.05

7.84

• 국별 에너지 효율비교는 생산성, 산업구조, 생활양식, 기후조건 고려

에너지 효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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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비중 및 다소비산업 비중 한국과 일본의 제품별 에너지원단위 비교

제조업 비중(%)

28.5 한국 25.9

다소비산업비중(%)

일본 16.820.1

미국 23.514.1

업종

철강
(빌레트)

금속
(조강)

석유화학
(에틸렌)

요업
(클링커)

에너지 원단위(Mcal/톤)

한국 일본
한국
(일본=100)

420
kWh/톤

515
kWh/톤

3,057 3,028

4,425 4,800

779 654

82

101

92

119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부가가치 창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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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소비의 급감

1990 2015

업종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2

12.9

16.7

8.2
8.7

30.3

6.5 6.7

1차 금속

화학제품

금속제품

전기전자

1990 2015

발전량중
석유발전비중(%)

53.8

38.1

3.4
5.3

6.
0

17.6GDP 대비
석유수입비중(%)

1차 에너지원 중
석유비중(%)

61.1

9.0

78.7

1980

 1차 에너지원 중 석유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

 제조업 중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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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유 매장량 개념의 한계

미국 에너지성, 2026~2047년 석유생산 피크 도달 전망
※ 가채년수(2002년 기준): 석유 41년, 가스 61년, 석탄 204년, 우라늄 3600년

피크생산 시기에 이견은 있으나, 대부분 석유매장 한계시기 도래 전망

석유 매장량의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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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에너지의 경쟁력 전망

원유, 가스의 전통적 생산 -> 셰일가스 등 비전통방식 생산 공급 변화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로 2020년 전후 화석에너지와 경쟁 가능

미 국
- 2027년 수송연료 25% 수소 대체
- 수소 생산비용 저감목표 :

$2.5 ~3/kg(2015년)

일 본
- 2030년까지 연료전지차 15백만대

보급, 연료전지 발전용량 12.5GW
확보

유럽연합
- 2020년 연료전지차 경쟁력 확보
- 2030년 연료전지차 25% 보급

대안 에너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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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셰일가스 개발

셰일가스(Shale Gas): 퇴적암인 셰일층에 부존된 천연가스

 전통방식과는 다른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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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A 

국가별 셰일가스 매장량 (단위: 조 입방미터)

 최근 부상되고 있는 셰일가스 매장량은 중국 및 아르헨티나 등이 상위권에
있으나, 생산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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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량의 개념

매장량의 중요성 : 에너지/자원사업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

Ⅱ. 국제석유개발동향 (E&P 사업의 특징)

 부존이 시추로 확인되었고 상업성을 갖춘 발견만을 매장량(reserves)으로 분류
 부존이 시추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매장량 : 1P(Proved), 2P(Probable), 3P(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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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너지 중 화석연료 비중은 2014년 86%에서
2035년 80% 감소 전망

 향후, 신∙재생에너지원의 부존 잠재량은 풍부하나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촉진이 요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지속화와 태양광 및
풍력등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소에 주력

출처 : BP 2016 Energy Outlook

출처 :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세계 에너지믹스의 전망 추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화석에너지 의존도 완화

 신∙재생에너지는 2014년 3%에서 2035년 9%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음

※ 신재생에너지 → 제2의 에너지원 부상

 국내 신재생에너지 믹스 중 태양에너지 설비용량 및
발전량 기준으로 전체의 약 83%로 가장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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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00 `03 `05 `07 `09 `11 `13 `15 연평균 증가율 (`00~`15)

금액(십억) 28 48 117 121 130 112 84 135 11%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지원실적

출처: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지원 현황
• 2000년도 28억 → 2015년 1,350억, 연평균 11% ↑

최근 5년간 에너지원별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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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요인 정책방향정책 환경 변화

열린정책체계이해관계갈등정책참여요구시민 사회

저소비 산업구조고, 저유가 파동에너지시장불안원유 시장

지속가능형국제환경규제기후변화협약국제 협약

안정적 확보에너지안보위협자원확보경쟁자원 확보

에너지 시장구조 변화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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