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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여러 환경오염문제를 겪었고, 많은 노력을 통해 

전통적인 환경문제들을 해결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대기오염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2015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강수량이 

적어지고 대기의 흐름이 약해지는 봄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연속으로 발표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올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에너지포커스 ‘이슈와 시선’의 칼럼들에서 지적하듯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만을 단정지울 수 

없고, 다양한 요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외 유입 요인에 

대한 국제적 협력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국내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수송(도로 및 비도로), 산업, 농업 부문 등 다양한 

발생원에 대한 저감 노력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축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에너지 효율 혁신, 친환경차량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수소경제로 

대표되는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도 에너지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은 곧 확정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세먼지 정책 추진 관련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다른 분야 정책들과의 상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송부문에서의 경유차 비중 축소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 문제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발전부문의 전원믹스(MIX)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다. 국제적인 노력 역시 해당 국가 다른 분야에서의 외교·협력관계와 밀접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부담과 고통분담이 따른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및 세재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고농도 현상 발생 시 대중교통 이용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 용 성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자동차 이용 자제에 따른 불편함 등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국민들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외에도 그러한 비용부담과 고통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분담과 비용부담 없이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두칼럼



이슈와 시선
ISSUE

이슈와 시선
2019년부터 에너지포커스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이슈진단, 동향초점, 논단으로 구성된 체계에서 

동향과 논단만 유지하고, ‘이슈와 시선’ 코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슈와 시선은 시의성 높은 에너지 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각계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섭외하여 독자들이 해당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 봄호에서는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온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미세먼지 현황, 원인, 관련된 각 분야 정책 등의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칼럼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다양한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출처: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환경부(2016)그림 출처: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환경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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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시선 미세먼지 현황과 대기질 예보
ISSUE

1. 서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Risks Report 2016’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고 파급 영

향력이 큰 위협으로 미래 환경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대기배출 규제로 

후진국형 대기오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

나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 3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

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대

응으로 대표되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연구

개발의 국민적 수요와 민감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

위가 낮았던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환경 문제가 국가

적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

다. 한편, 1990년 중반 이래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

책 등의 대기오염 감축정책으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 미

세먼지 농도는 30~40% 낮아지면서 대폭 개선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래로 최근까지는 그 농

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기준치 또는 

미세먼지 예보에서 고농도로 정의되는 “나쁨” 이상의 빈

도가 과거 대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2월 말에

서 3월 초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가 역사상 최장기간인 7일 동안 연속으로 발령

되었던 최악의 미세먼지를 경험했다. 이에 국회 등 정치

권은 서둘러 ‘미세먼지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의 제/개

정과 더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고농도 미세먼

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를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재난에 준하는 비

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사전피해 예방, 사후 피해확산 방지 

등에 방재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미세먼지 재난

사태 선포, 피해 상황 조사·복구 계획 수립, 특별재난지

역 선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및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대책 및 해결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세먼지는 줄

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본 칼럼

에서는 과학적인 증거와 분석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

지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 보고, 고농

도 시 화력발전소 가동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여부를 결

정하는 국가 대기질 예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미세먼지 현황 

2000년대 초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현황과 대기질 예보  

송창근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 / 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 (cksong@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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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꾸준히 감소추세이다([그림1] 참조). 그간 정부의 친환

경 연료정책,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환경 개선 대

책이 실효를 본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감소추세

가 멈추고 정체 또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는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3가지 과학적 원인을 제시하

고 있다. 첫 번째,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 부터의 대기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편서

풍 지역에 위치함으로 1년 365일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중국과 대기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 자

체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특히, 미세먼지 자체

로 배출되는 경우보다는 이른바 2차생성이라고 하는 대

기화학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그 원료 물질은 자동차 배

기가스,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황/질소 산화물, 페인

트, 주유소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농축산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황산

화물을 제외하고는 여타 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한계를 노

출하고 있다. 2차 생성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공장 굴뚝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유해하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기 정체 영향이다. 기

후변화에 의한 지구의 온도 증가는 극지방이 열대지방보

다 더욱 증가폭이 크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극

지방과 열대지방의 온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지구대기의 움직임이 약해진다. 따라서 정체현상 등

이 자주 발생하고 연속해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및 이동이 늦어져서 축적이 되어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주변국, 특

히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최근 중국

의 대기오염 물질 및 주요 영향인자의 추이와 최근 미세

먼지 농도([그림2] 참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기오염방

지 행동계획(2013~2017)’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2013

년 이후 경제성장은 유지하지만 오염물질의 배출은 줄어

드는, 이른바 GDP와 대기오염 배출량의 ‘탈 동조화(de-

[그림 1] 남한/수도권/서울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추이(2000~2015)

자료: H. Kim et al., 2017 / Scientfic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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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북경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우리나라 서

울에 비해 여전히 2~3배 정도 높지만 ‘대기오염방지 행

동계획(2013~2017)’의 정책목표인 60㎍/㎥ 이하를 달성

하였다. 다만, 최근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적인 단속에 이은 대규모 공장 폐쇄로 실업자 

양산, 연료전환 정책에 기인한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사회, 경제적 갈등 요소가 부각되면서 과연 

[그림 2] 중국 대기오염 배출량(PM 등)과 주요 영향인자(GDP, 연료 등)의

2010년 대비 변화량 추이(左) 및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右)

자료: Zheng et al., 2018 /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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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pte et al., 2015 /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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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지 대책이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내 요인으로 2차생성의 원인 물질 

배출을 줄여야 해결될 수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많아 강

력한 정책을 수립하더라고 설득과 양보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고 환경-경제 논쟁에 항상 마주치게 된다. 우리나라

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수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

고기준인 세제곱미터 당 10㎍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의 농도보다 50∼60%을 더 낮춰야 한다. 국내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의 3/4이 2차 생성에 기인한다고 하는 기존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국내 배출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

업장/발전소/산업공정에서의 2차생성의 원인물질인 가스

상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 농

도와 각종 질환에 의한 초과사망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3] 참조),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

도 수준인 25㎍/㎥ 근처에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초과

사망률 민감도(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2차 생성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양만큼 

그대로 국민 건강 편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정체 일수 증가 문

제를 살펴보면, 원래 지구 대기는 파동형태로 움직이면

서 남/북의 대기를 서로 잘 섞어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

도 차이를 줄이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극지방-적도 간 온

도 차이가 작아지면 전반적인 지구 대기의 풍속이 약화되

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서울지역의 연평균 풍속과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그림4] 

참조)하면 풍속이 10% 감소하였을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증가 

요인을 고려해 더 강력한 배출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

이다.

3. 대기질 예보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원인물질을 근본적으

로 제거하거나 고농도 노출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회

[그림 4] 최근 10년간 연평균 풍속과 미세먼지 농도와의 상관도

자료: H. Kim et al., 2017 / Scientfic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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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특히 고농도 현상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전 방위적인 비상저감 조치를 취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위험으로부

터 안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에 대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

라는 2013년부터 ‘국가 대기질 예보제’를 법정업무로 수

행하고 있다. 19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2종

(PM10 & PM2.5)과 오존을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

쁨)으로 나누어 예측결과를 6시간 간격으로 하루 4번 발

표하고 있다. 예보는 관측-모델-예측-전달의 4개 요소

로 이루어진다. 관측 자료는 기상과 대기질의 감시 및 추

세 파악에 활용되며, 국내 기상 관측망과 국내·외 대기

측정망의 실시간 자료가 활용된다. 수치 모델은 다양한 

기상 조건하에서 배출량을 농도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기상, 배출처리, 대기화학수송 등 3개 모델을 매일 

매일 구동한다. 이러한 관측 자료와 수치 모델 결과를 활

용하여 대기질 예보관은 자신의 지식, 경험 및 노하우를 

더하여 미래의 대기질 예보를 생산하여 각종 보도 매체에 

[그림 5] 예보관의 예보등급 확정을 위한 의사 결정 단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2016, 미세먼지 예보업무 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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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게 된다([그림5] 참조).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예보 결과에 따라 고농도 

시 (예,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

의보 또는 경보 발령+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

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일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

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

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

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에 더해,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

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

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

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

다. 이러한 비상저감조치의 적시 발령을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예보가 필수적이다.

4. 결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공포이다. 

항간에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과학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 다만 최근 들어 감소폭이 현격히 줄어드

는 상황과 예보 등을 통해 매일 매일 미세먼지 정보를 접

하는 등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높은 감수성이 맞물려 

미세먼지라는 공포와 위험의 대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

나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달하는 국가 경제 수준을 감

안하면 국민/시민은 이제 삶의 질, 특히 환경/안전/재난

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할 

만하다. 과연 정부는 약속대로 3~5년 내 30%에 이르는 

감축목표 달성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일단, 외부요인

인 중국의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중 효과를 해결하

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서 

본문에 밝혔지만 중국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자국 대기질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 우

리나라 수준으로 대기질이 개선되려면 향후 10년은 족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행동도 더딘 편이다. 따라서 주변국, 국제사회와의 공동

의 협력/노력과 별도로 우리 자체 배출원을 줄이는 노력

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로부터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노력, 노후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

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비판이 고

조되고 예보 등급에 따라 개인, 학교, 지자체 등의 대응 

업무까지 결정되는 등 책임과 영향이 커짐에 따라 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미세먼지 대응의 시

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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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세먼지는 현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

었다. 또한 지난 겨울철 국내 초미세먼지(PM2.5 (크기

가 2.5㎛ 이하 입자))의 서울 일평균 농도가 160㎍/㎥ 을 

훌쩍 넘어 국제 보건기구 (WHO) 기준1)의 6배를 상회하

는 심각한 고농도 사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농

도 사례가 금년 2월 말~3월 초까지 약 2주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야외활동에 큰 제약을 받은 것은 물론, 연일 계

속되는 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

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을 통해 현재 우리

나라의 미세먼지의 현황과 요인,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에 대해 무엇이 시급히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과 국내 요인 

이미 국제적으로 일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 그 

중 혈관침투가 가능한 초미세먼지(PM2.5)의 측정은 우리

나라가 중국보다도 늦은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관측과 

관리가 시작되었다. 때문에 초미세먼지의 장기적 농도 변

화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입자크기가 10 

㎛ 이하인 미세먼지(PM10)은 국내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측정해서 그 농도추이를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 약 연평균 약 70㎍/㎥ 수준이었던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현재 약 45㎍/㎥ 수준

이다.2) 초미세먼지 농도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서

울지역에서 2000년대 초 약 40㎍/㎥ 을 상회하던 농도

가 현재 약 25㎍/㎥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3) 그러나 

국제 보건기구의 권장 연평균 농도가 10㎍/㎥ 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수준의 국가임을 알 수 있다(OECD 국가 중 최하

위권4)).

장기적으로는 국내 미세먼지는 개선되었으나 문제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과 대응 전략  

심창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cshim@kei.re.kr) 

                                                                                                                  

1) WHO 24시간평균 기준치 25㎍/㎥

2) 한국환경공단 AirKorea 자료에 근거

3) 한국환경공단 AirKorea 자료에 근거 

4) OECD (2019),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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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이후이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미세먼지 농

도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2013부터 2016년까지

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연

평균 농도가 소폭 감소하고 있을 뿐이다.5)

1980~90년대 이후 미세먼지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이는 대형 사업장의 관리감독강화와 교통부문을 포함한 

화석연료의 질 개선 등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왔

다. 그러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25㎍/㎥에서 

좀처럼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그림 1]. 이것은 배출

원 저감에 한계요인이 있거나 국외 요인 등에 의한 대기

오염 개선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

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배출량 자료(CAPSS)를 

보더라도 2000년 이후 일산화탄소나 황산화물 등 일부 

오염물질을 제외하고는 배출량이 크게 줄지 않았고 일부 

소폭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6)

게다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주는 기상요인, 즉 풍속 및 

강우일수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12년 이후 국내 평균 풍

속은 소폭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져 이런 요인이 미

세먼지가 바람에 희석되지 않고 정체되어 고농도 현상과 

평균 농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7) 또한 겨울

철 강우일수도 최근 7년간 소폭 감소했는데8) 이 역시 미

세먼지가 비/눈 등에 의해 제거되는 현상이 감소해 미세

먼지 농도가 악화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배경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

[그림 1] 서울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농도의 장기간 변화 추이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자료, 한국환경공단 AirKorea 자료 및 서울시 대기오염 농도

출처: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예측 및 중장기 대기관리정책 수립 연구(이승민, 최기철 외, KE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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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승민, 최기철 외 (2019),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 예측 및 중장기 대기관리정책 수립연구

6) 국립환경과학원(2018),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자료

7)  Kim et al (2017). Recent increase of surfac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orea, Scientific Reports, 7, 4710-

4714: DOI:10.1038/s41598-017-05092-8

8)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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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의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 중국은 2010년대 이후 

탈질 탈황 정책 등이 일부 성과를 보여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2017년까지 약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지역간 차이는 있으나 이는 중국정

부의 공식적 정책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에도 중국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약 35 

~70㎍/㎥ 수준으로 국내 연평균 농도의 약 2~3 배 수준

이기 때문에 기상조건에 따라 여전히 중국의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

서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환경부의 발표에 의

해서도 연간 약 40~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평시와 고농도 사례의 차이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중국의 영향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숫자

적 논란보다는 이미 약 절반수준에 이르는 국내 미세먼지

의 “순수 국내요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 연평균으로 보았을 때 약 12~13㎍/㎥ 수준의 순수 국

내 요인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 한국 등 국외영향

을 포함한 실제 일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약 12 ㎍

/㎥)에 맞먹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국내요인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

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교토 프로토콜 (1997) 이후 총 국가 에너지 소비가 줄

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

가 계속 늘고 있는 점도 미세먼지 저감의 어려운 점 중 하

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가 최근에

도 크게 상승하여(5.7toe/인) 일본을(3.39toe/인) 훨씬 상

회하고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6.56toe/인)에 근접하

는 우리의 에너지 과소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것들 

최근 환경부와 학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특히 고농도 발생시의 주된 성분은 질산암

모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산암모늄은 일반적으로 화

석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질산화물(NOx)의 영향

과 또한 농업, 축산, 공업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암모니

아(NH3)의 주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황산화물

(SOx)이 주로 중국의 기원을 가리키는 지표물질이기 질

산암모늄과 같은 질소계열의 미세먼지는 국내영향을 의

미하기 때문에 고농도시에도 국내 배출의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평소의 국내 질소계열의 

오염물질 감소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국 배출 사업장(공장)의 수는 약 5만 8천개

에 이르고 있으나 자동 굴뚝측정망으로 실시간 감시가 되

는 대형 사업장의 수는 전체 사업장의 10% 이하이다.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배출량은 대형 사업

장에 미치지 못하나 문제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중소 사

업장의 숫자이다. 이는 배출물질과 배출량의 파악을 갈수

록 어렵게 하여 배출원 관리 문제와 미세먼지 증가를 유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

능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경유차량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

도 미세먼지 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육상

차량 중 초미세먼지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

유 화물차는 2009~2018년 사이 약 17%가 증가하여 현

재 약 330만대를 상회하고 있다.10) 이 중 약 1/4를 차지

하고 있는 경유차가 Euro3 수준인데, 이러한 미세먼지와 

질산화물을 과다배출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9) 최민욱(2019). 중국정부 공식 통계자료 분석에 의한 개인적 의견 교환

10) 국토교통 통계누리(2019) (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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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유도, 친환경차 전환 지원, 저감장치 보급과 관리감

독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다. 

암모니아(NH3)는 현재 국내 가장 중요한 국내 미세먼

지 발생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암모니아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은 농업과 축산분야인데 주로 비료사용과 

가축 분뇨 등에 의해 대기 중에 배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료사용이 시작되는 이른 봄과 따뜻한 온도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11)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암모니아의 농도가 정체 혹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2) 또한 2010년 

이후 암모니아 배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축분뇨 발생량

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도 줄지 않고 있는 정체 현상

을 보이고 있다.13) 암모니아 배출량은 바람과 온습도, 강

우 등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는데 국내의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은 이러한 물리적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비료 및 가축분뇨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료인 만큼 환경부 뿐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차원

의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총량적 관점의 무게농도 측정뿐 아니라 그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미세먼지 화학조성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 6개의 집

중 측정소에서 화학조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

한 자료의 공개가 제한적이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측정

이 2015년부터 공식 측정된 만큼 현재 누적된 자료의 값

도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 내륙에서의 암모니아 대기 측

정 장소는 한 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적 미세먼지의 

실태와 기원을 밝히기 위해 국가관리의 집중 측정소의 확

충과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차

원의 미세먼지의 양상이 다소 상이한 만큼 지자체 미세먼

지 대응을 위해서도 전국단위의 집중측정소의 확충과 관

리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추

가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경

보 발령 등으로 일반 국민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주하게 된다. 이때에 실내 공기

질이 오염된다면 이차적 건강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 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의 공기 청정기 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사나 대형 건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필터 및 효율적 청정 기술이 보급, 개발된다면 고농

도 사례에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미세먼지 국민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정

부차원의 관리와 연구개발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4. 결론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

염 극복의 역사가 있다. 이 과정은 대기오염의 원인규명

과 배출원 관리, 저감, 관련 기술과 정책지원과 이행에 필

요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미세먼

지 농도 수준은 1990년대의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유사한 

상황이다. 2019년 현재 로스엔젤레스의 초미세먼지 농도

는 미국의 환경기준 15㎍/㎥을 만족시키며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 과정에는 정부차원의 입체적 대기오염 관

측과 배출량 분석과 조사 등 꾸준한 연구가 있었으며, 밝

                                                                                                                  

11) Zhu et al.(2013), Constraining US ammnoia emissions using TES remote sensting observations and the GEOS-Chem adjoint model.

12) 한지현 외(2018), 관측자료 분석을 통한 국내 암모니아 농도와 특성(국제 미세먼지 예보모델 심포지엄 발표)

13)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 비료협회 자료



16

이슈와 시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과 대응 전략 
ISSUE

혀진 배출원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기술보급 정책 

등을 통해 점진적 배출량 감소가 가능했다. 특히 주 배출

원인 교통과 항만, 사업장 등 당사자들과 정부 당국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20여년에 걸친 대기질 개선의 과정은 

우리나라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즉, 인공강우와 실외 

청정기 등 이미 배출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비용대

비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정밀하게 

밝히고 정책을 추진하며 이해당사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대

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불확실한 배출원과 

배출량을 관측과 조사를 통해 먼저 파악하여 시급히 대책

을 세우고 이를 가능한 시간 내에 실천하는 방향으로 정

부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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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3년 WHO 산하 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

로 지정하면서 일반 대중들은 이전과는 다른 경각심을 갖

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매년 700만 명으로 추산한 결과1)에 

대하여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의 2배,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에 달한다는 비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

실이다.

하지만 2016년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2년마다 발표하

는 환경성과지수(EPI)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질 점수가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사실상 최하위라는 사실2)을 접

하면서 많은 이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연이어 발표

된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대기오염으

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서의 2060년 대기 중 PM2.5와 오

존농도 추정결과,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높은 조기 사

망률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피해우려지역으로 된다는 전

망은 막연한 불안감을 공포로 바꿔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미세먼지 관

리정책 수립·추진과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

준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

반구축과 재원 설계가 지연되면서 비로소 정책추진의 출

발점에 선 듯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

고 풀어가려는 전문가 그룹과 정책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려는 정책부서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이

해를 조정하며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도 마무리되는 중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2.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주요 이슈 

조경두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 /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 (kdcho@ii.re.kr)

                                                                                                                  

1)  2018년 WHO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91%가 대기오염 권고기준 초과지역에 살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42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http://www.who.int/news-room/detail/02-05-2018-9-out-of-10-people-worldwide-breathe-polluted-air-

but-more-countries-are-taking-action).

2)  2018년 우리나라의 EPI 중 대기질 점수는 119위로 상향되었지만, 초미세먼지(PM2.5) 노출과 WHO 권고기준 초과지역 거주비중은 각각 174위와 169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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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시선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주요 이슈
ISSUE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적 관

심사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감축조치

로서 고농도 위해성을 관리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

다.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저감하는 것을 목

표로,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 

2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부문으로 구분하여 국내 오염배출의 전 

부문에 걸친 감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한·중 

협력과 민감계층을 고려한 미세먼지 노출 피해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강화대책이 추가되면

서 지난 2월부터 새로 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

고 있다. 이전의 대책들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차이점

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 노후발전소의 조기 폐쇄

와 대규모 공정개선, 상한제약 등 규제관리 강화계획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보완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그 성과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의 구체화 과정

과 경제급전을 대신할 환경급전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이

지만, 결국은 에너지전환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개별 발전기의 발전량 대비 온실

가스와 오염배출 원단위 규제관리 등에 대한 정책목표 결

정과정을 통해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국

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개선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와 전국의 모든 발전호기별로 동일한 전

력생산을 위한 운전비용 뿐 아니라 발전량 대비 단위배출

량이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송부문 대책의 두드러진 변화는, ① 클린디젤

을 공식 폐기하면서 경유차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과, ② 기존 경유자동차 위주의 교통부문 저공해화 대

책이 선박을 포함한 항만오염원 관리와 건설기계 저공해

화, 이륜차 관리 등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노후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야 하고 비산먼지신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저공해 건설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

량 감축을 위해 3.5%인 선박연료의 황 함량기준을 2020

년까지 0.5%로 강화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

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미세먼지 민감계층과 취약지역의 노출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공식화하고 구체화했다는 점

이다. 우선, 지금까지 대기환경기준과 대기측정망 확충 등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정책대상을 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인구밀집지역

과, ② 동일한 대기질 수준에서 훨씬 큰 건강피해에 직면

하게 되는 영유아, 노인, 환자군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으

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들 민감계층이 오랜 시간 이용

하는 병원, 학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로 인

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자동차 운행제한 등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명문화하였다.

넷째,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되었다. 특히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

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되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

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은 단순히 환경정책을 뛰어넘어 산업과 교통, 보건복

지, 교육, 재정 등 유관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체계와 막대

한 예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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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주요 이슈와 제언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책의 구체성을 보강하고 제도

적 기반과 예산을 확충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분명 긍정적 

변화이고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특별대책

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수단 발굴과 추진방식만

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미세먼지 관리정책이 제대로 추

진되고 그에 따른 성공적인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경제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총량적으로 관리되는 에너지-온실

가스-대기오염 저감의 NEXUS 측면에서 정책적 우선순

위가 명확해졌으면 한다. 미세먼지 배출은 에너지 소비와 

비효율, 온실가스 배출과 철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경제활동과 에너지 소비는 위축시

키지 않으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MB정부의 녹색성장정책처럼 온실

가스 감축을 빌미로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배출 및 환

경훼손이 오히려 증가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도시에서의 석탄과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의 소비는 

줄어들었을지언정, 이를 대신하는 전기사용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

하는 우리의 전력공급시스템을 고려하면 발전소 인근지

역의 환경문제를 증폭시키는 환경부정의(Environment 

Injustice)를 만들어 왔다고 봐야한다. 최근 정부 부처들

의 미세먼지 줄이기 노력이 눈앞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

해 과감한 규제관리수단을 도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과 투자보다는, 오히려 

전력부하를 키워 발전소에서 훨씬 더 많은 전력생산을 지

속적으로 유발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둘째, 미국은 1997년에 이미 PM2.5 대기환경기준을 

일평균 65㎍/㎥, 연평균 15㎍/㎥으로 신설했고 2006년

에 일평균 기준을 35㎍/㎥로 강화하였다. 일본도 2009년 

현재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도입한 PM2.5 대기환경기

준은 일평균 50㎍/㎥, 연평균 25㎍/㎥로서, PM10과 

PM2.5 모두 WHO 권고기준의 잠정목표2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2018년 3월 PM10은 종전 기준을 유지

한 채, PM2.5에 국한하여 종전보다 더 엄격한 잠정목표

3, 즉 연평균 15㎍/㎥, 24시간 35㎍/㎥로 강화하였다. 혹

자는 현행 대기환경기준조차 준수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표 1>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 및 3단계 잠정목표

구분
PM2.5(㎍/㎥) PM10(㎍/㎥)

각 단계별 연평균 기준 설정시 건강영향
연평균 일평균 연평균 일평균

잠정목표1 35 75 70 150 권고기준 대비 사망위험율 15% 증가

잠정목표2 25 50 50 100 잠정목표1 대비 사망위험율 6% 감소

잠정목표3 15 37.5 30 75 잠정목표2 대비 사망위험율 6% 감소

권고기준 10 25 20 50 사망위험율 가장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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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앞세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상

적인 탁상공론이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의 중요성은 대기환경기준에 근거

하여 여타 대기환경관리정책의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대기환경정책의 

규제관리강도를 더 높여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엄격하

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과, 이제는 이 방향을 지

향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

겨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에 연계하여 예·

경보 발령기준과 고농도 비상대책의 설계기준, 배출허용

기준, 총량관리를 위한 배출허용총량 등 다양한 정책목

표들과의 상호 연계와 정책적 조화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미세먼지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오존과 여타 대

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방치되거나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3)과의 조화

로운 정책목표와 정책설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기환경개선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석탄화력발전과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의 배출비중이 

지대하게 높은 편이다. 국가기간시설이나 산업단지로부

터 멀리 떨어진 대부분 도시에서는 경유자동차와 물류운

송처럼 수송부문 대형경유엔진의 배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인천처럼 발전소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육상물류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까지 다양한 배출원을 모두 가지

고 있는 지역도 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동일한 관리

정책을 가질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보다 지자체의 환경행정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이유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프레임을 강화해 왔다. 하

지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지방분권의 큰 흐름 속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제반 추진체계에 대한 

굳건한 법적 근거가 연계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

고 지자체 간 상생협력이 전제되어야만 구체적이고 실효

성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스

스로 자체적인 환경관리역량 제고와 시민참여, 자발적 상

생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 선정과 투자결정

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특정 이해집단의 전략적 마케팅

에 매혹되어서는 안되며 철저한 검증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수단에 대한 검증 역시 특정한 이해에 치

우치거나 특정항목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미세먼지 저

감 가능성에 현혹되어 과학적 효율과 투자효율, 지속가능

성 측면의 검증과정을 생략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 무

엇보다 검증된 정책수단이라 하더라도 배출원별로 적절

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정한 모니터링 및 평가기

반을 구축하며, 평가에 따른 엄정한 조치 등이 체계적으

로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과정을 통해 미세먼지(PM2.5)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 측

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측정한 것을 줄일 수 있는 기술

이 확보되어야 하고, ③ 줄이겠다는 목표와 그에 따른 정

책수단의 도입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용이 전제되어야 한

                                                                                                                  

3)  2019년 4월 2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되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뿐 아

니라, 질소산화물와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O3) 등을 관리하게 되며, 2020년 4월 3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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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④ 관리목표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

는 인프라를 갖추고 엄격한 이행평가를 해야 하며, ⑤ 평

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정책적 

피드백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최근 미국에서 초미세먼지와 오존농도가 국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노출에 의한 저소득층

이나 여성, 흑인의 조기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4)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대로변이나 오염물질 발생원 인근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될 위험

이 높은 학교들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집중되

어 있었다.5) 이처럼 사회적 형평과 정의의 차원에서 오염

물질에의 상대적 노출도가 높으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

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어려운 인구계층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인천지역의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 중 하나인 노

인복지시설6)의 위치와 1~5종 대기오염 배출원의 위치를 

중첩해보면,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미세먼지 집중관

리구역’의 도입 필요성을 절실히 이해할 수 있다. 인천지

역의 경우, 배출시설과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입지계획 측

면의 근본적 관리와 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배출시설

의 배출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거나 민감계층 이용시설

의 환기와 정화에 대한 투자 확대만으로는 미세먼지 피해

를 최소화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위치 근접성 분석

주: 1-3종 대기배출시설(연두색), 4-5종 대기배출시설(갈색), 노인복지시설(분홍색)

                                                                                                                  

4) Qian Di,(2017), Air Pollution and Mortality in the Medicare Population, N Engl J Med. 376(26), 2513–2522.

5)  Sara E.Grineski, Timothy W.Collins(2018), Geographic and social disparities in exposure to air neurotoxicants at U.S. public schools, Environmental 

Research, 161, 580-587.

6)  대기오염 민감계층 이용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등)과 어린이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공통적으로 주거지역의 입

지와 밀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조경두(2018), 인천지역 대기오염 우심지역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pp. 7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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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미세먼지에 대한 모든 영역의 온

전한 이해로부터 수립하고 추진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

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문제에서 이미 잘 아는 부

분과 잘 모르는 부분의 구분은 분명한 편이다. 중국이 미

치는 영향, 가스 형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

에서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바뀌어 건강피해를 가중하는 

부분, 미세먼지에 의한 대상별 건강피해처럼 아직 잘 모

르는 부분을 진전시키기 위해 현상파악과 분석이 부단히 

진행 중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과 특정 제조

업, 노후 중대형 경유차 및 경유엔진 등에 초점을 맞춘 에

너지-산업-교통-기후변화-대기환경에 대한 통합적 사

고를 기반으로, 균형잡힌 정책설계와 이행평가 및 피드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수단의 철저한 

검증과 촘촘한 감시모니터링 등 평가기반 확충에도 각별

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형평과 정의의 차원에서 미세먼지 피

해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민감계

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

다. 이와 함께, 정책의 실천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과 책무, 추진지원체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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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사람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스템이다. 따라서 생활공간

과 유기적 관계 하에 형성되며 거주자의 공공보건에 미치

는 영향도 크다. 특히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은 사고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대기질 악화 등 공공보건에 심각

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통분야 역시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고는 현재 국내외 교통부문에서 미세먼지발생량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교통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고자 한다. 

1.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교통부문의 영향

미세먼지1)는 주로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도

시부에서는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의 영향이 가장 크

다.2) 자동차 운행 중 배기구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박지영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parkjy@koti.re.kr)

                                                                                                                  

1) 대기환경보전에서 주요 오염물질로 정의한 먼지 중 PM10, PM2.5를 통합해서 명칭함

2) Karagulian외(2015), Contributions to cities’ ambient particulate matter(PM): A systematic review of local source contributions at global level

<표 1> 미세먼지 배출 특성

구분 합계
직접배출

(1차 배출)

간접배출(2차 생성)

소계 NOx SOx VOCs

수도권
53,634톤

(100%)

14,427톤

(27%)

39,207톤

(73%)

21,348톤

(40%)

10,857톤

(20%)

7,002톤

(13%)

전국
324,109톤

(100%)

91,460톤

(28%)

262,649톤

(72%)

90,416톤

(28%)

118,418톤

(37%)

23,817톤

(7%)

자료: 정부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1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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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도로와 타이어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비연소 

미세먼지도 존재한다. 또한 오염배출물질 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은 특정대기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미세먼

지를 생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통부문 미세먼지관리는 자동차 배기구를 통

한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전구

물질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인 저감대책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부에서는 질소산화물에 의한 2차생성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표 1> 참조).3) 결

국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정책으

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관리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대기오염 발생원으로 수

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미 미세먼지 및 대기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정책이 시행중이다. 현

재 교통분야에서 주로 추진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4) 

첫 번째 관리방안은 신차 친환경기술(New Vehicle 

Technology)이다. 신차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로 

저공해 엔진 설계, 하이브리드 및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기술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은 자동차 제작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여 오염배

출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제작사차원에서도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시장

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차 상용화는 하이

브리드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기술

로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 관리방안은 운행차 개조(Vehicle Retrofit)이

다. 운행차의 배기오염 저감을 위해 디젤산화촉매, 매연

여과장치 등 후처리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주로 

경유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후경유차 및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이 진행 중

이다.5) 

세 번째 관리방안은 운행차 검사와 관리(Inspection 

and Maintenance)이다. 운행중인 차량들에 대해 정기검

사 및 수시검사를 통해 고배출 차량을 관리하는 방안이

다. 실도로 운행상황에서 고배출차량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매연원격측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네 번째 관리방안은 연료 및 윤활유(Fuels and 

Lubricants) 관리이다. 이것도 역시 운행차의 대기오염물

질 저감을 위해 적용되는 방안으로 초저황경유, 함산소휘

발유(Oxygenated Gasoline) 등 친환경연료 개발이 대표

적인 사례이다. 국내에서도 연료 환경품질 관리가 이뤄지

고 있으며 환경부의 오토오일 프로그램 등 연료부문 품질

기준 향상을 위한 연구가 있다. 

다섯 번째 관리방안은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이다. 전체 자동차 통행량을 감

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통수단 이용패턴을 고효율, 친

환경 이동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로 승용차 수요를 

                                                                                                                  

3) 정부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9.26

4)  McCarthy외(2006), Particulate matter: A strategic vision for transportation-related research, Environment Science and Technology, American 

Chemical Society

5) 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내용,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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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교통수단으로 전환하거나 대중교

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주로 

대중교통 및 비동력이동수단 이용 인센티브, 대중교통체

계 개편 등 인센티브를 통한 간접적인 유도정책이 시행되

었으나 최근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차량운행제한, 통행료 

부과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6) 

여섯 번째 관리방안은 교통시스템관리(Traffic System 

Management)이다.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함으로써 오염물질발생량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다. 주로 도로 기하구조 개선, 급격한 감가속

을 줄이기 위한 도시부 Stop-and-Go 운행환경 개선, 교

통혼잡 완화 등이 주요 실행전략으로 적용되고 있다. 

먼저 논의된 네 가지 관리방안은 주로 차량에 직접 적

용되는 기술적 관리 방안으로 주로 산업 관련 부처 및 환

경 부처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후자에서 논

의한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시스템관리의 두 가지 유형은 

차량수요 관리 정책으로서 주로 교통관련 부처 및 지방정

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3. 국내 적용대책과 향후 개선방향 

앞서 논의한 관리방안 중에는 국내에서도 이미 미세먼

지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많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7)은 정책효

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그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세먼지법(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매

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평가와 심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제한, 시차 출퇴근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통부문 단

기 대책으로는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및 노후화물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운행차 

및 신규 경유차에 대해서는 실도로 인증기준을 도입하여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강화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경유차 비중을 

점차 축소해가는 한편, 친환경차 시장대중화를 위하여 충

전소를 확대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며, 배출가스 

검사제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관리 종합대책은 기존에 진행해

온 자동차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운행차 감시 및 고배출 

차량 관리, 고농도시 수요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제

도의 시행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정

책 효율성과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언하는 개선방

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통부문 관리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분석

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기과학과 교통분야가 협업하는 기

초연구들이 필요하다. 특히 차량2부제나 친환경차 등급

제 등과 같이 갈등요인이 있는 수요관리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수용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인체위해성과, 대기질 개선효과 등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

로 한 정량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도시부 교통수단의 무공해차 전환 정책은 강

화되어야 한다. 현재 노후경유차 등 운행차의 관리에 소

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감시·감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6)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스웨덴 스톡홀름 등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 중

7) 정부부처 종합,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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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차시장은 전 생애주기동안 오염물질 배출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차량주행거리가 길고 도심 운행빈도가 높은 버스, 

관용·업무차량 등은 친환경차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 

세 번째, 화물차부문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경유세인상 및 운행제한 등은 화물운송 및 물류산업 

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우려와 반발이 있으나 교통부문 미

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화물차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

서 시장수용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

다. 영세한 화물차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내 친환경 

차종 전환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직접

적인 배기오염 감축 뿐만 아니라 급감가속이나 주행습관

에 의해 발생하는 비배기오염(Non-Exhaust Emission)

을 감축하는 실행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대기관리구역

을 우회하거나 전체 오염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경로안내, 

Eco-ADAS기술 적용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 이외 선택가능한 기술 대안이 필요

하기 때문에 중차량 친환경기술로서 수소, 가스 등 대체

연료차량 기술개발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통부문 미세먼지관리대책은 과학에 근거하

여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교

통, 자동차기술분야 등이 협업하는 기초연구들이 중요하

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교통정책 개발과 도

입과정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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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는 시간에 따라 그 크기와 극성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이며 DC는 시간에 따라 흐르는 극성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류이다, 둘은 일반적으론 호환되지 

않으며 흔히 쓰는 220V은 AC, ESS에서 사용하는 전류는 DC이다.

세계 전력시장의 무게중심은 기존 공급위주에서 효율 

위주로 이동 중이고 최근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스마트그

리드 열풍과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한 관

심도 급부상하고 있다. ESS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을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효율시

스템으로 부하를 평준화시켜 기존의 전력설비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추가 전력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비

용을 절감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전력계통 운용에서 대

단히 중요한 기술이다. 특히 냉·난방기기 사용이 집중되

는 여름·겨울철 예비력을 높여주고 갑작스런 정전사고

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ESS에 

대한 개요, 국내외 정책동향, 적용 비즈니스 모델 및 구축

사례 등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1. ESS 개요

에너지산업은 기존 화력, 원자력 발전에서 태양광과 풍

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천천히 중요도를 변화시키고 있

다. 또, 에너지가 생산되는 발전 단계부터 전력소비 단계

까지 에너지의 효율적 생산과 소비를 위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트렌드 변화의 

중심에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저장장치가 있다. 

ESS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나 요금이 저렴할 때 전력

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수요가 많거나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력저장장치이다. 이는 부하를 평준화시켜 

기존의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추가 전

력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비용 절감 혹은 투자기시를 지연 

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냉·난방기기 사용이 집중

되는 여름·겨울철 예비력을 높여주고 갑작스런 정전사

고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ESS의 주요 구성 및 요소 기술로는 계통으로

부터 받은 전기에너지를 직류(DC)형태로 저장(충전)하

거나 저장되어 있는 전기에너지를 계통에 출력(방전)하

는 배터리, 생산된 전력이 배터리에서 충전/방전하기 위

해 전기의 특성(AC ↔ DC1), 전압, 주파수) 등을 변환하는 

ESS 국내외 정책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사례 

김응상한국전기연구원 팀장 (eskim@k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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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는 PCS(Power Conditioning System)가 

있다. PCS/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EMS(Energy 

Management System)에 전달하고, EMS 지령에 따

라 PCS/배터리를 제어하는 PMS (Power Management 

System), 배터리 셀(Cell)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셀의 전압, 전류, 온도 등을 측정하고 셀 밸런싱 

및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ICT 기술 기반 에너지 사

용량과 생산량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구성요소를 제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

소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에 차

질이 생기므로 특히 EMS를 통한 실시간 계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ESS의 활용분야로는 그리드 안정화/대용량 에너지 저

장용, 신재생에너지 저장, 송배전,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

라 등이 있으며 이 활용분야는 추후 언급될 비즈니스 모

델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비즈니스 모델에서 더 자세히 

기술하겠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ESS의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

는 표준 및 기술기준은 현재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주

관하는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SGSF, Smart Grid 

Standard Forum)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스

마트그리드협회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

로 국내 표준을 만들어 표준협회에 인준을 거친 뒤 국내 

표준을 만든다.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 조직도는 [그

림 1]과 같다. 그 중 분산자원(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 도메인위원회에서는 신재생 발전원을 포함하

는 분산자원에 대한 기존 전력망과의 안정적인 연계 및 

운용과 관련된 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진행한다.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의 표준문서 제·개정 절차

는 [그림 2]와 같다. 새로운 표준문서 및 기술보고서 제정

을 위해서는 NP(New Work Item Proposal)를 제안하여

야 한다. 이는 PT(Project Team)를 통하여 표준 문서 및 

[그림 1]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 조직도 

자료 : 스마트그리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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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서(WD, Working Draft)로 작성되고 도메인위원

회에서 투표를 거쳐 CD(Committee Draft)라는 표준문서 

및 기술보고서가 제정된다.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

상으로 투표를 거쳐 FDFS(Final Draft Forum Standard)

의 최종 표준문서 및 기술보고서가 작성되며 이를 포럼표

준(SGSF)로 제정하게 된다. SGSF 표준을 작성한 후 표

준협회에 단체표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술기준

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담당에서 주관

하여 안전기준, 성능기준 등을 제·개정하고 있다.  

2. ESS 관련 국내외 정책 현황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선 ESS 시

장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ESS에서 충전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

하는 전력시장거래를 허용한다던지 한시적으로 ESS 충

전전력 할인 특례를 준다던가 하는 식이다. 융자 및 세제 

항목에서는 ’14년에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ESS에 한

해서 융자 및 세제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이미 완료된 보급사업 및 R&D 지원으로는 ’15년

까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55.4MWh의 ESS 구축을 지

원하였으며 금전적으로는 1,860억을 지원, 기술적으로는 

ESS용 LiB(Lithium-Ion Battery) 상용화 기술 확보, 장

주기 ESS인 RFB(Redox Flow Batterie), NaS(나트륨 황 

전지) 등의 개발로 다변화 추세를 꾀하고 있다. 장주기와 

단주기 ESS의 구분은 2시간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정격출

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즉, 정격출력

으로 2시간 이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ESS를 장주기 

ESS라고 부르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와 같은 정책의 연

[그림 2]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 표준문서 제·개정 절차

자료 : 스마트그리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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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으로 계시별 요금제 대상 수용가에서 ESS를 활용하

여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하고, 피크 시간대에 전

기를 사용하면 요금혜택을 주는 ESS 활용 촉진 전기요금

제를 2026년까지 연장하고, ESS에 충·방전된 전력을 전

력거래소에 판매를 허용하고, 디젤비상발전기를 ESS로 

교체하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ESS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 ’16~’20년에는 태양광 연계 ESS에 공급인증서(REC)

부여, ’20년까지 계약전력 1,000kW이상 기관의 계약전

력 5%이상을 ESS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기관 설치 의

무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건물 약 1,100개, 

194MWh 규모의 정책으로 ESS의 활성화에 아주 큰 불을 

지폈다. 그 외에도 피크저감용/비상전원용 ESS 80MWh, 

주파수 조정용 30MWh 설치 등 앞으로도 정부는 ESS 관

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을 보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24년까지 1.3GWh 설치를 목표로 전력사업자별 ESS설

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중대형 ESS설치시 2~30%의 투

자 세액감면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ESS설치 보조금 지

원중심의 정책을 시행중이며 일본 자체의 전기세가 비

싼 편(한국대비 전력량요금 3배, 피크요금 5배)이라 자연

적으로 피크저감용 ESS를 많이 찾는 추세를 보인다. EU

의 경우 각국 정부의 주도아래 실증 및 보급 확대 대형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태양광 주

택 리튬이온전지 실증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은 

1,700만 파운드를 들여 에너지저장기술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장 규모의 차이도 있겠지만 아직 국내의 

정책적인 부분이 외국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어야 

한다.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ESS가 과연 사

업적으로 매력적인 상품일까? 기업을 나열하면서 ESS 판

매량을 보는 것보다 ESS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

여 조금 더 근본적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으로 기대된다.

3. ESS 활용분야

가. 전기차용

전기차용 ESS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

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 엔진으로 사용가능하다. 내연

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

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전기차의 특징 및 장점으로는 주행시 화석연료를 사용

하지 않아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또

한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다. 내연기관차에 비하여 

운행비용이 저렴하고, 차량 수명이 길어 경제적이며, 사

고 시 폭발의 위험성이 적어 안전하다. 

전기차용으로써의 ESS는 한발 앞선 배터리 기술이 전

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열쇠라는 판단에서 혁

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급속, 저속충전을 통해 

자동차 에너지공급에 이용된다. 전력망에서 충전스테이

션을 통해 자동차로 전력을 충전하며, 자동차에 탑재되는 

ESS의 용량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가능 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시되는 요소이다. 그리고 크기뿐만 아니라 충

전속도도 전기차에선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로써 

도시바는 6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ESS를 개발했다

고 2017년 발표했다. 한 번 충전에 테슬라 모델3과 비슷

하게 320km까지 주행할 수 있었다. 고속 충전을 해도 한 

시간 이상 걸리는 현재 출시된 전기차 배터리와 비교하면 

획기적인 속도다. 현재 개발 중인 20~30분이 걸리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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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충전 기술보다 60% 이상 충전 시간을 줄였다. 전기

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는 니오븀 소재를 음극 재료에 섞

어 충전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용량도 늘린 덕이다. 도시

바는 이 제품의 주행거리를 400km까지 늘려 2019년 상

용화할 계획이다. 

최근의 배터리 기술 발전이 충전시간이나 혹은 주행거

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고 급속

도로 확산된 스마트폰처럼 전기차 시장의 대전환이 시작

될 가능성도 있다. 초고속 충전 기술과 더불어 회사나 가

정의 플러그, 태양열전지, 잉여 전력 등을 이용한 완속 충

전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저속 충전기는 사라지

고 차량을 단기간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와 자동차를 쓰

지 않을 때 여유 있게 충전하는 방식이 공존할 전망이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저속 충전기 

보급은 지난해 21만2,394대로 증가세가 정체되는 사이 

고속 충전기는 2016년 10만9,871대로 2년 새 1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신기술이 넘쳐나는 데 

비해 국내 기업들은 그에 비해서는 한발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한번 충전으로 7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하는 LG화학과 삼성SDI 및 SK이

노베이션이 용량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충전 속도에 대한 

개발은 그만큼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 오직 현대자동차만

이 고속충전기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나. 주파수조정용(Frequency Regulation. FR)

주파수조정용 ESS는 안정적인 계통주파수 유지를 위

해 발전출력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써 전기품질을 높이고 

발전비용을 낮출 수 있다. 주파수조정 예비력은 주파수추

종운전(GF)과 자동발전제어(AGC) 2가지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파수 추종(GF)은 계통주파수에 따라 조속

기가 응동하여 발전 출력을 조절하는 기능이고, 자동발전

제어(AGC)는 EMS 원격제어 신호에 발전기가 응동하는 

기능이다. 주파수조정 예비력 확보기준은 GF와 AGC를 

포함하여 150만kW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는 지난 2014년 주파수조정용 ESS 52MW 시범사업을 성

공적으로 구축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표 1>과 같

이 김제변전소 등 13개 장소에 주파수조정용으로 세계 최

대 규모(미국 에너지부 근거)인 376MW를 구축 및 운영

하고 있다. 

주파수조정용 ESS의 376MW 상업운전이 시행되면 전

[그림 3] 전기자동차용 ESS와 전력계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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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품질 확보와 전력계통 운영 효율 향상이 기대되며, 매

년 약 620억 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또

한, 기업들은 지난 4년간 주파수조정용 ESS사업에 참여

하면서 배터리 충, 방전 속도를 최대 1.6배까지 향상시키

는 등 기술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미

국, 유럽, 아시아 등에 약 1조 2,000억 원의 해외 수출을 

달성했다.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신재생출력 안정화용 및 

피크절감용 ESS 분야로 활용범위를 넓혀 ESS 산업 생

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내 사업경험을 기반으로 주

파수조정용 ESS의 해외 기술 수출도 지속 추진할 예정 

이다.

다. 수요관리용(Demand Response, DR)

수요관리용 ESS는 [그림 4]와 같이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해 이를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사용하도록 하는 설비로 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 설치된다. 

평소에 전력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전력거래소(Korea 

Power Exchange, 이하 KPX)에서 준비/관심/주의/경계/

심각 5단계로 예비단계를 운영 중이다. 9,312만kW를 공

급할 수 있으며 예비전력은 1,000만kW로 상정하는데 동

절기와 하절기에는 예비전력이 500만kW 아래로 내려가

는 경우가 있어 블랙아웃의 위험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

우에 수요관리를 통해서 발전기 4개 분량의 전기가 보충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통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표 1> 연도별 주파수제어용 ESS 용량변화

Item 2014 2015 2016 2017 Total

Capacity 52MW 184MW 98MW 48MW 376MW

Status Commercial Operation(376MW) 13Sites

[그림 4] 전력수요관리 개념도

자료 : KT 그룹 블로그



33

ESS 국내외 정책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사례 

2019 봄호ENERGY FOCUS

대표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철강, 제철, 제지업 외

에도 산업체, 공장, 공동주택 등 규칙적인 사용패턴을 가

진 곳이면 참여 가능하며, 09시~20시 사이에 KPX 전

력소비 감축령을 내리면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에 

RRMSE(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 기준을 통

과해야 수요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

해 전력수요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전력수요관리 개념

도는 [그림 5]와 같이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수요관리용 ESS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은 부하패턴 분석기법, 최대피크부하 계산, 

일간 또는 연간 최적 운영계획, 경제성 분석기법 등을 기

반으로 한 전지 종류/용량 컨설턴트, PCS 정격/사양 체

크, 운전전략 결정, 알고리즘 분석 등이 있다.

라. 신재생에너지용 ESS

신재생에너지에 ESS를 연계하여 출력을 안정화하거나 

피크부하를 저감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기 또는 풍력발전

기와 같은 신재생발전기는 공급자원의 불확실성으로 인

해 출력이 불안정하므로, 발전된 에너지를 ESS가 충전하

고 있다가 출력을 일정하게 낼 수 있고, 피크부하가 발생

할 때 방전하여 요금을 줄여주는 역할로 탁월하다. 신재

생에너지 시장이 [그림 6]과 같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ESS시장도 함께 성장하는데 한 몫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피크요금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출력을 안정화시키는

지는 [그림 7]로 확인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충전 후 주간시간에 방전하여 전기요금을 조절

하고, 조금 심도 있게 보면 차후 1년의 전기요금을 결정

하는 요인 중 하나인 피크 전력사용량을 줄여주는 역할까

지 병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발전원인 화력·원자력에 비해 

발전단가가 아직은 비싼 편이므로 이전 2장에서 언급했던 

정책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몇 가지 주요 지

원사항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태양광 연계 ESS에 정부에서 공급인증서(REC)를 부

여하고, REC 수익이 4.5~5.0배 늘어나도록 정책적으

로 지원하는데 이는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지원 혜택

이 큰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ESS를 결합하는 수요가 클 

[그림 5] 전력수요 관리 도입후 전력시장

자료 : KT 그룹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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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태양광 연계 ESS의 발전 수익

은 전력판매수익 계산식인(발전량×SMP단가)+(발전량

×REC단가×가중치5.0)로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적

정 용량의 ESS를 설치해야 투자 수익이 극대화된다. 아

울러 15년 장기고정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재의 REC 

가중치 부여 정책의 혜택이 유지되고 판매수익이 확보

되어 수익의 안정성도 제고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 항에서는 실제 ESS 구축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4. ESS 구축사례

가. 한국전력공사의 주파수 조정용 ESS 시범사업

우선 처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한국전력공사의 주파수

조정용(Frequency Regulation, 이하 FR) ESS 시범사

업이다. 한전은 2014년 서안성·신용인변전소 두 곳에

서 52MW FR용 ESS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경산, 신김제 등 7개소에 184MW를 구축한 바 있으며, 

[그림 6]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투자 추이

[그림 7] 신재생에너지 출력안정화와 ESS

자료: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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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안성 및 신용인변전소 FR용 ESS 

[그림 8] 서안성 및 신용인변전소 FR용 ESS 설치현황

<서안성변전소 FR용 ESS> <신용인변전소 FR용 ESS>

구분 전력변환장치 배터리 용도 사업예산

서안성변전소

(28MW)

16MW LS산전 코캄 1차 주파수응답

(15분 충방전용)
약 250억원

12MW 우진산전 LG화학

신용인변전소

(24MW)

16MW EN테크 삼성SDI 2차 주파수응답

(30분 충반전용)
약 270억원

8MW LG CNS 삼성SDI

2016년 구축사업으로는 김제변전소에 옥내형 FR용 ESS

스테이션을 비롯해 4개의 변전소 140MW를 구축했다.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 FR용 ESS를 상용화

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괄목할만한 기술적 성장은 우리나

라가 유일하다. 미국은 316MW, 일본은 104MW, 이태리

는 45MW의 규모에 지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에 140MW FR용 ESS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전력분야에

선 신기원을 이룬 셈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

극적인 참여로 동반성장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 

중 서안성변전소, 신용인변전소의 케이스는 <표 2>와 [그

림 8]에서 볼 수 있다.

나 .한국전기연구원의 수요관리용 ESS

한국전기연구원은 2013년 ESS 보급지원사업으로 ESS

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공공기관 의무 설치 규정으로 인하

여 설치한 ESS까지, 현재까지 총 5MWh 전지규모의 ESS

를 구축하였다. ESS 전지의 종류는 리튬폴리머전지, 연

축전지, 레독스플로우의 세 가지 종류로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에 맞는 최적 운전계획을 위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영해왔다. 

산업용 수용가의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에너지저장장

치를 이용하여 경부하시간대에 저장하였다가 최대부하시

간대에 방전하여 요금 차액을 얻고, 전기요금을 상승시

키는 주 요인인 피크부하때 방전하여 기본요금을 절감하

였다. 또한 2항에서 설명한 ESS 할인특례제도를 신청하

여 ESS에 충전하였다가 방전할 때 충전요금을 50%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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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방전량을 계량하여 기본요금은 할인된 요금을 적용

받아 돌려받도록 전기요금 절감 및 할인요금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 한국전기연구원의 ESS 시험평가시스템

이 외에도 한국전기연구원(KERI) 고전압시험실은 최

근 메가와트(MW)급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

력변환장치 시험평가시스템을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을 

완료했다. 해당 설비는 국내·외 시험규격에 적합한 공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전원모의장치, 그

리드시뮬레이터, 수동 부하장치, 통합측정시스템 및 종합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설계단계부터 

LVRT(Low Voltage Ride Through) 등 계통연계 성능

시험에 중점을 뒀으며, 외부 환경에 무관하게 안정적 운

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험인증 업무가 기본 성능시험 위주인 점에 비해, 이번 

MW급 공인시험설비 개발 성공은 계통연계 성능시험에서 

중요한 중대용량 기기의 시험인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

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요약

ESS는 전지, 전력변환장치,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전지에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방전하여 쓸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에너지저장장치는 아직까

지 비싼 가격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보급 사업이나 

할인요금제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표준 및 기술기준이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다.

ESS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로는 크게 전기차용, 주파

[그림 9] 한국전기연구원의 수요관리용 ESS 실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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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어용, 수요관리용, 신재생에너지 출력완화용, 비상전

력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ESS 설치 및 활용 사례

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주파수 제어용 ESS 140MW, 한국

전기연구원의 수요관리용 ESS 5MWh 및 MW급 ESS 및 

PCS 시험평가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ESS 중에서도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한 ESS는 설치면적

이 작고 충방전 효율 및 사이클 효율이 다른 전지에 비하

여 뛰어나 사용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

된 리튬이온전지의 운영 중에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였으

며, 산자부에서 에너지저장장치의 운영을 전면 중단 요청

한 상태이다. 리튬이온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ESS에 사용

되는 전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분석과 필요한 안전기

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요약하면, ESS의 특장점이나 비즈니스모델은 현재 많

이 알려져 있으며 운영이나 설계관련 연구도 상당부분 진

행되었다. 정부에서도 ESS를 유망한 사업대상으로 인식

하고 설치와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ESS에 들어가는 전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험 및 평가 시스템 분야의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SS관련 안전에 관한 법규나 관련규정에 적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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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2018)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

2) 에너지법 제19조제5항(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3)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론

에너지총조사는 1981년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에너지법 제19조제5항2)과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3)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

는 에너지소비조사이며, 2017년 제13차 조사가 이루어졌

다.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체 수요부문에 대한 에너

지 소비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문별(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최종 에너지소비자인 사업체, 차

량, 가구,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대면조사를 통해 데이

터를 수집한 후 부문별, 세부업종별, 용도별, 설비별, 에

너지원별 소비량 및 소비구조를 추정한다.

본고에서는 2017년에 실시된 에너지총조사의 주요 결

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2017년 조사의 내용, 

표본설계, 응답 결과 등을 간략히 정리하고, 3절과 4절에

서는 각각 수요부문 전체 에너지소비량과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 결과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017년 에너지총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및 방법

2017년 조사(실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6.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 조사대상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

다. 즉, 조사 실시 전년도의 에너지 소비 현황에 대해 조

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대상(응답자)을 방문 후 종이

조사표를 이용하여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작성

의 번거로움 및 보안 등을 이유로 응답자가 요청하는 경우 

응답자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한 후 조사업체, 수행기관(에

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산업통상자

2017년 에너지총조사 주요 결과와 특징1)

최문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stat.mschoi@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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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업과 제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 기준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

5) 상업·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상세 업종 정보는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6)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함.

7)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함.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및 보유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 공동주택 및 마을 단위의 신재생설비 설치 가구는 제외함.

9) 회수율 = 회수된 조사표 수 ÷ 목표 표본크기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3회 이상 재방문 시에도 응답자를 만날 수 없거나 사업체가 휴·폐업된 경우는 원표본을 예비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음. 사업

체는 5~10배수, 가구의 경우 3배수의 예비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수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함.

원부)에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허용하였

다. 또한, 에너지소비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

크에너지(전기, 도시가스)는 응답자가 동의한 경우 에너지

공급사에 소비량 정보를 요청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나.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대상은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업체, 차

량, 가구, 건물 등이다. 사업체의 업종분류는 제9차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산업부문은 농림업, 어업, 건설

업 및 광업, 제조업4)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조사대상이며, 

건설업의 경우 보다 정확한 소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

설업체 외에 건설기계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수송부문

은 운수업 사업체와 관·자가용차량을 대상으로, 상업·

공공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D부터 S까지에 해

당하는 서비스업5)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또한, 대형건물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

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6)가 조사 대상이다. 단, 수송

부문 관·자가용차량에서 특수형승합차, 특수용도형화

물, 특수자동차는 조사에서 제외하며 상업·공공부문에

서는 국방, 일부 공공행정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가스·증기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제외하였다.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 

정의7)를 따르는 가구이며, 신재생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의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

치 가구 명부에 있는 가구8)이다. 일반가구에서 도서지역

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체, 차량, 가구, 건물 등에서 소비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원료용 중 연탄제조용 석

탄과 비에너지용(아스팔트, 용제, 파라핀왁스, 윤활기유) 

에너지원은 조사하지 않았다. 산업부문에서 부생에너지, 

자가발전 및 열생산량은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총량 집

계 시에는 제외하였다. 또한 수송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

에서 수송용 에너지 소비는 집계 시 제외하였다.

<표 1>은 부문별 조사단위, 표본크기, 조사표 회수율9)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부문별 모집단 및 표본 정보 

부문 업종 조사단위 모집단크기(개) 표본크기(개) 회수율

산업 농림업

사업체

가구(농가)

소계

2,745 

1,179,028 

-

651 

1,251 

1,902 

103.7%

10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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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소계 및 합계에서 제외

2) 표본추출틀 : (사업체)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농림어가)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건설기계) 20216년 12월 기준 건설기계 등록현황(대한건설기계협회)

(차량) 2016년 6월 기준 자동차등록현황 및 이륜차신고현황(국토교통부) 

(일반가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신재생가구) 2016년 12월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가구(한국에너지공단)

(대형건물) 2016년 기준 에너지사용량 신고 건물(한국에너지공단)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을 수정 및 편집

<표 1> 계속

부문 업종 조사단위 모집단크기(개) 표본크기(개) 회수율

산업

어업

사업체

가구(어가)

소계

439 

57,905 

-

151 

400 

551 

109.3%

110.3%

110.0%

건설업

사업체

건설기계

소계

94,648 

465,296 

-

1,200 

2,000 

3,200 

102.7%

100.0%

101.0%

광업 사업체 (2,006) (577) -

제조업 사업체 (413,849) (112,209) -

산업부문 계 - 5,653 102.3%

수송

운수업 사업체 378,884 6,001 101.5%

관·자가용 차량 21,915,881 6,050 100.0%

수송부문 계 - 12,051 100.8%

상업·공공

도소매/음식/숙박 사업체 1,700,484 3,001 100.8%

통신/금융/부동산 사업체 223,759 2,400 101.6%

공공/사회/기타 사업체 977,821 7,001 100.9%

상업·공공부문 계 2,902,064 12,402 101.0%

가정

일반 가구 19,111,030 8,000 103.2%

신재생 가구 99,250 1,000 103.7%

가정부문 계 - 9,000 103.2%

대형건물

주거용(아파트) 건물 313 313 99.7%

상업용(아파트 외) 건물 889 889 87.6%

대형건물 계 1,202 1,202 90.8%

합계 - 40,3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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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내용 및 결과

주요 조사내용은 부문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

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사단위인 

사업체, 건설기계, 차량, 가구, 건물의 일반적인 특성(사

업종류 및 형태, 종사자수/가구원수, 사용면적 등), 두 번

째는 에너지설비 이용현황(설비종류, 용도, 용량, 이용일

수 및 시간 등), 세 번째는 에너지원별 2016년 연간 및 월

별 에너지소비량 부분이다. 이 외에 조사부문에 따라 에

너지절약설비, 에너지절약·효율 정책 이행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조사되었다. <표 2>는 부문

별 주요 조사항목 및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을 수정 및 편집

<표 2> 부문별 주요 조사항목 및 결과 

부문 조사항목 조사결과

산업

• 사업형태, 종사자수, 사용면적

• 에너지원별 소비

• 열/전력설비 및 에너지소비

• 부생에너지 이용현황

• 자가발전 실적

• 보일러 및 중장비 이용현황

• 업종별 에너지소비

• 설비별 에너지소비

• 공정별 에너지소비

• 용도별 에너지소비

• 자가발전 현황

수송

• 사업형태, 종사자수, 사용면적

• 에너지원별 소비

• 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 및 주행거리

• 운전자 특성

• 차종별 에너지소비 및 주행거리

• 차량 특성 및 운행현황

• 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

• 수송수단별 대당 에너지소비 및 주행거리

• 업종별 연료경제 및 에너지원단위

• 차종별 에너지소비

• 자가용 차량의 운행특성

상업·공공

• 사업종류, 종사자수, 사용면적

• 냉/난방설비 종류 및 이용시간

• 에너지원별 소비

•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 업종별 에너지소비

• 용도별 에너지소비

•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가정

• 주택, 가구 특성

• 냉/난방 설비 및 취사현황

• 에너지원별 소비

• 가전기기 이용현황

• 지역별, 가구특성(주택유형, 건축년도, 

면적, 가구원수, 소득 등)별, 난방설비별 

에너지소비

• 월별 에너지소비

• 가전기기별 보급대수

대형건물

• 사업종류, 종사자수, 사용면적

• 냉/난방설비 종류 및 이용시간

• 에너지원별 소비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절약설비 이용현황

• 업종별 에너지소비

• 용도별 에너지소비

• 업종별 면적당 에너지소비

• 월별 에너지소비

• 에너지절약설비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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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에너지 소비 주요 결과 

2016년 우리나라 수요부문의 전체 에너지소비량은 

215,419천toe로 2013년 조사 결과 대비 연평균 2.4%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별로는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석유 비중이 51.6%로 여전히 주종 에너지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석유화학)의 원료용으

로 소비되는 납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0) 2013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은 열·기타에너지가 7.0%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11) 다음으로는 석유 3.3%, 전력, 2.7%, 석

탄 2.1% 순이며 천연가스(도시가스)는 2.2%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석유의 높은 소비 비중과 증가율로 인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대비 2016년 소비 증가량의 

약 70%는 석유 소비가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납사의 증

가 기여율이 40.1%을 차지한다. 전력과 유연탄의 증가 기

여율은 각각 22.6%, 16.5%로 납사 다음으로 높게 나타 

났다.

<표 5>는 수요부문별 에너지소비 추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산업부문 소비 비중이 60.4%로 가장 높으며, 수

송부문 20.8%, 가정부문 9.6%, 상업·공공부문 9.2% 

                                                                                                                  

10) 석유에서 납사를 제외할 경우 석유 소비 비중은 35.9% 수준임.

11)  열에너지는 지역냉·난방, 기타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미함. 2013년 대비 높은 증가율은 광업 및 제조업에서의 신탄 분류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2013년까지

는 광업 및 제조업에서 소비된 신탄을 기타석탄으로 분류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기타에너지로 분류함. 2016년 열·기타에너지 소비량 7,104천toe 중 광업 및 

제조업의 신탄소비량은 약 600천toe이며, 만약 이를 제외한다면 열·기타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3.9% 수준임.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일부 수정

<표 3> 에너지원별 소비 : 총에너지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1992년 2001년 2010년 2013년 2016년 ’01/’92년 ’10/’01년 ’13/’10년 ’16/’13년

석유

(%)

57,260 

(64.1)

89,030 

(62.2)

101,170 

(55.0)

100,621 

(50.2)

111,050 

(51.6)

5.0 1.4 -0.2 3.3 

석탄

(%)

18,910 

(21.2)

16,587 

(11.6)

21,827 

(11.9)

26,189 

(13.1)

27,887 

(12.9)

-1.4 3.1 6.3 2.1 

천연가스

(%)

2,353 

(2.6)

12,580 

(8.8)

23,329 

(12.7)

27,391 

(13.7)

25,613 

(11.9)

20.5 7.1 5.5 -2.2

전력

(%)

9,853 

(11.0)

21,272 

(14.9)

33,430 

(18.2)

40,354 

(20.1)

43,765 

(20.3)

8.9 5.2 6.5 2.7 

열·기 타

(%)

936 

(1.0)

3,725

(2.6)

4,157

(2.3)

5,792

(2.9)

7,104

(3.3)

16.6 1.2 11.7 7.0 

합계

(%)

89,311 

(100.0)

143,194 

(100.0)

183,912 

(100.0)

200,347 

(100.0)

215,419 

(100.0)

5.4 2.8 2.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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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표 4> 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기여율 

<표 5> 수요부문별 소비 : 총에너지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비중(%) 소비 변화

2013년(A) 2016년(B) 2013년 2016년 차이(B-A) 기여율(%)

석탄

(유연탄)

26,189 

(23,565) 

27,887 

(26,052) 

13.1 

(11.8) 

12.9 

(12.1) 

1,697 

(2,487) 

11.3 

(16.5) 

석유

(경유)

(납사)

100,621 

(22,772) 

(46,637) 

111,050 

(24,507) 

(52,676) 

50.2 

(11.4) 

(23.3) 

51.6 

(11.4) 

(24.5) 

10,429 

(1,735) 

(6,039) 

69.2 

(11.5) 

(40.1) 

천연가스 27,391 25,613 13.7 11.9 -1,778 -11.8 

전력 40,353 43,765 20.1 20.3 3,411 22.6 

열·기타 5,792 7,104 2.9 3.3 1,312 8.7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1992년 2001년 2010년 2013년 2016년 ’01/’92년 ’10/’01년 ’13/’10년 ’16/’13년

산업

(%)

48,997

(54.9)

80,522

(56.2)

103,017

(56.0)

118,991

(59.4)

130,010

(60.4)

5.7 

  

2.8 

　

4.9

  

3.0 

  

수송

(%)

17,398

(19.5)

32,669

(22.8)

41,900

(22.8)

40,281

(20.1)

44,802

(20.8)

7.3 

  

2.8 

  

-1.3

  

3.6 

  

가정

(%)

18,057

(20.2)

20,133

(14.1)

21,924

(11.9)

22,110

(11.0)

20,780

(9.6)

1.2 

  

1.0 

  

0.3

  

-2.0 

  

상업·공공

(%)

4,861

(5.4)

9,870

(6.9)

17,071

(9.3)

18,965

(9.5)

19,828

(9.2)

8.2 

  

6.3 

  

3.6

  

1.5 

  

합계

(%)

89,313

(100.0)

143,194

(100.0)

183,912

(100.0)

200,347

(100.0)

215,419

(100.0)

5.4 

  

2.8 

  

2.9

  

2.4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일부 수정

순이다. 2013년보다 산업부문과 수송부문 비중은 각각 

1.0%p, 0.7%p 늘어난 반면, 가정부문과 상업·공공부문

은 각각 1.4%p, 0.3%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 확대는 철강, 석유화학, 조립금속

업(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과 같은 에너지 다소

비업종이 국가 생산활동을 주도하는 경제적 흐름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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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기 때문이며, 수송부문의 비중 확대는 저유가12) 및 

차량 등록대수 증가13) 등으로 수송용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정 및 상업·공공부문은 2013년과 

2016년의 기후 여건 차이로 인해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하

거나 증가폭이 작아 소비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

다. 난방도일의 경우 2013년에는 2,908.0도일, 2016년에

는 2,589.7도일을 기록하여 10.9% 감소하였으며 냉방도

일은 2013년 908.9도일, 2016년 976.7도일로 7.5% 증가

하였다.14) 2013년에 비해 2016년 여름철에 냉방 수요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난방 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주요 난방연료인 천연가스(도시가스) 소비

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가정 및 상업·공공부문 에너지소

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부문별 소비 주요 결과 

가. 산업부문

2016년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은 130,010천toe로 

2013년에 비해 연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요부문 전체 소비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 6>

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부문 소비의 대부분(95.8%)을 제

조업이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산업부문 내 소비 비중은 농림어업 2.6%, 건설업 1.5%, 

광업 0.1%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2013년에 비해 2016년 에너지소비가 모두 늘어났

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제조업 3.1%, 건설업 7.5%, 광업 

5.8%이다. 농림어업은 2016년 에너지소비가 2013년 대

비 연평균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의 에너지소비량 감소는 농림어가 수 감소15),  

농업부문 경제활동 둔화16), 동력어선 척수 및 톤수 감소 
17)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에너지소비 

증가는 주요 업종의 생산활동 증가 때문이며 건설업 역시 

건설기계 대수 증가18) 등과 함께 산업활동이 증가했기 때

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철강업에서 전로강 생산량이 

2013년 40,294천톤에서 47,521천톤으로 연평균 5.7% 

증가19)하였고, 석유화학업에서 기초유분20)생산량이 2013

년 24,990천톤에서 2016년 27,334천톤으로 연평균 

3.0% 증가2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철강 및 석유

화학업의 제품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원료용 에너

                                                                                                                  

12)  원유 수입가격은 2013년에 배럴당 108.3달러(USD)에서 2016년 41.1달러(USD)로 연평균 27.6%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경유 소비자가격은 2013년 리

터당 1,729.6원에서 2016년 1,182.5원으로 연평균 11.9% 감소,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2013년, 2016년 각각 리터당 1,924.5원, 1,402.6원으로 연평균 10.0% 감소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경제연구원(2018.6)

13)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18,258천대에서 2016년 20,402천대로 연평균 3.8% 증가. 자료: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2017)

14)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경제연구원(2018.6)

15)  농림가 수는 2013년 1,237천호에서 2016년 1,155천호로 연평균 2.3% 감소하였으며, 어가 수는 2013년 60천호, 2016년 53천호로 연평균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자료: 농림어업조사, 통계청(2013, 2016)

16) 2013년과 2016년 농림업 생산액은 각각 51조 8,660억원, 49조 8,461억원으로 연평균 1.3% 감소

자료: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2017)

17)  동력어선 척수는 2013년 69,323척, 2016년 66,067척으로 연평균 1.6% 감소하였으며 동력어서 톤수는 2013년 605,303톤, 2016년 534,532톤으로 연평균 4.1% 감소

18)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2013년 414,658대, 2016년 465,296대로 연평균 3.9% 증가

자료: 건설기계 현황 통계, 국토교통부

19) 자료: 철강통계조사, 한국철강협회

20)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의 합계임.

21) 자료: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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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업종별 에너지소비 : 산업부문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1992년 2001년 2010년 2013년 2016년 ’01/’92년 ’10/’01년 ’13/’10년 ’16/’13년

농림어업

(%)

2,268 

(4.6)

4,487 

(5.6)

3,434 

(3.3)

3,485 

(2.9)

3,320 

(2.6)
7.9 -2.9 0.5 -1.6 

광업

(%)

190 

(0.4)

141 

(0.2)

145 

(0.1)

130 

(0.1)

154 

(0.1)
-3.2 0.3 -3.6 5.8 

제조업

(%)

45,947 

(93.8)

74,875 

(93.0)

97,989 

(95.1)

113,820 

(95.7)

124,600 

(95.8)
5.6 3.0 5.1 3.1 

건설업

(%)

591 

(1.2)

1,018 

(1.3)

1,449 

(1.4)

1,556 

(1.3)

1,935 

(1.5)
6.2 4.0 2.4 7.5 

합계

(%)

48,997 

(100.0)

80,522 

(100.0)

103,017 

(100.0)

118,991 

(100.0)

130,010 

(100.0)
5.7 2.8 4.9 3.0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1992년 2001년 2010년 2013년 2016년 ’01/’92년 ’10/’01년 ’13/’10년 ’16/’13년

석유

(%)

13,476 

(27.5)

16,432 

(20.4)

21,273 

(20.6)

25,568 

(21.5)

27,278 

(21.0)
2.2 2.9 6.3 2.2 

석탄

(%)

28,528 

(58.2)

45,928 

(57.0)

55,707 

(54.1)

57,909 

(48.7)

64,447 

(49.6)
5.4 2.2 1.3 3.6 

천연가스

(%)

361 

(0.7)

3,525 

(4.4)

6,929 

(6.7)

9,808 

(8.2)

9,108 

(7.0)
28.8 7.8 12.3 -2.4 

전력

(%)

6,172 

(12.6)

12,030 

(14.9)

16,644 

(16.2)

22,003 

(18.5)

24,369 

(18.7)
7.7 3.7 

9.8 

　
3.5 

열·기 타

(%)

793 

(1.6)

2,607 

(3.2)

2,465 

(2.4)

3,704 

(3.1)

4,807 

(3.7)
14.1 -0.6 

14.5 

　
9.1 

합계

(%)

48,997 

(100.0)

80,522 

(100.0)

103,017 

(100.0)

118,991 

(100.0)

130,010 

(100.0)
5.7 2.8 4.9 3.0 

지(유연탄, 납사) 소비가 많았으며 결과적으로 제조업의 

에너지소비량이 연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를 집계한 결과

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석유화학업의 제품생산량 

증가로 인해 원료용 납사의 소비가 2013년 대비 2016년

에 연평균 4.1%로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석유 소비 역시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일부 수정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일부 수정

<표 7> 에너지원별 소비 : 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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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철강

업의 생산활동 증가로 인해 석탄의 소비량도 2013년 대

비 2016년에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생산활

동을 위한 전기 소비 역시 연평균 3.5%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1) 농림어업

농림어업의 에너지 소비는 해당 업종 종사 가구 및 사

업체 감소의 영향으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림업에서 소비한 에너지는 2013년 2,496.8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에너지원별 비중(%)

비중(%) 연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합계

농가 2,174.1 93.2 3.7 47.2 - 49.1 100.0

농림사업체 158.9 6.8 0.4 26.3 1.6 71.7 100.0

합계 2,333.0 100.0 3.5 45.8 0.1 50.6 100.0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3년 2016년
’13/’10년 ’16/’13년

비중(%) 비중(%) 비중(%)

농업기계용 1,337.9 55.5 1,309.0 52.4 1,086.8 46.6 -0.7 -6.0

건물용 212.7 8.8 256.2 10.3 311.4 13.3 6.4 6.7

장비/설비 858.4 35.6 931.6 37.3 934.7 40.1 2.8 0.1

합계 2,409.0 100.0 2,496.8 100.0 2,333.0 100.0 1.2 -2.2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에너지원별 비중(%)

비중(%) 연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합계

어가 827.7 83.8 - 96.3 - 3.7 100.0

어사업체 159.5 16.2 - 68.7 - 31.3 100.0

합계 987.2 100.0 - 91.8 - 8.2 100.0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표 8> 2016년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 농림업 

<표 9> 용도별 에너지소비 : 농림업 

<표 10> 2016년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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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3년 2016년
’13/’10년 ’16/’13년

비중(%) 비중(%) 비중(%)

선박용 968.6 94.5 928.1 94.0 889.3 90.1 -1.4 -1.4

냉동보관 15.4 1.5 16.1 1.6 60.6 6.1 1.5 55.6

기계/장비/설비 39.4 3.8 42 4.3 32.7 3.3 2.2 -8.0

건물용 1.5 0.1 1.4 0.1 4.6 0.5 -2.3 48.7

합계 1,024.9 100.0 987.7 100.0 987.2 100.0 -1.2 0.0

구분
원별 소비(천toe) 용도별 소비(천toe)

비중(%) 합계 원료용 설비용 수송용 기타

석탄 32.8 21.3 32.8 - 32.8 - 0.0

석유 29.5 19.1 59.8 - 29.3 30.4 0.1

천연가스 2.8 1.8 2.8 - 2.7 - 0.1

전력 89.1 57.8 89.1 - 77.1 - 12.0

합계 154.2 100.0 184.5 - 141.9 30.4 12.2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주: 에너지원별 소비는 수송용 소비량을 제외한 값임.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표 11> 용도별 에너지소비 : 어업

<표 12> 2016년 에너지원별 용도별 에너지소비 : 광업 

천toe, 2016년 2,333.0천toe로 연평균 2.2% 감소한 것으

로, 어업의 경우 2013년과 2016년 모두 987.7천toe를 소

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8>과 <표 9>는 각각 농림업의 에너지원별, 용도별 

소비량을 집계한 것이다. 농림업의 경우 농사용 설비의 

연료가 석유에서 전력으로 대체됨에 따라 전력의 소비 비

중이 50.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석유 45.8%, 연

탄 3.5%, 도시가스 0.1% 순이다. 용도별로는 농업기계용 

46.6%, 장비 및 설비 40.1%, 건물용 13.3% 순으로 나타

났다.

<표 10>과 <표 11>는 각각 어업의 에너지원별, 용도별 

소비량을 집계한 것이다. 선박용 소비가 대부분(90.1%)

을 차지하는 어업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 중 대부분

(91.8%)을 석유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광업

광업의 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 전체 소비의 0.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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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광업 내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광업22)의 

소비 비중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원

유 및 천연가스 광업 8.8%, 금속광업 1.5% 순이다. 

<표 12>는 2016년 광업에서 소비한 에너지를 에너지

원별·용도별로 집계한 결과이다. 수송용을 제외한 광업 

전체 에너지소비량은 154.2천toe이며, 에너지 소비의 절

반 이상(57.8%)을 전력으로 소비하였다. 다음으로는 석탄

(21.3%), 석유(19.1%), 천연가스(1.8%) 순으로 소비하였

다.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대부분 설비용으로 소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제조업

2016년 제조업 에너지 소비는 124,600.2천toe(수송용 

제외)로 2013년 비해 연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10~201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5.1%23)에는 미

치지 못하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석유화학업과 철강

업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연평균 

3.0%)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13>은 제조업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석유화학업과 철강업의 주요 원료인 납사와 유연

탄으로 인해 석유와 석탄의 높은 소비 비중이 ‘90년대 이

후 지속되고 있으며, 전력과 천연가스 소비 비중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정도

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14>는 제조업 세부 업종별 에너지소비를 집계한 것

이다.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약 80%)을 3개 업종(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는 제조업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를 정리한 것으

                                                                                                                  

22)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07(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과 08(광업 지원 서비스업)의 합계임.

23)  2013년에는 석유화학업 및 철강업의 설비 증설에 따른 원료용 에너지(납사, 유연탄)와 전력 소비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10~2013년 기간의 경제성장률(연평균 

3.0%)을 상회하는 소비 증가율을 기록함(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구분 1992년 2001년 2010년 2013년 2016년

에너지소비(천toe) 47,048.0 75,485.8 97,988.7 113.819.4 124,600.2

에너지원별 비중

(%)

석탄 28.3 21.6 21.5 22.3 21.8

석유 54.7 55.3 53.2 47.8 48.8

천연가스 3.0 4.7 7.0 8.6 7.3

전력 12.4 15 15.8 18.2 18.3

열에너지 0.8 2.4 2.0 2.3 2.4

기타 0.9 1.0 0.5 1.0 1.5

주: 수송용 소비량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표 13>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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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료용, 설비용, 기타, 수송용 순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원료용 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반면 설비용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원료용 소비의 68.2%가 납사에 의한 것이며 

29.3%는 유연탄(원료탄)에 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6>은 2016년 설비용 및 기타용 에너지 소비를 세

부 용도별, 에너지원별로 나타낸 것이다. 설비 및 기타용 

소비의 절반 가량(48.2%)이 전력 소비량이며 이 외 천연

가스와 석유 등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비 및 기타용 전력 소비량의 약 

구분 1992년 2001년 2010년 2013년 2016년

에너지소비(천toe) 47,048.0 75,485.8 107,497.8 114,434,4 125,699.0 

용도별

비중

(%)

원료용 45.5 51.6   57.2   59.1   61.4   

설비용 51.0 45.7   38.0   37.6   35.4   

수송용 2.3 0.8   0.2   0.5   0.9   

기타 1.2 1.9   4.6   2.7   2.3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3년 2016년
’13/’10년 ’16/’13년

비중(%) 비중(%) 비중(%)

섬유/의복/가죽 1,039.8 1.1 1,561.6   1.4 1,673.1   1.3 14.5 2.3 

음식/담배 1,480.1 1.5 2,031.1   1.8 2,538.6   2.0 11.1 7.7 

펄프/종이 2,117.4 2.2 2,206.0   1.9 2,817.2   2.3 1.4 8.5 

코크스/ 석유정제 29,059.8 29.7 30,833.9  27.1 35,277.5  28.3 2.0 4.6 

화합물/화학제품 26,184.4 26.7 30,046.6  26.4 30,989.8  24.9 4.7 1.0 

비금속광물 5,353.8 5.5 6,277.7   5.5 6,759.0   5.4 5.4 2.5 

1차금속 23,791.0 24.3 28,135.0  24.7 31,157.7  25.0 5.7 3.5 

기타 8,962.4 9.1 12,727.5  11.2 13,387.3  10.7 12.4 1.7 

합계 97,988.7 100.0 113,819.4 100.0 124,600.2 100.0 5.1 3.1 

주: 수송용을 포함. 1992, 2001년은 부생가스 소비량을 포함한 결과임.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편집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편집

<표 15> 용도별 소비 비중 : 제조업 

<표 14> 업종별 에너지소비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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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는 동력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부 용

도별로는 오븐용24) 에너지 소비 비중이 28.7%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동력용 25.4%, 공정용 

히터 및 건조기 21.4%, 보일러용 18.3%, 기타 6.1% 순이

다. 오븐용 소비 중 에너지원별 비중은 천연가스 26.2%, 

석탄 23.5%, 석유 20.3%, 전력 20.1% 순이다. 공정용 히

터 및 건조기의 경우 전력 소비 비중이 65.7%로 가장 크

며, 보일러용은 천연가스(43.4%)와 석유(41.0%)가 주요 

연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건설업

2016년 건설업의 에너지 소비는 1,935.1천toe로 

2013년에 비해 연평균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분
원별 소비(천toe) 용도별 에너지원별 비중(%)

비중(%) 보일러용 오븐용 동력용 공정용히터/건조기 기타

석탄 3,882.5 8.2 7.8 23.5 0.0 0.0 0.0 

석유 6,810.9 14.4 41.0 20.3 0.6 2.7 5.2 

천연가스 9,021.3 19.0 43.4 26.2 4.8 8.7 7.7 

전력 22,840.8 48.2 - 20.1 93.8 65.7 74.2 

열에너지 2,939.0 6.2 2.7 2.5 0.7 21.2 4.0 

기타연료 1,865.8 3.9 5.1 7.3 0.1 1.6 8.8 

합계 47,360.2 100.0 18.3 28.7 25.4 21.4 6.1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편집

<표 16> 2016년 설비용 소비 중 세부 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 제조업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3년 2016년
’13/’10년 ’16/’13년

비중(%) 비중(%) 비중(%)

건설기계용 1,090.2 75.2 1,191.3 76.5 1,628.7 84.2 3.0 11.0 

건물용 348.4 24.0 365.0 23.5 306.4 15.8 1.6 -5.7 

기타 10.7 0.7 - - - - -　 -　

합계 1,449.3 100.0 1,556.2 100.0 1,935.1 100.0 2.4 7.5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표 17> 용도별 에너지소비 : 건설업 

                                                                                                                  

24)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에서는 전력을 제외한 에너지원의 경우 원료용, 보일러용, 동력용, 요·로, 공정용 히터 및 건조기, 수송용, 기타로 구분하

여 조사하며 전력은 동력용, 전기화학용, 전열용, 공정용, 조명, 기타(운반용설비)로 나누어 조사함. 오븐용은 전력 외 에너지원의 요·로에서 소비한 연료와 전력

의 전기화학용과 전열용을 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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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3년 2016년
’13/’10년 ’16/’13년

비중(%) 비중(%) 비중(%)

운수업(사업용) 17,136.3 40.9 15,748.4 39.1 18,542.9 41.4 -2.8 5.6

관·자가용 24,763.8 59.1 24,533.1 60.9 26,258.8 58.6 -0.3 2.3

합계 41,900.1 100.0 40,281.5 100.0 44,801.7 100.0 -1.3 3.6

주: 운수업(사업용)은 해외급유량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편집

<표 18> 용도별 에너지소비 : 수송부문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설업에서 에너지는 대

부분  건설기계용(84.2%)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건설기계

의 주요 연료인 석유의 소비 비중이 87.6%로 가장 높으

며, 다음으로는 전력 9.2%, 천연가스 3.2% 순이다. 건설

기계용의 소비 비중이 높다는 점은 건설업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즉,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2013년에 비해 연평균 3.9% 증가함에 따라 건설

업의 에너지 소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나.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에서 소비한 에너지와 사업용 외 관·자가용으로 이용되

는 차량에서 소비한 에너지의 합으로 집계된다. <표 18>

은 사업용과 관·자가용으로 소비된 에너지를 정리한 것

이다. 2010~2013년 기간 동안 수송부문 전체 에너지 소

비가 연평균 1.3% 감소했었으나, 2013~2016년 기간 중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3.6% 증가한 44,801.7천toe로 집

계되었다. 2010~2013년 기간 중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가 감소한 것은 주요 수송 연료인 휘발유, 경유의 열량 환

산기준 변경25)과 국제유가 상승26)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추정27)되며 2013~2016년 기간의 에너지 소비 증가는 앞

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원유를 비롯한 휘발유, 경유 등의 차

량 연료유 가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소비 비중은 관·자가용 차량(58.6%)이 사업용(41.4%) 

보다 높으나, 2013~201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사

업용이 관·자가용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에 따

라 2013년 대비 2016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사업용이 61.8%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

었다. 

                                                                                                                  

25) 열량 환산기준(2011.12개정) : (휘발유) 8,000kcal/ℓ → 7,780kcal/ℓ (2.8% 감소)

(경유) 9,050kcal/ℓ → 9,010kcal/ℓ (0.4% 감소)

자료: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26) 두바이유 기준 2010년 배럴당 78.06달러, 2013년 105.47달러로 연평균 10.6% 증가함.

자료: 2017년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2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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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업(사업용)

<표 19>는 운수업 세부 업종별 에너지소비량을 정리

한 것이다. 운수업의 2016년 에너지소비량은 22,351.4

천toe(해외급유량 포함)으로 2013년에 비해 연평균 2.6% 

증가하였으며 육상운송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서 2013년에 비하여 2016년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13~2016년 기간의 에너지 소비 변화

의 대부분을 항공운송업(기여율 67.9%)과 수상운송업

(27.1%)이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업의 경우 항공 여객 

및 화물 수요가 크게 증가28)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육상운송업의 경우 버스의 에너지소비량이 2013년 

2,303.3천toe에서 2016년 3,028.3천toe로 연평균 9.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와 화물운송업의 에너지 

소비가 각각 연평균 3.6%, 4.6% 감소함에 따라 2013년

에 비하여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운송업의 

경우 내항여객, 내항화물, 외항여객, 외항화물 모두 에너

지 소비가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상운송업 에너지 소비의 74.6%를 차지하는 외항화물의 

2013~2016년 기간 연평균 에너지소비량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운송업은 고속철도 구간확대 및 신

설29) 등의 영향으로 2013~2016년 기간 에너지소비량이 

                                                                                                                  

28) 항공 여객 수송량은 2013년 172,963백만인-키로에서 2016년 224,081백만인-키로로 연평균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2018)

29) 2015년에 KTX 호남선 개통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SRT 운영을 시작함.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3년 2016년
’13/’10년 ’16/’13년

비중(%) 비중(%) 비중(%)

육상운송업
9,701.7

 

46.2 

(56.6)
9,353.4 

45.2 

(59.4)
9,233.0 

41.3 

(49.8)

-1.2

 

-0.4

 

철도운송업
477.8 2.3 

(2.8)

466.3

 

2.3 

(3.0)

540.5 2.4 

(2.9)

-0.8

 

5.0 

수상운송업
4,658.6 

(3,454.3)

22.2 

(20.2)

3,888.7 

(2,194.0)

18.8 

(13.9)

4,341.8 

(4,212.7)

19.4 

(22.7)

-5.8 

(-14.0) 

3.7 

(24.3) 

항공운송업
6,034.4 

(3,355.2)

28.7 

(19.6)

6,929.0 

(3,679.4)

33.5 

(23.4)

8,062.5 

(4,383.1)

36.1 

(23.6)

4.7 

(3.1) 

5.2 

(6.0) 

운수관련서비스
147.3

 

0.7 

(0.9)

44.4

 

0.2 

(0.3)

173.6

 

0.8 

(0.9)

-33.0

 

57.5

 

합계
21,019.9 

(17,136.3)

100.0 

(100.0)

20,681.8 

(15,748.4)

100.0 

(100.0)

22,351.4 

(18,542.9)

100.0 

(100.0)

-0.5 

(-2.8) 

2.6 

(5.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외급유량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편집

<표 19> 업종별 에너지소비 : 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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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승용 중형차의 경우 대당 주행거리는 2013~2016년 기간 연평균 2.9% 증가하였으나 연료효율은 2.8% 개선되었고, 대당 에너지소비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남.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연료효율은 2013년과 2016년에 차이가 없으나, 인승 및 톤급에 따라 대당 주행거리가 연평균 0.4~4.0% 감소하여 대당 연료

소비량 역시 연평균 1.1~4.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

31) 연료효율은 2013~2016년 기간 연평균 휘발유 2.9%, 경유 0.5%, LPG 0.9% 증가(개선)함.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3년 2016년
’13/’10년 ’16/’13년

비중(%) 비중(%) 비중(%)

차종별

승용 16,028.5  64.7 16,028.9  65.3 18,025.1  68.6 0.0   4.0   

(이륜자동차) (557.6) -　 (539.3) -　 (572.3) -　 -1.1 -2.0

승합 1,934.9  7.8 1,714.1  7.0 1,509.7  5.7 -4.0   -4.1   

화물 6,800.3  27.5 6,790.1  27.7 6,724.1  25.6 -0.1   -0.3   

연료별

휘발유 9,132.4 36.9 9,126.1 37.2 9,672.2 36.8 0.0 2.0 

경유 12,126.4  49.0 12,281.6  50.1 13,991.9  53.3 0.4   4.4   

LPG 3,505.0  14.2 3,125.4  12.7 2,594.8  9.9 -3.7   -6.0   

합계 24,763.8 100.0 24,533.1  100.0 26,258.8  100.0 -0.3   2.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합계에서 제외함.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편집

<표 20> 차종 및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 관·자가용 차량 

연평균 5.0% 증가하였다. 

2) 관·자가용(비사업용)

<표 20>은 관·자가용 차량에서 소비한 에너지를 차종

별, 연료별로 집계한 것이다. 2016년 기준 차종별 에너지 

소비는 승용차의 비중이 6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화물차와 승합차는 각각 25.6%, 5.7%로 집계되었다. 

승합차와 화물차 모두 2013년에 비해 2016년 에너지 소비

가 감소하였음에도 승용차의 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4.0%

로 증가함에 따라 관·자가용 차량 전체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당 에너지소비량은 대부분 감

소30)하였으나 승용차의 차량 대수가 2013년 14,485천대

에서 2016년 16,533천대로 연평균 4.5% 증가하여 승용차

의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주었다. 2013~2016

년 기간 동안 화물차의 차량 대수는 연평균 2.1% 증가, 승

합차는 연평균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별 소비 비중은 경유가 절반 이상(53.3%)을 차지하

고 있으며 휘발유 36.8%, LPG 9.9% 순이다. 2010년 이후 

경유 소비 비중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LPG 비중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연료효율은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개선31)되었음에도 연료별 차량 등록대수가 경유와 휘

발유는 2013~2016년 기간 각각 7.3%, 2.5% 증가한 반면, 

LPG 차량은 4.0%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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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정부문32)

<표 21>은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량과 가구당, 1인당 소

비량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6년 가정부문에서 

소비한 에너지는 20,780천toe로 2013년에 비해 연평균 

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

과 같이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겨울철 난방수요가 감

소한데 따른 것이다. 가구당 에너지 소비와 1인당 에너

지 소비는 1992~1995년, 1998~2001년, 2007~2010년 

기간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움직임은 ‘90년

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2010년 이후 2인 이하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남33)에 따

라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이 2010~2013년 연평균 1.4%, 

2013~2016년 3.6% 감소하여 전체 에너지소비량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는 가정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량을 집계한 결

과이다. 산업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은 과

거부터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가정부문의 경우 

가구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원의 비율이 역동적으로 변화

한 것을 볼 수 있다. ‘80년대까지는 연탄이 주요 에너지원

으로 소비되었고,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석유류가, 이

후에는 도시가스 및 전력이 주로 소비되었다. 연탄의 경

우 1986년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량의 70.4%를 기록하였

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16년은 2.0%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며, 석유는 1992년에는 절반 이상(50.8%)의 소

비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6년은 10.7%로 소비량과 비

중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도시가스와 전력의 비

중은 1992년에는 각각 8.8%, 10.8%로 낮았으나, 이후 큰 

                                                                                                                  

32) 일반가구 8,253가구의 조사 결과임.

33)  2인 이하 가구 수는 2010년 8,357천가구, 2013년 9,388천가구, 2013년 10,494천가구로 각 연도별 전체 가구 내 비중이 각각 47.8%, 51.1%, 54.4%로 큰 폭으

로 증가함.

자료: 추계가구, 통계청(2015),

구분
에너지소비(천toe) 가구당 소비(toe/가구) 인당 소비(toe/인)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1992년

1995년

1998년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18,057

21,381

17,887

20,133

20,680

18,885

21,924

22,110

20,780

-

5.8

-5.8

4.0

0.9

-3.0

5.1

0.3

-2.0

1.564

1.642

1.293

1.363

1.315

1.138

1.253

1.202

1.078

-

1.6

-7.7

1.8

-1.2

-4.7

3.3

-1.4

-3.6

0.413

0.474

0.386

0.425

0.430

0.338

0.442

0.438

0.405

-

4.7

-6.6

3.2

0.4

-3.4

4.5

-0.3

-2.6

주: 가구당 소비와 1인당 소비는 통계청 추계가구 수와 추계인구 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임.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표 21> 연도별 에너지소비 : 가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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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증가율(%)

1992년 2001년 2010년 2013년 2016년 ’01/’92년 ’10/’01년 ’13/’10년 ’16/’13년

연탄

(%)

5,209

(28.8)

137

(0.7)

438

(2.0)

437

(2.0)

417

(2.0)

-33.2 13.8 -0.1 -1.5

석유소계

(%)

9,172

(50.8)

8,326

(41.4)

3,490

(15.9)

2,470

(11.2)

2,228

(10.7)

-1.1 -9.2 -10.9 -3.4

등유

(%)

3,201

(17.7)

5,450

(27.1)

2,328

(10.6)

1,611

(7.3)

1,696

(8.2)

6.1 -9.0 -11.5 1.7

경유

(%)

3,139

(17.4)

0

(0.0)

-

(0.0)

-

(0.0)

-

(0.0)

-62.3 -100 - -

중유

(%)

1,092

(6.0)

676

(3.4)

191

(0.9)

34

(0.2)

-

(0.0)

-5.2 -13.1 -43.7 -

프로판

(%)

1,740

(9.6)

2,200

(10.9)

971

(4.4)

825

(3.7)

532

(2.6)

2.6 -8.7 -5.3 -13.6

도시가스

(%)

1,598

(8.8)

7,234

(35.9)

11,146

(50.8)

11,822

(53.5)

10,597

(51.0)

18.3 4.9 2.0 -3.6

전력

(%)

1,949

(10.8)

3,359

(16.7)

5,318

(24.3)

5,551

(25.1)

5,555

(26.7)

6.2 5.2 1.4 0.0

열에너지

(%)

-

(0.0)

1,074

(5.3)

1,531

(7.0)

1,831

(8.3)

1,870

(9.0)

- 4.0 6.1 0.7

기타

(%)

130

(0.7)

3

(0.0)

-

(0.0)

-

(0.0)

112

(0.5)

-35.5 -100 -

　
-

　

합계

(%)

18,057

(100.0)

20,133

(100.0)

21,923

(100.0)

22,110

(100.0)

20,780

(100.0)

1.2 1.0 0.3 -2.0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일부 수정

<표 22> 에너지원별 소비 : 가정부문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각각 51.0%, 26.7%를 차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에너지(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인해 19.6%였던 네크

워크 에너지의 소비 비중은 2016년 86.7%를 기록하였다.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집합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 더 

많으며 주거면적, 가구원수, 소득이 커질수록 소비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집계 결과에 따르면, 단

독주택의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이 아파트에 비해 3.2% 크

며, 주거면적이 33㎡미만인 가구의 가구당 에너지소비

에 비해 33~66㎡인 가구는 54.3%, 66~99㎡인 가구는 

90.1%, 66㎡이상인 경우는 2배 이상 에너지를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경우 1인 가구에 비

해 2인가구는 34.1%, 3인가구는 49.1%, 4인 이상은 70% 

이상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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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6년 소득계층별 표본가구당 에너지소비 

<표 23>은 소득별 에너지원별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100~200만

원은 9.5%, 200~300만원은 14.0%, 300~400만원은 

31.4%, 400만원 이상은 40% 이상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에너지원별 비중

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연탄 및 석유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도

시가스를 비롯한 네트워크 에너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저소득계층은 연탄 및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

가 많아 고비용·저효율의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상업·공공 및 대형건물

1) 상업·공공부문

<표 24>는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량을 집

계한 결과이다. 2016년 상업·공공부문에서 소비한 에너

지는 19,828천toe이며 2013년 대비 연평균 1.5% 증가하

였다. 최근 도시가스와 전력소비량이 2010년 이전에 비

해 증가폭이 작아지거나 감소하면서 전체 소비량 역시 증

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해 도시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원의 소비는 모

두 증가34)하였는데 도시가스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난방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013~2016년 기간 연평균 

1.0% 감소하였다. 

에너지원별 소비는 ‘90년대까지는 석탄 및 석유를 중심

으로 소비가 이루어졌으나 이후부터는 네트워크 에너지

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특히 

전력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 및 냉방설비의 증가에 따라 

구분 평균 
100만원

미만
100

~200만
200

~300만
300

~400만
400

~500만
500

~600만
600만원

이상

계 (Mcal) 11,183.8 9,026.7 9,887.2 10,291.2 11,860.8 12,926.0 13,196.2 14,894.2 

연탄 2.0 6.1 3.7 1.3 1.1 0.2 0.2 0.0

석유소계 10.8 23.7 19.0 12.3 6.3 4.7 2.2 1.7

등유 8.3 18.8 14.8 9.3 4.6 3.4 1.8 1.2

  프로판/부탄 2.5 4.9 4.2 3.0 1.8 1.3 0.4 0.5

도시가스 51.6 32.9 41.8 52.7 58.0 62.6 61.8 55.0

전력 27.1 31.4 29.2 27.9 26.9 24.4 24.8 23.1

열에너지 8.0 4.9 5.0 5.7 7.6 8.1 10.8 19.9

기타 0.5 1.1 1.3 0.2 0.1 0.0 0.2 0.3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일부 수정

                                                                                                                  

34)  기타에너지의 경우 2013년까지는 목재(임산연료) 및 신탄만을 집계하였으나, 206년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생산량을 포함하여 집계함에 따라 2016년 소비량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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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공서비스 : 행정, 교육, 보건, 수도2) 기타 : 통신, 금융, 부동산, 전문,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 예술·스포츠, 협회 및 단체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표 25> 업종별 에너지소비 : 상업·공공 

에너지소비(천toe)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3년 2016년 2010년 2013년 2016년 ’13/’10년 ’16/’13년

합계 17,071.2 18,964.6 19,827.6 100.0 100.0 100.0 3.6 1.5

도매·소매업 4,133.5 4,210.8  2,922.8  24.2 22.2 14.7 0.6 -11.5

숙박·음식점업 4,795.3 5,231.8  5,939.3  28.1 27.6  30.0  2.9 4.3

공공서비스 3,718.1 4,273.2 3,959.3 21.8 22.5  20.0  4.7 -2.5

기타 4,424.3 5,248.7 7,006.2 25.9 27.7  35.3  5.9 10.1

<표 24> 에너지원별 소비 : 상업·공공부문 

　

　

에너지소비(천toe) 연평균 증가율(%)

1992년 2001년 2010년 2013년 2016년 ’01/’92년 ’10/’01년 ’13/’10년 ’16/’13년

석탄

(%)

223.4 

(4.6)

15.9 

(0.2)

114.2 

(0.7)

184.0 

(1.0)

190.9 

(1.0)

-25.5

 

24.5

 

17.2 

　

1.2 

석유

(%)

2,619.3 

(53.9)

2,480.0 

(25.1)

1,577.0 

(9.2)

1,411.6 

(7.4)

1,524.0 

(7.7)

-0.6

 

-4.9

 

-3.6 

　

2.6

 

천연가스

(%)

389.3 

(8.0)

1,781.2 

(18.0)

4,141.4 

(24.3)

4,634.0 

(24.4)

4,493.7 

(22.7)

18.4

 

9.8

 

3.8 

　

-1.0

 

전력

(%)

1,617.5 

(33.3)

5,552.1 

(56.3)

11,077.3 

(64.9)

12,477.1 

(65.8)

13,304.5 

(67.1)

14.7

 

8.0

 

4.0 

　

2.2 

열에너지

(%)

3.2 

(0.1)

40.1 

(0.4)

153.2 

(0.9)

218.0 

(1.1)

237.9 

(1.2)

32.5 16.1

 

12.5 

　

3.0

 

기타

(%)

8.6 

(0.2)

0.9 

(0.0)

8.1 

(0.0)

39.9 

(0.2)

76.6 

(0.4)

-22.3 27.9 70.1 

　

24.3 

합계

(%)

4,861.2 

(100.0)

9,870.2 

(100.0)

17,071.1 

(100.0)

18,964.6 

(100.0)

19,827.6 

(100.0)

8.2 6.3

 

3.6 1.5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 일부 수정

기존 석유에서 전력으로 에너지원이 대체되었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  

<표 25>는 상업·공공부문 업종별 에너지 소비를 집계

한 것이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상업·공공부문 전체 소비의 30.0%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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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용도별 소비 비중 : 상업·공공 

구분 합계 난방·온수 냉방 동력 조명 취사·기타

2010년

2013년

2016년

100.0

100.0 

100.0 

36.4

34.5 

30.0 

21.8

24.2 

24.4 

11.0

10.3 

8.1 

10.1

11.9 

13.1 

20.8

19.2 

24.4 

’13/’16년 차이(%p) - -4.5 0.2 -2.2 1.2 5.2

’16년 원별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열에너지

기타

1.0 

7.7 

22.7 

67.1 

1.2 

0.4 

2.2 

11.9 

30.4 

50.9 

3.6 

1.0 

- 

0.1 

12.2 

87.2 

0.5 

0.0 

- 

- 

 -

100.0 

- 

0.0 

- 

 -

 -

99.8 

- 

0.2 

1.2 

16.8 

43.3 

38.6 

0.0 

0.2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업체당 에너지소비와 사업체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35) 

<표 26>은 용도별 에너지 소비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상업·공공부문에서는 난방 및 온수용 에너지 소비가 가

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냉방, 취사 및 기타, 조명, 동력 순

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난방 및 온수 소비량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난방 및 

온수 소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냉방의 소비 비중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난방도일은 감소

하는 추세인 반면, 냉방도일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36) 이러한 냉방용 에너지수요 증가가 용도별 소비 

비중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대형건물

<표 27>은 대형건물의 에너지원별 소비량을 집계한 결

과이다. 2016년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은 3,195천toe

로 이 중 전력의 비중이 56.3%, 도시가스 30.6%, 열에너

지 11.7%, 석유류 1.4%로 상업·공공부문과 마찬가지

로 전력의 비중이 매우 높고 네트워크 에너지가 대부분

(98.6%)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력의 소

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동력 

수요 증가, 쾌적한 건물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 및 조

명 서비스 증대, 정보화 추진에 따른 통신 및 전산설비의 

증설, 전열기기의 보급 확대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표 28>은 대형건물의 연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을 정

리한 것이다. 2016년 연면적당 에너소비량은 2013년 

대비 연평균 3.4% 감소하여 161.5Mcal/㎡이며 연면적

당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3.0% 감소하여 105.7kWh/㎡

                                                                                                                  

35)  2016년 업체당 에너지소비는 공공서비스가 11.94toe로 가장 높고 다음이 숙박 및 음식점업 8.14toe이며 사업체수 역시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 1,019천개이

고 다음이 숙박 및 음식점업 729천개임.

36)  난방도일은 2010년 2,953.4도일, 2013년 2,908.0도일, 2016년 2,589.7도일이며 냉방도일은 2010년 814.8도일, 2013년 908.9도일, 2016년 976.7도일을 기록함.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경제연구원(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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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에너지원별 소비 : 대형건물 

<표 28> 건물 용도별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 대형건물 

연 도 건물수 구 분 계 석유류 도시가스 전 력 열에너지

2016년 1,201주) 소비량

(%)

3,195,029

(100.0)

45,443

(1.4)

977,887

(30.6)

1,798,266

(56.3)

373,433

(11.7)

2013년 933
소비량

(%)

2,369,547

(100.0)

32,448

(1.4)

768,717

(32.4)

1,318,985

(55.7)

249,396

(10.5)

2010년 807
소비량

(%)

2,194,110

(100.0)

78,926

(3.6)

778,926

(35.5)

1,106,615

(50.4)

229,643

(10.5)

2007년 696
소비량

(%)

1,821,564

(100.0)

94,621

(5.2)

693,947

(38.1)

875,099

(48.0)

157,897

(8.7)

2004년 579
소비량

(%)

1,528,345

( 0.0)

142,007

(9.3)

609,706

(39.9)

657,331

(43.0)

119,301

(7.8)

비중증감(%p)

’16/’13년 - 0.0 -1.8 0.6 1.2

’13/’10년   - -2.2 -3.1   5.2   0.1   

’10/’04년   - -5.7 -4.4 7.4 2.7 

연 도 구 분 전체 업무용 상업용 교육용 호텔 병원 통신 아파트

2016년
총에너지(Mcal/m2) 161.5 175.8 179.5 168.0 292.4 344.6 1,125.4 93.8

전력(kWh/m2) 105.7 138.0 156.4 126.5 158.4 194.3 1,207.3 33.3

2013년
총에너지(Mcal/m2) 179.0  190.7  198.8  163.2  292.6  364.0  921.8  108.6  

전력(kWh/m2) 115.9 150.0  174.2  120.2  151.3  191.6  961.1  37.3 

2010년
총에너지(Mcal/m2) 196.9  210.8  236.2  180.8  335.2  401.7  755.0  125.4  

전력(kWh/m2) 99.3 140.0  170.3  105.8  147.1  171.7  641.1  34.0 

2007년
총에너지(Mcal/m2) 215.5  241.8  356.1  180.5  419.1  420.6  726.0  139.3  

전력(kWh/m2) 121.7  179.4  292.5  121.2  223.3  202.5  762.5  41.0 

2004년
총에너지(Mcal/m2) 225.2  243.2  397.5  179.2  457.6  461.3  592.2  155.4  

전력(kWh/m2) 113.7  174.5  311.3  114.2  237.7  202.4  407.0  40.0 

증가율(%)

’16/’13년　　

총에너지 -3.4 -2.7 -3.3 1.0 -0.02 -1.8 6.9 -4.8

전력 -3.0 -2.7 -3.5 1.7 1.5 0.5 7.9 -3.7

증가율(%)

’13/’10년　

총에너지 -3.1 -3.3 -5.6 -3.4 -4.4 -3.2 6.9 -4.7 

전력 5.3 2.3 0.8 4.3 0.9 3.7 14.5 3.2 

주: 1,202개 조사 대상 업체 중 리모델링으로 1~3월 에너지소비 실적이 없는 1개 업체를 제외함.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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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계되었다. 건물 용도별 연면적당 소비는 통신업종

이 1,125Mcal/㎡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는 병원 345Mcal/㎡, 호텔 292Mcal/㎡, 상업용 

180Mcal/㎡로 나타났다. 병원, 호텔, 상업용 건물은 건물 

용도의 특성상 에너지설비 및 기기의 이용 시간이 길며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에너지소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면적당 전력소비량 역시 통신업이 가장 높은 

1,207kWh/㎡를 기록하였는데, 통신관련 IT 및 전산시스

템의 설비용 및 설비 냉각용 전력 소비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통신용의 경우 2004년 이후 연면적

당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다른 용도의 건물

은 건물 운전관리 효율화, 설비의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연면적당 에너지소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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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이종민, “미래 에너지, 수소경제 시대는 오는가?” 「POSRI 이슈리포트」,포스코경영연구원(2018)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1. 서론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부상과 이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

고 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석유, 석탄으

로 대표되는 화석에너지 자원의 한계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으며 당면 현안인 지구온난화 문제와 맞물려 에너

지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화석에너지에서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 같

았던 수소경제사회의 실현이 과연 가시화될 수 있을까 하

는 기대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란 용어는 저명한 경제

학자이며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pkin)이 

화석에너지 고갈과 환경 문제의 대두로 동명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하여 확산되었다.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인 

‘Hydrogen Economy’에서 수소에너지를 인간 문명을 재

구성할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정의하였다. 그는 인터넷과 

유사한 수소 에너지망을 통해 누구나 소비자인 동시에 공

급자가 될 수 있는 민주적 에너지 권력 시대가 도래할 것

으로 예견하였다.  

궁극적으로 수소경제란 에너지 수요와 공급 가치사슬 

전체 영역에서 기존 화석 연료 대신 수소를 에너지 유통

수단(Energy Carrier)으로 사용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

미래 에너지, 수소경제 시대는 오는가?1)

이종민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fermi@posri.re.kr)

<표 1> 주요 화석에너지원의 가채 년수

구분 석유 천연가스 석탄

가채

년수

가채

2003년 기준 42.3년 68.5년 192년

2009년 기준 45.7년 62.8년 119년

2017년 기준 50.2년 52.6년 134년

자료: BP Sta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4, 2010, 2018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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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한다고 할 수 있다.

수소경제의 실현 가능성과 도래 시기에 대해서는 수

소 생산단가 및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Technology Roadmap-Hydrogen and Fuel Cells’ 보

고서를 통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수

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의 개

질, 화학 플랜트 및 제철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 

및 물의 전기분해와 같은 다양한 소스(Source)에서 생산

될 수 있기에 타 에너지원 대비 지역적 편재성이 없고 생

성원에 따라서 무한 재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

에 에너지의 전환 및 지역적 분산이 가능하다. 또한, 수소

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할 경우 자체적으로 오

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배

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단,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의 개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

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수소가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임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수소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 정

부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동향 등을 살펴

보겠다. 그리고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관련 기술을 점검

해보고 수소경제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검토해 봄으로써 

수소경제 시대의 도래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2. 주요 국가별 정책 동향

가. 일본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국 내 심각한 에

너지 수급 문제를 겪게 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동일본 지진 이후 10% 미만

으로 추락한 상태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그림 1] 일본의 수소경제사회의 기본 개념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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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급률 18.9%(2015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

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정서상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운 상

태에서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타파하는 동시에 지

구온난화 문제를 타개하고 자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수소사회 실현 선언을 하였고, 2017년말에 수소

에너지 집중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수소 203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연

료에서 직접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연료

전지 분야 특허 출원 세계 1위인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근

[그림 2]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 변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백서, 2017 

2010

19.6%

10.9%

6.3% 6.3% 6.2%
7.4%

8.4%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표 2> 주요 국가별 에너지 자급률(2015년 기준)

순위 국가 자급률

1 노르웨이 702.6%

2 호주 304.3%

3 캐나다 174.4%

7 미국 92.2%

13 영국 65.8%

15 프랑스 55.9%

22 독일 38.8%

27 스페인 28.3%

32 한국 18.9%

34 일본 7.4%

35 룩셈부르크 4.0%

자료: IEA website 및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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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인 ‘수소 2030 로드맵’에서는 1단계 수소 이용의 

비약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우선적으로 수요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차2) 보급을 확대하

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소전기차 보급은 2020년까지 약 4만대, 2030년까지 

약 8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원활

한 운행을 위해 충전소는 2020년까지 2015년말 대비 약 

2배 증가한 160개소를 확충하고, 2025년에는 2020년 대

비 4배 수준인 640개소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일본은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 일본 내의 에너지 회사, 자동차 

회사,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 수소 충전소 운영회사 등

이 HySUT를 발족시켜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후반에는 해외에서 수소 공급 

가격을 30엔/N 수준으로 낮추어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

며, 장기적으로 2030년 해외 수입을 통한 수소 제조, 운

송, 저장을 포함한 수소공급망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

정이다. 로드맵 3단계는 궁극적인 CO2 free 수소공급 시

스템을 확립하는 것으로 2040년경에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 및 국내외 재생에너지 기술 결

합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의 제조, 운송 및 

저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나. 중국

중국 정부도 2017년 수소전기차 로드맵을 확정하고 

                                                                                                                  

2)  ‘수소차(hydrogen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와 ‘수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FCEV)’는 수소에너지를 자동차에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수소차’는 실린더 내에서 수소를 직접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내연기관차로 대표 차량은 BMW '하이드로젠 7'이나 상업, 양산화되지는 않았다. 현재 

양산 판매되어 시판되는 ‘수소전기차’로 연료전지에서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을 이끌어 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이를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돌려 구동력을 확보

한다. 과거 수소전기차를 연료전지차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발표된 문헌명을 제외하고 수소전기차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그림 3] 일본의 수소 2030 로드맵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이동훈, “수소충전소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2018.4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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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수소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공식화하였다. 현

재 중국은 수소전기차 핵심기술 및 부품에 대한 수입의

존도가 매우 크고 수소전기차도 시범운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부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수소

전기차 5천대와 충전소 100기 이상, 2025년 수소전기차 

5만대, 충전소 300기 이상,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

만대, 충전소 1000기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표 3> 중국 정부의 수소전기차 발전목표

<표 4> 중국 주요 수소전기차 생산기업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주요

목표

수소전기차    

보급(누적)

5천 대

(상용차 60%, 승용차 40%)

5 만 대

(상용차 1만 대, 승용차 4만 대)
100 만대

충전소 100기 이상 300기 이상    1,000기 이상

비고 - -
수소 제조 시 친환경 에너지 

    비율 50% 이상

기업명 현황

FEICHI

(佛山飛馳)

- 7m, 8.5m, 11m, 12m 등 다양한 크기 수소전기 버스 양산에 성공

- 운행수량: 약 50대

- 현재 포산시(佛山市) 및 윈푸시(云浮市) 등에서 버스노선 시범운영 중

- 향후 3년 내 연간 생산량 5000대 목표

FOTON

AUV

(福田歐輝)

- 중국 내 최초로 상업운행 실현, 159대 운행 중

- 드라이필름 기술 도입으로 영하 20도에서 운행 가능

- 10분 충전으로 500km 운행 가능

- 칭화대학교, 연료전지업체 이화퉁(亿華通)과 공동연구개발팀 구성해 연구 개발 

-  G20, APEC 등 다양한 국제 행사에서 홍보된 바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전기버스를 시범운행한 바 있음

SHUDU BUS

(蜀都客車)

- 1회 충전 시 500km 운행 가능

- 현재 쓰촨 청두시(四川成都市)에서 약 10대 시범 운행 중, 50대 추가 시범운행 계획

MAXUS

(上汽大通)

- 운행수량: 약 50대(FCV80)

- 130만 위안(약 2억1000만 원)

- 영하 10도에서 시동 가능, 해발 4500m 운행 가능

- 중국 최초 70MPa 수소 저장 시스템 사용

-  동력 배터리 및 고압 전기계통의 방호등급이 국제 민간 최고 등급인 IP67로 전기차 환경 적응성 문제 해결

자료:  KOTRA, “중국 수소차 시장, 현재 시속은?,” 2018.11, 중국자동차공정학회(中国汽车工程学会)

자료: KOTRA, “중국 수소차 시장, 현재 시속은?,”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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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조

금은 점차 축소하면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현 수

준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현재, 승용차는 20

만 위안, 버스, 화물차는 각 30만, 40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구

축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전담 관리부서까지 운영해 인

프라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은 수소전기차의 3대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운전장치(수소공급, 공기공급, 열관리) 및 수소저장장치 

등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 4>는 

중국의 주요 수소전기차 생산기업의 현재 수준을 정리하

였다.

다. 유럽

유럽은 독일 중심으로 수소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프

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독일은 2002년 CEP(The Clean 

Energy Partnership)을 설립하여 연료로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시작하였고, 2004년 베를린에 첫 수

소 충전소를 가동하여 2019년 3월 기준 총 50개의 수소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2006년에는 NIP(National Innovation Programme)

을 설립하여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을 촉진하였고, 

2008년부터는 CEP이 수소를 연료 및 에너지 저장 매체

로 사용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8

년에는 NOW(National Organization Hydrogen and 

Fuel Cell)를 설립하였고 연방교통부가 NIP 2단계 사업

에 2019년까지 2억 1천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

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기존의 가

스 Grid를 통해 공급하는 수소 공급가치사슬에 대한 프

로젝트를 다수 추진 중인데 주요 프로젝트는 <표 5>에 

기술하였다.

<표 5> 독일의 주요 수소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유형 주요 내용 사례

가스 Grid

수소 공급

 •  풍력발전 등 잉여전력으로 수소 제조 기존 가스 Grid에 공급, 혼합  

 가스로 이용

 Greenpeace Energy의    

 Wind-gas 프로젝트 등

가스 Grid 

메탄가스 공급 

 

  •  풍력발전 등 잉여전력으로 수소 제조

  •  바이오메스 플랜트 등으로부터 CO2 첨가, 메탄화하여 기존  

 가스 Grid에 공급

  Audi의 e-gas project 등

모빌리티

연료화
  • 풍력발전을 이용하여 제조한 수소 일부를 수소충전소에 공급   Clean Energy Partnership 등

수소 저장

 •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의한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

 •  잉여 전력으로 수소 생산하고 전력부족 시 연료전지 및 화력발전에  

 이용

 Total, NENETRAG 등의

 브란텐부르크 공항 프로젝트

자료: NOW Website, www.now-gmbh.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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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주

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는 2021년부터 자동

차 전체 판매 대수의 8%를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

나 수소전기차로 채워야 한다. 자동차 회사가 이를 어기

면 벌금을 내거나 혹은 초과 달성한 타 자동차 업체에서 

배출가스 사용권을 구입하는 방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50년까지 약 27%의 친환경차 보급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123개소를 구축해 최대 6만 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

획이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수소전기차 

등록 차량은 3,700대이며, 미국 내 총 82개 충전소가 건설 

중인데 이 중 62개가 캘리포니아주에 건설되고 있다.

마. 한국

한국의 수소경제 관련 연구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

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착수하여 기초기술을 일

부 확보한 것이다. 이후 연료전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는 2003~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과기부가 수소프론티

어사업단(KIER, ’03년), 산자부가 수소·연료전지사업단

(KIST, ’04년초)을 발족하며 각각 수소제조 및 저장 원천

기술의 개발, 수소 및 연료전지 상용기술을 개발하여 수

소경제 시대를 준비하였다.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산업자원부

가 2005년 9월 제시한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

스터플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2020년까지 국내 연료전지 산업의 GDP 비중을 3%로 상

향시키고, 총 자동차 중 수송용 연료전지 비중을 8%, 발

전용 전력수요 중 연료전지 비중을 7%로 충당할 계획을 

제시했으나,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연료전지 등 유관산업 기

술이 산업화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한국이 세계 산업을 

선도한다는 목적 속에서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가 기대되

었다. 그러나 2017년까지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보급 대

수는 177대, 수소충전소는 12개소 구축에 그쳐 결과적으

로 정책 입안 시 계획 대비 낮은 성과를 내었다.

<표 6>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소전기차 프로그램

AC Transit Sunline Transit Orange County Transit

- 13대의 수소전기차 버스 운행

- 500만명의 승객 운송

- ’18년 10대 버스 추가도입 예정

- 버스가격: 140만 달러

 - 2000년부터 운영 시작

 - ’18년 4월 현재, 5대 버스 운행

 - ’18년 버스 12대 추가 운행  

 - 수소스테이션 upgrade중

 - 2016년부터 운영 시작

 - 10대의 버스 추가 운행 예정

자료: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충전소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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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정부는 전기·수소전기차 보급확산을 위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2019년 1월에는 산업통상자

원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골자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소

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여 수소경제를 선도

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소 수요 견인을 위하여 수소전기차 생산량을 2018

년 연 2천대 규모에서 20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

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를 2018년 14개에

서 2022년 310개, 2040년 1,200개소까지 확대하며, 수

소 택시, 버스를 2040년까지 각각 8만대, 4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의 경제적, 안정적인 생산·공급 시스템 

조성을 위해 수소 공급량을 2018년 연 13만톤 수준에서 

2040년 526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소가격을 2040년 

3,000원/kg으로 하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중에 (가칭) ‘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수소경

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 개선 등 수

소 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

3. 수소경제 관련 유관기술 및 이슈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충전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요 측

면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할용하는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

지 등의 수요가 확대되어야 한다. 

2장에서 살펴본 주요 국가별 정책 기조는 우선 수요 측

면에서 정책적으로 수소전기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수요 유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장에서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충전 등 공급 측면에서의 기술 현황 및 주요 이슈

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수소의 생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현재 세계 수소생산 방

식은 크게 네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생

산의 48%가 천연가스 개질이고, 화학플랜트 및 철강회사

<표 7>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 목표

구분 2018년 2022년 2040년

주요

목표

 수소전기차

(수출)

(내수)

1.8천대

(0.9천대)

(0.9천대)

8.1만대

(1.4만대)

(6.7만대)

620만대

(330만대)

(290만대)

발전용 연료전지

(내수)

307MW

(전체)

1.5GW

(1GW)

15GW

(8GW)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7MW 50MW 2.1GW

수소 공급 13만톤/년 47만톤/년 526만톤/년

수소 가격 - 6,000원/kg 3,000월/kg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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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가 30%, 전기분해에 

의한 비중이 18%, 석탄을 활용한 수소 생산 비중이 4%를 

차지하고 있다. 

<표 8>은 다양한 수소 생산 기술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

리하였다. 먼저 현재 세계 수소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개질 등을 활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량생

산이 가능하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천연가스, 석탄, 석

유 등 탄화수소계 화석연료를 활용, 촉매 반응으로 수소

를 생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낮은 효율 문제 및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보가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을 활용하여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전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 하는 경

우 수소의 생산비용은 천연가스 개질법에 의한 수소 생산

원가 대비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으로 호주 등 해외에서 신재생에너

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확보하는 장기 공급정책을 표방하

고 있으나 실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자국 내 공급이 가

능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생산원가 관점에서 화석연

료 대비 현저히 높은 현재의 수소 생산단가를 어떻게 획

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가가 향후 기술개발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소 생산은 상당 부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여 생산되고 있다.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순수 수소

경제에서 수소생산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잉여전기

를 사용하여 전기분해하여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수준보다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줄

이지 않으면 에너지원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수소전기차 보급확대를 통한 수소경제 실

현의 출발은 기술적인 난관에 대한 논의보다 과연 경제

<표 8> 수소 생산기술 비교

생산방법 에너지원 장점 단점

수증기 개질,

가스화

화석연료

(천연가스, 석탄)

* 천연가스 개질 例

천연가스인 메탄을 

고온·고압에서 스팀으로 분해  

 (CH4+ H2O → H2+ CO2) 

대량생산 가능

저렴한 생산단가

안정적 기술

이산화탄소 발생 多

에너지 안보 취약

전기분해

신재생 에너지

(태양략, 풍력, 조력 등)

친환경성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 

높은 생산 단가

지역적 제한

낮은 에너지 효율

원자력
대량 생산 가능

이산화탄소 미발생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거부감

부생수소

(화학/제철 부산물)
주로 화석 연료 폐가스 활용

정제 필요

생산량 확대 한계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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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있는 가격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로 귀결된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이 

발표한 ‘수송용 수소연료의 가격 설정 및 수급체계 구축방

안’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수송용 수소연료의 시

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공급자는 5

만원/kg 이상을, 소비자는 2천원/kg 이하(전기차 수준)을 

각각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적정 수준의 수소연료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이를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급관

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수송용 수소연료의 공급가

격의 적정선을 7천원/kg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

서에서는 수소의 생산방식에 따른 비용을 제시하였는데 

<표 9>와 같다. 상대적으로 수소 생산비용은 제철소 및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가장 저렴하지만 공

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천연가스, 

LPG 등의 개질과 부생가스에서 추출하는 생산방식이 현

재로서는 가장 경제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천연가

스 개질 비용은 생산용량이 증가할수록 설비비용 및 운영

비가 절감되면서 생산비용이 크게 하락하는데, 현 기술 

수준에서 하루 150kg을 생산할 시 kg당 6,351원인데 반

해 일일 1,000kg을 생산하다면 생산비용이 kg당 3,500

원 수준으로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생산기술과 수소 생산방식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화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 중심으로 그 비중이 증가가 예

상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된다.

나. 수소의 저장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이며 끊는 점이 –252.9℃이

기에 특정 용기에 저장하기도 어렵고 저장을 하여도 쉽게 

새어 나가기 쉽다. 따라서 수소의 저장을 위해서 고압으

로 수소를 압축하거나 LPG(액화석유가스)나 LNG(액화천

<표 9> 수소 방식에 따른 비용

생산 방식 ‘15년 ‘20년

 천연가스, LPG, 납사 등

수증기

부분 산화개질

플라즈마 개질

맴브레인 개질

1.6~2.3 1.7

석탄, 바이오매스 등
가스화

열분해
2.1 2.0

물-전기

염소-알칼리

알카라인

고분자전해질막

고온 수증기

4.2 2.3

부생가스 압력순환 흡착 1.2 1.2

(단위: 달러/kg)

자료: H2KOREA(수소융합얼리이언스추진단), “수송용 수소연료의 가격 설정 및 수급체계 구축방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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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소 저장기술 비교

저장 기술 장점 단점

  압축
기존에 가장 상용화된 기술 이용 편리

작은 부피, 소량 이용에 적합

압축과정 에너지 소모 多

저장용기의 엄격한 특성 요구

(저장요구 무게 증가, 감압시 위험)

액화
대량 저장 (기체 체적 대비 1/800

압축 방식 대비 12배 효율

-253도 이하 유지

액화과정 시 에너지 소모 多

밸브 및 이음매 가스유출 가능성 高

메탄화(P2G) 대량 주입 운송 가능 기존 가스 Grid 활용 가능 메탄화에 필요한 에너지 손실

유기하이드라이드(MCH)

압축방식 대비 8배 운송효율

상온상압에서 운송 가능

(톨루엔을 수소와 반응시켜

메틸시클로핵산형태로 저장)

  소형 탈수소장치 상용화 필요

(*사용장소에서 수소를 추출해야 함)

합금화합물
대량 저장 가능

위험 감소

고가의 화합물 가격

아직 연구단계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가스)처럼 액화시켜서 사용하려면 비용부담이 따르며 

이에 따른 폭발 위험성도 크다.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 생

산·저장·운송 단계에서 약 10~20% 정도 누출되기도 

한다. 수소의 액화 기술은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에

서 활용되기는 하나, 선진국 보유기술의 국내 이전이 원

활하지는 않고 국내 연구 및 기술 수준은 초기 단계이다. 

수소의 저장기술은 생산기술과 같이 다양하며 <표 10>에 

도식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장효율 향상을 위해 수소를 

액화시키거나, MCH 저장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 수소의 운송

수소의 운송은 크게 수소 탱크, 수소 튜브 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소의 특성상 

장거리 운송은 고비용 구조를 갖는다. 먼저 수소 탱크는 

내고압, 경량화, 저비용 등의 요구특성 때문에 철강 등 금

속소재부터 탄소섬유까지 다양한 소재가 향후 주력 소재

로 채택되기 위하여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림 4]는 수소 튜브 트레일러와 울산의 수소파이프 

라인을 보여주고 있다. 튜브 트레일러는 수소 생산지로

부터 수요처(충전소)까지 배송을 위해 액화수소용 튜브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형태다. 파이프라인은 생산지로부터 

실제 사용지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연결하는 것으

로 수소 탱크 및 튜브 트레일러 대비 고비용이 요구된다. 

기술적으로는 압력 탱크에 기체 수소를 넣을 수 있는 압

축기술의 한계치(700~800Bar)에서 도달한 문제, 수소의 

액화 기술 및 액화 수소의 해상운송 등에 대한 기술적 검

증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등이 운송

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이다. 

또한, 파이프라인의 경우 수소가 파이프라인 내부에 침

투하여 파이프라인 소재로 사용되는 강재의 연성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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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소 충전소의 종류 및 충전 방식

수소생산방식 충전방식 비고

고정형 충전소

직접생산

(On-site)

수증기 개질 CGH2 천연가스/메탄/메탄올/LPG 

물 전기분해 CGH2 풍력/태양력/일반전력

외부수급

(Off-site)

액체수소수급
IH2 액체수소 직접 충전

ICGH2 압축기체수소로 변환 후 충전

기체수소수급

CGH2 실린더로 수급

CGH2 트레일러로 수급

CGH2 파이프라인 수급

이동형 충전소

직접생산 수증기 개질 CGH2 천연가스 등

외부수급
액체수소수급

IH2 액체수소 직접 충전

ICGH2 압축기체수소로 변환 후 충전

기체수소수급 CGH2 실린더로 수급

 자료: 이동훈. “수소충전소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2018.4/ 포스코경영연구원 재구성

되어 강재가 파괴되는 수소 취성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라. 수소 충전소

미구주 및 일본 중심으로 주요 수소충전소 전문업체(독

일의 H2Mobility, 일본의 JHyM 등)들이 존재하며, 수소

충전소 건설 가격은 실증 규모, 종류(트레일러, 수전해, 

개질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하고 주문생산 방식에 의

해 제작된다. 국내의 경우 수소충전소에 대한 용량 기준

이 없어 주문, 입찰 형태로 건설이 이루어지는데 튜브 트

레일러 방식의 충전소의 경우 1기당 30억원 수준으로 알

려져 있다. <표 11>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충전 방식을 

나타내었다.

[그림 4] 수소 튜브 트레일러(좌) 및 수소 파이프라인(울산, 우)



73

ENERGY FOCUS   2019 봄호

마. 수소전기차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소

경제 사회의 초석으로 수소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강화하

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동력원으로 사용을 한다. 수소전기차의 구동원리를 단계

별로 설명하면, 1단계로 수소탱크에 저장된 수소가 수소

연료전지 스택으로 공급되면, 2단계로 유입된 산소가 수

소연료전지의 스택으로 공급되고, 3단계로 수소연료전지 

안에서 산소와 수소가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표 12> 주요 수소전기차 비교

구분 현대자동차 Nexo Toyota Mirai Honda Clarity

외관

Type 중형 SUV 중형 세단 중형 세단

주행거리 609km (한국) 502km(북미 인증)  589km(북미 인증)

출시 2018년 4월 2014년 4월 2016년 3월

가격 8,500만원 6,500만원 7,700만원

수소탱크 6.33kg 5.00kg 5.46kg

자료: 각 자동차사 website

자료: Toyota 자동차사 website

[그림 5] 자동차 경쟁변화와 에너지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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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생산된 전기가 모터와 배터리로 공급되며 화학반

응으로 생성된 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다.

친환경차로 대표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대비 수소전기차는 기술적으로는 궁극의 차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2014년부터 양산형 투

산모델을 출시하였던 2018년부터는 2세대 모델인 ‘넥쏘

(Nexo)’를 일반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표 12>은 현재 시

판 중인 자동차사의 대표적인 수소전기차의 기본 성능을 

비교하였다.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전기차의 빠른 확산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친환경차 시장은 1997년 도요타의 

Prius 출시 이후 시작에 선보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높

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100% 전기로 가동되는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가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차 대비 수소전기차가 얼마나 시장 확대가 

가능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정부 지원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선택은 차량의 가격, 유지비, 안정성 및 편

의성 등을 고려한 운전자의 판단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수소경제 도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거나 인프라 건설 등

이 계획만큼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부 지원도 급격히 퇴조

할 가능성도 있다.

바. 발전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수소를 전기로 전환시키는 연료전지는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이다. 연료전지는 운송용 교통수단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정용,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요 확대도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 6]는 용도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도식화하였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의하면 2008년 기

준 발전용 연료전지는 0.3GW,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는 7MW가 보급된 상태이다. 정부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2022년까지 1.5GW(내수 1GW), 2040년까지 15GW(내

수 8GW)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내

수시장에 발전용 연료전지를 1GW 보급하여 규모의 경제

를 달성하는 한편, 2024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응

한 수준으로 발전단가를 하락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

로는 현재 대비 설치비 65%, 발전단가는 50% 수준으로 

자료: S-Fuelcell, “건물용 연료전지 기술 및 시장현황,” 2018.4

[그림 6] 용도별 연료전지 구분

• DMFC :  Direct Methanol Fuel Cell,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 PEMFC : Proton Exchange Membrane(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이온교환막 또는 고문자 전해질 연료전지

• SOFC : Solid Oxide Fuel Cell,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 PAFC : Phosphoric Acid Fuel Cell, 인산형 연료전지

• MCFC : Molten Carbonate Fuel Cell,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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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시킬 전망이다. 2030년 이후에는 대규모 발전이 용

이하도록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할 계획

이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도 추진 중인데, 2018

년 5MW 수준에서 2022년 50MW, 2040년 2.1GW까지 

확대하여 2040년 기준 94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4. 맺음말

수소경제 실현 여부는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좌우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 측면에서 수소전기차의 가격은 

대량생산 방식에 의해 연료전지 스택 가격이 낮아지면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급 측면에서 

수소 가격이 화석에너지 대비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 여부

가 성공의 제 1척도라고 할 수 있다. 수소를 저렴하게 생

산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인 접근으로 이산

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까지 현실적으로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2020년대 후반에는 해외에서 수소 공급가격을 30엔/N 

수준으로 낮추어 국내에 공급할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30년에는 본격적인 수소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축적

된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일본의 수소경제 실현 여부는 수

소 공급가격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10~15년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인해 계획 대비 공급

량이 목표 대비 낮아지거나 공급가격이 상승한다면 그 실

현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수소 저장, 운송 및 충전에 대한 국내 기

술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 정부의 ’수소경

제 활성화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이 부분

에 대한 R&D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별로는 우선 수소전기차 시장의 약진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각국 정부는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강력한 수소전

기차 보급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

동차에서 전기자동차, 다시 수소전기차로 이어지는 차세

대 자동차 경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소 공급측

면에서 수소 생산, 운송, 저장 및 연료전지 분야에서 기존 

소재 대비 고압, 저원가 및 고내구성 소재에 대한 시장 요

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소 충전, 발전 등 분야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

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 성장할 가능성이 매

우 크며,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 및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수소경제 관련 산

업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 개

선을 비롯한 규격과 인증제도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

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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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은 원전굴기를 표방하며 세계 최대 원전운영국으

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2018년에 일본을 제치고 원전설

비용량 기준으로 세계 3위 규모로 도약하였다. 중국 정부

의 원전 설비용량 목표는 2020년 58GW, 2035년 94GW, 

2050년 120GW이다.2) 이대로라면 2030년대 후반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전운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자국 내 원전건설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고, 원전의 수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

원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원자력 기술 개발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

으로 침체기를 맞이한 세계 원자력산업에서 중국은 그들

의 표현대로 ‘굴기(屈起)’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원전산업에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

지는 않다. 세계 최대 원전운영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내

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원전산업이 처한 기회요인과 도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보

고자 한다. 

2. 중국 원전산업 현황

2019년 3월 중국은 46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설비용

량은 약 43GW로, 설비용량 기준으로 미국(100GW), 프

랑스(63GW)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이다.3) 2018년에는 8

월까지 4기의 원전이 신규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원

자력발전이 중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3.94%를 차지했다. 

2019년 3월 기준 11기(약 11GW)의 원전이 건설 중

이며,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55기(57GW)의 1/5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인도 7기(4.8GW), 러시아 6기

(4.6GW), 한국이 5기(6.7GW),  미국이 4기(5.4GW)의 

원전을 건설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이 전 세계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원전산업의 기회요인과 도전과제1)

이대연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ylee@keei.re.kr)

박준관 (ark0038@naver.com)

                                                                                                                  

1) 본고는 이대연 외, “중국 원전산업의 기회와 도전과제,”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18년 3월 24일자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2) CNREC(2018.4.4), The energy system for Beautiful China 2050

3) IAEA PRIS (https://pris.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CN, 검색일 : 2019.3.12) 

중국 원전산업의 기회요인과 도전과제 ENERGY FOCUS   2019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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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원전산업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건설지연단계를 거쳐 현재는 건설을 

재개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 원전산업의 기회요인

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중국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석탄발전

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등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50년까지 120GW의 원전설비용

[그림 1] 중국 가동 및 건설 중인 원자로 분포도

자료: 北极星电力网(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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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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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원전 발전 단계

단계 시간 사건

초기 단계 1970-1990년 원전 건설 준비 단계 진행

계획 발전 단계 1990~2000년 1차 원전 발전계획 발표, 전국 범위로 원전 부지 선정 작업 실시

쾌속 발전 단계 2000~2011년
•총 12기의 원자로 계통연계, 총 설비용량 1034.8만kW

•총 6기 원자로 건설 착공, 총 설비용량850만kW

건설 지연 단계 2011~2014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프로젝트 승인 중단

•2012년 원자력안전계획 발표 후 승인 강화

•원전산업 하향세, 2011~2014에 3기의 원자로만 승인됨

건설 재개 단계 2015~현재
•2015년 해빙기에 돌입하여 8기 원자로 승인

•2016, 2017년 원전발전 예상에 못 미침. 새로 승인된 프로젝트 없음

자료: 北极星电力网(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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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원전 발전 단계 13.5 계획의 발전설비목표(GW)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석탄 900 1100 이하 4.1%

가스 66 110 10.8%

수력 297 340 2.8%

양수 23 40 11.7%

풍력 131 210 9.9%

태양 42 110 21.2%

원자력 27 58 16.5%

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원전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발표된 13.5 계획은 2020년 가동 중인 원전설

비용량 58GW, 건설 중인 원전설비용량 30GW 이상의 목

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0년 전체 전력설비용량 목

표인 2,000GW 중 2.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의 원

전설비용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0

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이 연평균 16.5%씩 성장해야 

한다. 

또한 중국 재생에너지센터의 발표에 따르면(2018.4.4) 

중국의 원자력설비용량은 2020년 58GW, 2035년 

94GW, 2050년 120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전력 수요지 인근에 입지

중국에서 원전이 타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요

인 중 하나는 전력수요지 인근에 입지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구와 전력수요는 대부분 동남부 해안지역에 집

자료: 北极星电力网(2018.4.2)

[그림 2] 중국 인구밀도 [그림 3] 중국 대륙 원전 분포도

자료: 중국에너지국(NEA), 김정인(2017.1.16) p.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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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 있다. 그러나 풍력자원은 북부에, 태양에너지 자원

은 서북부에, 수력자원은 서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장거

리 송전은 전력손실이 많고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반

면, 중국의 해안지역 및 장강 중하류 지역은 수자원이 풍

부하고 지질조건이 안정적인 곳으로 원전이 입지하기에 

적합하여 대부분의 원전이 이 지역에 입지해 있다. 

다. 적극적인 원전수출 추진

중국은 원자로 설계부터 건설까지 전 영역에서 자체

자료: 北极星电力网(2018.4.2)

[그림 4] 중국 풍력자원 분포도 [그림 5] 중국 태양에너지 자원 분포도

[그림 6] 중국 원전 해외진출 현황 

자료: 北极星电力网(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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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화룽일호(華龍一号)와 

CAP1400 등 자국기술로 개발한 수출형 원자로 모형을 보

유하고 있다. 화룽일호는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와 CGN(China General Nuclear)이 공동

으로 개발한 원자로이며, CAP1400은 Westinghouse

의 AP1000을 토대로 SNPTC(State Power Investment 

Corporation)가 개발한 것이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3세대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4세대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다. 

중국은 원자력산업의 ‘저우추치(走出去, 해외진출)’ 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일대일로’와 관련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키스탄에 4기의 원자

로를 건설하였고, 2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이 중 1기는 화

룽일호이다. 2017년 파키스탄에 원전 1기(화룽일호) 건

설을 계약하였고, 영국에서도 원전수주 논의가 진행 중 

이다. 

중국의 원전기업들은 ‘저우추치’ 전략에 참여하여 적극

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CNNC는 아르헨티나, 

영국, 이집트 등 약 20개 국가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으

며, 아르헨티나 원전기업과 Atucha 3, 4호기 원전건설 계

약을 체결하였다. CGN은 체코 에너지기업과 원자력 협력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루마니아 국영원전기업과 체르나보

다 원전 3, 4호기 전주기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EDF

와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

이다. 그 밖에도 CGN은 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원자력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원전수요가 풍부한 점도 중국

의 원전 해외진출 전망을 밝히는 요인이다. ‘일대일로’ 인

근 지역의 28개 국가가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총 규

모는 126기이며, 총 설비용량은 150GW이다. 

3세대 원자로의 평균건설가격은 kW당 1.6만 위안(약 

261만 원)으로 추산되며, 시장 총 규모는 약 2.4조 위안

(약 39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北极星电

力网, 2018.4.2). 

라.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장점 부각

중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대기오염 문제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INDC 목표 달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주요 대도시 인근에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을 금지하였고, 13.5 계획에서도 2020년 석탄발전설비용

량 목표를 1,100GW 이하로 제시하였다. 중국이 제출한 

INDC에서는 GDP당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60~6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자력은 발전과정에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4. 중국 원전산업의 도전과제

가. 정부의 목표달성 어려움

13.5 계획에서 2020년 가동 및 건설 중인 원전의 설비

용량 목표는 총 58GW이지만, 이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2.5 계획에서 설정되었던 2015

년 원전설비용량 목표인 40GW도 달성에 실패한 바 있다.  

13.5 계획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3.5 계획 

기간(2016~2020년) 매년 최소 6기의 원자로를 새로 착

공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에 총 8기의 원전건설이 승인

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승인된 원자로는 없

으며, 착공된 원자로도 2016년 1건에 불과하다(北极星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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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网, 2018.4.2). 

이러한 원전 승인 및 착공 실적의 부진은 자국내 발전

설비용량이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3세대 기술인 AP 

1000 원자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3세대 기술에 대한 검증

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北极星电力网, 2018.4.2). 

2018년에는 AP 1000, EPR 등 3세대 원전이 상업가동

을 시작하면서 향후 원자로의 건설은 촉진될 것으로 보인

다. 중국은 현재 AP 1000 기술을 사용한 원자로 6기가 건

설 대기 중이다. 

나. 안전성 확보

중국에서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원자로 모델에 대한 경

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세

대 모델인 EPR과 AP 1000은 중국에서 최초로 완공되어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Taishan 1호기의 경우 핀란드의 

Olkiluoto 3호기(2005년), 프랑스의 Flamanville 3호기

(2007년)보다 늦게 착공(2009년)하였음에도 가장 먼저 송

전망 연결에 성공하였다. Sanmen 1호는 2018년 6월 21

일 최초임계에 성공하여 전 세계 최초로 가동단계에 돌

입한 AP1000원전이 되었다. 또한 화룽일호와 곧 착공될 

CAP1400은 중국 원전산업의 미래를 대표하는 모델들로 

해당 프로젝트들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가 

없는 상황이다.  

다. 내륙원전의 원활한 건설

내륙원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얻지 못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가동 및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은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

지 중국에서 내륙원전에 대한 승인은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내륙에서 원전사업에 대한 초기 타당성 검사를 마

친 부지는 31개이다. 각 부지마다 1GW급 원자로를 2기

씩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내륙 원전의 설비용량은 62GW

가 된다. 

[그림 7] 중국의 원전건설 현황

자료: 北极星电力网(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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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자력기구(國家原子能機構)에 따르면, 중국의 첫 

내륙 원전 후보로는 후난(湖南)省 타오화쟝(桃花江) 원전, 

후베이(湖北)省 셴닝(咸寧) 원전, 쟝시(江西)省 펑저(彭澤) 

원전이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들은 모두 초기작업을 마

쳤으나 아직까지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내륙 원전 건설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 내

륙은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 아니며, 가뭄이 심할 경우 냉

각수가 끊어질 위험도 있다(한겨레, 2015.8.3). 

<표 3> 중국 내륙 원전 부지

<표 4> 중국의 건설 준비 중인 내륙 원전

성(省) 부지 수량

쟝시 펑저,루이진, 잉탄, 옌쟈산, 닝두(소형), 헝펑(소형) 6

후난 타오화쟝, 샤오무산, 창더, 샹탄 4

후베이 셴닝, 광수이, 중샹 3

지린 징위,량쟈산, 창춘 3

쓰촨 난충, 이빈 2

충칭 푸링, 스주 2

허난 난양, 신양 2

안후이 지양, 우후 2

간쑤 란저우(소형) 1

광둥 사오관 1

광시 바이사 1

구이저우 퉁런 1

헤이룽쟝 쟈무쓰 1

랴오닝 헝런 1

저쟝 룽유 1

합계 31

원전 지역
설비용량

(만kW)
유닛 기술

원자로 

유형
운영업체

타오화쟝 원전 1~4 호기 후난 500 125*4 3세대 AP1000 CNNC

펑저 원전 1~2호기 쟝시 250 125*2 3세대 AP1000 SPIC

셴닝 원전 1~2호기 후베이 250 125*2 3세대 AP1000 CGN

자료: 北极星电力网(2018.4.2)

자료: 北极星电力网(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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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용성 확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악화되

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상에

서 반원전 여론이 퍼지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에서도 원자력 관련 시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가 발발하고 있다. 2013년 광둥성 장멘시에서는 우라늄 

처리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

고, 그 결과 해당 계획은 취소되었다. 2016년 8월 동부 장

쑤성 롄위강시(江蘇省 連云港市)에서 핵연료 재처리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해당 지역의 

주민 수천 명은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핵시설 

반대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원자력 등 위험·오염 유발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의 반

발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는 핵안전법에 ‘원전을 건설할 

때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을 추진하

였다(한겨레, 2015.8.3). 이는 주민 반대가 심한 내륙 원

전 건설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식행

위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원전 건설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마.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중국에서 원자력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으로 

다른 원전운영국들에 비해 원자력 활용기간이 짧아 사용

후핵연료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또

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재활용하고 있고,  

특히 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중수로의 연료로 

활용하는 실증실험을 마쳤으며,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원전별로 현재 수조 내에서만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

기도 하고 수조 외에 건식저장시설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

다. 간쑤성 Jinquan 지역에 군사용 및 상업용 재처리공장

이 있으며, 일부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곳에서 집중 

저장 및 재처리를 하고 있다. 

[그림 8] 중국 핵연료 사이클

자료:  China's Nuclear Fuel Cycle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 

 profiles/countries-a-f/ china-nuclear-fuel-cycle.aspx)

재인용: World Nucle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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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샨원전, 다야만 원전 등 가동된지 오래된 원전

들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포화되어 가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친샨원전은 

맥스터를 활용한 건식저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야만 원

전은 새로운 저장 풀을 새로 설치하였다.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중국 원전산업의 걸림

돌이 되고 있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

분 문제가 각국의 원전산업의 주요 현안인 것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도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원전산업의 걸림돌

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중국 원전산업의 부상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부문은 원전수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

존 세계 원전산업의 강자는 프랑스의 AREVA와 미국의  

Westinghouse이었다. 그러나 양 기업이 세계 원전산업의 

침체와 함께 무너져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과 러시

아가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관련하

여 원전수출을 활발히 추진 중이고, 러시아의 ROSATOM

은 정부의 풍부한 재정지원을 힘입어 세계 각지에서 원전

을 수주하고 있다. AREVA와 Westinghouse의 몰락은 우

리나라 원전수출에 호재로 작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국내 에너지전

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 산업의 기반약화라는 위기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저렴한 건설단가, 짧은 건설

기간 등 수출 시 내세우는 장점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향후 중국은 원전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

로 계속하여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원전은 중국의 동해안을 따라 주로 분포되어 있

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원전이 우리나라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 원전사고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

되고 있다. 중국은 확고한 원전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우

리나라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원전산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원전운영국으로 ‘굴

기’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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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월 2일 10:00

•장소 : 연구원 대강당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1월 2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 조용성 원장은 

신년사에서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 ②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Network 강화 ③ 세계 유수 연구

원과 협동 연구 강화 ④ 부서별 협력 문화 극대화 ⑤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이상 다섯가지를 

2019년 주요 경영방침으로 제시하였다.

•일시 : 2019년 1월 4일, 10일, 17일

•장소 : 서울 LW 컨벤션 다이아몬드홀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를 1월 4일, 10일, 

17일 총 3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1차 세미나는 ‘제3차 에 

기본의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의 적절성’, 2차 세미나는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한 가격 및 세제 정책방향’, 

3차 세미나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시장구조 혁신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시무식 개최

에너지경제연구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 개최

연구원 소식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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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월 22일~2월 17일

•장소 : 울산도서관 1층 전시실

▶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울산도서관은 2019년 1월 22일부터 

2월 17일까지 울산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에너지 동향 

아카이브展'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전시 행사는 ‘에너지 

동향'이 창간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계 주요 

에너지 이슈를 돌아보고, 패러다임과 정책이 어떻게 전개

되어 왔는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시 : 2019년 2월 19일 10:00~12: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에너지경제신문과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야정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초기 관련사업의 사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소정책 선도 등을 제안했으며, 토론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지원, 에너지산업 전반으로 확대 등을 제안

하였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세계 에너지 정책 흐름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동향 아카이브展’ 울산도서관과 공동 개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토론회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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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2월22일, 13:00∼17: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

통상자원부 후원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발전, 열수송, 가스, 저유소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관련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화재보험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각 분야 소속 전문

가들이 해당 분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소개하였다.  

•일시 : 2019년 3월 29일, 10:00~17:00

•장소 :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 아도니스홀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월 29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계 인프라 구축

방향”을 주제로 2018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총괄세션으로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에너지정보통계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분과별 세션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안전한 에너지 시설로부터 국민행복 추구

-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 포럼”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계 인프라 구축방향”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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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4월 5일, 16:30

•장소 : 삼정호텔 아도니스홀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월 5일 삼정호텔에서 제18기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18기 과정에는 

주요 에너지기관 및 기업의 고위경영자 총 33명이 입학했으며, 개강식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위원장이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강특강을 진행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제18기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개강식 개최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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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사업 발간 리스트

•총 28건 / 기초 5건 / 정책 15건/ 일반 8건

01  | 기초 |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변화 분석  김철현/ 박광수

02  | 정책 | 에너지전환시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유연성 설비의 경제성 분석  조주현 / 장희선

03  | 정책 | 국내 지역난방 제도 개선 연구: 연구개발 투자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오세신

04  | 기초 | 전력산업 부문별 효율성 실증 연구: 비용함수 분석을 중심으로  김지효

05  | 정책 | 계시별 요금제 개선방안 연구  정연제 / 박광수

06  | 정책 |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산업 규제 및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노동석 / 장희선

07  | 정책 |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  조성진 / 박광수

08  | 기초 | 에너지 수요 전망을 위한 기후 지표 개선 연구: 가정 부문 전력 소비를 중심으로  강병욱 / 김철현

09  | 기초 | 최적 수송용 연료세 연구: 동태적 관점에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선 방안  이소영

10  | 기초 |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조상민 / 이석호

11  | 정책 |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연구  이승문 / 정성삼

12  | 정책 |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활용가능성 연구  안영환

13  | 정책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시점 분석  김동구 / 손인성

14  | 정책 | 4차 산업혁명과 전력산업의 변화 전망  김현제

15  | 정책 | 가정용 전력소비결정에 있어 행동경제학적 요인 분석  김현제 / 정연제

16  | 정책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김재경 / 박찬국

17  | 정책 |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연구  이승문 / 김기환

18  | 정책 | MIKTA 국가의 에너지산업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중견국 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신상윤 / 박기현

19  | 정책 | 에너지 전환시대의 소재수요 변화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김태헌 / 이태의

20  | 정책 | 세계 원유교역 구조 변화의 지정학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이달석

21  | 일반 | 국제 석유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석유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3/3)  김재경 / 김태헌

22  | 일반 | 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2/3)  이상림 / 노남진

23  | 일반 | 저탄소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 연구(1/3)  안재균

24  | 일반 |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국가 전략 연구(3/3)  이상준

25  | 일반 |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3/3)  노동운

26  | 일반 | 녹색에너지협동연구: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계통안정화 방안 연구(계속)  조상민 / 조일현

27  | 일반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중장기 에너지효율관리 발전방안 연구(1/3)  소진영 / 이성인

28  | 일반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계속)  이석호 / 조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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