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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약속된 탄소중립 규모는 IEA가 제시한 2050 넷제로 경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IEA의 탄소중립 달성 경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청정 및 효율이 높은 에너지 기술의 즉각적인 활용과
상용화 이전 단계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함.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부문의 전환 규모와 속도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달성 가능함. 에너지전환 시 개인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개개인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간주해야 함. 특히, 화석연료 감소에 따른 일자리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IEA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는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종에너지 소비에서는
전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감
함에 따라 2021년 이후부터는 신규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 개발이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에너지시스템 전환과 관련된 청정에너지발전. 네트워크 인프라. 최종소비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전례 없는 청정에너지 투자로 세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됨. 정부는 투자 주도 성장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IEA의 탄소중립 경로에서는 신규 석유･가스전이 불필요함에 따라 석유･가스 생산국에서의 소득 감소에
따른 사회적 도미노 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수소, CCUS, 풍력에너지 기술 확대 등을 통한
구조적 개혁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이 필요함.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핵심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안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적정 가격에 전력･에너지관련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됨.

▣ 탄소중립 경로 제시의 필요성
 2050년까지 세계 이산화탄소(CO2)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것은 지구의
장기적인 평균 기온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 특히, 에너지부문은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의 75%를 배출하는 주범이자 인류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열쇠
‒ 그러나 이 야심찬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역량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임.
 지금까지의 약속된 탄소중립 규모는 제시된 경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관련 조치들이 지연된다면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더욱 요원

“현재 수준의
탄소중립 규모는
넷제로 경로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턱없이
부족”

‒ 지난 몇 년간 탄소중립 달성을 서약(pledge)한 국가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서약이 구체적인
단기정책 및 이행방안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
1) 본 현안 분석은 IEA의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2021.5.)의
Summary for policy makers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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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서약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2050년까지 220억 톤의
CO2 배출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이
2.1°C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밟게 될 전망
‒ 특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감소했던 전 세계 CO2 배출량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pathway)
및 필수조건을 제시
‒ 에너지 외 부문의 배출 감축 및 역배출(negative emissions)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의 타당성(feasibility), 비용효과성, 사회적 수용성 및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고려
‒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우선 조치(priority actions)들을
제시하였음.
‒ 전 세계적 관점에서 작성되었지만, 모든 국가가 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하거나
동일한 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였음.
‒ 제시된 경로는 ‘하나’의 경로일 뿐, ‘정답’이 아니며, 여러 주요 불확실성, 특히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 기술 및 행동변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

1. 청정에너지 확대･기술혁신으로 에너지전환 가속화
▣ 향후 10년간 대규모의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이 필요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청정･효율
“IEA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청정 및
효율이 높은
에너지 기술의

에너지 기술의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활용이 필요
‒ IEA는 2030년 세계경제가 현 수준보다 40% 성장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은 7%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4% 정도의 에너지
집약도 개선(지난 20년 동안의 연평균 대비 3배 수준)이 되도록 에너지효율을
향상시켜야 함.
‒ 아울러 CO2 외에도 화석연료 공급으로 인한 메탄 배출은 향후 10년간 75%

즉각적 활용

감소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용한 모든 온실가스 저감(abatement) 조치와

필요”

기술을 이용하여야 함.
 급속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규모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이 더욱 저렴해지면서 전력이 경쟁우위를 가질 것임.
‒ IEA 탄소중립 경로에서 2030년까지 필요한 태양광 및 풍력의 추가 발전용량은
각각 630GW 및 390GW로 2020년의 최고점 대비 4배나 늘어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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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탄소 전력의 가장 큰 에너지원인 수력과 원자력은 향후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임.
‒ 전력부문의 청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력화(electrification) 기술이 경제 전반의
배출저감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 5%에서 2030년에는 60%를 상회하는 수준
까지 증가할 전망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대규모 배출량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정책들도 이미 검증된 상황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지출이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일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종 정책은 청정･효율 에너지의 빠른 보급을
위해 강화되어야 함.
‒ 가장 효율적인 기술로의 소비자 지출 유도 및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의무
제도 및 표준 수립은 필수적이며, 목표설정 및 경매제도는 풍력 및 태양광을
통한 전력부문의 전환 가속화를 가능케 할 것임.
‒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탄소 가격책정 및 기타 시장개혁은 적절한
시장 가격신호(price signals)를 보장할 수 있으며, 저감기술 미적용 석탄화력
발전소, 가스보일러 및 내연기관차 등 특정 연료 및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과 반(反)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가용 가능한

‒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송배전 전력망)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계획 및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상용화

인센티브 제도를 선도해야 함.

이전 단계 기술에

< IEA 2050 탄소중립 경로에 따른 2030년까지의 청정에너지 확대 효과 >

대한 대대적인
혁신 필요”

주 : MJ = 메가줄(megajoules), GDP =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국내총생산
자료 : IEA(2021.5월),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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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이전 단계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가용한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넘어 아직
시장 진입 전 단계인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이 요구되며, 이러한 신기술이 늦지
않게 상용화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함.
‒ 2030년까지는 배출량 감축의 대부분이 현재 가용한 기술로 달성 가능하지만,
2050년 배출량 감축의 절반가량은 현재 시점에서 실증 또는 프로토타입 단계인
기술에 의존하는데, 특히 중공업 및 장거리 운송 부문의 경우 미성숙 기술에 의한
배출량 감축 기여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임.
‒ 첨단 배터리, 수소 전해조, 직접 공기포집･저장 기술 등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IEA가 제시한 경로에서 이 세 기술은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CO2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전망
‒ 향후 10년 간 이들 미성숙 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은 관련 대규모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포집된 CO2의 수송을 위한 신규
“정부는 기술
연구･개발, 실증
및 보급을 통한
청정에너지 혁신
가속화 필요”

파이프라인, 항구 및 공업지대 간의 수소 수송시스템 등을 포함됨.
 정부는 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및 보급을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함.
‒ 전력화, 수소,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공공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이미 확립된 저탄소발전이나 에너지효율 기술 등에
투입되는 자금의 1/3 정도 수준임.
‒ 정부는 연구개발 지출을 늘리고 그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인데, 실증
프로젝트 기술의 시장 진입(roll-out) 가속화,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금 활용,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 보급(deployment)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2030년 전까지 실증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동 기간에 약 250억 달러
수준의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임.
< IEA 탄소중립 경로에 따른 현 기술수준별 CO2 감축(2020년 대비) 기여도 >

자료 : IEA(2021.5월),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2호 2021.6.14.

2. 참여 촉진 및 단계별 계획 마련
▣ 시민참여 촉진, 소외계층 배려, 에너지전환 피해 최소화 필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부문의 전환 규모와 속도는
일반 시민의 꾸준한 지원과 참여 없이는 달성할 수가 없음.
‒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통수단, 난방 및 조리방식, 도시계획과 일자리에 이르기

“에너지부문 전환
규모와 속도는

까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IEA 넷제로 경로에 따른 누적 배출량 저감의 55%가 전기차 구매, 에너지효율
기술, 히트펌프 적용을 통한 주택 개조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 선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달성
가능”

‒ 또한, 자동차 이용을 보행이나 자전거･대중교통 이용으로 대체하거나, 장거리
비행기 여행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등의 행동변화(특히 선진국에서)가 누적
배출량 감축의 4% 정도를 차지
 CO2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
‒ 전력서비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7억 8,5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청정
취사시설이 없는 26억 명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임.
‒ 이에 필요한 금액은 연평균 에너지부문 투자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연간 약 400억 달러 규모이며, 이러한 노력은 실내 대기오염 감소에 따른 부차적
편익도 제공할 것임.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결정사항들은 투명･공정해야 하고 비용 효과적이어야
하며, 사람 중심적이고 포용적인 전환이 되어야 함.
‒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현대식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신흥시장 및 개발
도상국에서 급증하면서,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및 연료 구매로 인해 가계
에너지 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모든 가정이 합리적인 가격에 에너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는데, 세금 공제, 대출 및 목표 보조금 제공 등을 포함하여
빈곤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도구가 필요
 에너지전환 시 개인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개개인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간주해야 함.
‒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신규 활동 및 투자 덕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새로운 고용시장 기회가 생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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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건축물 개조 및
에너지효율적인 건축 등에 대한 지출 증가는 1,600만 개의 추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러한 기회는 화석연료 감소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과는 다른 장소 및
부문에서 생겨날 것이며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역량도 서로 다를 것인데, IEA
탄소중립 경로에 따르면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 이 중 대부분은 화석연료 매장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일자리로 보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는 지역사회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줄 수 있음.
“화석연료 감소에
따른 일자리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
요구”

‒ 이에 일자리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데, 노동자
재훈련, 피해 지역의 신규 에너지 청정시설 배치, 지역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 IEA 2050 탄소중립 경로에 따른 2019~2030년 에너지부문 일자리 수 변화 >

자료 : IEA(2021.5월),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마련 필요
“2050 탄소중립
경로에서는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대부분 차지
전망”

 IEA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2050년 세계 에너지 수요는 현재 대비 약 8%
낮지만, 경제규모는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인구도 20억 명 늘어날 전망
‒ 경제성장과 에너지 접근성 확대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행동
변화가 이러한 수요증가를 상쇄시킬 것임.
 미래 에너지부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대부분 구성될 전망
 IEA 탄소중립 경로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에너지 총 공급의 2/3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지열 및 수력에너지가 차지하는데, 태양광은 에너지 총 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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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을 차지하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되며, 205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용량은
각각 20배, 11배 성장할 전망임.
‒ 반면, 현재 에너지 총 공급의 4/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2050년까지 그 비중이
1/5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감소할 것인데, 2050년에 남은 화석연료는 탄소가
내재된 플라스틱 등의 제품 생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이 적용된
설비,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 대안이 낮은 부문에서 사용될 전망
 2050년 최종에너지 총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전망
‒ 전력은 운송, 건축물,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수소
등의 저배출 연료 생산에 필수적이므로, 이로 인해 총 전력 생산이 2050년까지
현 수준 대비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IEA 탄소중립 경로에서는 전력부문에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추가 투자가
없으며,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소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나머지
가동 중인 발전소는 2040년까지 개조가 완료됨.
‒ 또한, 2050년 전력 생산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지는데, 풍력 및 태양
광의 발전비중은 70%에 달할 것이며, 나머지 전력은 원자력으로 생산됨.
 산업, 수송 및 건물부문의 배출량 저감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95%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기반시설 구축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하는데, 신규 청정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구개발, 실증,

“산업, 수송,

보급을 통한 빠른 속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2030년부터는 매월마다 CCUS 기술이

건물부문에서 더

적용된 설비 10개소, 신규 수소 기반 산업시설 3개소, 2GW의 전해조 용량
추가가 요구됨.

많은 배출량 저감
노력 필요”

‒ 수송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력화를 장려하는
정책이 배출량 저감을 촉진하여, 2050년에는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차가 세계
도로의 대부분을 점유할 것임.
‒ 전력화가 어려운 부문에서 저배출 연료는 필수적인데, 항공부문은 바이오연료
및 합성연료에 크게 의존할 것이고, 암모니아는 해운부문의 필수 연료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전망됨.
‒ 건물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기 히트펌프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며,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
및 모든 신축 건축물은 ‘탄소제로 건축물(zero-carbon-ready building)’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임.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여 투자자, 산업, 시민
및 다른 국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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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계획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장기 목표들은 측정 가능한 단기
목표 및 정책들과 연계되어야 함.
< IEA가 제시하는 2050 탄소중립 주요 이정표 >
(단위 : GtCO2)

자료 : IEA(2021.5월),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2050 탄소중립
경로에서는
2021년 이후 신규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 개발
불필요”

3. 경제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 화석연료 개발 대신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필요
 IEA 탄소중립 경로에서는 2021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외에는 승인된
신규 석유･가스전 개발은 없으며 신규 탄광･광산 확장도 불필요
‒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인해 화석연료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
되므로, 석유 및 가스 사업자들은 사업의 초점을 기존 자산 운영에서 수급 균형
및 탄소배출 저감으로 전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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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S 등이 적용되지 않은 석탄의 수요는 90% 감소하여 2050년에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1%만을 차지하며, 가스 수요는 55% 감소하여 1,750Bcm, 석유
수요는 2020년 9천만 b/d에서 2천 4백만 b/d로 75% 감소할 전망
 투자를 확대해야 할 주요 분야는 에너지시스템 전환과 관련된 청정에너지 발전,
“에너지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 최종소비 부문 등임.
‒ IEA 탄소중립 경로에서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연간 2,600억 달러에서
2030년에 8,200억 달러로 증가해야 함.

전환과 관련된
청정에너지발전,
네트워크 인프라,

‒ 전기차 공공 충전소는 현재의 약 100만 기에서 2030년까지 4,000만 기로 늘어
나야 하며, 소요되는 연간 투자비는 2030년에 9,000억 달러 수준임.
‒ 전기차 배터리 생산은 현재의 연간 160GWh에서 2030년에 6,600GWh로 증가

최종소비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향후 10년간 매년 35GWh 규모 ‘기가팩토리’ 설비가
20개씩 추가되는 것과 같음.
‒ 또한, 2030년까지 탄소포집･활용･저장 및 수소 기술 상용화를 위해, CO2 수송
파이프라인 및 수소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현재의 연간 10억 달러 수준
에서 2030년에 약 400억 달러로 증가시켜야 할 것임.
 전례 없을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는 신흥경제국 시장이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 국제 공공자금 지원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이긴 하나, 민간
부문이 추가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자,
투자자, 공공금융기관과 정부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청정에너지 전환의 성공 및 가격 적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주로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많은 신흥시장 및 개발
도상국은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 현존 청정에너지 기술뿐만 아니라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신기술의 개발에도 국제 자본이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함.

▣ 전례 없는 청정에너지 투자로 세계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전례 없는
청정에너지
투자로 세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IEA와 IMF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투자는 2030년에 연간 5조
달러 규모로 급증하며 연간 0.4%p의 세계 GDP 성장에 기여
‒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함.
‒ 민간 및 공공 지출은 에너지효율, 엔지니어링,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수백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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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로 인해 2030년에 전 세계 GDP가 현 추세 대비 4%
증가할 것임.
 정부는 투자 주도의 성장을 보장하고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투자 주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성장과 함께

‒ 정부 투자 및 공공정책은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필요하며, 많은 국가가 직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정부가 중요한
역할”

하게 될 화석연료부문 축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임.
‒ 청정에너지의 도입을 위한 혁신 활동은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가 사라질 기존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으로 건강 관련 편익이 기대되는데,
IEA 탄소중립 경로에 따르면 2030년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200만 건
감소함.
‒ 또한, 2030년까지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 목표를 달성하면 개발도상국의 복지와
생산력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임.
< IEA 탄소중립 경로에 따른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 >

자료 : IEA(2021.5월),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석유･가스
생산국에서의
소득 감소에 따른
사회적 도미노
효과 방지 필요”

4. 에너지안보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전통적 에너지안보 문제와 함께 새로운 이슈에도 대응할 필요
 IEA가 제시한 탄소중립 경로에서 신규 석유 및 가스전은 불필요하므로, 이런
경우 해당 연료를 생산하는 국가 및 기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임.
‒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은 점차 더 소규모 저비용 생산자에 집중되게 되는데,
석유의 경우, 세계 석유 공급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37%에서
2050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인 52%로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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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해당 연료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1인당 소득은
최근 몇 년간의 수치인 1,800달러에서 75% 감소하여 2030년에는 450달러가
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들 국가들에서는 석유 및 가스 수출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이 필요한데,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계가 보유한
전문성은 배출량 감축이 가장 어려운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수소, 탄소 포집･

“에너지전환

활용･저장, 풍력에너지 등의 기술과 잘 부합될 수 있음.

과정에서 핵심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자원이 상당량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의

광물자원 수요
증가에 따라

높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안보 이슈가 부각될 것임.

새로운

‒ IEA 탄소제로 경로에서 구리, 코발트, 망간, 각종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에너지안보 문제

전체 시장규모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7배가량 증가하며, 이러한 광물로

발생 가능”

부터 얻는 수익은 2030년이 되기 훨씬 전에 석탄 수입을 능가하게 될 것임.
‒ 이는 관련 업계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하면 가격 불안정성, 전환을 위한 추가 비용 등의 새로운 에너지안보
문제도 떠오르게 될 것임.
 전 분야에 걸쳐 전력화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에너지
안보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전력계통의 유연성은 풍력 및 태양 에너지의 변동성 문제 대응을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IEA 탄소중립 경로에 따르면 기존에 유연성 공급을 담당했던
화석연료 설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유연성 자원은 2050년에 현재보다 4배로
증가할 것임.
‒ 이는 더욱 스마트하고 디지털화된 전력망과 연계된 배터리, 수요반응 및 저탄소
유연성 자원 등의 대대적인 확대를 필요로 할 것임.
‒ 또한, 전력시스템은 사이버공격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적정 가격으로
전력 및
에너지관련

 적정한 가격에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점차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중요해지고 있음.
‒ 에너지안보의 초점은 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석유와 천연

중요성 부각”

가스의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바뀌고 있음.
‒ 전력안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변동성 문제와 사이버공격 위험이 잠재적인
취약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전력 공급의 신뢰성 및 적정성을 달성
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배터리, 디지털 솔루션, 전력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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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시에 해당 자원의 가용성 및 지속가능한 공급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제 메커
니즘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석유 생산의 지역 편중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안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임.
< IEA 탄소중립 경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안보 지표 전망 >

주 : mb/d = 하루 당 1백만 배럴; Mt = 1백만 톤
자료 : IEA(2021.5월),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 전 방위적 협력이 필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가 다른 국가, 기업, 투자자,
시민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은 소비자들의 구매와 기업들의 투자에 영향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 방위적인
협력 필요”

미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장려해야 함.
‒ 예를 들어, 새로운 에너지서비스 생산･공급 방식이나 관련 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는 방식
이나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이동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침.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중요함.
‒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금융, 고용, 조세, 운송, 산업 단위의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협력이 요구됨.
‒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부처가 단독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을 행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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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의 변화로 화석연료 관련 세수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됨.
‒ 현재 많은 국가에서 경유, 휘발유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거두는 세금이 주요
공적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는 10%까지도 차지함.
‒ IEA 탄소중립 경로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소매 판매로 인한 수입은 2030년
까지의 10년 기간 동안 약 40%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감소를 대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예산 개혁이 필요할 것임.
 탄소중립 경로는 특히 혁신 및 투자와 관련하여 전례 없는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할 것임.
‒ 탄소중립은 단순히 모든 정부가 각자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과제를 조율된 행동으로 함께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 각국 정부가 국경을 초월해 일관성 있는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다른 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차원의 청정
에너지 기술 수요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상업적 이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혁신 가속화, 국제표준 개발, 청정기술 확대는 각 국가의
시장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 및
투자를 위해서는
전례 없는 국제적
협력 필요”

‒ 협력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각 국가의 상이한 개발 수준과 각 계층의 다양한 상황을
인식해야 함. 특히 선진국은 국제협력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국제적 원조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가능 여부가
모호해질 것이므로, 핵심 기술과 인프라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 IEA 탄소중립 경로와 국제협력 저조 시나리오 간 CO2 배출량 전망 비교 >

자료 : IEA(2021.5월),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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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G7, 2021년 말부터 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자금지원 전면 중단 약속
 주요 7개국(G7)이 해외 석탄화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자금조달을 금년 말부터 전면 중단하고
기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천명하였음(2021.5.21.).2)
‒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20~21일 열린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들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규 직접 지원을 종료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concrete step)”를
밟겠다고 밝혔음.3)
⦁이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또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인 Alok Sharma는 전 세계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제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을 최우선 순위 문제로 두고
있다며, 금년 11월 열리는 COP26을 계기로 석탄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함.4)
⦁또한 Sharma 의장은 중국 정부에 장기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단기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중국의 전체 시스템이 시진핑 주석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밖에도 G7은 무배출 자동차의 보급 가속화, 2030년대까지 전력부문의 “괄목할만한
(overwhelming)” 탈탄소화,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 조달 중단 등을 위해 다른 국가와 함께
공조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한편, G7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관련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만 반복하여 발표하였음.
‒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는 G7의 결정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주요 20개국
(G20)도 G7과 함께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지금 지원을 중단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이번 G7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화학공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G7 ‘산업탈탄소의제(Industrial Decarbonization Agenda, IDA)’를 출범하였음.5)
‒ G7은 의장국인 영국과 함께 미국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IDA를 통해 철강, 시멘트, 화학 등의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산업부문 탈탄소화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
3)
4)
5)

Reuters, 2021.5.21.
Financial Times, 2021.5.22.
Reuters, 2021.5.21.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 https://www.energy.gov/(검색일 :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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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압박 가속화
 각국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탈탄소화 계획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Royal Dutch
Shell, ExxonMobil, Chevron 등 주요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압박이 더욱 거세
지고 있음.6)
‒ 석유･가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고 오랫
동안 주장해왔으나, 최근 투자자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 동참하도록 강요받고 있음.
 네덜란드 법원은 Royal Dutch Shell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동 기업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 수준 대비 45% 감축하라고 판결하였는데(2021.5.27.), 이는 동 기업의 당초 계획
보다 훨씬 빠른 수준임.7)
※ 당초 Shell은 2023년까지 자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화석연료의 탄소집약도를 2016년 대비
6% 낮추고, 이후 2030년과 2035년까지 각각 20%와 45%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절대
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수립은 거부해왔음.

‒ 이번 판결은 7개 환경 및 인권 단체와 1.7만 네덜란드 시민이 지난 2018년 Shel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수립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임.8)
‒ 이번 사건을 맡은 Larisa Alwin 판사는 Shell의 기존 기후 전략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며
동 기업이 지구온난화를 야기함으로써 인권(human rights)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구체적인 탄소 배출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Shell이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 Shell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반면 환경단체는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
하였는데, 전문가들은 Shell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가속화할 경우 동 기업의 석유･가스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에너지 생산량은 총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9)
 또한, ExxonMobil의 주주들은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경영전략 때문에 동 기업이 “실질적 위험
(existential risk)”에 직면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헤지펀드 Engine No.1이 추천한 인사
4명 중 3명을 새롭게 이사로 선출하였음.10)
‒ 이는 동 기업의 연례 총회에서 실시한 투표 결과인데, 임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총 12명의 이사 중
3명이 Engine No.1이 추천한 인물로 선정됨.11)
‒ 그간 Engine No.1은 ExxonMobil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미루는 대신 석유･가스 관련 자본
지출을 줄이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자사가 추천한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해왔음.
6) Financial Times, 2021.5.27.
7) Financial Times, 2021.5.27.
8) Washington Post, 2021.5.27.
9) Financial Times, 2021.5.27.; Reuters, 2021.5.27.
10) Financial Times, 2021.5.27.; Reuters, 2021.6.3.
11) Reuters, 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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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Chevron의 경우, 주주 중 대다수가 동 기업에 기타 간접배출(scope 3)을 “상당량
(substantially)” 감축하도록 촉구하는 안에 찬성하였음(2021.5.26.).12)
※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기업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발생
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함.

‒ 이번 투표 결과로 Chevron의 탄소 배출 감축량이나 감축 시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대다수의
주주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Chevron이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OPEC+의 감산쿼터 점진적 완화 유지 결정으로 국제유가 2년 만에 최고치 경신
 감산에 참여하는 OPEC･非OPEC 산유국들이 제17차 공동장관급회의를 개최하고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까지 감산쿼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음(2021.6.1.).13)
※ OPEC+는 지난 4월 1일 금년 5월 감산쿼터를 35만b/d 완화한 데 이어 6월에 35만b/d, 7월에
44.1만b/d를 추가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5월 감산쿼터는 총 655만b/d, 6월과 7월
에는 각각 620만b/d와 575.9만b/d로 축소된 바 있음.

‒ OPEC+는 성명에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석유
재고가 감소한다는 분명한 징후가 나타나며, 석유시장의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음.
※ 시장에서 펀더멘탈은 기업 및 산업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경제용어로 해당 산업의 성장률,
기대 이익, 미래성장성 등 산업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내재가치를 의미함.

⦁OPEC+의 분석가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세계 석유 재고가 2015~2019년 평균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더욱 상승하고 궁극적으로 OPEC+의 산유량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OPEC+는 감산쿼터 완화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이유로 인도와 일본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미국과 이란의 핵협정 관련 논의 타결 시 이란의 국제 시장 복귀 등을
꼽았음.
‒ 관계자에 따르면, OPEC+ 공동기술위원회(Joint Technical Committee)는 금년 세계 석유 수요가
지난해 대비 600만b/d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재차 확인하였음.
‒ OPEC+는 7월 이후의 감산쿼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월 24일 제18차 공동장관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6월 1일 Brent유와 WTI유 가격이 각각 $70.25/bbl와 $67.72/bbl로
상승해 2019년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도 상승세가 유지되었음.14)
‒ 6월 4일 Brent유 가격은 장중 한때 2019년 이래 처음으로 $72/bbl를 웃돌았으나 $71.89/bbl로
한주를 마감하였으며, WTI유 가격도 장중 한 때 $69.76/bbl까지 올랐다가 $69.62/bbl로 마감
하였음.15)
12) Reuters, 2021.5.27.
13) Financial Times, 2021.6.2.
14) Wall Street Journal,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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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는 지난해 말 이후 35% 이상 상승하였으며, 트레이더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로 국제 석유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함.16)
< 국제유가 변화 추이(2014.2월~2021.6.7.) >
(단위 : $/bbl)

자료 : Wall Street Journal(2021.6.7.), “‘Options Traders Bet on Return of $100 Oil”

15) Reuters, 2021.6.4.
16) Financial Times, 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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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바이든 정부, 알래스카 보호구역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위한 리스 중단 결정
 미국 바이든 정부가 알래스카 주 북부의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내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리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2021.6.1.).17)
‒ ANWR 리스 프로그램(Coastal Plain Oil and Gas Leasing Program)은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mental Policy Act, NEPA)’에 의거해 미 내무부(DOI)가 종합적인 분석을
마치는 시점까지 중단될 것임.
※ 알래스카 주 ‘북극권 야생보호구역’은 1960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설정하였으며,
1980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장하였음. 해당 지역에는 순록, 북극곰 등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이 서식 중임.18)
※ ANWR은 알래스카 북단 North Slope에 걸쳐 있는 약 1,960만 에이커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그 중 Arctic Coastal Plain은 지질학적 유전지대에 속함.

‒ DOI는 Deb Haaland 장관의 명령에 따라 리스 프로그램의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는 동시에
NEPA에 의거하여 현행 리스 프로그램의 법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환경영향 분석을
실시할 것임.19)
‒ DOI는 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리스가 재개 또는 무효화되거나 환경영향 완화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음.
‒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ANWR 석유 리스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DOI는 신규 리스 승인에 대한 트럼프 전 정부의 최종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DOI는 2019년 트럼프 정부에서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환경 피해를 경감하는
동시에 석유 개발의 허용･관리에 대한 대안을 “합당한 범위(resonable range)” 내에서 적절히
분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NEPA에 의거해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임.20)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석유･가스 개발을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ANWR 내 Arctic Coastal
Plain의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리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미 상원이 2018년 예산안에서 이를
통과시킨 바 있음.21)

17)
18)
19)
20)
21)

미 내무부 홈페이지, https://www.doi.gov/(검색일 : 2021.6.7.)
Wall Street Journal, 2021.6.1.
미 내무부 홈페이지, https://www.doi.gov/(검색일 : 2021.6.7.)
Financial Times, 2021.6.2.
인사이트, 제17-37호, 2017.10.30.,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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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 산하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은 2021년 1월 6일 ANWR Coastal Plain에서
리스 경매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3만 에이커에 달하는 9개 지대에서 10년간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음.22)

 ANWR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논란은 30년 동안 지속되어왔으며 주로 소속 정당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데, 공화당과 석유업계는 여전히 해당 지역 탐사권 취득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음.23)
‒ 그러나 석유기업들은 월가로부터 비용 감축 및 수익 확대의 압박을 받고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개발도 까다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꺼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미 최후의 미개발
지역으로 간주되는 ANWR 지역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을 수일 앞두고 실시한 Arctic Coastal Plain 리스 경매 결과, 메이저
석유 기업은 일체 응찰하지 않았으며 낙찰금액도 1,400만 달러에 그쳐 3년 전 미 의회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전망한 수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음.
‒ 그럼에도 석유업계는 향후 해당 지역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리스 경매를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
하고 있는데, 전미석유협회의(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Kevin O’Scannlai는 대부분의
알래스카 주민들도 ANWR 내 시추를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연방토지와 해역에서의 석유･가스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정책은 미국의
안보와 환경개선, 경제력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결국 증명될 것이라고 O’Scannlai는 성명을
통해 밝혔음.
< 미국 ANWR Coastal Plain 위치 >

자료 : KUAC(2017.12.22), “‘This fight is not over’: Gwich’in, Environmental Groups
Vow to Resist ANWR Oil-drilling”

22) 미 내무부 홈페이지, https://www.doi.gov/(검색일 : 2021.6.7.)
23) Wall Street Journal,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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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U 탄소국경조정,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적용될 전망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금년 7월 중순 발표를 위해 작성하고 있는 탄소국경
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시행안 초안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었음.
※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은 유럽 그린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EU 역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배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위험을 줄이는 제도임.

‒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CBAM’은 철강, 시멘트,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2023년
시범단계를 거쳐 2026년 이후 본격 시행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짐.24)
‒ (적용방식) ‘CBAM’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구입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임.25)
⦁인증서의 가격은 EU-ETS 배출권 가격과 연계될 것으로 보이며, EU-ETS 배출권의 주간 평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단, 제품의 원산지에서 이미 탄소와 관련된 비용이 지불되었을 경우, 해당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증서를 구입할 수 있음.
‒ (적용범위) 주요 적용 부문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부문 등 배출집약 부문으로,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CO2 배출 총량을 매년
보고해야 함.26)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의 정의에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CO2외에도 생산 공장에 필요한
냉･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필요 전력 생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등이
포함됨.
‒ (면제조건) ‘CBAM’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 등 EU-ETS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및 EU 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EU-ETS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탄소가격이 설정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도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미국, 영국 등 배출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EU와 경제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개발도상국들은 ‘CBAM’의 면제 대상임.

24) Reuters, 2021.6.3.
25) S&P Global Platts, 2021.6.4.
26) EURACTIV, 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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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CBAM’ 적용 부문 중 EU-ETS 내 무상할당 대상인 부문의 무상할당 배출권이
단계적으로 감소되어야함.27)
‒ 이는 ‘CBAM’과 EU-ETS 배출권 무상할당을 동시에 적용하게 될 경우 유럽 산업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조치에 해당되어 WTO 준칙 중 하나인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임.
‒ 이외에도 ‘CBAM’은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음. ‘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
국가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EU와 동일 수준의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위배할 수 있음.28)

▣ 영국의 UK-ETS, 유럽의 EU-ETS와 연계 없이 첫 번째 경매 시작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영국의 독자적인 배출권 거래제 UK-ETS의 첫 번째 배출권 경매가
실시되었음(2021.5.19.). UK-ETS의 배출권 할당량은 2020년 EU-ETS에서 배정받은 수준보다
5~7% 적은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알려짐.29)
‒ (유상할당) UK-ETS의 배출권의 총 유상할당 경매량은 기존 2020년 EU-ETS에서 할당받았던
총량에 비해 5%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UK-ETS 유상할당 시장에 풀릴 배출
권은 8,300만 톤으로 산출됨.
⦁최저 경매 가격은 톤당 22파운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에 정해진 가격이었던 톤당
15파운드에서 상향조정된 것임.
‒ (무상할당) EU-ETS 4단계(2021~2030년)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 3,910만 톤의 무료
배출권이 할당됐음. 이는 2020년 영국이 EU-ETS에서 할당받았던 무상할당 물량보다도 약
7% 적은 수준임.30)
⦁무상할당에 활용하는 산식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활용하는 산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적용범위) EU-ETS와 적용범위가 유사하며,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산업부문, 발전부문, 항공
부문이 적용대상임.
⦁발전부문의 경우 총 열 입력이 20MW를 초과하는 시설의 연료연소와 관련된 사업자가 적용
대상임. 항공부문의 경우 영국 국내선, 영국-지브롤터 간 항공편, 영국에서 출발해 유럽 경제
지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이 포함됨.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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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ACTIV, 2021.6.3.
Katerna Holzer,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WTO법｣, 박영사, 2016.6., p.129.
BNEF, 2021.5.17.
S&P Global Platts, 2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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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영국 배출권 시장의 규모가 작기에 배출권 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하고 있으나, UK-ETS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가격억제메커니즘(Cost Containment Mechanism,
CCM)이 마련되어 있음.31)
‒ UK-ETS 배출권 경매 첫날, 약 600만 톤의 탄소 배출권이 톤당 44파운드에 판매되었음. 이는
입찰 신청된 2,900만 톤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임.
‒ 한편, 같은 날 UK-ETS의 배출권 벤치마크 선물 거래 시장의 배출권 가격은 실거래가보다 약
6.5%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50/톤을 기록했음.32)
⦁이는 EU-ETS에서 설정된 가격보다도 5파운드 가량 높은 수준으로, 동일 EU-ETS의 가격은
약 45.25파운드였음.
※ EU-ETS 배출권 가격은 2020년 12월부터 폭등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에는 약 €30/톤 정도
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1년 5월 말을 기준으로 55€/톤 수준이 되었음. 여기에는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과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기후 목표 상향
조정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33)

‒ UK-ETS는 높은 가격 수준에서 배출권 거래가 지속될 시 CCM이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작동 기준은 배출권 가격이 최근 2년 평균 가격의 2배 이상인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임.34)
⦁이는 2년 평균가의 3배로 설정되어 있는 EU-ETS 체제보다 엄격한 작동 기준인데, 이는
UK-ETS 시장이 규모가 작아 가격 변동성에 더 취약하기 때문임.
⦁2021년 5월 10일 기준 UK-ETS 체제에서 CCM 작동 기준 가격은 44.74파운드/톤이며,
기준가는 매달 업데이트 될 것임.

▣ 독일 정부,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에 80억 유로 투자 예정
 독일 정부가 62개의 수소 관련 프로젝트를 유럽 주요 공동이익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2021.5.28.), 이를 통해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80억 유로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자될 예정임.35)
※ 유럽 주요 공동이익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란,
유럽 내 시장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산업과 경제의 성장,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EU 집행위 차원에서 공공자금을 조달해 지원
하는 프로젝트임.36)

‒ 특히 Arcelor Mittal, Stahl Holding Saar, Salzgitter Stahl, ThyssenKrupp Still 등 독일 내
모든 제철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해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제철 부문의 탈탄소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1)
32)
33)
34)
35)
36)

Financial Times, 2021.5.17.
Bloomberg, 2021.5.21.
Financial Times, 2021.5.19.
Government of the UK, 2021.5.18.
S&P Global Platts, 2021.5.28.
인사이트, 제21-3호, 2021.2.8.,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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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투자가 결정된 프로젝트에는 독일 정부의 공적 기금 80억 유로 외에 330억 유로 규모의
추가적인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번 62개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MWi)와 연방교통부(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BMVI)가 선정
하였으며, 수소의 생산, 활용 등 수소 가치사슬 활성화와 관련된 프로젝트 위주로 선정됐음.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5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용량 확보,
1,700km 규모의 수소 운반용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됨.
⦁계획된 수전해 용량을 모두 확보할 시 2030년까지 총 2GW의 수전해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독일이 ‘수소전략’을 통해 제시한 2030년 보급목표인 5GW의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투자를 통해 수소전략의 상당부분이 이행될 수 있음.37)
※ 독일은 2021년 ‘수소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총 5GW의 수전해 용량 확보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38)

‒ 연방교통부가 선정한 12개의 프로젝트에는 저탄소 차량 보급 및 수소연료 보급을 위한 설비
마련 등이 포함됨.
⦁교통부 장관은 독일 교통 시스템의 95% 이상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에서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수소와 연료전지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독일의 주요 수소 IPCEI 프로젝트 >
개발용량
활용처
주요 개발사
(MW)
GETH2, Lingen
300
정유 철강
RWE
암모니아
RWE
HyTechHafen-Rostock
100
탈석탄
Vattenfall, Shell, MHI
Hamburg-Moorburg
100
정유
BP Europe, Orsted
BP Lingen
50
화학단지
BASF, Siemens Energy
BASF Ludwigshafen
50
최대 400
풍력
EWE
Clean Hydrogen Coastline, Ems
해상풍력
RWE, Shell, Gasunie, Gascade
AquaVentus, Heligoland
28
정유
Linde, Total
Green hydrogen hub, Leuna
24
정유
Orsted, Holcim, Heide refinery
HyScale 100, Heide
N/A
철강
Air Liquide
GreenMotionSteel, Duisburg
N/A
전해조 생산
Sunfire
H2 SARA, Dresden
N/A
지속가능 항공유 LVV, EDL
LHyVE, Leipzig
N/A
탈석탄
Steag, Siemens Energy
Hydrohub Fenne, Volklingen
N/A
연료전지 생산
Bosch
Bosch Power Units, BW
N/A
자료 : S&P Global Platts(2021.5.28.), “Germany shortlists 62 hydrogen projects with 2GW capacity
for IPCEI state aid”
프로젝트명(또는 개발지역)

37) ICIS, 2021.6.1.
38) Clean Energy Wire,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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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NDRC, 2021~2022년 省별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쿼터)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1년 및 2022년 省별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쿼터)을
발표함(2021.5.25.).39)
※ NDRC는 재생에너지전력 소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省급 행정구역에 의무할당을 부과하는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제(쿼터제)를 시행함.40) 동 정책은 2018~2019년 시범시행을 거친 후,
2020년부터 정식 시행함.

‒ 당해 연도 의무할당만을 발표해왔던 예년과 달리, 2021년부터는 당해 연도의 의무할당 및
이듬해 ‘예기할당’을 함께 발표함.
※ 의무할당에는 각 省급 행정구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저할당과 최저할당을 초과한 권고
할당이 포함됨.41)

‒ 각 省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역 간에 전력을 거래하여 당해 최저할당을 이행
해야 함. 권고할당을 달성하면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받음.
⦁수력이나 원전의 상업가동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발전 소비에 영향을 주거나, 기타 객관적
사유로 당해 최저할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듬해로 이행을 연기할 수 있음.
※ 이행 기한이 유연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설비 집중 건설에 따른 제조비용 폭등과 같은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省별 최저할당 비중은 13.0~75.0%로 분포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곳은 윈난, 가장 낮은 곳은
산둥임. 이 중 베이징, 산둥, 푸젠을 제외하고 省별 의무할당 비중이 2021년 ‘할당안’보다 하향
조정됨.42)
※ ‘할당안’은 NDRC가 2021년 省급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2월에
발표한 의견수렴안임.43)

‒ 이는 재생에너지전력 소비 비중을 이상적인 목표까지 올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함.
‒ 2021년 ‘할당안’보다는 하향 조정되었지만, 2020년 의무할당(수력제외)보다는 크게 높아짐.
⦁허베이, 네이멍구, 후난, 광시, 허난, 산시(山西), 산시(陜西), 장시, 장쑤 등 9개 省은 향후
2년 간 2020년(수력제외)보다 4%p 넘게 상향된 비중 목표를 이행해야 함.44)
39)
40)
41)
42)
43)

NDRC, 2021.5.25.
인사이트, 제20-12호, 2020.6.12., pp.47~48.
인사이트, 제19-19호, 2019.5.23., pp.31~32.
北極星太陽能光伏網, 2021.5.27.
國際能源網,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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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전력사용량에서 4%p는 큰 수치이기 때문에, 자체 건설로 충족할 수 있는 네이멍구를
제외한 나머지 省들은 UHV를 통한 원거리 송전으로 최저할당 목표를 이행할 전망임.
< 주요 省급 행정구역의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 비교(2020~2022년) >
(단위 : %)
총 의무할당
수력 제외 의무할당
2020
2020
2021
2021
2022
2020
2020
2021
2021
2022
지역
최저
권고
최저
권고
예기
최저
권고
최저
권고
예기
베이징
15.5
16.9
18.0
19.8
19.44
15.0
16.5
17.5
19.3
18.75
톈진
14.5
15.9
17.0
18.7
18.42
14.0
15.4
16.0
17.6
17.25
허베이
13.0
14.4
16.5
18.2
17.93
12.5
13.8
16.0
17.6
17.25
산둥
11.5
12.6
13.0
14.3
14.44
11.0
12.1
12.5
13.8
13.75
네이멍구
18.0
19.7
20.5
22.6
21.87
16.5
18.2
19.5
21.5
20.75
상하이
32.5
36.3
31.5
35.0
32.45
4.0
4.4
4.0
4.4
5.25
후베이
32.5
35.6
37.0
41.0
37.50
8.0
8.8
10.0
11.0
11.25
후난
40.0
44.3
45.0
49.9
49.49
9.0
9.9
13.5
14.9
14.75
충칭
40.0
44.5
43.5
48.3
45.50
3.5
3.9
4.0
4.4
5.25
쓰촨
80.0
89.3
74.0
82.0
70.00
6.0
6.6
6.0
6.6
7.25
간쑤
44.5
48.8
49.5
54.8
50.00
16.5
18.2
18.0
19.8
19.25
칭하이
63.5
70.7
69.5
77.0
70.00
25.0
27.5
24.5
27.0
25.75
광시
39.5
43.9
43.0
47.7
47.92
7.0
7.7
10.0
11.0
11.25
구이저우
30.0
33.3
35.5
39.4
36.00
6.0
6.6
8.5
9.4
9.75
윈난
80.0
89.0
75.0
83.0
70.00
15.0
16.5
15.0
16.5
16.25
푸젠
19.5
21.8
19.0
21.0
19.96
6.0
6.6
7.5
8.3
8.75
허난
17.5
19.4
21.5
23.7
22.77
12.5
13.8
18.0
19.8
19.25
산시(山西)
17.0
18.8
20.0
22.0
21.41
16.0
17.6
19.0
20.9
20.25
산시(陜西)
17.0
18.8
25.0
27.6
25.89
12.0
13.2
15.0
16.5
16.25
장시
22.0
24.4
26.5
29.3
32.39
9.0
9.9
12.0
13.2
13.25
장쑤
14.0
15.4
16.5
18.2
17.71
7.5
8.3
10.5
11.6
11.75
자료 : NDRC(2021.5.25.), 關於2021年可再生能源電力消納責任權重及有關事項的通知

▣ 중국, 러시아와 함께 원전 4기 건설 돌입하며 원자력부문 협력관계 지속
 중국과 러시아가 2018년에 체결했던 원전건설 협력프로젝트에 따라 2021년 5월에 정식으로
총 4기의 원전을 착공함.45)
‒ 동 프로젝트는 장쑤省 롄윈강市에 위치한 톈완 원전 7, 8호기와 랴오닝省 후루다오市에 위치한
쉬다바오 원전 3, 4호기 등 총 4기임.
⦁동 프로젝트의 총 계약규모는 200억 위안(약 3조 5,000억 원) 이상이며, 프로젝트 총 건설
비용은 1,000억 위안(약 17조 4천억 원)을 넘어섬.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Rosatom이 동 프로젝트의 설계를 담당하며, 러시아의 최신 원자로
모델인 VVER1200형이 적용됨.
※ VVER1200형 설계는 3세대 원전기술인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EPR)와 유사하며, 3세대 원전 중에선
최초로 상업가동을 시작함. 현재 전 세계적으로 VVER1200기술이 채택된 원자로는 총 21기임.46)
44) 北極星太陽能光伏網, 2021.5.26.
45) 人民網, 2021.5.31.
46) 國際電力網, 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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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시 연간 발전량은 약 38TWh으로, 매년 이산화탄소 3,068만 톤을 감축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호조약을 맺은 지 20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원전기술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 1GW급의 원자로 1기의 총 투자액은 약 200억 위안임. 14.5계획(2021~2025년) 기간에 매년
1GW급 원자로 6~7기를 건설한다면, 연간 투자액은 1,200억~1,600억 위안에 달해 원전
건설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47)

⦁또한, 동 프로젝트 건설이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14.5계획에서 원전을 적극 건설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음. 1GW급 원자로는 동급 화력발전보다 연간 300만tce, 이산화탄소 600만 톤, 이산화황
2만 6천 톤을 감축할 수 있음.48)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부문 협력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으며, 그 중 원전부문은 1992년부터 협력
논의가 시작됨.
‒ 중국과 러시아 간 최초의 원전협력은 톈완 원전 1~2호기로 1호기는 1999년에, 2호기는 2000년에
착공에 들어가, 모두 2007년에 상업가동을 개시함.49)
⦁2010년에는 톈완 원전 3~4호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착공에 들어가,
2018년에 상업가동을 개시함.50)
‒ 2018년에 톈완 원전 7~8기, 쉬다바오 원전 3, 4호기 외에도 ‘중국 고속원자로설비 공급 및
서비스조달 계약’을 체결하였음.
‒ 중국의 원전 건설 확대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에너지시장 진출정책이 맞물려 향후에도
중국-러시아 간 원전 협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생태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탄소배출 항목을 신규 편입하는 등 관련 규제 강화
 생태환경부가 ‘에너지다소비 및 탄소다배출 프로젝트 건설 환경오염 원천 규제’, ‘자유무역시범
지역 환경보호 강화’ 등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환경오염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에너지다소비 및 탄소다배출 프로젝트 건설 환경오염 원천 규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및 그
효력을 강화할 방침임.51)
‒ 이를 위해 생태환경부는 관련 프로젝트 환경평가 시, 업계 총 규모를 엄격히 규제하고, 탄소
배출현황과 탄소배출 잠재력 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프로젝트 건설 문턱을 높일 계획임.

47)
48)
49)
50)
51)

第一財經,
第一財經,
界面新聞,
科技日報,
界面新聞,

2021.5.18.
2021.5.18.
2021.5.18.
2021.5.20.
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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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 에너지기지, 화학산업기지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여러 차례 진행하여 해당 기지에
대한 생태환경보호 관련 조치를 지속 완비해나갈 계획임.
‒ 또한, 관련 프로젝트와 탄소정점도달방안, 청정에너지로의 대체, 청정 수송, 석탄소비 총량 규제
등 정책과 연계하여 탄소배출규제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이외에도 관련 기업들이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권고함.
 한편, 생태환경부, NDRC 등은 2025년까지 자유무역 시범지역(FTZ)의 환경보호를 강화하여
에너지원단위 및 탄소배출원단위를 저감할 것이라는 환경보호정책을 내놓음.52)
※ 중국은 개혁개방 확대를 위해 2013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자유무역 시범지역(Free Trade
Zone, FTZ)을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톈진, 랴오닝, 하이난 등
총 18개가 운영되고 있음.53)

‒ 동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FTZ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임.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포지티브리스트를 시범 적용함.
※ 중국의 환경영향평가 포지티브리스트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통제
가능하며, 유해물질이나 위험물질 등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FTZ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을 추진하여, FTZ에 위치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함.
‒ 또한, FTZ에 오염배출허가제를 전면 시행하여, 미세먼지(PM2.5)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을 규제할 계획임.
‒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향후에도 환경보호강화 정책을 지속 수립할
것으로 보임.

52) 生態環境部, 2021.5.28.
53) 同花順財經, 2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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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개정 움직임
 경제산업성은 환경성･농림수산성과 2013년부터 개시된 J-credit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54)55)
※ J-credit 제도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설비 도입, 삼림 관리 등에 따라 감축･흡수된 온실
가스 배출량을 배출권(credit)으로서 일본 내에서 거래하는 제도임. 배출권은 경제산업성의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됨. 2020년 기준 인가량은 697만 톤(CO2 환산)임.

‒ (배출권 인가 대상 확대) 현재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설비 도입, 삼림 관리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흡수분만 배출권 인가 대상임. 이를 수소･암모니아･CCUS 등 기술도 배출권 인가
대상으로 확대할 것임.
‒ (중소기업 탈탄소 대응 일괄 운영) 배출권 인가 심사비용(50만~100만 엔) 및 모니터링 기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흡수 대응의 일괄 운영이 필요함. 이에 대응 방법이
상이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임.
‒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삼림 관리에 따라 감축･흡수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의 경우,
실측 작업 등 모니터링 비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음. 이에 리모트 센싱 기술을
활용한 측정 방법을 도입하여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할 것임.
 경제산업성은 현행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정을 검토 중임.56)
‒ JCM 협정 국가를 확대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재생에너지･수소･CCS 등) 중점화 및 대외 융자를
실시하는 공적 금융기관과의 협조 융자 확대 등을 실시할 것임.
※ 일본은 2011년부터 17개 개도국과 JCM 협정을 체결하였음.

‒ 현행 JCM 제도는 정부 보조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금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흡수 사업도 추가할 방침임.

▣ 일본,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이후 소매요금 완만한 인하 추세
 경제산업성은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이후 상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음
(2021.6.1.). 이에 따르면 천연가스 보급 확대 및 LNG 조달처 다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스
소매요금은 신규 가스사업자 참여 확대에 따라 완만하게 인하되고 있음.57)
54) 経済産業省, “Ｊークレジットについて”, 2021.5.27.
55) 日本経済新聞, 2021.5.26.
56) 経済産業省, “二国間クレジット制度(JCM：Joint Crediting Mechanism)の概要と今後の一層の活用拡大のための主な課題”,
2021.5.27.
57) 経済産業省, “ガス小売全面自由化後のガス事業を取り巻く状況及び熱供給事業全面自由化後の状況の検証結果について(案)”,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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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스･열공급사업법 일부 개정법(이하 ‘개정법’)’에는 검증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도쿄･오사카･도호가스 배관부문의 법적분리(2022.4.1.) 시행 전까지 검증을 완료하여 필요한
경우 결과에 따라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음. 이에 2020년 7월부터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력･가스기본정책소위원회 등이 6회에 걸쳐 논의를 실시해왔음.

‒ (개정법 시행 상황)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 이후, 신규 가스사업자들이 소매시장에
진출하여 이들의 가스판매량 점유율도 증가해 왔음.
※ 자유화 이전에는 소매부문(연간 가스 소비량 10만m3 이하 수용가)에 한해 일반가스사업자가
지역별로 가스를 독점 공급해왔음.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경제산업성에 가스소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91개사임. 이 중
전기사업자 7개사, 기존 일반가스사업자 8개사, LP가스사업자 20개사, 기존 대규모 가스공급
사업자(연간 가스공급량 10만m3 이상) 20개사, 기존 가스배관사업자 9개사 등 에너지 관련
사업자 비중이 높음.
⦁전체 가스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규 가스사업자의 비중은 자유화가 시작된 2017년 4월
8.2%에서 2021년 2월에는 약 16%로 증가하였음. 가정용의 경우, 신규 가스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이 12.4%까지 확대되었음.
⦁신규 가스사업자 증가로 인해 수용가 확보 경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자유화 이후 요금제･
서비스가 확대되었음. 새로운 요금제･서비스를 제시한 사업자는 125개사임(해당 사업자 공급
구역의 수용가는 전체의 약 95%).
‒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한 시책 실태 상황) 현재 천연가스 보급 확대, 선박부문의 LNG
연료 보급,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정비, LNG기지 제3자 이용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저･탈탄소화 및 에너지 안정공급에 기여하는 가스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임.
⦁일본 정부는 천연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이용 설비 도입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보일러, 천연가스 열병합 등 천연가스 이용 설비 도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수급 상황) 상류･하류부문에서 에너지 안정공급 확보 대응이 실시되고 있어, 빈번한 자연재해
에도 급격한 수급 악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
⦁일본 LNG 전체 수입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도쿄･오사카･도호가스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의존도를 낮추고 아프리카･미국 등 새로운 LNG 조달처 확보, 목적지제한조항 완화
등을 도모하고 있음.
‒ (소매요금 수준) 연료비 변동에 따라 가스요금 단가가 변화한 가운데, 연료비 이외의 공급비용
단가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음. 또한, 경과조치요금(자유화 이전 기존 요금제) 단가보다 신규
가스사업자의 소매요금 단가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이후 기존 요금제(규제요금)를 철폐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수용가의
이익 보호를 이유로 일정 수준의 사업자간 경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경제산업성
장관이 지정한 공급구역에 한해 기존 소매요금규제를 유지하는 경과조치요금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2호 2021.6.14.

⦁신규 가스사업자 참여 비중이 높은 대규모 가스회사 3개사(도쿄･오사카･도호가스) 요금의
평균단가보다 신규 진입 업체의 평균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가스요금 추이(’00~’19년) >
(단위 : 엔/m3)

자료 : 経済産業省(2021.6.1.)

< 경과조치요금단가 및 신규 사업자 소매요금단가 추이(’17.4월~’20.7월) >
(단위 : 엔/m3)

자료 : 経済産業省(2021.6.1.)

▣ 일본 정부,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주택･건축물 대책 초안 제시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환경성은 검토회를 통해 탈탄소사회를 위한 주택･건축물 에너지효율 대책
초안을 발표하였음(2021.6.3.).58)
‒ 검토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태양광설비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았음. 이에
정부･지자체가 공공주택･건축물을 신축할 시에 원칙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것임.
또한, 기존 공공주택･건축물에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도록 촉구할 것임.

58) 国土交通省, “脱炭素社会に向けた住宅・建築物における省エネ対策等のあり方・進め方(素案)”, 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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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의 추산에 따르면, 공공주택･건축물에 도입 가능한 태양광설비 용량은 최대 약 19GW로
현재 일본 내 도입 태양광설비의 약 30% 수준임.
⦁환경성은 신축 주택에도 태양광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지역 및 태양광
설비 입지 장소에 따라 발전효율이 상이하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
되었음.
‒ 초안에는 주택･건축부문 에너지효율기준의 의무화 대상을 신축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건축물 에너지소비성능 향상 개정법(2019.5.17. 개정)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300m2
이상의 신축 비주택 건축물도 에너지효율기준 의무화 대상에 추가되었음.

⦁에너지효율기준 의무화 대상이 될 경우, 외벽･창문에 고단열재를 사용하고 LED조명을 도입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조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임.
※ 국토교토성의 추산에 따르면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11만 엔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향후 과제는 약 5,000만 가구에 달하는 기존 주택임. 이 중 에너지효율기준에 적합한 주택은
약 11%임.
‒ 또한, 건축물 규모 및 용도별 실태를 고려하여 에너지효율기준의 향상을 검토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성능 표시 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촉구할 것임.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부문별 CO2 배출량이 산업부문에 이어 높은 주택･
건축물부문에서의 탈탄소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환경성의 추산에 따르면, 주택･건축물부문의 2019년도 CO2 배출량은 3억 5,2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산업부문(3억 8,400만 톤)에 이어 높은 수준임.
※ 주택･건축물부문의 CO2 배출량은 가정부문과 상업부문의 합계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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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 인도네시아, 탄소중립 목표 제시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설비 지속 증가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비중 감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7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2021년 3월에 ‘장기 저탄소기후회복 계획(2050 Long-term strategy
on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 LTS-LCCR)’을 발표하여,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11억 6,300만 톤)에 도달한 후 2050년에는 7억 6,6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이며, 2070년에는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59)60)
⦁이를 위해서는 1차에너지 소비에서의 석탄 비중 감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발전부문에서의
에너지전환, 대규모 CCUS 확충 등을 통해 에너지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야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 감축하고 2030년까지는
이를 29%(조건부는 41%)까지 감축하는 기존의 NDC 목표를 유지하면서, 2050년까지는 석탄
사용을 60% 감축하고 207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신규 NDC를 제출할 예정임.61)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인 PLN이 현재 승인･건설 중인 석탄발전 프로젝트는 예정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석탄발전설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62)
‒ PLN은 ‘RUPTL 2015~2034’의 일환으로, 35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중 20GW(117개) 규모의
석탄발전설비 건설 계획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2030년까지 14~16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설비가 건설될 예정임.63)
※ PLN은 매년 10년 단위의 ‘전력공급사업계획(Power Supply Business Plan, RUPTL)’을 발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전설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PLN의 석탄 발전량은 181GWh로, 총 전원믹스의 65%를 차지함.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용 석탄 수요가 2020년보다 33~62% 증가하여 1억 4천만~1억
7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PLN은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설비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2023년부터는 기존 계획
으로 예정된 것 외의 석탄발전설비 도입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3년 이후에는
59)
60)
61)
62)
63)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Long-term Strategy on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 2050(LTS-LCCR 2050)”, 2021.3.
Mongabay, 2021.4.12.
Enerdata, 2021.3.26.
Mongabay, 2021.5.12.
Argus,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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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및 석탄가스화(coal gasification) 설비 확충에도 초점을 둘 계획
이라고 밝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64)
※ PLN은 2030년까지 총 1.1GW 규모의 석탄발전소 3개, 2035년까지는 총 9GW 규모의 전통
석탄발전소, 2040년까지는 총 10GW 규모의 초임계 석탄발전소, 2056년까지는 초초임계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중국의 호주산 LNG 수입, 절대량 증가에도 비중은 감소 추세
 중국으로의 호주산 LNG 수출량은 증가한 반면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도시가스용 가스 확대 정책으로 가스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렴한 LNG 현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총 LNG 수입이 증가함.65) 이 중 호주산 LNG 수입량은 전년 대비 120만
톤 증가한 2,910만 톤에 달해 중국의 최대 LNG 수입국 자리를 유지함.66)
※ 주요 LNG 수입대상국은 호주(43.3%), 카타르(12.2%), 말레이시아(9.1%), 인도네시아･러시아
(7.6%), 미국(4.8%) 순으로,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총 수입량의 85%를 차지함.

⦁이후, 2021년 4월 중국으로의 호주산 LNG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0% 증가한 306만 톤으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5월에는 중국으로의 호주산 LNG 수출이 316만 톤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국의 LNG 수입 중 호주산 비중은 2019년 46.1%에서 2020년에 43.3%로 감소
하였으며, 2021년 1~4월에는 이 비중이 평균 40%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국이
호주산 LNG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임.
⦁중국 정부는 카타르 석유공사(Qatar Petroleum)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LNG 프로젝트인
North Field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임.67) 또한, CNOOC은 말레이시아 국영석유
기업인 Petrona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말레이시아산 LNG를 공급받기로 함
(2021.3월).68)
⦁반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요구로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호주 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중단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69)
⦁또한, Wood Mackenzie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호주산 LNG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
하거나 호주 가스 프로젝트와 신규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70)
※ Bloomberg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일부 소규모 LNG 구입업체들에게 내년까지 호주산 LNG
추가 수입을 중단하라고 구두로 통보한 바 있음.71)
64)
65)
66)
67)
68)
69)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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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천연가스･원유 가격 동향
• 국제 천연가스 가격 추이
구 분
Henry Hub
NBP
JKM

(단위 : $/MMBtu)

2021년
5/27

5/28

5/31

6/1

6/2

6/3

6/4

6/7

6/8

6/9

2.96
8.73
10.38

2.99
8.60
10.40

2.99
8.62
10.40

3.10
9.04
10.65

3.08
8.87
10.63

3.04
8.85
10.63

3.10
8.89
10.61

3.07
9.13
10.68

3.13
9.58
10.85

3.13
9.79
10.90

주 : 1) 7월 선물가격
2) NBP 선물가격의 단위는 GBp/therm에서 US$/₤ 환율(종가)을 적용하여 산출함.
3)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데이터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홈페이지(http://www.keei.re.kr/insight) 참조
자료: 1)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2) UK NBP Natural Gas Calendar Month Futures;
3) LNG Japan-Korea Marker Futures;
4) CME Group 홈페이지, https://www.cmegroup.com

• 가스 가격 변동 추이 (2020.6.9.~2021.6.9.)

(단위 : $/MMBtu)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Brent
WTI
Dubai

(단위 : $/bbl)

2021년
5/27

5/28

5/31

6/1

6/2

6/3

6/4

6/7

6/8

6/9

69.46
66.85
66.41

69.63
66.32
67.41

69.32
67.94

70.25
67.72
69.10

71.35
68.83
69.21

71.31
68.81
69.97

71.89
69.62
70.10

71.49
69.23
70.03

72.22
70.05
69.34

72.22
69.96
71.14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5월 31일은 미국 Memorial Day 휴일
자료 : KESIS

• 유가 변동 추이 (2020.6.9.~2021.6.9.)

세계 원유 수급현황과 석탄･우라늄 가격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홈페이지(http://www.keei.re.kr/insight) 참조

(단위 : $/bbl)

단위 표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센터

Mcm: 1천m³
MMcm: 1백만m³
Bcm: 10억m³

해외정보분석팀
해외에너지시장동향 홈페이지
http://www.keei.re.kr/insight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MBtu: 1백만Btu
b/d: barrel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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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b/d: 1백만b/d
toe: ton of oil equivalent
Mcf: 1천ft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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