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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비를 감당할 수 있나요?

연료 빈곤
45

빈층 가정에서 난방비는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영국에서는 연료비 지
출 후 수입이 국가 빈곤선 이하인 가정을 연료 빈곤이라 한다. 이것은 가장 취
약한 인구 내의 사망자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하위와 중위 소득 가족들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가계 수입의 감소의

Deaths(thousands/y)

겨울이 추운 국가에서는 안락한 생활과 건강을 위해 가정 난방이 필요하다.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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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교육 성취도 저하, 사회적 격리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 악화 등 사
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연료 빈곤은 부족한 주택 재고, 부적절한 단열, 비효율적 난방 시스템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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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추운 주택으로 인한 겨울 사망자 수(단위: 천 명)]
Source: Associ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Energy, 2015

되어 있다. 수입 보조, 연료 보조금 그리고 다른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
원책으로 이용된다. 집을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연료 빈곤과 그
결과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효과적이고 중요하고 급박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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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받고 있다. 연료 빈곤은 특히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장기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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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미국의 연 수입에 대한 주택 및 에너지 지출 비율]
Source: ACC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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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력 접근성
지구 인구의 거의 20%인 약 13억 인구는 여전히 전기에 전혀 접근하
지 못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은 국가 전기화
(electrification) 비율이 50% 이하다. 전력 부족은 개발과 번영에 장벽이
되어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사망률을 높이며, 경제 성장을 늦춘
다. 주로 여성과 어린이인 매년 4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난방과 요리를 위

>75%
50% to 75%
25% to 49%
<25%

가전제품, 장비 등을 위한 전력의 공급은 노동 시간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건강과 교육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극빈 상태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

[2012년 전력 접근성이 없는 아프리카 인구 비율]
Source: IEA, 2016

기업의 성장도 저렴하고 안정적인 조명과 전력 접근에 의존한다. 전기화 비율
이 인구의 80% 이하인 국가들은 투자와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인해 저조한 경
제활동이 지속된다. 안정적인 전력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면 기업은 비싼
디젤 발전기를 이용해야만 한다. 과거 수십 년간 중국은 성공적으로 현대적인
전력 접근성을 확대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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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용되는 나무와 똥에서 나오는 연기와 매연을 흡입하여 발생한다.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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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fication rate(%)

[인도 시골 지역의 전기화 비율과 6세 이상 문해력 관계]
Source: Tohoku Universit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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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정은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에너지 중산층

주거 에너지의 지구적 사용은 2050년까지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는 에너지 효율 조치들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50%
의 가파른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효율적인 에

Cooling

Lighting

20
12

20
10

20
08

1.0
20
02

1.5

1.0
20
12

2.0

1.5

20
10

2002=1

2.0

20
08

들 내에서의 에너지 이용의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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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와 같은 급속히 성장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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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한다. 더불어 도시화의 심화와 풍요는 거주 구역, 특히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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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가구는 작은 경향이 있어서 냉난방, 가전기구와 전자제품을 위해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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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아시아에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더구나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거의 70%가 도시에서 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환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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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반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활 수준의 상승은 특히 중산층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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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중산층은 2030년까지 20억 명에서 50억 명까지 증가하여 세계 인구

Appliances

[주거 에너지 소비 증가]
Source: IEA, 2013

너지 기술과 가전제품 그리고 에너지원을 전기로 교체하여 2050년까지 주거
에너지 사용의 감소가 예측된다. 언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증가가 줄어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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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국가들이 선진국들과 유사한 패턴을

Space heating

따라서 2050년까지 같아지기 시작할 것으로 믿고 있다.

Air conditioning
Water heating
Appliances,
electronics,
and lighting

[미국 가정에서 전자 기기 증가에 따른 에너지 사용 변화]
Source: US EI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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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나요?

이동수단
이동성은 개인의 자유와 동의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이동 수단들이 어떻
하게 만든다. 개발도상국들에서 풍요의 증가, 도시와, 도로 교통 인프라의 개
선 그리고 운송수단 생산비의 감소가 사람들이 여행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더 저렴해진 자동차들로 소유자가 급속하게 늘었다. 2015년에는 12억 대 이
다고 예측되고 있다.
인구의 소수만이 차도를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차도를 공공의 영역으로 규정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자동차 사용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높은 배출량을 보인다. 지구적으로 항공 산업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2%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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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및 아시아 국가의 운송수단별 여행자 이동거리 비교]
Source: IPCC, 2014

도로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어렵게 만든다.
운송 유형에 따른 탄소 배출을 비교하면 여객 항공 여행이 이동거리당 가장

Air

0

자동차 사용은 혼잡, 소음 그리고 대기 오염을 특히 도시 지역에서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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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자동차가 세계의 도로 위에 있었고, 2035년까지 20억 대로 증가할 수 있

20
Total passenger distance travelled
(trillion p-km)

게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살고 일할지에 대한 더 독립적이고 유연한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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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과 여행자 이동거리에 따른 평균 온실 가스 배출 강도]
Source: IE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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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나요?

국가별 에너지 소비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는 전통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 요인이었다. 전 세계 에너

10,000

지 소비량은 1971년 4,661Mtoe에서 2014년 9,425Mtoe로 2배 증가하였

8,000

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OECD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6,000

은 60.3%에서 38.4%로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에너지 소비가 OECD 비회
원국, 구체적으로 중국과 인도,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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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의 1차 에너지 소비 증가
율은 2000년 이후 7%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OECD

4,000
2,000
0

1971

국가들의 경우 인구 증가세 둔화, 산업 구조 개편 등으로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실
시로 에너지 소비 감소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2013~2035년 세계 1차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4%, OECD 비회원국
증가율은 2.2% 전망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향후 글로벌 에너지 소비증가는
OECD 비회원국이 주도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들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 여부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소비 증가가 정체되는 일이 발생할 가
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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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권역별 최종 에너지 소비량(단위: Mtoe)]
Source: IE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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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전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스마트 미터(smart meter)
70

최대부하 이전(load shifting)과 부하 저감(load reduction)은 시간이 많이 소요

60

되고 값비싼 측정과 확인 과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의 “스마트 미터”가 에너지 고객과 공급자들 사이의 관계를 변경시킨다. 공급

요의 피크를 줄여서, 공급자들이 발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도록 한다.

40

게로 확대될 수 있다.

6:00

12:00

18:00

0
24:00

[대기 전력 발생 미용을 반영한 일일 전력 수요 및 전력 가격]
Source: EI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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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만 해당하지만 스마트 미터링을 이용하는 모든 상업 및 산업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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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day(hours)

70

다. 전력 제한(curtailment)과 직접 부하 저감은 현재 오직 대규모 전기 이용

20

20

스마트 미터링은 부하 저감 유인책을 확인하여, “네가와트(negawatts, 수요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는 제3자의 에너지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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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백업 능력과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다.
자원 거래)”가 새롭게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교환될 수 있다. 개방형 플랫폼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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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에너지가 언제 풍부한지, 전기요금이 덜 비싼 때는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
를 아는 상태에서 사용량을 조절하도록 할 수 있다. 최대부하 이전은 전력 수

50

10

자들은 사용시간 비율에 따라 유동요금제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태양광이나

Power demand(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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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마트 미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러한 관점을 바꿀 것이다.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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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저장 장치의 충전 및 방전에 대한 시간당 비용 변동과 수요 관리]
Source: EI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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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ahead power price($/MWh)

80

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동적 수요 측면의 관리를 이용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Power demand(GW)

공익사업에서는 1970년대의 1차 에너지 위기 이후 전통적 전력 발전 원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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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디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까?

분산 발전
180,00

수요 중심지로 전송되면, 지역 분배 네트워크가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160,00

세계적으로 공급지와 소비 지점 사이에서 손실되는 평균 전력은 8% 정도이
다. 개발도상국에서 이 수치는 20% 이상일 수 있다.

에너지 | TECHNOLOGICAL

분산 발전은 송전 네트워크가 아니라 분산적으로 연결되어 중앙 집중식 발전
을 탈피한 형태이다. 이는 서비스 지역(소규모 기업, 공동체 등)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더 유연한 발전 기술들을 포함하며, 손실을 크게 줄인다. 성공 가능한
분산 발전 기술에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와 열이 냉각탑에서 손실되기보다는 이
용되는 열병합발전을 포함한다.
분산 발전과 실시간 자료의 결합은 시스템 최적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비자
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수요를 관리하고 시스템 부하를 조절할 수 있을 때 그
리드 밸런싱 비용을 줄인다. 분산 발전은 로컬 시스템에 회복력과 효율성, 온
실가스 배출 감소,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 배전망 확대 비용 감소 등을
제공한다.

Generation capacity (GW)

대부분 전기는 대형, 중앙집중인 발전소들에서 생산되고, 고압 케이블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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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분산 발전에 따른 발전량 추세]
Source: Energy Manager Tod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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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쓸 수는 없을까요?

전력 저장
1

로 적게 이용되고 있다. 그리드 규모 저장의 증가는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점인 ‘간헐적’ 발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다. 현재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은 전력 수요를 넘어서면 발전량이 감소한
생산량을 건설할 필요 없이 피크 수요를 충족하도록 한다. 분배 시스템에서 저
장은 과부하가 걸릴 때 변압기의 과열을 방지한다. 이 모든 이익은 비용을 줄

0.1

0.01
2008

이고, 안정성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Sodium sulphur batteries

전력저장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화학 배터리, 축전기, 자석의 형

2018 Year

2013

Pumped-storage hydro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Lithium-ion batteries

Lead-acid batteries

Vanadium redox batteries

[기존 펌프-저장 수력 발전 대비 기술 개발에 드는 자본 비용]
Source: IRENA, 2015

태에서부터 압축공기, 액화공기, 플라이 휠 모션, 고온 열기로 변환하는 기술
까지 다양하다. 이 저장 방식의 대규모 활용의 큰 장벽은 자본 비용이다. 주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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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차량에 대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비용 및 수요]
Source: Bloomber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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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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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기술은 리튬-이온 기술로 비용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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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통적 발전에 있어 저장은 여분의 생산량을 대기상태로 두거나, 더 많은

Capital cost per unit of energy
with log spacing ($/kWh)

그리드 규모에서 전력 저장 방법은 유일하게 완성된 기술이 양수 발전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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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틈새 시장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수소에너지
여러 해 동안 순수 수소는 기체 혹은 액체의 형태로, 엔진이나 연료 전지에서
이용될 때 오직 물만을 배출하며 에너지 시스템에서 저장, 전달, 변환하는 가
능성을 보였다. 수소의 추출방법은 다양한데, 현재는 메탄을 이용한 화학적 추
출과 물의 전기분해 방식이 대표적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빛
생산) 등이 있다.
수소는 이미 몇몇 틈새시장에 적용되고 있다. 독일에서 풍력발전에서 수요
초과분은 전기분해되고 이때 생산된 수소는 천연가스의 분배 시스템에 추
가된다. 다만 그 수준은 가전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15% 이하로 유
지되어야만 한다. 수소를 쓰는 연료 전지가 창고의 지게차에 이용되고 있고,

[수소에너지의 순환]
Source: www.emaze.com/@ACCOTIC/Untitled

원거리 이동통신탑을 위한 신뢰할만한 전력 백업을 제공한다. 수소 연료 전

80

지 자동차는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연료공급이 빠르고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다. 수소 시장에 남은 장애물로는 합리적 가격에 대규모의 수소를 생산하
는 것과 연료 보급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 구축, 차량 내 저장량 증가, 자동차
가격 낮추기 등이 있다.

Volumetric capacity(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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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이용한 물의 태양광 분해와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물 분해(생물학적

2010 DOE
system targets
60
Liquid hydrogen
40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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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hydride

Cryo compressed

20
C-sorbent
350bar

0
0

2

Cryo compressed hydrogen
"learning demos"
700bar

4
6
Gravimetric capacity(wt%)

8

[2010년 미국 에너지부 정책 목표와 비교한 2008년의 수소 저장기술 수준]
Source: IO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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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력시스템이 더 효율적일까요?

표준 전류
1880년대 미국에서는 토머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 사이의 전기 산업을 둘
항목

직류
(에디슨. GE)

교류
(테슬라. Westing house)

전압 변환

DC/DC 전력변환장치 필요

변압기를 이용하여 용이

송전 방식

2상 송전

회전기를 통한 3상 송전

보호기기

아크소호에 불리

아크소호에 유리

절연비용

교류보다 저렴

직류보다 1.4배

계통 연계성

전압크기만 동기화 필요

위상, 주파수, 크기,
회전 방향 동기화 필요

전력품질

1단계 전력변환으로 인한
EMC 감소

2단계 전력변환에 따른
EMC증가

분산전원 연계

분산전원 시스템과
계통연계 용이

계통 연계 복잡

예비 전원

축전지를
직접연결설치 용이

UPS를 통한
상시 비상전원 준비

이 확대됨에 따라 원거리 송전과 전력저장장치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LED, 형광등 조명

1단계 전력 변환 또는 불필요

2단계 전력변환 필요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100여년 이상 사용해 온 전력 방식

전자기파 영향

유도 장해 없음

근접기기에 유도 장해

전동기 비용

교류보다 고가

제작이 용이하고
가격 저렴

러싼 격돌이 벌어진다. 직류(DC)와 교류(AC) 중 어떤 것이 전력시스템에 적절
한지를 둘러싼 표준화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120V 직류 전력을 생산해 전압
을 높이기 어려웠던 에디슨의 방식과 상대적으로 전압 상승이 용이했던 테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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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교류 방식은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둘러싼 대결에서 교류 진영이
승리하고 1896년 나이아가라 발전소 경쟁에서도 교류 방식이 승리함에 따라
교류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100여년이 지난 지금, 교류 전원은 전력산
업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직류 방식의 단점이
보완되고 재생에너지 전원이 확대됨에 따라 직류 진영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HVDC(초고압직류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변환기를 통해 고
압의 직류전원으로 변화시켜 송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류 방식은 교류 방식
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도 많은 양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송전탑
의 높이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송전 효율과 안정성이 교류 방식에 비해 높고,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장점도 갖고 있다. HVDC는 재생에너지 전원

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직 새로운 직류 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
도 더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제2차 전류 전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
된다.

[직류 배전과 교류 배전의 특성 비교]
Source: 박건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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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기업은 유가변동에 민감한가요?

유가 변동
120

6%

90

4%

60

에 있었던 가격 급등은 인과적 관계를 암시한다. 2008년과 같은 가격 폭락은
원인이라기보다 경제 활동 감소의 징후일 수 있다

는 여객은 물론 장거리 수출입의 매력 증가에 따른 무역의 동향에 변화를 가져
온다. 대조적으로 원유 수출 국가들은 종종 세금 수입에 의존한다. 원유와 가
스 산업은 중요한 장비 구매자이자 고용자이며, 낮은 가격은 감축을 강요한다.
대형 원유 회사들은 블루칩 투자이고, 그들의 주가 하락은 연기금 투자자들에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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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axis)
Recessio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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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어 구매력의 증가는 경제에 추가적인 촉진제가 된다. 교통 비용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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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유통 비용은 감소하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 비용 감소가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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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에 의존하는 물질 생산, 사람들의 여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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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가격 하락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원유 가격은 화물 운송 비용, 원유 생

IEA oil import price ($2011)

8%

향을 끼칠 수 있다. 1973년, 1979~1980년, 1990년 글로벌 경제 침체 직전
World GDP growth

미래의 원유 가격은 불확실하고 그 변동성은 어떤 경제의 건강에도 중대한 영

[국제 원유 가격과 세계 GDP 성장률 비교]
Source: Business Integrity Ltd., 2012, OECD, 2015, The World Bank, 2016
Brunei
Kuwait
Libya
Republic of Congo
Saudi Arabia
Singapore
Algeria
Kazakhstan
Belarus
Ivory Coast
Netherlands
Yemen
Colombia
Belgium
India

60.3
46.5
43.8
42.2
32.0
31.5
25.3
18.9
13.9
11.7
10.1
8.4
7.5
7.2
4.5

[2018년 GDP 대비 석유 수출 비율 추정]
Source: Bloomber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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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물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건물 효율
모든 에너지의 상당 퍼센트가 빌딩의 난방, 에어컨, 조명을 위해 소비되고 있
다. 그러므로 건물 디자인과 작동은 에너지 생산 방법만큼이나 중요하다. 새로
Residential
22%

운 건물들은 통상 50kWh/(㎡·y) 이하를 소비하는 반면 오래된 건물들은 평균
250kWh/(㎡·y)다.
거주자가 어떻게 건물을 이용하는가에 더해 수많은 요인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Industry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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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과 통제된 환기는 열 손실을 관리하고, 차양과 자연 환기는 열 증가를 관리
한다. 적절하게 위치시킨 창유리와 LED 램프는 조명 부담을 줄인다. 현대적 제
어 전자기기는 펌프와 모터의 전력 손실을 줄인다. 건물 표준과 증명은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며, 긍정적인 그린 마케팅 도구로 보인다.

Buildings

40%

Transportation

28%

Commercial
18%

건물은 오래 존재하고, 통상 연평균 1% 비율로 교체된다. 현존 건물은 종종
개조를 통해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만, 장기간 건물을 못 쓰게 되거나
집주인의 불편을 초래한다. 효율적 방법이 확대되면 비용 감소와 친숙도 확대
라는 이익으로 인해 그것이 새로운 규범이 될 것이다.

[2011년 미국의 에너지 사용 비율]
Source: US Department of Energy, 2011

Computers 1%
Cooking 5%
Electronics 7%
Wet clean 5%
Refrigeration 9%
Cooling 12%
Lights 11%
Water heating 12%
Heating 31%
Other 4%
Cooking 2%
Computers 3%
Refrigeration 4%
Office equipment 6%
Ventilation
Water heating 7%
Heating 14%
Cooling 13%
Lights 26%
Oth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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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시킨 만큼 세금을 내야할까요?

탄소세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는 화석 연료의 비용을 인공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과세 접근법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화석 연료에서 저탄
소 대체재로 전환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시장에 맡긴다. 회사들은 에
너지 효율적이고 저탄소 에너지에 투자함으로써 과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정부의 세수는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가격을 줄이는데, 석탄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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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완화하는데 혹은 단순히 다른 세금을 줄이는데 이용될 경우 세수중
립적일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통제가 없다.
하나의 대안은 배출권거래제 시장이다. 총 배출량의 상한이 있고, 배출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하나 혹은 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가격이 다양할 수 있어서
투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만약 상한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시장 가격은 어
떤 영향력을 갖기에 지나치게 낮을 것이다. 거래하는 국가들은 경쟁력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유사한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협상이 느릴 수 있다. 정치적 지지
또한 2014년 호주가 탄소세를 폐지한 것처럼 줄어들 수 있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행 국가]
Source: World Ban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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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업을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화석연료 투자철회
투자 철회(disinvestment)는 특히 사업 전략이나 사회적 목표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2011년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어, 화석 연료로부터의 투
자 철회는 세계 수천 개의 기관과 개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잉글랜드 국교회와 같은 유명한 지지자들도 포함된다.
캠페인은 위험한 글로벌 기후 변화를 피하고 기업들이 생태계 악화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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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하의 화석 연료 매장량을 지키자는 도덕적,
환경적 원칙을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경제적 영향을 수치화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이다. 중립적 투자자에 의해 공
유 가격의 단기적 할인을 얻어, 투자 철회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캠페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명세와 영향력을 얻고 있어서, 연금과 같
은 돈이 어떻게 투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낳고 있다.

[2015년 화석연료기업 투자철회 현황(43개국, 2.6조 달러 규모)]
Source: Arabella Advisor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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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생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에너지 회수 수익률
체화(embodied) 에너지는 제품을 만들 때 소비되는 에너지다. 이것은 모든

6

원료의 수명 평가에 근거를 둔다. 어떤 에너지 제공 제품에 있어서도 그들의

회수시간(EPBT)으로 표현된다.

에너지 | ECONOMIC

EROI 분석은 비율이 1보다 클 필요가 있는 바이오연료에 적합하다. 브라질의
사탕수수 에탄올이 높은 수익이 나지만, 미국 중부의 옥수수 에탄올은 농약,
처리, 교통의 많은 이용으로 수익이 더 나쁘다.
EPBT는 자본집약적인 재생에너지에 적합하다. 바람이 부는 지역의 풍력 터

EROI(ratio)

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 조건은 에너지투자 수익률(EROI)이나 에너지

Biodi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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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그들이 공헌하는 총 에너지보다 낮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목

Ethanol

5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에 대한 바이오 에너지원별 에너지 회수 비율]
Source: HLPE, 2013

빈은 통상 6개월 정도에 회수가 된다. 햇빛이 잘 드는 기후는 태양광 기술에서
짧은 회수 기간을 가능하게 한다. 재료를 덜 사용하는 더 얇은 태양광전지를
제조하는 경향이 회수 기간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조수, 파도를 이용하는 해양
기술은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 그들의 튼튼한 건축물로 인해 7년 이상
의 회수 시간이 걸린다.

[유럽의 다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의 에너지 회수 시간]
Source: Fraunhofer IS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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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손들에게 위험물질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은 핵발전의 부산물이다. 이런 형태의 폐기물에 의한 방사선은

1E+13

저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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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과 발열 특징에 따라 구분된다. 비록 저준위 폐기물
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그 처리와 보관은 특별히 제작된 매립형 시설
에서 잘 관리된다. 중간 및 고준위 폐기물은 다루기가 더 어렵다. 지하 심도
저장소, 지표 근처 처리, 지상 안전 저장의 세 가지 저장 방법이 있는데, 각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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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adiation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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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gUWaste

폐기물은 자연적인 방사능 수준에 비교될 만할 때까지 붕괴되도록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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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인간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격납과 처리가 필요하다.

1E+09

Cm
99
Tc
14
C
243
Am
244

1E+08
1E+07
1E+06

Am

241

Pu

240

U
I

238
129

Cl
3
H

36

1E+05
1E+04

Pu

242

Radioactivity equivalent to a kilogram of coffee

1E+03

Zr
135
Cs

93

1E+02
1

10

100

1000

10,000

Time(years)

각은 매우 복잡한 기준을 가지며, 저장 전에 고준위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재처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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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방사능 수준 경감]
Source: EGU, 2015

핀란드의 Olkiluoto 처리 시설은 2020년 개장 예정으로 고준위 폐기물을 위
한 최초의 지하 심도 지질 저장소 중 하나다. 저장소가 모두 사용되어 폐쇄되
면 10만년 동안 봉인될 예정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심층 지하시설]
Source: EC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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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에 매장된 에너지 잠재력은 얼마나 될까요?

극지 생산
시추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서의 원유와 가스 생산은 줄어드는 반면,
지구적 수요는 계속 상승한다. 새로운 생산 지역으로 시선이 돌려졌지만 콩
고 분지의 Virunga 국립공원, 미국 대서양 해안의 물, 알레스카와 북극의 국
립극지방 야생동물 보호구역(ANWR)에서의 환경적 민감성 문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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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산타 바바라에서의 대규모 폭발은 해양 시추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중단을 촉발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ANWR을 위한 원생지역 보호를 추구한 반면 대서
양 연안에서 전례없는 시추를 시작했다. 빙하가 줄어들며 북극의 얕은 수역에
매장된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가혹하고 낮은 온도와 빙하,
폭풍의 조건의 원거리 지역에서 작업하는 기술적 어려움도 불구하고 미국, 캐
나다, 덴마크 그리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민감
한 생태계에 대규모 원유 유출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커다란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멕시코만의 따뜻한 물과 달리 원유는 더 느리게 퍼지거나

석유 또는 가스가 발견될 확률이 50~100%인 지역

깨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극권 북쪽 지역의 미개발로 추정되는 900억 배럴의 석유]
Source: USGS, 2008

FORESIGHT CARDS

에너지 | ENVIRONMENTAL

농부도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나요?

바이오에너지
140

왜냐하면 그들이 태양빛을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이다. 자원들
에는 농업 처리의 부산물로부터 짧은 회전 잡목숲(SRC)이나 특별히 바이오에
너지를 위해 재배된 사탕수수까지 다양하다. 최종 산물은 모든 형태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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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무와 다른 형태의 셀룰로스 형태의 고체, 바이오디젤과 에탄올로 처리한
액체, 혐기성 소화로부터의 기체가 바로 그것이다.
화석 연료보다 바이오에너지가 더 매력적인 주된 이유는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순배출량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토양 속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거나, 농약이 이용되거나 혹은 처리와 최종 사용을 위해

Biofuel production(billion litre/y)

바이오에너지는 생물학적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물질을 일컫고, 재생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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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 생산량(단위: 10억 리터)]
Source: OECD, 2008

이동한다면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작물
이 수익이 안 나거나 망가진 땅에서 자랄 수 있다면 이것은 음식을 위한 토지
경쟁과 숲 황폐화를 줄인다.
2세대 처리과정은 비식용작물과 작물의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양을 늘릴 것을 약속한다. 그것들에는 목질소와 셀룰로스에 있는 유용한 당들
을 발효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결과 나오는 바이오 에탄올은 교통에 이용될
수 있다.

[효소 분해 및 발효를 통한 2세대 바이오 연료 생산과 바이오 매스 순환]
Source: Natur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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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에너지 용수
UN은 인구 증가로 인해 2030년이 되면 물은 40%, 에너지는 50% 이상 그

Extracting&Refining

Hydropower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은 에너지의 생산과 전송에 중요한 자원
이다. 2010년 세계 전체 취수의 15% 정도가 에너지 생산(수력, 원자력, 열에

Fuel Production
(Ethanol, Hydrogen)

Water for Energy

Thermo electric
Cooling

너지)에 사용되었다. 관류식 냉각 기술을 사용하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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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45억 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2013년 GlobalData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 전
기 생산력은 2012년 1,064GW에서 2020년 1,407GW로 32% 늘어날 것이
다. 그러나 수력전기는 수온 변화, 강 하류의 흐름 감소, 야생동물의 이동 방해
등 수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발전소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의 생
산 및 사용 증가는 점증하는 물 수요를 더 촉진시키는데, 이는 바이오연료 생
산 공정이 물 집약적 농업 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012년 UN Water
세계 물 발전 보고서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세계적으
로 20% 정도의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nergy for Water

Wastewater
Treatment
Energy Associated with
Uses of Water

Extraction and
Transmission
Drinking Water
Treatment

[물과 에너지 순환]
Source: WU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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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ons of water used to power a single 60-watt
light bulb for 12 hours

25

Gallons of water needed to power a mobile device
for an entire year

2030

The year energy use is projected to increase by
30% and demand for water by 40%

[에너지 생산을 위한 물 사용량]
Source: G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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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인가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환경문제는 새로운 문

Glass

제로 제기될 것이다. 그동안 풍력발전기 운영 시 나오는 소음문제, 새나 박쥐

Urban light

등 야생동물과의 충돌 문제, 미관 문제 등이 지적되어왔다. 최근 풍력발전기가
대형화되고 그 개수가 급증함에 따라 풍력발전기로 인한 갈등은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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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되어 있는 지역에서 풍력발전기로 인한 야생조
류 피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풍력발전기 터빈보다 대형건물이나 도시 불빛,
송전선로로 인한 조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라 갯벌 매립을 전제로 한 ‘조력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을 위한 산지 파괴 등 다양한 ‘환경파괴적 재생에너지 설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재생에너지=친환경’이란 일반적인 등식이 재생에너
지 설비의 위치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Roads and
traffic
Power lines

100 million
31
11
10

Communication
towers

4

Wind turbines

0.1

Feline threat
outdoor housecats
and feral cats kill
hundreds of millions
of birds per year.

Source: American Bird Conservancy The Washington Post

[인간이 새에 미치는 위협]
Source: American Bird Conservanc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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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에너지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할까요?

에너지 보조금
에너지 보조금은 소비자나 생산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가
들이 무엇이 보조금인지에 대해 항상 동의하지는 않고, 그것들은 세금 환불,
면제, 특권에 ‘숨겨져’ 유지될 수 있다. 보조금은 종종 새 기술과 인프라구조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발전 비용을 평준화하여 기존 업체와 경쟁하도록 돕
는다. OECD는 시장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초래를 피하기 위해 공정성과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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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구 전략을 위해 보조금 투명성을 요청하는 중이다.
성숙한 화석 연료 산업들에는 보조금이 연료 간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게 할 수 있다. 한 경제에 에너지 비용은
보조금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이나 다른 영역의 긴축을 통해 재분
배된다. 그러므로 가령 보조금은 항상 극빈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
조금은 또한 저투자의 순환이나 무분별한 소비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보조금

2014 amerage
> 60%
60%~79%
40%~59%
20%~39%

< 20%
Data not availabla
OPEC member

이 지급된 연료는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나 건물로부터 인식된 절약을 줄일 수
있다.
보조금 변화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무역 경쟁, 빈곤 경감, 천연자원에 대한 정부
들의 주권 등)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거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체 공급 비용에 대한 화석 연료 보조금 비율]
Source: Thomson Reuters, 2012 and IEA, 2015

FORESIGHT CARDS

에너지 | POLITICAL

에너지 국영기업을 민영화시켜야 하나요?

외국인 자산 투자
5

많은 자본이 소요된다. 공공 소유의 경우 자금 확대와 교체는 어렵고, 특히 개

4

발도상국은 종종 미성숙한 인프라 구조의 모든 부분을 동시에 향상해야 할 필
요가 있어서 그렇다. 민영화와 정부간 투자가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익사업들이 민영화되면 회사 소유가 효과적으로 자금을 위한 자본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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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고, 시일에 맞게 비용을 통제하고 건설할 인센티브가 생긴다. 1990년
영국의 민영화는 가스 복합사이클 터빈의 대규모 확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민
간 투자는 인수합병에 노출되어 경쟁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우선순
위는 지역공동체의 즉각적 필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들 국가의 예산을 뛰어넘는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간 투자에

Gas capacity added(GW/y)

에너지 인프라시설(예를 들어 발전소, 배전 케이블, 가스 파이프 시스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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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영국 전력 민영화 이후 가스 생산 증가량]
Source: IEA, 2014

의존한다. 수십 년의 수입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고정 전기 요금의 장기 계약과
같은 특정 조건들이 종종 요구된다. 이 조건들은 미래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SSE
UK

British Gas
UK

수 있다.
Scottish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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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에너지 회사의 소유 국가]
Source: UK Pow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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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자원의 개발이 시급한가요?

비전통 탄화수소
원유와 천연가스는 전통적으로 탄화수소가 집중된 투과성 암석층까지 구멍을
뚫어 추출했다. “비전통 탄화수소”라는 용어는 자원이나 저투과성 암석들로
부터의 비교적 새로운 방법으로 추출한 탄화수소류를 말하며, 타르와 유사(oil
sand), 셰일과 사암 속의 타이트 오일 및 가스, 석탄층 메탄가스 등이 포함된
다. 추출 기술에는 유사를 위한 오픈 캐스트 방식과 수압파쇄(fracking)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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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수직 드릴링이 포함된다. 산출되는 원유와 가스는 다르지 않지만 이 추출
법은 기회와 우려를 동시에 제기한다.
이 매장량은 세계적으로 발견되어 여러 국가들에 에너지 안보와의 매력과 경
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적은 자본 비용으로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었
다. 그러나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2015년 경우처럼 세계 유가가 떨어지면
갑자기 비경제적이 된다. 타르 샌드는 풍경을 바꿀 수 있고, 폐수 침전지로부
터 강을 위험시킬 위험이 있다. 프래킹으로 인한 환경적 우려는 지하수 오염
위험, 지표에 다다르는 지진, 추가적 지표 활동 등이 포함된다.

[셰일 가스 분포 현황]
Source: EI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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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외교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 자원확보 외교
에너지 자원은 오랫동안 주요 전략적 관심이었다. 원유와 가스는 몇몇 국가에
서 발견되지만 모두가 필요로 한다. 안전한 자원에의 접근과 공급 라인에 대
한 통제는 경제적 생존과 국가적 안보의 문제다. 에너지 공급의 희소성과 국가
간 에너지 불균형은 번영을 위협하고 갈등을 초래한다. 자원이 줄어들면서 원
유에 목마른 경제들은 탄화 수소의 줄어드는 공급을 위해 경쟁할 것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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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의 또 하나 에너지 요인은 핵무기 확산 반대와 경쟁하는 원자력에 대
한 다른 접근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외교정책 이니셔티
브는 화석 연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수입국은 수
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마 심지어 그들 체제의 안전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수입국은 갈등을 억제하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 우려를 갖고 있다.
원유 수출국도 그들의 과점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 OPEC이 1980년대 이후
원유 가격에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5년의 원유 가격 하락은
힘의 균형과 “석유-정치”의 목적을 바꿨다.

[오일의 해상 운송 경로 및 일일 운송량]
Source:EI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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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분쟁이 심화될까요?

자원 분쟁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
위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에너지 자원은 유한하고 분포
도 균일하지 않다. 또한 에너지 소비도 지역별, 국가별 편중이 심하다. 특히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에너지 소비 차이는 에너지 수요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원유의 경우, 매장량의 67%가 중동과 중남미 국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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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만, 반면 원유 소비의 79%는 아시아태평양, 유럽과 북미 지역에 집
중되어 있다.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은 작게는 가격 변동에 따라 경기 변동을
일으키지만, 국가별 경쟁이 심해질 경우 분쟁과 전쟁 등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인류는 수차례 석유파동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자
원 분쟁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런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향후 에
너지 자원 고갈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의 경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의 중간 연료원으로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경쟁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다. 가스 수송
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파이프 수송이며, 가스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
는데 자연재해나 지정학적 갈등에 의한 공급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세계 석유 매장량]
Source: Wikipedia,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