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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미 대선 결과에 따른 EU 기후･에너지부문의 영향 전망

¡ 미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2016.11.8), EU를 비롯한 전 세계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COP21 파리협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만큼 향후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EU의 경우 미 대선에 따른 기후

변화･에너지부문의 직접적 영향은 국제적 차원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의 파리협정 불이행 가능성이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EU의 근본적인 정책 노선(저탄소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KPMG’).

‒ 프랑스 Ségolène Royal 환경에너지해양부 장관은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공약에 우려를 표명하

면서도 탈퇴에는 파리협정 28조에 따라 최소 4년(3년 금지기간, 1년 공지)이 소요된다고 밝힘.

‒ 에너지 분야의 경우 미국과 EU 간 LNG 무역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EU 
기업의 미국 내 재생에너지사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현재 EU가 에너지동맹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미국産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나 EU의 미국産 가스 수입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며 역내 에너지사용 효

율 증대를 위한 회원국 간 에너지시장 상호연계 강화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KPMG’).

･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對EU LNG 수출 정책과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인의 전반적인 반무역

(anti-trade) 정책 기조가 LNG 수출 반대로 이어지지 않고 현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프로

젝트 다수가 이미 승인된 가운데 對EU 가스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Eurasia Group’).

･ 기후행동네트워크 유럽지부(CAN Europe) 등 기후환경단체는 트럼프 당선인의 親화석연료 

정책 공약으로 인해 향후 재생에너지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려를 표명함.

･ 트럼프의 당선 직후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EU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덴마크 Vestas社, 
스페인 Gamesa社, 독일 Siemens社 등)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함.

¡ 한편, 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기후변화대응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EU-미국 간 관계 강

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방문 요청과 함께 양측 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함(2016.11.9).

‒ Juncker 집행위원장은 향후 수개월 이내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등 주요한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2016.11.10).

(EurActiv, 2016.11.8; Euobserver,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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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 내각, ‘2050 기후행동계획’ 공식 채택

¡ 독일연방 내각은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향후 205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기 위한 장기적 차원의 ‘2050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2050)’
을 공식 채택함(2016.11.14).

※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020년 40%, 2030년 55%, 2040년 70%, 2050년 

80~95%까지 감축하는 장기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Energy Concept’, 2010.9월 채택).

‒ 지난 2014년 12월 독일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2020 
기후행동프로그램(Climate Action Programme 2020)’을 승인하면서(2014.12월), 부문별 온실

가스 감축 목표와 대책을 발표함(인사이트 제14-45호(2014.12.12일자) pp.61~62 참조).

‒ 독일 연립정부(CDU, SPD, CSU)는 2020년 프로그램에 이어 2050년 장기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COP22를 앞

두고 ‘2050 기후행동계획’에 최종 합의하였음(2016.11.11).

･ 특히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Sigmar Gabriel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향후 갈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해당 지역의 대규모 실업문제 등을 우려해 이번 계획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왔음.

※ 정부는 자국 내의 총 2.7GW 규모에 해당하는 일부 노후 갈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순차적인 

폐쇄 의사를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5-26호(2015.7.10일자) pp.45~46 참조).

･ 최종안에서는 일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하향 조정, 脫석탄 계획 관련 신설 위원회 운

영 착수시기, 갈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구체적 방안 누락 등 여러 쟁점과 관

련해 이전 초안 내용의 일부가 수정･삭제되었음.

‒ 이번 ‘2050 기후행동계획’은 COP21의 파리협정에 따른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중립(GHG 
emissions neutrality)’ 목표를 지향하면서 독일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2030년 부문별(에너지, 건물, 수송, 산업, 농업부문 등) 중간 목표치와 대책을 제시함.

부문

1990년 2014년 2030년

배출량

(백만 톤CO2eq)

배출량

(백만 톤CO2eq)

배출량

(백만 톤CO2eq)

1990년 대비 

감축 비율(%)

에너지 466 358 175~183 61~62

건물 209 119 70~72 66~67

수송 163 160 95~98 40~42

산업 283 181 140~143 49~51

농업 88 72 58~61 31~34

소계 1,209 890 538~557 54~56

기타 39 12 5 87

합계 1,248 902 543~562 55~56

자료 : Federal German government; BMUB

< 독일의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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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Barbara Hendricks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BMUB) 장관은 同 계획이 자국의 기후

정책에 있어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향후 同 계획은 파리협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갱신될 것이며,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경우 종합적인 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2018년에 조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독일연방 내각의 ‘2050 기후행동계획’ 채택 이후 환경단체, 정계,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고 있으며 同 계획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환경단체(Greenpeace, WWF 독일지부 등)는 부문별로 세분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감축 목표치의 적정성과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의 부재

로 인해 파리협정 상의 목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함.

‒ 독일 녹색당도 당초 계획안보다 완화된 이번 최종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국의 

202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독일산업협회(BDI)는 부문별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반대하면서 이번 계획 추진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함.

(Deutshe Welle; The Guardian, 2016.11.11; BMUB, 2016.11.14)

▣ 영국 정부, ’25년 脫석탄 계획안 발표

¡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자국 내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기 위

한 脫석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관한 협의문건(consultation document)을 공개함(2016.11.9).

‒ 지난 2015년 11월, 영국 이전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CO2 포집･저장(CCS) 기술 미적용 석탄화력 발전소를 전

면 폐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힌 바 있음.

※ 영국 정부는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음.

･ 당시 Amber Rudd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2025년 폐쇄 대상이 되는 

19GW 규모의 석탄화력을 가스를 비롯한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여 자국의 발전량 부족분

을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이번 脫석탄 계획 관련 협의문건에서 영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평균 가동연수, 47년)가 환경 규제 등의 요인으로 경제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2022년까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전면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정부는 협의문건을 통해 석탄가격 하락, 신규 원전 및 풍력단지 건설 지연 등 시장

여건 변화 시 석탄화력 발전소가 2030년까지 계속 가동될 가능성도 있어, 이와 같은 불확

실성에 대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협의문건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CCS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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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CO2 배출 저감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영국 내 이미 노후화되어 

있는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의 경우 미검증된 고비용의 해당 CCS 기술 적용을 위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이번 脫석탄 계획에 관한 협의 기한은 2017년 2월 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음.

‒ Greg Clark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은 이 같은 계획 추진을 통해 향후 영국이 청정에

너지분야의 세계적인 주요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투자 심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Clark 장관은 자국의 에너지믹스에서 기존 석탄화력 발전을 보다 청정한 발전원(가스 등)
으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번 정부 발표 이후 Christiana Figueres 前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러 환경단체(WWF, Friends of the Earth 등)는 영국의 脫석탄 계획을 환영하면서 전반적으

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현재 영국에서 석탄화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1/4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2015년, 22.6%), 
현재 8개의 석탄화력 발전소(영국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약 15%)가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됨.

‒ 최근 영국 비영리 기후정책연구기관 Sandbag은 영국의 석탄화력 발전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66% 급감하여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41호(11.14일자) pp.56~58 참조).

‒ 영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2012년 17개(총 설비용량, 약 23GW)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면서 현재는 8개(총 설비용량, 약 13.9GW)로 집계됨.

발전소명 설비용량 가동연도 운영기업 소재지

Aberthaw B 1,586 1971 RWE Npower Plc Wales 

Cottam 2,008 1969 EDF Energy East Midlands

Drax (coal units) 1,980
1974(Unit1)

1986(Unit4,5,6)
Drax Power Ltd Yorkshire

Eggborough 1,960 1967 Eggborough Power Ltd Yorkshire

Fiddler’s Ferry 1,971 1971 Scottish and Southern Energy North West

Ratcliffe-on-Soar 2,000 1968 E.On East Midlands

Uskmouth 363 1959 Simec Wales

West Burton 2,012 1967 EDF Energy East Midlands

자료 : BEIS

< 영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현황(2016.7월 기준) >

(단위 : MW)

(BEIS; The Guardian; Telegraph, 2016.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