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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CDM 사업 국내 사업 가능성 분석

Ⅱ. 연구목적 및 중요성

 한국에서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고 이 잠재량을 현실

화하는 정책 수단의 하나로 CDM 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Ⅲ. 연구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유럽, 일본 등 해외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분석 연구를 참조하여 기상, 해

양, 농업, 산림, 도시계획, 지리 등 기초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고 이를 현실화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유형을 제시한다. 한편 국내외 재생가능에

너지 보급․확산 장애요인과 해외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CDM 사업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CDM 사업유형을 제시한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국내 온실가스 저감전략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시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Ⅴ. 기대효과

 이 연구를 계기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기초가 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조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되길 바라며 이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이 재생가능에너지 확

대를 위한 정책집단 설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산업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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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후변화라는 현실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차원에선 온실가스 배출이 여전히 증가하

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이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으나 화석연료 소

비를 줄이고 기존 에너지를 점차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공감

대가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술 신뢰성과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시민

들의 요구와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줄이

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건강 피해를 감소시키는 부수적 편익도 제공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적극 고려할만한 에너지원이다. 지난 10년간 에너지

원별 성장률을 보면 원자력, 석탄이 정체상태임에 비해 천연가스, 석유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 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은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으로 풍력은 매년 

30%에 이르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태양에너지도 2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2,597MW 던 풍력발전 신규 설치용량이 불과 4년 만에 3배로 커져 2002년엔 

7,227MW에 달했고 시장은 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 다. 2002년 태양전지 생산량은 520MW

에 불과했지만 매년 33%씩 증가하여 2015년이면 태양전지 연간 생산량은 20,000MW에 달하고 

연간 시장 규모도 40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정부에서 성장의 동력으로 삼

는 정보기술산업이나 생명공학산업 못지 않게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분야이다. 자동차․선박․

기계, 전력․에너지, 석유화학, 반도체․전자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산업분야가 고

루 발달한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키울 상당한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이전과 보급 확대는 교토메커니즘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흡수원

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 교토메커니즘에서 선

호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이전과 보급 확대를 촉진하려는 움

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2004년 6월에 독일 본에서 개최될 ‘제1회 국제 재생가능에너지 회의’에

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이전과 보급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도입과 보급 확대를 위해 CDM 사업 활용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른 분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CDM 사업을 활

용할 수 있다면 기후변화 억제는 물론 환경오염 감소와 경제 활성화 같은 부수적 편익도 기대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고 이 잠재

량을 현실화하는 정책 수단의 하나로 CDM 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유럽, 일본 

등 해외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분석 연구를 참조하여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서 나온 기초 자

료를 근거로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한다. 한편 국제적으로 추진 중인 CDM 사

업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CDM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2절. 에너지 위기와 재생가능에너지 대안

1. 에너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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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선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에너지원 고갈은 엄연한 현실이요 매우 심각

한 문제이다. 근대 산업문명을 우리는 탄화수소(HC)문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이 말은 산업

사회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왔다는 것이다. 1999년 기준으로, 전세계 1차 에너지 소

비의 약 80%를 화석연료가 차지한다. 그리고 원자력이 약 7%를 담당한다. 일부 전통적인 바이오

매스(가축배설물, 나무땔감)를 많이 쓰는 농업 중심의 저개발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나라들이 

1차 에너지 공급의 90% 이상을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셈이다. 특히 용도가 다양하고 이

용이 편리하지만 지역적 편중성이 커서 자원분쟁의 불씨가 되는 석유는 전세계 1차 에너지소비의 

약 35%차지할 만큼 국제적으로 석유의존도는 매우 높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세기 에너지의 대부

분을 차지했던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피(BP)에 따르면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소비한다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가채연수는 각각 41년, 170년, 65년에 불

과하다고 한다. 화석연료, 특히 석유에 깊이 의존한 사회에서 만약 석유 등 에너지원 공급이 제대

로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세

계에서 가장 쓰는 미국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테러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내건 미국의 아프카니스탄전쟁은 카스피해 주변의 에너지원과 수송망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향력을 확대하려는 일종의 자원전쟁이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목적

이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때문이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세계 열강들은 에너지원 확보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더 심각한 에너지위기는 기후변화이다. 세계의 기상학자들은 이대로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소비

한다면 인류는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IPCC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밝

히고 있다. 기후연구자들은 온실기체들의 증가로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대기온도가 섭씨 0.5

도 가량 올라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들은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온실기체가 배출되면 기

온은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해서 21세기말에는 최소 1.4℃에서 최대 5.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

측한다. 1861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10개의 연도 중에서 1990년 이후에 9개의 연

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90년대 이후로 금세기 최대의 엘니뇨가 세 차례나 일어나면서 전세계에 기

상재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지구의 기후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도서지방, 저지대 침수, 생태계 교란, 열대 전염병의 확산, 기상이변 

등 여러 가지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향을 초래한다.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에 비해 최근 대형 

기상재해가 4배나 자주 발생하여 피해액은 7배로 늘어났고 보험손실액은 11배나 증가하 다. 유

엔환경계획의 보고에 따르면, 2002년엔 9월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상이변으로 집계된 피해가 

사망자 9,400명에 재산피해 84조원에 달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어서 지난 2001년 20년만의 대

설, 90년만의 가뭄, 13년만의 무태풍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각종 기상재해에 대

한 소식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발표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 기

온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 횟수는 줄어지면 강수강도와 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

가 뚜렷해지고 장마가 약해지며 겨울철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2. 재생가능에너지 대안

가. 지구정상회의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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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26일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가 열리자마자 에너지는 여전히 중요하고 뜨거운 

의제로 부각되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위협인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방안이 에너지 논의

에서 나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 큰 틀이 에너지 논의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었다. 더군다

나 유럽연합(EU)은 그린피스(GreenPeace)나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같은 국제환경단체

들도 깜짝 놀랄 파격적인 제안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전세계 1차 에

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15%까지 높이고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 다. 단순히 수치만 비교하면 이것은 국

제환경단체가 줄 곧 주장해 온 2010년까지 전세계 1차 에너지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10%까지 높이자는 제안이나 2001년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2010년까지 유럽연합에서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12%로 높이자는 합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안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은 빠뜨리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유럽연합의 제안을 소개하 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제안은 안을 들여다보면 환경단체들의 주장보

다 혁신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유럽연합의 제안은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이용을 포함하

는데 개도국에선 전통적인 바이오매스가 1차 에너지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세계 

에너지의 1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것은 그리 급진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안에 대해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던 미국은 물론 화석연

료 체제의 지속을 바라는 석유수출국 기구(OPEC) 회원국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개도국들도 유럽

연합의 제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유럽연합은 다시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1

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5%까지 높이거나 지금보다 2% 높일 것을 제안했

으나 미국과 개도국들은 구체적 권고치의 설정을 완강히 반대하 다. 결국 요하네스버그 회의에

서 에너지 분야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며, 빈곤 인구에게 에너지 서

비스를 확대하고 보조 철폐와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제거하자는 ‘당위’를 합의

하는데 그쳤다.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는 실천적 합의가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는 혹평을 받았지만 지

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빈곤 문제와 함께 에너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위주에서 탈피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위주로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해야 한

다는 점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획득한 것은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에서 독일 수상 게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가 약속한 

바대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열린 예정이

다. 2004년 6월 1일에 독일 본에서 개막될 ‘제 1회 국제 재생가능에너지 회의’에선 요하네스버그에

서 등장했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안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나. 유럽의 에너지 전략

  유럽에선 이미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반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펴낸 녹색보고서(Green Paper)에 따르면 유럽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를 막

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비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현재 50% 인데 20∼30년 지나면 7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여 유럽

연합은 에너지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을 강화하고 공급 측면에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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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1997년 6%에서 2010년 12%로 전력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

지의 비중을 14%에서 22%로 높이는 목표가 추진 중이다.1) 2001년 초 교토의정서 탈퇴선언 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섰을 때 유럽 정상들은 2010년까지 전체 전력의 22%를 재

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천명하며 미국과 다른 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임

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 다. 1998년 기준으로 포르투칼(15.7%), 핀란드(21,8%), 오스트리아(23.3%),  

그리고 스웨덴(28.5%) 등 수력이나 바이오매스를 많이 이용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

라들을 제외하면 유럽연합 국가들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았다. 더군다나 재생가능에너

지 절대량이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 증가분이 이를 상쇄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이 쉽게 증가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유럽위원회는 과세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목표 달성을 추진 중이다. 

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전략

  유럽 에너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나

라이다.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이 2%에 불과했던 독일은 

이미 5%를 넘어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05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1990년을 기준으로 25% 감축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에

너지 시장에서 독일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

일 환경부에서 나온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기후보호’ 계획2)에 따르면 독일 정부에서는 재생

가능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전환을 추진 중이다. 

  풍력 에너지는 이미 1999년 전력 생산에서 5퍼센트를 넘어 서기에 이르 고, 태양광과 집열 기

술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현재 용량이 15MWp/년 및 0.4×106 ㎡/년에 이르 다. 이산화탄소 방

출 방지에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한 기여를 보자면, 한해에 약 20×106 t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전력 수급)에서 25×106 t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지 않은 전력 수급)에 이른다. 재생가능에너지 활

용 기술 시장은 연간 약 60억 마르크까지 성장하 고, 이들 설비 제조, 가동,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도 2만5천명에 이른다.  

  이런 발전은 독일 연방 정부 및 주정부의 다양한 진흥 프로그램에 힘있고 있다. 중요한 장려 

수단 중의 하나로 입증된 것이 전력매입법(Stromeinspeisungsgesetz)이고 다음이 주 정부 프로그

램이다.  풍력의 경우, 무엇보다 전력매입법의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에너지

원의 경우 각종 정부 진흥 프로그램에 의해 고르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측정을 하여 보면, 1997년 한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에너지 시장 진입을 위해 투입된 금액이 전체 

7억 5천만 마르크라고 한다. 이중 많은 부분이 전력 생산을 위한 기술 부문에 투자되었다고 한다. 

1999년에는 10만 지붕 프로그램 및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 지원금은 

10억 5천만 마르크에 이른다. 그 중 전력매입법으로 들어간 것이 3억 3천만 마르크이다.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 2020년까지 이들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에 드는 비용이, 풍력의 경우 현

재의 65-70%, 태양광 25-30%, 집열기 35-40%, 바이오매스 설비 80-85%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 European Commission, 2001, 「 Green Paper,  Towards a European Strategy for the security of energy 

supply」 

2)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00, 「Climate protection 

by using renewable energ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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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에너지 및 최종 에너지 소비가 독일의 경우 2010년까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

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7년 수준(8억 6300만 톤/연간)으로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

과적으로 1990년도에 비해 12퍼센트가 줄어든 것이 된다. 인구수와 거주 면적, 이용 면적, 자동차 

수등을 고려하면, 1차 에너지 소비는 1997년에 비해 25% 감소하고, 전력 생산이나 열 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보다 50%가 증가한다고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후 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목표치를 높게 설정(2005년까지 25% 감소, 2008년에

서 2012년 사이에 교토 협정에 따라 21%, 2020년까지 50%를, 2050년까지 80%)한 독일에서는 이

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를 택하 다. 

￭ 에너지 생산성 증가율을 현재의 1.7%에서 3%로 높이는 일- 에너지 효율 향상

￭ 열병합 발전을 두 배 이상 확대

￭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수급을 2∼3배 확대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우선 전력 시장과 열 시장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 다. 

〈전력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진흥 정책〉

￭ 전력매입법의 수정-개방된 전력 시장에 맞추어 기술이나 비용을 고려한 보상 체계로.

￭ 녹색 전력 시장 확대-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전력세 면제 

￭ 전력망 연결에 필요한 비용 발생 문제,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설비간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 녹색 전력에 유리한 지침들 개정

〈열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진흥 정책〉

￭ 소규모 설비에 지원금 부여-현 수준보다 높은 지원금 부여, 초기 투자의 20%에서

  25%까지 지원.

￭ 대규모 설비에 대해서는 할당률 책정-난방용 연료 수입업자, 도매업자 생산자에게 할당률 적

용, 설비 운 자에게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과 관련된 인증서 교부

￭ 근거리 난방 시스템 설치 의무, 대규모 태양 에너지 설비에 대한 할당량 책정, 지열 설비에 대

한 금융권의 지원, 바이오가스 활용 장애 요소의 제거

  재생가능에너지 확충을 위한 투자액을 2010년까지 현재의 36억 마르크에서 65억 마르크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전력 매입법을 통한 지원, 연방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각 은행들의 신

용 지원, 주정부 지원, 에너지 공급 회사에 대한 지원 등이 들어간다. 연방의 지원 프로그램은 현

재 1억 5천만 마르크 규모에서 두배 늘어난 비율로 진행이 된다고 하며, 주정부 프로그램도 지속

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10년 이후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에는 다음 세 가지가 속한

다.

￭ 합리적인 에너지 투입-단열 등을 통해 열수요를 줄이고, 열병합 발전을 확충

￭ 제한적인 대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석 연료를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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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

￭ 장기적으로 5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늘려가, 최종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100%까지 충족

  이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50년이 되면 GDP는 1995년의 두배가 되지만 에너지 소비

는 약 40% 정도로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이다. 한편 현재 최종에너지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석

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비율도 감소한다. 2050년이 되면 화석 연료는 난방, 연료, 전기 등의 공급

원으로 4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천연 가스의 중요성은 커진다. 천연 가스는 2010년까

지 증가하다가, 2030년경이 되면 에너지 공급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양은 현재와 대략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 가스는 발전과 열 공급에서 비중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석유는 난방 

시장에서 수요가 사라지고, 대부분 수송 연료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2050년이 되면, 재생가능에

너지가 최종에너지의 60%까지 차지하게 된다.

그림 Ⅰ-1. 독일의 에너지원 구성비 시나리오

0

1

2

3

4

5

6

7

8

9

10

1995 2010 2030 2050

총
에

너
지

[E
J/

a
]

수입된 전기(재생가능
에너지)

열,연료(재생가능에너
지)

전기(재생가능에너지)

열,연료,전기(천연가
스)

열,연료,전기(석유)

열,전기(석탄)

전기(핵발전소)

표 Ⅰ-1.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공급 계획

1995 2010 2030 2050

100 80 67 58
에너지 소비

(1995년을 100으로 환산시)

0.284 0.273 0.264 0.238
이산화탄소 생산량

(fossil, kg/kWh)

1.5 5.5 25 58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 전력 공급 구조개편 또한 두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15년에서 20년 동안

에 걸친 첫 번째 단계에선, 열병합 발전이 크게 두드러지는데, 열병합 발전의 총발전량 공급 비중

은 현재의 9% 에서 25∼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무연탄과 천연가스, 화력의 전력 공급비중은 

열병합 발전의 성장에 의해 약간 증가하는데, 발전에 쓰이는 무연탄의 총사용량은 비슷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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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천연 가스의 총사용량은 250% 증가한다. 2010년 갈탄의 사용량은 현재의 75% 수준으로 감

소한다. 핵발전소의 비중이 50% 감소하고,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15% 증가하지만, 열병

합 발전의 확대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증가, 천연 가스 중심의 연료 사용 전환 등으로 인해 이산

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수준인 연간 3억2천만톤에서 2억9천5백만톤까지 감소할 것이다.

  전력 공급 구조개편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2010년 이후에는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재생

가능에너지 전력공급이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바다에 세워진 풍력 발전을 포함하여 풍력발전의 

생산량은 연간 65 TWh에 이르며, 태양광 발전에 의한 생산량은 연간 23TWh에 이르게 된다. 화

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소는 핵발전소가 제외되면서 지금보다 공급비중이 15% 증가할 것이

다. 대신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는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안

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30년 이후, 시나리오 상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은 전력의 주공급원

이 되며, 2050년엔 전체 전력 공급의 63%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수입되는 태양에너지는 총발전

량의 23%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현재 핵발전소의 전력량인 연간 140 TWh와 맞먹는 것이다. 화

석 연료의 대부분은 가스이다.

 

그림 Ⅰ-2. 장기 시나리오인 “태양에너지 관리”에 나타난 발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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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가지 중 장기적 전략을 통해서 현재 연간 8억 9천만 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에 6억 5천 7백만 톤에서 2030년에 4억 6천만톤, 2050년에 2억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2050

년까지 약 7억톤을 줄인다는 목표는 다음과 같은 기술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변환; 에너지 소비량 감소       2억  9천 톤/연간

․천연 가스 중심의 화석연료 구조 변화                          3천 4백만 톤/연간

․열병합 발전의 확충                                           5천만 톤/연간

․재생가능에너지 확충                                          3억 2천만 톤/연간

라. 일본의 신․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일본의 신․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한 정책결정은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에 구성되어 있

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 보고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에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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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전기사업제도의 틀」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 심의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되고 정책이 결정되었다. .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개발, 도입 및 이용에 대해서 선언적인 의

지를 담고 있으며,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종합부회와 수급부회에서 에너지 수급,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을 위한 에너지․환경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

  2001년 7월 자원에너지청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종합부회와 수급부회가 함께 정리한 일본의 향

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중 일부로, 신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1999년 실적과 2010년에 실

현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목표량은 다음 표와 같다.

1999년도(실적) 2010년도

BAU 목표케이스 2010/1999

원유환산 설비환산 원유환산 설비환산 원유환산 설비환산

(만kl) (만kW) (만kl) (만kW) (만kl) (만kW)

태양광발전 5.3 20.9 62 254 118 482 약 23배

풍력발전 3.5 8.3 32 78 134 300 약 38배

폐기물발전 115 90 208 175 552 417 약 5배

바이오매스발전 5.4 8.0 13 16 34 33 약 6배

태양열이용 98 72 439 약 4배

미이용에너지 4.1 9.3 5.8 약 14배

(설빙냉열 포함)

페기물열이용 4.4 4.4 14 약 3배

바이오매스열이용 67

흑액3), 폐목재 등 457 479 494 약 1.1배

신에너지 공급계 693 898 1,910 약 3배

위의 수치들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다시 통계를 잡은 것은 다음과 같다.

1999년도(실적) 2010년도

BAU 목표케이스 2010/1999

원유환산(백만kl) 원유환산(백만kl) 원유환산(백만kl)

신에너지 공급계 7 9 19 약 2.7배

수력(일반수력) 21 20 20 약 1배

지열 1 1 1 약 1배

재생가능에너지공급계  29 30 40 약 1.4배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종합부회 구성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노동조합, 기업,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총 3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3) black　liquor.　일본에 보급되어 있는 KP(Kraft Pulp) 펄프 방식은 칩(chip)을 예열한 후 백액(白液, 가성소다

와 황화소다의 혼합액)과 함께 증발솥에 넣어 고온・고압 하에서 2시간 정도 증발 건조된다. 그러면 목재의 

비섬유조직이 백액 속으로 침출되고 섬유소와 분리된다. 섬유소는 정제공정, 탈수공정을 거쳐서 표백공정으로 

보내진다. 이 때 얻어지는 폐액을 흑액이라고 한다. 흑액은 농축하여 황산소다를 첨가, 약액회수 보일러로 분

출시키면 흑액 중의 비섬유소 유기성분은 연소하고, 보일러 바닥에 스멜트(smelt)라고 하는 액체가 남는다. 이 

수용액에 생석회를 첨가하여 다시 백액을 얻는다. 이 약물회수율은 98% 이상에 달한다. 종합에너지통계에서는 

흑액을 풍력, 태양열, 폐기물 등과 함께 신에너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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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분석의 의미와 사례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에너지 시

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60%를 재생가능에

너지로 충당하려는 시나리오를 내놓았고, 덴마크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수요의 50%를 풍력발전

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셀이 내놓은 지속 가능 에너지 소비 시나리오에서도 재생 

에너지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시나리오 작성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분석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잠재량 

분석에 이용되고 있는 잠재량의 개념, 잠재량 측정의 방법 등은 시나리오들 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자세한 잠재량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연구를 중심으로 

이들 잠재량에 대한 정의,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독일 잠재량 연구 현황

  독일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략은 이미 90년대 중반 연방 경제부, 독일 우

주 항공 연구소, 프라운 호퍼 시스템 연구소 등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한 새로운 에너지 정

책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 다.4) 즉,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안으로 새로운 미래 에너지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이들 연구소에서 개발한 경향 시나리

오(Trendscenario)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전력 생산과 열 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

는 비율을 점차 늘려간다는 것이다. 독일 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시나리오의 경우, 1차 에너

지 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0년까지 5.5%,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까지 높인다는 것이며, 2050년까지는 61.6%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 확대 전략에 동반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이다. 우주 항공소에서 나온 시나리오도 이와 유사한데, 이곳에서는 태양 에너

지 이용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들 시나리오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잠재량이 약간씩 다르게 추정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표Ⅱ-1. 연방 경제부 잠재량 분석

전력 생산 단위 

TWh/년
기술적 잠재량

태양광 발전 0.005 (1993) 100-41

풍력 0.9 (1994) 117

수력 18(1992) 25

바이오매스 - -

4) BMWi, DLR/FhG-ISE, Stuttgart, VDEW, Jülich, I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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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우주 항공국 및 프라운 호퍼 잠재량 분석 

(단위 1TWh = 1.000.000.000kWh = 3,6PJoule (PJ))

전력
기술적 잠재량

PJ/년

기술적 잠재량

TWh/년

태양광 1214 129.5

풍력 1072 114.4

수력 205 21.8

바이오매스/열병합 - -

고형 - 72.3

가스 형태 - 19.4

  각 시나리오들에서 나오는 잠재량들을 하나의 도표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은데, 가장 낮

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잠재량을 기대 잠재량(실현되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량)으

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높은 수치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경제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기술 잠재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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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기술적 잠재량의 편차

전력 기술적 잠재량(TWh/년) 비고

태양광

    지붕

    평면 지붕

129-647

40-120

179-527

최고와 최저치가 

약 520TWh/년 

풍력

풍속 6.5m/초

     5.5m/초

     4.5m/초

해상

13-117

2.1-5.4

16.6-23.2

44.3-99.1

237

수력

100kW 미만

100-500 kW

500-1000 kW

1000 이상 kW

21-35

1.04

1.02

0.65

23

열 기술적 잠재량

태양열

    지붕 

    평면지붕

288-4945

608-920

바이오매스

잔재

짚

에너지 식물

액상

가스

축산분뇨

100-270

84-108

430-840

64-602

65-81

지열

고심도 열

지표열 이용

380

40-2000

120-940

  이런 차이는 여기에 쓰고 있는 기본 개념들이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면, 여기서 쓰이고 있는 잠재량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잠재량 개념 정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인간을 척도로 해보자면, 무한한 원천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들 에너지원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론적인 잠재량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이는 주어진 지역에서 일정 시간동안에 걸쳐 제공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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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급량을 말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태양이 대지 위로 복사해내는 에너지량이라든가, 

강을 이루는 수량 전체에 담긴 잠재적인 동력 에너지, 바람의 동역학적인 에너지 혹은 바이

오매스에 축적된 에너지 등이 이론적인 잠재량에 속한다. 무한한 이 에너지 흐름이 보여주

는 이론적인 잠재량은 연간 전세계적인 에너지 소비량(1997년에 94억t SKE)의 3000배에 해

당한다고 한다.5) 이론적인 잠재량의 이용성은 물론 지역적 특성(지열의 경우), 다른 목적으

로의 토지 이용 수요 간의 경쟁(태양 집열기 설치 대 에너지용 식물 재배 등), 날씨 변화와 

같은 변동 사항들에 크게 향을 받는다는 재생 가능 에너지 특성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 밖

에 없다. 

주어진 기술적 제한성 (특히 투입 가능한 기술들의 효율)을 고려할 때 사용가능한 재생 가

능 에너지량을 기술적인 잠재량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이론적인 잠재량의 일부분으로 기술

적인 조건 하에서 이용 가능한 량을 말한다. 태양 전지에서는 이용가능한 대지 면적과 태양 

전지 셀의 효율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칼스루헤 기술 평가국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이 기

술 잠재량을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이 “기술 잠재량”은 고려사항에 따라 세부적

인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모듈 표면에 입사되는 태양 광선

이 기술 잠재력 중 1차 에너지 기술 잠재량에 해당한다. 2차 기술 잠재량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가 속한다. 기술 이용 에너지 잠재량에는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에 함유된 에너지도 포함된다. 기술 잠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들이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수치들이 다음과 같은 여러 인자들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혹은 앞으로 곧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변환 기술(재생 가능 에너지 이

용 기술들)의 이용률, 성능과 발전 잠재력 등으로 결정되는 한계.

․소재지 속박성(지열의 경우)이나 제한적인 수송 반경(바이오매스의 경우)으로 인한 구조

적인 이용 한계 요인들, 토지 이용을 둘러싼 경쟁(집열 기술, 태양광과 에너지 식물 재배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경쟁), 에너지 공급에서 보여지는 제한성이나 신뢰성(계절적인 일사량 

변동으로 인한 발전 전기량의 불안정성), 공급과 수요간의 불일치 

․일정 면적의 토지 수요와 연관된 생태학적 제한(풍력에너지의 경우), 유수에 의한 향

(수력 발전의 경우), 바이오매스의 제한적인 이용 가능성(삼림이나 농경에서 나오는 잔유물

을 이용하는 바이오 매스의 경우)

즉, 설비들의 효율차이, 변환 설비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기술적인 결합들, 설비 소재지 특성

에 의한 제한들, 생태적인 제한, 수송이나 생산 능력에 의한 제한등 다양한 요인들이 기술적 

잠재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된다. 또한 추정 과정에서 기술 설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

템의 차이나 설비 규모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나오는 수치들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잠재량을 두고 나오는 추정치들은 무결정 규소 셀을 가정하

고 있는지, 다결정 규소 셀을 가정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설치할 발전기 규모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가정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들 기술적인 (가용) 잠재량은 한편,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항들”의 장기 비전과도 연관이 

있는데, 기술적 잠재량에 비해서 실제 가용되고 있는 잠재량이 낮을 경우, 이들 잠재적 기술 

5) 독일 우주 항공 연구소에서 2000년에 내놓은 보고서 자료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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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의 정책이 세워지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기술적 잠재량을 토대로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장기적으로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재생 가능 에너지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개 기술적인 잠재량이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독일의 칼스루헤에서 발표한 기술 향 

평가 보고서에서는 기술 잠재량 중에서도 특히 1차 에너지 기술 기준 잠재량을 토대로 삼

고 있다. 기술 기준 잠재량이란 기술 잠재량에서 실제 실용화 과정에서 부딪치는 장애들을 

고려하여 나오는 잠재량들 평균값을 말한다. 

이밖에도 잠재량은 경제적, 통합 가능 잠재량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경제적인 잠재량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잠재량 중에서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양을 말한다. 이 수치 역시 경쟁적

인 시스템(예를 들어 현재 화석 연료에 기초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과의 경제성 비교 등의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경제성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크기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예를 들어 이자율, 자본금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로부터 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

문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 변동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잠재량의 수치는 또

한 어떤 시각에서 경제성을 정의하느냐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적 잠재량

에 대해서도 국민 경제적 시각이냐 경 자적 시각이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통합 

가능 잠재량은 실제로 에너지 공급망(예를 들면 전력 공급망)에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차

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여도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경제적 잠재량보다 

대개 잠정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설비 생산 능력,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경쟁할 

만한 에너지 시스템의 결여, 법적, 행정적인 불균등 대우 등의 제한 요소들 때문에 그러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단일 설비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경제적 잠재량을 웃돌 수도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비용 문제를 넘어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10만 호 태양광 프로그램의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시스템적 분석을 하고 있는 크바슈닝(Quaschning)은 기술 잠재량

을 다시 소재 잠재량과 전력 생산 잠재량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경제적 잠재량과 통합 가능 

잠재량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경제적 잠재량 : 경제적인 잠재량은 기술적인 잠재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관

점에서보아 이용가능한 잠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제적 잠재량은 현 경제 시스템에서는 기

술적 잠재량에 비해 낮게 추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현재의 경제적인 조건에서는 환경 요소가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종래의 에너지원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경제에서 부담

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경제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인 잠재력은 국민경제

적으로 의미있는 잠재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작은 수치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기대 잠재량 :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양을 포괄하는 잠재량이다. 시장 진입에서 겪게 되는 장

애, 어려움으로 이 잠재량은 경제적인 잠재량보다 아래에 놓여 있다. 상응하는 진흥 정책을 통해 

이  기대 잠재량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Prognos AG사에서 내놓은 풍력 에

너지 발전에 대한 에너지 예측을 보면, 2010년까지 풍력 에너지의 기대 잠재량은 590MW, 전력 에

너지로 1.03TWh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1990년에 발효된 전력 매입법의 향 때문에 풍력

은 전에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미 1994년에 Prognos AG사의 예측을 

벗어나 독일 전체에 설치된 풍력 에너지 출력은 632MW에 이르 다. 1996년에 이 회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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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의 예상치를 전 수치에서 500% 올라간 3000MW로 수정해야만 하 다. 그런데, 이 수치

도 다시 너무 낮게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9년 초에 이미 예상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크바슈닝은 앞의 잠재량 정의를 양적인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도식화시키고 있다.  

←이론적 잠재량

←소재 잠재량(기술적 잠재량)

←전력 생산 잠재량(기술적 잠재량)

←국민경제적 잠재량

←경제적 잠재량

←실현 가능한 잠재량(통합 가능)

←기대 잠재량

 1997년도 전세계적인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가 갖는 이론적인 잠재량과 

기술적인 잠재량은 아래 표와 같다. 기술적인 잠재량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실제로 이용되

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표 Ⅱ-4. 기술적 가능 에너지량과 실제 이용량

(단위 : 1997년 전 지구적 에너지 소비량을 1로 상정하여 계산한 잠재량임)

에너지원
물리적 공급량

(이론적인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최종 에너지)

현재 이용량

(최종 에너지)

태양 2850 3.50 0.001

풍력 200 0.50 0.003

바이오매스 20.0 0.10 0.140

지열 20.0 1.00 0.003

해수 에너지 10.0 0.05 0.0

수력 1.0 0.15 0.035

총계 3101.0 5.90 0.180

  전체적으로 현재 최종 에너지 소비의 6배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지만, 윗 표에 따르면 현재 실재로 이용하고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은 아주 소수에 불

과하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1997년 전력 공급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4.6%, 그 중 약 4 %가 수력, 0.6%가 풍력이고 0.004%가 태양광에 해당한다. 1차 에너지 소

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5%에 불과하다.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한 

잠재량과 현재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잠재량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뒤늦게 에너지 변환 기술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과 공급 구조가 재생 가능 에너지

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 잠재량을 분석해보면 이론적으로 무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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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원이 여전히 기술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

으로 이들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에 더욱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도 할 수 있

다.  

제3절. 기술 잠재량 분석의 내용

1. 독일 전체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기술 잠재량 분석

  독일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기술 잠재량을 매우 체계적으로 조사하 다. 독일 연방 경제

부에서는 1994년 처음으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기술적, 경제적, 통합적 

잠재량 추정 연구를 하 다. 현재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독일 우주 항공국에서 분석한 기술 잠재량인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는 약간씩 편차

를 보이는 잠재량들의 평균치(기술 기준 잠재량)를 택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전력과 열량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아래 표는 독일 우주 항공국에서 분석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기술

적 잠재량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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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기술 기준 잠재량으로 본 독일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잠재량

(단위 1TWh = 1.000.000.000kWh = 3,6PJoule (PJ))

에너지원 및 기술
에너지 생산
TWh/a el.th

성능
MW el

비고

수력
a) 총잠재량
b)증축 잠재량 〉1MW
             〈1MW

el         th
24.7
4.8
1.0

4650
780
330

흐르는 물이나 자연 유입
수. 편차 21-35 TWh/a

풍력 에너지
a) 육상
b) 해상

83
237

50000
70000

편차 70-128 TWh/a, 

40미터 수심,해안에서 30
킬로미터 

태양 전지
a)한계 면적
-25% 적합한 지붕(200㎢)
-100% 적합한 건물 전면(150㎢)
-50% 적합한 주거지(350㎢)
-45% 적합한 유휴지(300㎢)
b)성능 한계(예)
 여름 전력망 부하의 50%

135

31

133000(AC)
=150000(p)

30000(AC)

일사량 1100kWh/㎡a.
eta-module=15 %
총 1000㎢ 모듈 면적
한계(면적) 650 TWh/a.
34 GWp에 상응

바이오매스
a) 고형 잔유물
b) 재배 식물(연료 1)
c) 유기 잔유물의 발효

18         56
17         50
11         15

4000
3800
2200

열량

나무잔재, 짚
1.5 Mio.ha: 190GJ/ ha.a
바이오, 매립, 정화가스

집열기
a)온수용 (지붕)
b)온수 및 난방: 근거리 열
-75% 적합 지붕(600km)
-50% 적합 주거지(350)
-55% 적합 유휴지(350)

63
530

이용열:350kWh/㎡a
150㎢ 집열기 면적 1300
㎢, 난방용 열수요의 감소
를 고려.

지열
열수 이용 350

이용열:지열 부분
수요 잠재량: 상위 한계는 
550TWh/a까지

전력 생산 1)
열 생산   1)

526
       1003

97년 전체 전력의 103%
97년 전체 연료 소비의 
70%

1차 에너지 2) 8500 PJ/a
1차에너지 소비 (97년)의 
59%

1)바이오매스는 50%까지 열병합: 열= 대체되는 연료 최종 에너지

2)1차 에너지란 전기나 열로 전환되기 전의 에너지를 의미. 즉, 태양광 복사 에너지나  풍력에 내재된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 

(출처 : 칼스루헤 기술 향 평가국 보고서)

이 분석을 개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수력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잠재량은 약 25TWh/년으로 이미 잠재

량의 75%까지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발전기 설치보다는 각 곳에 이미 존재하는 

발전기 규모를 늘리거나 설비 개량에 중점을 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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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전기 잠재량은 육지의 경우 83TWh/년(약 50.000MW)로 보고 있는데, 이는 

Prognos 예측과 동일하다. 현재 이중 약 5%가 전력망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잠재

량이 많으리라고 예측되는 곳은 연평균 풍속이 5m/s 미만인 지역들이다. 현재 전력 보급법

에 의하면 이곳의 풍력발전기 가동은 비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 풍력 발전 잠재

량은 40m 수심에 해안에서 30km 떨어진 곳이 237TWh/년, 20m 수심에 2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잠재량은 127TWh/년이다.

․태양광이나 집열기 설치에 이용될 수 있는 면적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추정 작업을 거

치며 점점 정교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1650㎢(지붕, 건물 전면, 유휴지, 주거지, 소음벽 등)의 

면적과 도로, 언덕, 휴경지 등의 공지 650㎢에 이들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 수

요가 증가한다는 시각에서 보자면 1300㎢에 집열기를 설치할 수 있고, 따라서 태양광 발전 

설비에는 1000㎢이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총 530TWh/년 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135TWh/

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집열기를 온수용으로만 한정시키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면적은 

150㎢이고 연료 대체는 60TWh/년이다. 온수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량으로 보면 약 1%만이 

이용되고 있다. 지열에서 열수 이용에만 한정하면 잠재량은 300∼450 TWh/년이다.

․바이오매스의 이용 잠재량은 고형 잔유물에 대해서는 180∼500PJ/년(열량), 습기를 머금

은 잔유물(바이오 가스)에 대해서는 65∼150PJ/년로. 추정된다. 기준치로는 320PJ/년와 

125PJ/년로 고정되며. 에너지로 이용가능한 유기 잔재물은 현재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3%

를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비율은 약 10%정도이다. 산업체나 기타 다른 곳에

서 발생하는 나무 잔재물의 경우 50%이다. 매립지 가스나 정화조 가스의 경우는 70%까지 

가능하다. 에너지 식물 재배용으로 설정한 면적은 150만 헥타르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부

터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잠재량은 285 PJ/년이다.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고려하면, 바이

오매스를 이용하여 1차 에너지 소비의 5%까지 충당이 가능하리라 본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력 생산 기준 잠재량은 525TWh/년로 현재 생산되는 총 전력량에 

해당한다. 현재는 24TWh/년로 4.5% 이용에 그치고 있으며 이 잠재량의 절반은 해상 풍력

에서 나오는 것이다. 연료의 경우 약 1000TWh/년간 대체될 수 있다. 이 잠재량은 현재 겨

우 2%만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1차 에너지로 환산하면 8500PJ/년이며,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개별 에너지원이 1차 에너지 기준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모든 에너지원이 동등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소만 2.5%로 낮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잠재량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기준 잠재량으로부터 전력 생

산시 약 86%는 변동이 심한 태양 복사와 풍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축적되는 정격 출력량

은 250GW에 달한다. 이들 잠재량을 전체 전력 공급의 20-30%까지 높이려고 한다면, 전력 

부하에 대한 대책과 발전소 조정, 전력량 비축에 대한 새로운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두 

번째의 특징은 공급 가능한 열에서 보여지는데 이 열은 90%가 100°C 이하의 열로, 난방이

나 온수, 저온 공정 열 공급에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 기준 잠재량은 현재 필요로 하는 이들 

에너지량의 80%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이다. 실제 이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거리 

열 공급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이루려면, 이런 전반적인 구

조 변동 계획들, 에너지 수급 체계의 전환이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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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잠재량 추정을 위한 기술 효율성 연구

  크바슈닝의 연구는 기술 잠재량과 관련하여 이를 분석하는데 현재 기술적 조건을 어떻게 

고려에 넣어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 

가. 태양 에너지

  우선 태양 에너지 이용은 직접적인 태양 에너지 전환에 의한 에너지 이용과 간접적인 전

환에 의한 이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태양전지 기술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 상당한 기술 축적을 보이고 있는 태양열을 이

용한 전기 생산이다. 

(1) 태양전지

  입사하는 빛 에너지 중에서는 겨우 일부만이 에너지로 전환 이용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반사되거나 투과 혹은 재결합을 되어 이용이 불가능하다. 규소 결정의 이론적인 최대 효율

은 44% 정도인데, 더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소위 Tandem cell로 

결합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실제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규소 결정의 효율은 이론보다 

상당히 낮아서 6∼18%에 이르고 있다. 단결정 규소를 바탕으로 하는 고효율 셀을 대량 생

산시 20% 이상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박막 셀 경우 대량 

생산시 약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 전지를 이용한 대규모의 전력 생산은 현재 

전적으로 단결정 혹은 중합결정 규소로 된 셀이 이용되고 있다. 이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은 

표준 시험 조건(AM 1.5, 1000W/㎡, 온도 25°C)을 항상 전제로 언급되고 있는데, 실제 이 효

율은 일사량이 너무 작다든가,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개 표준치보다 훨

씬 낮다. 평균 효율은 5∼8%로 나타난다. 도관에서 정류기로 가는 중에 발생하는 손실치는 

대개 3∼5%에 이르며 이를 포함한 손실 인자 전체는 현재 기술 상태에서는 약 10%로 추정

된다. 더러워진다든가 음 이 드리워지면서 발생되는 손실분은 또 다른 손실인자로 방사 손

실에서 고려하게 된다. 변압 정류기의 효율은 입사 조건과 이와 연관되어 있는 태양전지 발

전기 능률에 달려 있다. 정류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유러 효율ηe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의는 다음과 같다. 

    ηe〓0.03․ η5%＋0.06․ η10%＋0.13․ η20%＋0.1․ η30%＋0.48․ η50%＋0.2․ η100%

유러 효율에서는 무엇보다도 태양 복사 양식이 정류기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 것

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정류기들의 유러 효율은 87∼94% 사이에 놓여 있다. 솔라 모듈이 정

류기를 통해 적정 작업점(MPP)으로 가동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적응 오류도 발생하게 되는

데 이로 인한 손실은 대개 5% 이하이다. MPP 적응 오류는 정류기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

에 현재 나와 있는 변압 정류기의 평균 효율ηwr 90%는 실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 1000-지붕-프로그램은 음 지움으로 인해 태양 전지 설비가 손실이 많음을 보여주었

고 따라서 그림자에 대한 저항이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시스

템은 그늘에서 저항력을 보이는 바이패스다이오드가 통합되어 있는 모듈, 위쪽으로 놓인 모

듈에 전기적으로 분리된 셀라인들과 직선으로 뻗은 정류기나 모듈 정류기들로 구성되어 있

다. 그늘 저항력이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므로써 앞서 1000-지붕 프로그램에 비해 발전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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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높아질 수 있었다. 후에 방사치 결정에서 도시 구간에 설치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는 음 에 의한 손실은 고려해야 한다. 소규모 변압 정류 단위가 지닌 장점은 가용 가능성

이 높다는 것과 급작스럽게 구름이 몰려온다든지 하여 광량 변동이 심하더라도 일단 저장되

어 나가는 출력에서는 높은 균일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모듈 차원에서 태양 방사의 연간 

총합 HGgen으로부터 태양 전지 설비를 통해 전력망으로 보내지는 전기 에너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

    Eel＝HGgen․ηPV,N․ηWR․(1-fS)․(1-fB)  (f는 손실치)

평균 정류기 효율 ηWR과 두개의 손실치 인자로부터 수행률(Performance Ratio)을 산출할 수 

있다.

   PR＝ηWR․(1-fS)․(1-fB)

이 수행률은 지금의 규소 결정 기술로는 대개 0.6∼0.77 사이에 있으며, 앞으로 기술 개발이 

더 진행되게 되면 이 수치는 0.72∼0.86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현재 태양 전지 설비 능률 

계산은 태양 방사 HGgen 대신에 모듈 상에서 태양 방사 강도 EGge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점은 효율과 손실 인자들이 방사 강도와 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점이다. 현재 수

치를 일년에 걸쳐 계산하게 되면, 총합에서 다시 이전에 계산된 에너지 Eel이 나온다.

(2) 태양열 전력 생산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기술

을 독일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파라볼라 발전기, 태양

탑 발전기, 접시형, 스털링 설비, 태양 상승기류 발전기와 관련된 기술들이다. 이들 발전기 

형태들 모두 시제품들이 나와 설치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350MW를 넘는 출력의 파라볼라 

발전기가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태양 상승 기류 발전은 낮은 효율로 인하여 표면

적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고, 다른 발전기들은 집중적인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주

로 남부 유럽이나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다. 독일에서 이용되

기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잠재량 계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높지 않다. 다만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 남부 지역에서 전력을 수입할 경우, 태양열에 의한 전력 생산은 중요한 역

할을 할 수가 있다.

나. 풍력 에너지

  현재 태양발전 설비의 능률은 2.5MW에 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90년대 초 풍력 발전이 

붐을 맞게 되었고 250MW-풍력-프로그램과 전력 공급법으로 인해 기술 발전이 더 진행되

고 있다. 전력계 전자 기술 발전으로 전력망의 질이 높아지고, 이중공급이 가능한 비동기식 

발전기 혹은 주파수 변압 정류 장치가 달린 전동장치가 없는 동기 발전기를 이용하면 공능

률을 조정할 수도 있고, 변동이 가능한 회전수를 이용, 전력의 질 및 능률 성과를 눈에 띄게 

향상시킬 수도 있다. 전동장치가 없는 동기 발전이라는 개념은 독일에서 풍력 발전기 시장 

선두를 점하고 있는 Enercon에서 E-40과 E-66 형을 만들면서 적용되었는데 성능 1 MW에

서 2.5MW 사이의 풍력 발전 설비는 모든 업체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 설비의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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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단히 높아서 바람이 많은 풍력 발전 소재지들에서도 종래의 발전 경  관점에서도 기

존에 존재하던 발전 시스템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풍력은 

이미 현재도 종래의 전력 생산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설비 규모는 원리적으로는 

더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도 이미 회전 날개 직경이 60m 이상에 달하고 있고, 더 커

진 설비에 의한 풍경 훼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균 설비 

규모는 1.5MW에서 3MW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 해상 풍력 단지 건설에서는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기 규모로 3MW가 주를 이룬다. 풍력 발전기가 전력망에 더 잘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달려있다. 표면적 A 위로 부는 바람에 함유된 성능 

P는 공기 도ρ(평균값=1.225 kg/m3)와 풍속 υ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 ½․ρ․A․υ³

출력 부가수치 cp는 풍력 발전이 이용할 수 있는 풍력의 일부를 나타낸다. 이론적으로 이 

값은 최고가 0.593인데 이를 Betz'scher 출력 부가치 cp.Betz라고 한다. 실제 설비에서 이 수

치는 더 작아지고 풍속에 의존하게 된다. 발전기 한 대의 전기 효율 Pel은 다음과 같다.

Pel(υ)=cp(υ)․P(υ)

평균 전기 출력은 풍속에 따른 전기 효율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풍력 발전기 한 대가 1년

간 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 Eel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cp는 풍속을 고려, 1.5 MW 설비에 대해서 2020년에는 약 0.44로 2050년에는 0.48로 잠정적

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전기 회전 날개 축이 있는 높이에서 측정되는 풍속으로부터 출력을 

계산하는데 이는 회전 날개 표면에서의 평균 출력에 상응한다.

다. 수력

  수력은 현재 전력 생산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원이다. 잠재량은 지역

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남미에서는 1994년에 약 70%의 전력을 수력을 이용해 얻고 있지

만 독일에서는 겨우 4%에 불과하다. 지금은 수력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노르웨이나 스웨덴

에서 독일로 수입하는 경우도 검토하고 있다. 수력 발전 설비에는 이동수를 이용한 발전, 저

장수 발전, 펌프저장 발전 설비가 이용되고 있다. 이동수 발전은 저장 가능성이 없는 관계로 

전력 생산량이 대단히 가변적일 수 있는 반면, 저장수 발전은 저수량에 따라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펌프 저장 발전은 자연적인 유입지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구분이 된다. 자연 유

입수가 없는 곳의 발전기는 순수한 에너지 저장고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로 구

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기수급 계획에서는 중

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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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강수 발전 도식

 

위의 그림과 같은 수력 발전 장치에서 수력의 성능은 다음처럼 계산된다.

Pw =ρw ․g ․Q ․H  

여기서 도ρw(ρw =1000 kg/㎥), 이용 고도 H, g는 중력 상수(g=9.81 ㎨)이고 Q는 유출량이

다. 이용 고도 H는 발전기 앞 뒤 물표면의 측지학적 고도차로부터 정확히 나온다. 성능 Pw

는 유출량에 비례한다. 그런데 유출량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수력 성능은 

다시 내려가게 된다. 유출량이 확장 유출 QA를 넘어서고 터빈의 흡입력을 능가하게 되면, 

물의 일부는 이용되지 못한 채 제방을 넘어 흘러나가게 마련이다. 유출량이 많게 되면 이용 

고도인 H가 역류 정체와 수위 W가 올라감으로 인해 낮아지게 된다. 독일에 존재하는 수많

은 강물들의 유출량 Q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 있는 반면, 이용 고도 H의 

시간적 변화는 기록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강물들 수위는 알려져 있다. 하천 발전에서

는 위쪽 수면 높이 ho는 제방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아래쪽 수위 hu는 

수위W가 대신한다. 하천 수력 발전에서는 대개 확장 유출 QA와 확장낙하고도 HA가 알려져 

있다.  1년간에 걸친 수위 변화와 유출량으로부터 확장 유출 QA와 그에 부속된 WA를 알아

낼 수가 있다. 변동 가능한 고도차 H는 결국 다음과 같다. 

H=(HA＋ WA)-W 

물의 낙하고도와 수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터빈 종류가 투입되게 된다. 2000m의 낙하 

고도를 보이는 산간 발전소에서는 Peltonturbin, 700m에서는 Francisturbin이 투입된다. 낙하 

고도가 2∼70m로 낮은 하전 발전에서는 프로펠러 터빈이나 수력터빈이 이용된다. 터빈 효

율 ηT는 대개 유출량Q에 달려 있다. 이용 고도 H가 줄어들면 터빈 효율은 극히 미미한 수

치로 줄어들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며, 최소 유출량 아래에서 터빈의 성능은 0이다. 터빈 

효율은 대개 현재 이용 가능한 터빈들에 대해 0.88∼0.9 사이며, 터빈 효율로부터 터빈으로

부터 나오는 역학적인 출력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Pmech = η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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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설비에는 대개 동기 발전기가 투입된다. 전기 발전기의 효율ηG은 거의 일정하다.

전동장치에 의한 손실, 변환기에 의한 손실, 고장에 의해 돌아가지 않는 시간 등을 모두 고

려하면, 일반적인 손실 지수 fZ는 크게 3∼10%에 이른다. 결국 수력 발전에서 나오는 출력

은 다음과 같다.

     Pel =(1-fZ)․ηT․Pw․ηG ․g․Q ․H

중간 규모의 수력 발전소나 대규모 수력 발전소에서는 대개가 여러대의 터빈이 투입된다. 

수력 공급량이 작을 때에는 개별 터빈들 운행을 중지시켜 나머지 터빈들이 정격 용량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대가 동시에 작동중인 터빈들이 나타내는 전체적인 효율은 아

래와 같다.

     ηN＝Pel,N/(ρW․g․QA․HA)

발전소 형태에 따라 대개 이 효율은 60% 이하거나 90% 이상을 보인다. 이들 변수들을 다 

고려하여 수력 발전소에서 내는 전기 출력은 아래의 식으로 구해진다.

     Pel =ηN․ρW․g․min(Q;QA)․(HA＋WA－W)

라. 바이오매스 이용

  바이오매스란 유기 성분을 기본으로 하는 물질 전체를 통칭하는 것인데 바이오매스는 무

기물로부터 광합성을 통해 발생한다. 여기서는 가시광선이 이용된다. 때문에 바이오매스는 

원리적으로 보자면 간접적인 태양에너지 이용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태양광선 이용은 상대

적으로 적다. 육지에서의 바이오매스 이용만을 살펴야만 한다. 여기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

는 비율은 평균 0.3%이다. 개별 식물들은 이보다는 더 높은데, 옥수수의 경우 3.2%, 사탕무

우의 경우는 4.8%에 이른다. 에너지 형태로 사용가능한 바이오매스로는 농경, 삼림, 가정, 

산업에서 나오는 잔유 물질과 특별히 재배한 에너지 작물 두 종류로 구분된다. 완벽하게 건

조된 바이오매스의 평균 발열량은 18.4MJ/kg으로 화석 연료의 발열량(석유 42.8MJ/kg 혹은 

석탄 29.8MJ/kg)에 비해 낮다. 반면 유채 기름의 발열량은 37.1MJ/kg으로 화석 연료에 버금

간다. 열 발전 장치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를 전기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이 양은 바이오매스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이산화탄

소를 흡수하는 양에 상응하는 정도이다. 전력 생산에서는 열병합 발전이 가장 효율적인 것

으로 보여진다. 즉, 바이오매스를 전기 에너지와 이용열로 동시 전환시키는 것이다. 들어가

는 재료는 바이오매스 자체(예를 들어 나무나 짚)나 혹은 가공된 생산품, 바이오가스, 식물

성 기름이나 에탄올이 될 수 있다. 에너지 담지 물질을 연소시켜서 모터-제너레이터 장비를 

가동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서 제너레이터(발전기)는 역학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시키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폐열은 열병합 설비로 들어가 난방이나 온수 공급 혹은 공정

열 획득에 이용된다. 모터에 적응되는 기술은 다양하다. 가스나 증기터빈은 대규모 발전에나 

적합하지만, 디젤이나 가스 모터는 출력이 낮아도 이용할 수 있다. 가스와 증기 터빈은 부분

적으로 이용될 때는 효율이 대단히 나빠진다. 정격 가동시 전기 효율 ηel,N은 다양한 모터들

에서는 50% 이상을 보여준다. 전기적인 효율과 열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총 효율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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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도달할 수가 있다. 바이오매스 이용시에 평균 전기 효율은 현재 기술에 대해서는 

30%, 앞으로 나올 설비들에서는 40%로 보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현재 특수 제작된 화력발

전이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용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 발전소에서

는 짚이나 나무를 연소시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

다. 특히 소형 분산형 설비들에서는 환경적으로 많은 이점을 보여준다. 

마.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지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 주위 열 이용, 해양열 이용, 조력 발전소, 파도 에너지 전환기, 

조해류 발전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술 잠재력은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력하게 이들 기술을 추진한다해도 5%를 넘을 수가 없다. 때문에 

이들 에너지 비율은 무시할 수 있다.

3. 크바슈닝의 잠재량 연구를 통해본 이론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실현 

가능 잠재량 사이의 연관 

가. 이론적인 잠재량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서 독일에서 이용가능한 것이 태양에너지, 풍

력 에너지,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에너지이다. 이 중에서 마지막 해양 에너지의 경우 

그 비중이 독일의 경우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1) 태양 에너지

  수평면에 방사되는 연간 평균 태양 광선량은 독일의 경우 1212kWh/(㎡a)에서 913kWh/

(㎡a)에 이른다. 조사 문헌들에 다르면 독일의 평균 태양 방사는 1000kWh/(㎡a)에서 1130 

kWh/(㎡a), 1165kWh/(㎡a)로 다양한 수치를 보인다. 유럽 방사 지도의 80여 측정소에서 나

온 값들을 보게 되면, 평균 방사는 1064kWh/(㎡a)이다. 80여 측정소에서 나온 값이 반드시 

대표치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광범위한 값을 기반으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계산들에서는 이 값을 기본으로 하기로 한다. 독일 연방 총 면적을 3.571․1011㎡로 보면 태

양 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3.8․10
14 

kWh/a=1368 EJ/a가 된다. 이는 독일에서 1997년에 

사용한 1차 에너지 소비의 94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1368 EJ/a라는 값이 다른 문헌들에 나

오는 값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칼트슈미트와 비즈에 따르면 태양 에너지의 이

론적 잠재량은 670EJ/a로 아주 낮은 값을 보인다.

(2) 풍력 에너지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연간 약 2%의 태양 에너지가 풍력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에 따르

면 독일에서 해상 풍력 단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풍력 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약 30 

EJ/a가 된다. 칼트슈미트와 비제는 풍력에 대해 조금 더 높은 47EJ/a에서 76EJ/a으로 본다.

(3) 수력

  여기서는 칼트슈미트와 비제의 이론 잠재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수력의 잠재량은 0.38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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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한다.

(4) 바이오매스

  독일 연방에서는 1991년 총 1.991․10
11
㎡의 농지와 1.033․10

11
㎡의 삼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의 다른 곳에서 바이오매스 성장은 무시해도 될 것이다. 태양 광선의 

0.3%가 바이오매스로 전환된다. 전체면적 3.024․1011㎡에 연간 방사량 1064kWh/(㎡a)를 고

려하게 되면 바이오매스의 이론적인 잠재량은 9.653․10
11
kWh/a=3.47EJ/a이다. 

(5) 지열

  지구 내부와 표면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열류는 0.063W/㎡정도이다. 독일 연방 전 면

적에 이를 적용하게 되면, 지열의 이론적인 잠재량은 0.7EJ/a이며 독일 지표 아래 10km까지

에 축적된 에너지 양은 약 1025J(기준 온도 20°C)이다.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열류로 

이용가능한 지열보다 훨씬 많은 지열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개

념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아래 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반의 이론적인 잠재량이다. 총 이론적인 잠재량은 1400EJ/a 

이상이고, 1997년 독일에서 소비한 총 1차 에너지는 14.49EJ로 이론적 잠재량의 1%에 상응

한다.

표 Ⅱ-6. 이론적 잠재량 

Kalteschmitt
Quaschning 

추정 값

태양에너지 570EJ/년 1368 EJ/년

풍력 27-76 EJ/년 -

수력 0.38   EJ/년 0.38 EJ/년

바이오매스 - 3.27 EJ/년

지열 - 0.7 EJ/년

나. 전력 생산 잠재량(기술적 잠재량)

  이론적인 잠재량 중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재생 

가능에너지를 기술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개별 기술 시스템의 효율로 인한 손실이 일

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풍력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풍력에 함

유된 에너지의 50% 이상을 이용할 수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토 전체

를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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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의 경우 독일 국토 전체의 극히 일부만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이 현

존하는 지붕면적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따라 나있는 여유 면적들이나 이용

되고 있지 않은 농경지도 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태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는 지붕위, 건물 전면, 도로를 따라 나 있는 여유지, 이용되고 있지 않는 유

휴지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지붕 잠재량

  주택 건물, 주택 면적이나 새로이 지어진 건물 수는 연방 통계청에서 자료로 나오는데 건

평이나 지붕 면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바

탕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주거 건물과 비주거 건물을 구분할 수가 있다. 칼

트슈미트와 비제는 1991년 주거 건물에 대한 지붕 면적이 총  2308․106㎡임을 조사한 결과

를 내놓았는데, 이는 평면 지붕 6.6%가 제외된 수치이다. 1991년 신고된 주거 면적이 280

5․106㎡임을 고려하면, 지붕 대 주거 면적 비율은 0.82이다. 구서독 지역에 대해서는 이 비

율이 0.79로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바덴 뷔텐베르그 주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이 수치는 0.72에서 0.82이며, 평면 지붕 비율도 0∼13%로 나타났다. 다음 계산

에서는 지붕 면적 대 주거 면적 비율을 0.8로 하고, 평면 지붕 비율을 7%로 가정한다. 1994

년 신고된 주거 면적은 2932․106㎡이고 전체 주거 건물 지붕 면적은 경사 지붕이 2181․

10
6
㎡로, 평면 지붕이 164․10

6
㎡로 알려졌다. 비주거 건물에서는 평면 지붕 비율이 약 60%

에 이른다. 이들 비주거 건물에 경사 지붕 면적은 약 800․106㎡, 평면 지붕 면적은 1200․

106㎡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태양 에너지 개발로 이용할 수 있는 지붕 면적은 독일의 경우 

점차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건물수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인구수로 보아 건물수도 일정수를 유지하거나 아주 조금 감소

할 추세로 보이며 일인당 주거 면적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계산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데이터들에 근거하고 있다. 건축 과정에서 보여지는 한계, 지붕위 구조물이나 

음 률이 높은 한계로 인해 전체 지붕 면적의 약 40%가 태양 발전 설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0%의 지붕은 다음과 같이 다시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범주 1에는 이들 발전 설비 세우기에 아주 적합한 지붕들이 속한다. 최대 경사 각도가 

60°이상으로, 남향으로 최대 편차가 45°인 지붕들이다. 범주 1에 속하는 지붕은 전체 경사 

지붕의 2%에 해당한다. 적정 방향인 30° 남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평균 경사 손실은 

10%이다. 평면 지붕에서는 설치 위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사 손실은 발생하

지 않는다. 범주 1에서는 오염이나 음 으로 인한 최소 손실이 5% 아래여야만 한다. 이 조

건을 만족하는 지붕은 이 중 50%에 불과하다고 본다. 평면 지붕에서는 세워진 전지판들이 

서로 서로 음 을 드리우는 관계로 전체 지붕 면적의 50%만 이용될 수 있을 분이다. 서로 

음 을 드리워 발생하는 손실이 5%임을 또한 감안해야만 한다. 크바슈닝은 이용 가능한 지

붕이 33%라고 가정하고 있다. 더 높은 이용률은 음  저항성이 높은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

므로써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범주 2에 속하는 지붕이 음  손실이 약 15%에 이르

는 지붕들이다. 평면 지붕의 경우 이 손실은 다시 5%가 높아지게 된다. 범주 2에 속하는 지

붕은 범주 1에 속하지 않는 전체 경사 지붕으로 남향으로부터 편차가 90°에 이르고 최대 경

사각이 60°인 지붕들이다. 이 경사 지붕들은 다른 연구들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도 전기 발전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 평균 경사 손실은 15%이다. 평면 지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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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1에 속하지 않는 지붕이 이에 속한다. 평면 지붕 15%가 범주 1에 속하고 나머지 15%

가 범주 2에 속한다. 경사 지붕에서는 7.5%가 범주 1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22.5%가 범주 

2에 속한다. 이로부터 배양 발전 설비 설치에 적합한  지붕 면적은 총 1303.5․106㎡로 추정

된다.

  수평면에 떨어지는 평균 연간 복사량 1064kWh/(㎡a)과 적정한 방향을 보이는 면적에 떨

어지는 복사량 1200kWh/(㎡a)을 바탕으로 손실을 고려하면, 이들 지붕 면적에 떨어지는 연

간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약 1262TWh/년이다. 이용가능한 지붕 면적 위에서는 태양 전지 설

비와 태양열 설비가 서로 경쟁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콜렉터를 이용하여 공

동으로 지붕을 이용할 수는 있다. 이미 시범 모델도 나와 있지만 이 설비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다. 때문에 여기서는 이 하이브리드 콜렉터가 저온열 획

득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태양 전지 이용이 이 때문에 향받지는 않는다고 

본다. 온수용이나 난방 보조로 순수하게 태양열 집열기 설치에 들어가는 주거 건물 면적이 

200․10
6
㎡ 이라고 보면 된다. 산업체 건물에서는 지붕 면적의 40%가 태양열 설비에 이용될 

것으로 보면된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지붕 면적의 34%는 태양 전지 설비 면적에서 제외된

다. 따라서 태양 전지 설비용 면적은 863.5․106㎡ 에 복사 에너지량은 833.7 TWh/년이다.

(나) 건물 전면 잠재량 

  건물 전면을 이용하는 것은 지붕에 비해 높은 경사 손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태양 전지 설비는 건물 바깥면을 싸는 방식으

로 이용할 수 있는데, 건축자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다. 건물 바닥 면적

과 평균 건물 높이를 통해 전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총 전면 면적은 현재 지붕 면적을 

넘어선다. 다음 계산에서는 전면 면적이 6660․10
6
㎡라고 가정한다. 전면 면적의 25%가 앞

서 지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조물이나 건축상의 제한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본다. 

나머지 면적 중 50%가 창문, 문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3분의 1 면적이 

인근 건물로 인한 음  때문에 역시 이용 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나머지 5%가 기념물 

보호 규정으로 인해 역시 이용 불가능하다. 전면 중 남동이나 남향 면적만 고려에 넣게 된

다. 따라서 나머지 면적 중 75%가 이용 가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나머지 25% 중에

서 절반이 다른 태양 기술 용도, 예를 들어 투명 단열 용도로 남겨두어야 한다. 따라서 전면 

면적 중 약 3%가 태양 전지 설비에 이용될 수 있다. 대부분 설비가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경사 손실은 지붕에 비해 크다. 이들 전면에 복사되는 태양 복사량은 850kWh/(㎡a). 

총 200․10
6
㎡ 전면 면적이 태양 발전에 이용된다. 이용가능한 에너지량은 따라서 153 

TWh/년이다.

(다)교통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기술적 잠재량은 고속도로의 25%, 철도의 7%, 국도의 5%, 기타 도로의 1% 면적에 양옆

으로 태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가정한다. 평균 이용가능한 모듈 높이는 2m이며, 총 가

능 면적은 39,4․10
6
㎡이다. 모듈을 수직으로 설치. 양쪽에 활성 솔라 셀을 설치. 남북으로 

놓인 벽에 총 복사량은 1300kWh/(㎡a), 동서로는 1200kWh/(㎡a), 북동이나 남서 방향으로

는 1250kWh/(㎡a)이다. 평균 복사량은 1250kWh/(㎡a)이고 평균 손실은 15%로, 이로부터 

총 잠재량은 42TWh/년이다. 태양 전지 발전 설비는 소음 방지벽과 연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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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휴지에 설치

  독일 전체 면적의 4.6%로, 휴경지, 녹지가 이에 속한다. 이중 5558․106㎡에서 설치 가능

한 모듈 면적으로부터 추정 가능한 에너지량은 6000TWh/년이다. 시스템 효율을 18%로 보

면, 최대 전력 생산 잠재량은 1080 TWh/년이다. 그러나 대규모 유휴지를 태양 전지 설비에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들을 혼합하여 사용하

는 것이 에너지 수급 변동을 고려할 때 오히려 나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유휴지 큰 

부분을 바이오매스 생산에 이용하는 것이 좋고, 들길 같은 부분은 태양 전지 설치로 남겨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250․106㎡ 정도가 가능 면적이라 할 수 있다. 

(2) 풍력

  태양 전지와 달리 풍력 에너지 잠재량 추정은 어렵다. 풍력 에너지 전환기는 농업용 토지

에 설치될 수 있다. 또한 면적 수요는 태양 전지에 비해 작지만, 소음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1985년 연구에 따르면 3MW 풍력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약 7000에서 

10515곳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곳에 출력 21GW에서 31.5GW, 전력 생산 잠재량 62.9TWh/a

에서 86.9TWh/a에 이르는 풍력 발전 설비가 구축될 수 있다. 여기에 예상되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 840곳에 전력 생산량 9TWh/년이 가세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는 11050곳에 

55GW, 128TWh/a에 해상 풍력량 105TWh/년이라고도 한다. 칼트슈미트와 비제는 1.2 MW 

발전기로 총 출력 87.9GW, 전력 생산 128TWh/년으로 추정하 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설비 가능 용량을 너무 낮게 보았다. 해상 풍력 잠재량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추정치들을 보

여준다. 

(3) 수력

  독일의 경우 수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 90%는 공공 발전소가 담당한다. 여기서 총 전력 

생산은 1996년 유수 발전 및 저장 발전, 자연 유입수를 이용한 펌프 저장 발전으로  

14.8TWh, 펌프수로 하는 펌프 저장 발전으로 4.0TWh 정도이다. 모든 수력 발전소 발전 총

량 21.7TWh 중 17.7TWh가 순수 재생 수력 발전, 즉, 펌프수로 하는 펌프 정장 발전을 제

외한 발전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론적인 총 생산 잠재량 106TWh의 17%에 해당한다. 전

력 생산 잠재량은 서독의 경우 35 TWh/a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입증되지는 않았다. 바그너의 경우 기술 잠재량을 24.8TWh/년. 대개 24 TWh/년으로 보는

데 이는 이론적인 잠재량의 25%를 밑돈다. 

(4) 바이오매스 

(가) 바이오매스 잔존물(폐목 등) 이용

  칼트슈미트와 비제는 잔존, 폐기 바이오매스의 기술적 잠재량을 396.7PJ/a로 보고, 

Prognos 역시 비슷한 규모로 본다. 바이오매스 잔존물에서 획득 가능한 에너지 잠재량은 

300PJ/a로 본다. 열병합 발전에 전기 효율이 30%로 본다면, 전력 생산 잠재량은 25TWh/년

이다. 효율 40%로 보면 33 TWh/년. 2667시간을 풀가동한다면, 전기 설비 출력은 9.4 GW에

서 12.4GW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나) 에너지 식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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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백만 헥타 면적(독일 농경지의 23.5%에 해당)에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고 높은 바이오매

스 수확률을 달성하게 될 경우 기술적인 총 잠재량은 840 PJ/년로 추정된다. 잉여지 2백만 

헥타에 에너지 식물 재배를 할 경우 최종 에너지 잠재량을 396 PJ/년로 보는 이도 있다. 서

독의 경우 229PJ/년로 추정한다. 이들 잉여지를 다시 일반 농작물 재배에 이용할 경우에 이 

수치는 150PJ/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전기 효율 30%에서 40%로 하면, 전기 생산 잠재량

은 12.5TWh/년에서 16.7TWh/년이다. 2666 풀가동 시간으로 치면 4.7GW에서 6.3 GW 출력

이 가능하다고 본다.

표 Ⅱ-7. 바이오매스 기술적 잠재량

에너지원 Kaltschmitt Prognos

임산 자원(목재) 141.7 PJ/년 100..150 PJ/년

에너지 식물 83.8 PJ/년 104 PJ/년

축산 바이오 가스 80.9 PJ/년 81 PJ/년

정화조 및 매립 

바이오가스
53.6 PJ/년 61 PJ/년

퇴비화에 어려운 

폐기물
36.7 PJ/년 46 PJ/년

총계 396.7 PJ/년 392..442 PJ/년

(5) 지열

  지열 에너지란 열의 형태로 지표면 아래에 저장된 에너지를 말한다. 지각 내부에서 온도 

증가는 평균 30K/km이다. 이를 기온 경도라고 하는데, 이 기온 경도는 세계적으로 균일한 

것이 아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이 수치는 낮은데 비해 이태리 지방 같은 구조지질학적으

로 활발한 지역 같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높다. 상위 지표 온도는 1000°C, 지구 내부 온도

는 3000°C에서 5000°C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 지표 열 이용 

  지표 가까운 역, 즉 10∼20m에 이르는 역은 태양 입사, 방사, 강우, 지하수와 땅에서

의 열전도에 의해 온도가 결정된다. 땅의 온도는 사계절에 따라 달라서 독일의 경우 직접적

인 지표면에서 온도차는 0에서 18°C로 변동을 보인다. 이론적인 잠재량은 독일 전국토면적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표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량이 약 360MJ/(㎡a)로 하

면, 이론적인 에너지 잠재량은 독일에 한해서 130EJ/년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지열 존대, 열펌프, 저온 난방 시스템이다. 이로부터 결과되는 기술 잠재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소비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대지들은 이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열 이용을 위해서는 때문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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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직접 면해 있는 평지들만이 이용가능하다. 때문에 독일에서 이용가능한 평지 면적은 

약 전체 면적의 6.2%에 불과히디. 건물 집도가 높은, 예를 들어 도심 구역 같은 곳, 지하

수 보호구역, 거주 도가 낮아 반드시 앞으로 토지 이용계획에 편입되어야 만 하는 지역들

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표에 인접한 지열 이용할 수 있는 평지는 다시 약 60%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부터 독일에서의 기술적 잠재량은 960 PJ/a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1993년도 최

종 에너지 소비를 고려해보면 전체량의 약 10∼12%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런 형태의 지열

은 현재 저온 수요의 아주 미미한 부분만을 충당하는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다. 약 14000에

서 22000 대의 열펌프가 전기 출력 95에서 145 MW를 내고 있을 뿐이다. 유럽 전역에서의 

지열 이용을 보아도 지열의 기술적 엄청난 잠재량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나) 열수를 매개로 지열 이용

  지각으로부터 나오는 열수를 열공급에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열수를 통한 에너지 이용

에서는 열수가 존재하는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지역 재생에 필요로 하는 시간보

다 훨씬 짧기는 하지만 이 열수에 저장된 에너지 역시 재생가능에너지로 간주된다. 열수가 

나오는 지역을 수십년(5십년에서 100년) 이용하고 난 후에는 냉각된 온수를 계속해서 시추

봉을 통해 환수시키고 암석층에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온도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목

격할 수 있다. 열수원의 잠재량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들로는 충분히 큰 수량의 대수층 존재, 

온도 수준, 최대 3000m 깊이이다. 독일에 존재하는 대수층들이 다음과 같은 가정을 만족한

다는 것을 전제로 잠재량을 계산한다. 즉, 시추지역에서 순환량이 75l/h, 시추 지역 면적이 

약 3㎢, 연간 최소 이용이 5000h/a라고 하면, 시추 지역당 지열 출력은 약 3.5MW이다. 남독 

지역의 기술적 잠재량은 약 88EJ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출력으로 따지면 약 100GW에 해당

한다. 10MW 화력 발전으로 보자면 10.000대가 가동되는 셈이다. 실제 이용가능하기 위한 

기반설비, 상응하는 열수요 등을 고려하자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잠재량은 이보다는 

20% 가량 줄어든다. 기술적 잠재량에서 이용 가능한 잠재량은 18EJ로 줄어든다. 

 

(다) 뜨겁고 건조한 암석층의 이용

  4000m에서 7000m에 위치한 지하에 저장된 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곳은 지역에 

상관없이 150-200°C의 일정 온도를 보인다. 실제적으로 무궁무진한 이 열을 이용하는데 있

어 가장 난점은 저장 암석층의 낮은 투과성이다. 저장 암석층은 주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되어 있다. 이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Hot-Dry-Rock-방법(HDR:고온 암체에 직

접 시추한 후 인공적으로 파쇄대를 생성시켜 지열 에너지를 증기 형태로 발전에 이용하는 

기술)으로  미국에서 70년대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 HDR 기술의 이론적인 잠재력은 독

일 전체 면적에 깊이 10000m를 고려하면 약 1025J로 추정된다. 이는 독일 전체 에너지 소

비를 넘는 것이다. 거주 지역이나 지열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하는 제외해야만 한다. 기술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량은 이론 잠재량의 약 50%로 추정된다. 그밖에 깊숙이 시추해

야한다는 것도 기술적 잠재력을 제한하는 요소이다. 여전히 이 기술은 초기 단계이다.

다. 실현 가능한 잠재량

(1) 태양광 발전



- 30 -

  1996년 독일에는 출력 8MWp 의 태양 발전 설비가 97년에는 11MWp가 설치되었다. 또한 

성장률이 37.5%에 이른다. 전세계 연간 태양 전지 모듈 생산은 1997년에 약 100MWp으로 

80년대 말부터 생산량은 해마다 15%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15%씩 성장한다고 하면 전세계

적인 연간 생산량은 2020년까지 2500MWp로 증가한다. 이 증가세로 보면, 2020년까지 전세

계적으로 총 출력 18.4GWp의 모듈이 생산된다. 그중 약 10%를 독일이 차지하게 된다고 보

면, 2020년까지 전체 설치 가능한 출력은 1.8GWp이다. 증가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2050년까지 이 성능은 126GWp로 증가한다. 

(2) 풍력

  1999년 말까지 독일에는 총 7879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출력량은 4444MW이다. 1998년 

풍력 발전기의 출력 증가는 793MW으로 새로 설치된 설비의 평균 출력은 786kW이다. 출력 

증가는 평균 설비 출력 937kW를 기반으로 1999년에 1596MW에 이른다. 2020년까지 생산력

은 10GW/a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생산력 향상은 연간 0.5GW를 유지해야한다

는 가정아래서다. 현재는 1.5MW가 기본이며. 3MW에서 5MW 설비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기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독일에서 풍력 발전 설비는 100GW 출력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소재지 잠재량을 포괄하게 된다. 2020년까지 

육지에서는 풍력 발전 설비는 전체 출력 15GW, 전력 생산 잠재량 24.2TWh/a 와 해상 

역 9.5GW, 전력 생산량 29.9TWh로 제한된다.

(3) 수력

  2050년까지 수력에 의한 전력 생산 잠재량은 24.7TWh/a이고 2020년까지는 20.5TWh/a이

다.

(4)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잔존물을 이용한 전력 생산 잠재량은 2020년까지 20TWh/a, 2050년까지 

33TWh/a로 본다. 에너지 식물 특수 재배로는 2020년까지 5TW/a, 2050년까지 17TWh/a이

다. 2667풀가동을 전제로 바이오매스-잔유물로 인한 전기 설비 출력은 7.5GW에서 12.3GW

이다. 에너지 식물은 1.9GW에서 6.3GW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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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실현 가능 잠재량

생산(1997) 2020년까지 잠재량 2050년까지 잠재량

태양광 0.023 TWh/년 15.5 TWh/년 175 TWh/년

풍력(내룩)

풍력(해상)

2.956 TWh/년 24.2 TWh/년

29.9 TWh/년

85 TWh/년

79 TWh/년

수력 15.793 TWh/년 20.5 TWh/년 25 TWh/년

바이오가스-고형체 0.875 TWh/년 20.0 TWh/년 33 TWh/년

에너지 식물  5.0 TWh/년 17 TWh/년

총계 19.651 TWh/년 115.1 TWh/년 414 TWh/년

그림 Ⅱ-1. 실현 가능한 전력 생산량

크바슈닝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독일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이론적 잠재량과 

기술적 잠재량, 통합 가능 잠재량을 도표화하면 아래표와 같다. 에너지원별로 기술 잠재량과 

통합 가능 잠재량을 비교해보면, 수력의 경우 기술적 잠재량의 80%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태양광의 경우 겨우 1.2%만이 실제 기술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결과적으로 앞에서도 언급하 듯이 이 분야는 앞으로 기술 개발이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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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독일 재생 가능 에너지 잠재량

에너지원 이론적 잠재량
전력 생산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실현 가능 잠재량

(통합가능잠재량)

: 2020년까지

비고

태양 3.8×105

   지붕      833.7

   건물 전면 153

   도로       42

   유휴지     48.5

   총       1077.2 

        15.5
단위 

TWh/년

풍력 83.3×102

   육상       86.9

   해상      105

   총        191.9

   육상    24.2

   해상    29.9

수력 1.06×102            24         20.5

바이오매스 9.65×102

   폐목       25

   유채등     12.5

   총         37.5 

   폐목    20.0

   유채등   5.0

지열 3.5×104           350

총계 4244.01×102          168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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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 국가별 잠재량 연구 사례 

1. 독일 Hegau/Bodensee 지역에서 내놓은 잠재량 측정의 예

가. 태양광 발전

주택 건물:

◆모든 주택 건물은 경사각 30도에서 50도의 경사 지붕이나 평면 지붕.

◆주택 건물의 평균 지붕 면적

가구수 1인 주택: 116 ㎡

가구수 2인 주택: 143 ㎡

가구수 3 혹은 그 이상인 주택: 220 ㎡

◆이런 형태의 주택 수

가구수 1인 주택: 26342

가구수 2인 주택: 11330

가구수 3 혹은 그 이상인 주택: 11430

◆경사 지붕을 지닌 주택 건물대 평면 지붕의 비율

가구수 1인 주택  95% / 5%

가구수 2인 주택  98%  /2%

가구수 3 혹은 그 이상인 주택  92% /8%

◆경사 지분을 한 주택 건물의 방향은 대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경사 지붕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분이 70도(적확한 남향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35도)로 적합하 고, 이는 

전체 경사 면적의 20% 다. 

◆원리적으로 보아 적합한 면적 중에서 굴뚝, 지붕창, 배기구나 기타 장애물 혹은 그림자 때

문에 약 5분의 1을 제외시켜야만 한다.

◆평면 지분에는 집열기나 모듈을 대를 세워 일렬로 나란히 배열해야만하고, 그것도 이 모

듈들이 태양에 적합한 경사를 갖도록 배치되어야만 한다. 이들 일렬 배치들이 태양의 위치

에 따라 서로 그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붕 면적의 약 3분의 1에 모듈을 설치할 때에

나 적절하게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사 지붕과 유사하게 평면 지붕 유효 면적에서 5분의 1이 역시 총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주택 건물

◆전체 비주택 건물은 4 범주로 나뉜다: 소형, 중형, 대형 건물 및 공장 건물

◆소형 건물의 경우는 지붕 경사, 건물 방향, 장애물 등의 요소와 관련하여 주택 건물과 동

일한 가정(평면 지붕대 경사 지붕의 비율 등)이 적용된다.

◆다른 범주들에 대해서는 평면 지붕이라고 가정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평면 지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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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과 동일한 전제를 갖고 있다고 본다.

◆평균 지붕 면적은 아래와 같다

소형 비주택 건물         225㎡

중형                     640㎡

대형                    1280㎡

공장 건물               6000㎡

앞으로 모든 적합한 지붕 면적을 에너지 생산과 연관시켜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잠

재량은 다음과 같다.

1가구 주택 건물:  505, 204㎡

2가구          :  262, 685 ㎡

3가구 및 그 이상: 423, 793 ㎡

전체            1,191, 682 ㎡

소형 비주택 건물: 388, 250 ㎡

중형            : 219, 851 ㎡

대형            : 214, 724 ㎡

공장 건물       : 541, 860 ㎡

전체            1, 364 ,685 ㎡

전체 건물       2,556,368 ㎡

이들 면적 절반을 태양 집열기로, 절반을 태양광 발전으로 이용한다면 한해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량은 135GWh이다. 이것은 건물 전면을 이용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모든 건

물을 다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 잠재량이 아니라 중간 잠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의 가능한 평면은 지붕이 덮히지 않은 슈퍼마켓, 기차역, 경기장, 놀이 시설 앞에 설치

된 주차장, 혹은 주차 건물 형태로 있는 지붕 있는 주차장, 사유 주차지나 차고도 태양광 발

전에 이용할 수 있는 평면이다. 여기에 설치된 테양광 설비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늘을 제공하므로 냉각 기능도 함께 지닌다. 콘스탄츠 지역에 이런 평면이 얼마나 되는지는 

신고한 차량 대수에 이들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평균 면적을 곱하는 식으로 산출하 다. 즉, 

총 자가용수 139, 095×10㎡ = 1,390,950 ㎡. 주차지 다섯 곳마다 한 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

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곳에서 나오는 태양광 발전량은 연간 3천만kWh이다.

소음벽에 태양광 발전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유휴지 이용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

기 위한 에너지 식물 재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유휴지 모두를 태양광 발전 잠재량

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나. 태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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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능한 집열기 형태는 평면 집열기이다. 태양 에너지를 열로 이용하는데서 발생하는 

한가지 문제는 여름과 같은 경우 공급량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고, 겨울에는 그 반

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축열기 사용이 필수적이

다. 건물에 설치된 물저장기나 잠열 저장기 혹은 지열 저장기 이용이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

과 비슷하게 가능 면적의 50%를 태양열 설비에 가용할 수 있다면 약 1250만㎡에 설치가 가

능하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열 에너지량은 연간 500GWh이다.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건물 

전면에 태양 집열기를 통합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며 태양 고도가 낮은 겨울에 이 설비의 효

율성은 높아져서 저열 난방과도 통합 이용이 가능하다.

다. 수력

  콘스탄츠 지역의 대표적인 유수는 Radolfzeller Aach(유량 8㎥/s), Rielasingen(유량 9㎥/s) 

등이다. 라인포텐셜 계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일량을 추정할수 있다. 40%까지 수력 발

전 설비가 갖추어 진다고 가정하면, 기술적인 잠재량은 연간 35000MWh로 35GWh이다. 포

함되지 않은 지류 등 소량의 수역에서 추가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잠재량은 최고 10GWh.

이다. 조사 대상 지역에서 이용하는 모든 수력 발전은 성능이 1000kW 이하로 소형 수력 발

전이다. 

표 Ⅱ-10. 소형 수력발전

강

특수 라인 

포텐셜 

kW/km

구간 km
라인 포텐셜

kW

강의 라인 

포텐셜 kW

연간 일량 

MWh

Stockacher 

Aach

25

75

18.5

5.9

462.5

442.5
905.0 7927.8

Krebsbach 25 15.3 382.5 382.5 3350.7

Saubach 75 19.4 1455.0 1455.0 12745.8

Radolfzeller 

Aach

200

400

16.2

8.6

3240.0

3440.0
6680.0 58516.8

Biber 25 11.2 280.0 280.0 2452.8

전체 9895.0 86680.2

라. 풍력

  독일 기상청의 디지털 대지 모델과 바람지대(Windfield) 데이터를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

이션한 결과 이로부터 가능한 풍력 발전 소재지를 얻었다. 지역 기상대로부터 바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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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얻었으며 대기 기류에 대한 특수 계산 프로그램을 써서 지역 조건을 감안, 50000 

군데의 바람 데이터를 얻어내었다. 원칙적으로 이용 가능한 잠재량을 현실적으로 추정해내

는 일은 풍력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에 향을 받게 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법과 현재 기술력으로 제한을 받는 풍력  생산가로 인해 평균 풍속은 적어도 5m/s(로터 중

심축 높이에서)여야만 경제적으로 가동시킬 만하다. 에너지로 이용가능한 속도는 물론 4 혹

은 그 이하도 가능하다. 풍력 잠재량 측정에서는 법적인 규정들이 더 이상 풍력 이용에 유

리하게 작용하지 않지만,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풍력 발전 설비가 특히 내륙 지방에서는 

가격상 유리하게 되고, 지금까지 불리했던 지역도 풍력 발전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보

았다. 풍속은 최소 5.5m/s(로터 중심축 높이에서)으로 가정하 다. 해발 100m 높이에서 평

균 연간 풍속이 5.5m/s이 되는 전체 면적은 이 지역에서 28㎢로 산출된다. 도로나 보호 구

역 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2800ha 면적에 이를 것으로 최대 77m 직경에 중심축 높이 

100m의 풍력 발전기를 200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전력 생산 잠재량은 약 

586GWh이다. 실제로는 이 면적을 최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1대의 경

제성(이론적으로 3대의 풍력 발전기로 연간 2500MWh가 원리적으로 가능한 곳이면, 연간 

전력 생산이 3000 내지 4000MWh에 이르는 발전기 1대를 설치한다는 논리)을 최대한 높이

는 방향으로 설치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가용 가능한 면적에서 도로나 주택 단지, 보호 구

역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유실 면적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를 고

려하면 실제로 이용가능한 면적은 약 8000ha이다. 따라서 약 40기 설치가 가능하고 연간 생

산량은 140GWh이다.  

마. 바이오매스

(1) 나무

  나무를 팰 때 나오는 조각, 등 폐목을 이용한 난방 발전 설비가 전체 건물 난방용으로 설

치되기도 하고, 100kW 정도 열 이용에는 펠렛 난로가 이용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에는 

12000 펠렛 난방이 설치되고 있다. 나무 펠렛은 직경이 5-10 ㎜고 길이는 약 10/30 ㎜이다. 

이 펠렛은 접착제 없이 톱밥 등의 건조 폐목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강하게 압착을 시켜 만들

기 때문에 무게는 일반 나무보다 무겁고, 열량은 약 5kWh/kg에 이른다 (2kg의 펠렛은 1리

터의 난방유 열량에 해당). 난방 설비의 자동화도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다. 벌목 과정에서 

나오는 잘게 쪼개어진 폐목들은 약 3-6㎝이다. 펠렛과 달리 이 폐목은 수분 함량이 높아 열

량이 낮다. 

에너지로 이용가능한 나무들은 다음과 같다. 

1)자연 경관용 나무 : 공사유지에 심어 놓은 나무들, 관목, 덤불 등에서 배출되는 나무들. 도

로변이나 수역 인근, 묘지, 공공 녹지에서 나오는 폐목들, 과수원이나 포도밭 등 농경지에서 

나오는 폐목이 이에 속한다.

2)제재소, 공장 폐목 : 제재소, 목공소, 가구 제작소 등에서 나오는 폐목.

3)나무 포장지, 과일 상자, 가구 등의 폐목

4)간벌(間伐) 등으로 나오는 나무

콘스탄츠에서 나오는 나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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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423 tatro  (완전 건조 나무 톤)

2)   3,120 tatro  

3)   4,160 tatro  

4)   활엽수 18,450 Fm(Festmeter:목재 실질 입방 미터)

     침엽수 14,250 Fm

에너지량

1)   5 MWh/tatro  

2)   5.55 MWh/tatro  

3)   5.55 MWh/tatro  

4)   활엽수  2.87 MWh/Fm

     침엽수  2.21 MWh/Fm

1차 에너지함량

1)             62.115.000 kWh

2)             17,333,300 kWh

3)             23,111,100 kWh

4)  활엽수     52,951,500 kWh

    침엽수     31,492,500 kWh

1차 에너지 총 량               187,003,400 kWh

효율을 고려한 최종 에너지량    185,130,000 kWh

이에 상응하는 난방 오일량은 1천 8백만 리터이며, 자연 경관용 나무나 간벌로 나오는 나무

들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데에는 조각 나무 소각 기술이 적합한데, 이 설비의 효율은 근거리 

열 난방 시스템에서는 약 75%에 달한다. 기타 톱밥 등 공장 폐목들이나 중고 폐목들은 펠

렛으로 만들어 쓸 수 있다. 이 폐목들의 습기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는 이들 역시 앞의 소각 기술에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보면 최종 에너지 중에

서 설비를 이용해 이용할 수 있는 잠재량은 138,875,500 kWh/년이다. 

(2)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설비는 부패물질을 모으고, 잘게 부수고, 혼합하는 부분으로 부패가 일어나는 

가스가 새지 않도록 폐쇄된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를 덥히고 열이 새지 않도록 하는 방

열장치 부분이 있고, 나오는 가스를 뽑아내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축 

사육장에서 나오는 분뇨들이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부패시키고자 하면, 경제적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 한계값이 큰 가축 단위로(GVE) 70에 해당

한다. 콘스탄츠에는 70GVE가 넘는 가축 사육 업소가 140여개이다. 이들은 총 15,100GVE. 

녹지 중 건초가 1400헥타아르를 차지한다. 이로부터 1400 × 0.40 = 5,600t 건조 질량이다. 점

화 방사 구간 발전(Zündstrahl-Blockheizjraftwerken)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면, 전력 효

율은 30%, 열효율은 36%로 가정할 수 있다. 나머지는 폐열로 혹은 부패 과정에 들어가는 

공정열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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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 26,288,000 kWh/년

                     열 이용:  31,183,000 kWh/년

.  

(3) 에너지 작물

  유채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량은 현재 약 1 헥타아르 당 1. 2t 정도이다. 모델 계산에 따

르면 디젤 소비의 최대 30%를 이런 식물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수확량

평지    약 4, 320 t

해바라기   112 t

해바라기는 유채에 비해서 추출되는 기름량은 많지만, 열량이 높지 않아서 전체 기름 종자 

수확에서 해바라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 %로 가정하 다. 이 수확량에서 약 35%가 기

름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그 양은 1.551톤이다. 여기서 얻은 기름은 디젤 모터나 구간 발전

에 이용된다고 가정하고, 이들 효율이 비슷하다고 가정한다. 평자에서 얻은 기름의 에너지 

함량은 약 36,500 MJ/t,디젤 기름의 에너지 함량은 약 42,000 MJ/t이므로 1,551 t의 평자 기

름이 약 1,348 t의 디젤을 대체할 수가 있다. 이들 기름에 담긴 에너지 총량은 약 15,5 GWh

이다. 

(4) 기타 바이오매스의 이용

◆유기 쓰레기 : 약 30,000t/년으로, 여기서 추출될 수 있는 바이오가스 량은 약 1800만 

kWh이다. 이중 에너지 손실이나 공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제외하면, 약 550만kWh의 전력 

에너지와 약 700만kWh의 열 에너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유기 쓰레기를 바이오가

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가 없어서 현실적인 잠재량은 아니다.

◆사유지나 자치단체 소유의 대지에 속하는 녹지 쓰레기 : 사유지에서 나오는 잔디 쓰레기

는 연간 12000t이다. 자치구에서 나오는 이들 쓰레기는 덤불이나 나뭇잎 등과 섞이는데 약 

3000 t이다.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이들이 낼 수 있는 에너지량은 900만kWh이다. 이중 손실

을 제외하면 약 260만kWh의 전력과 350만kWh의 열에너지이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 음식점 및 주스나 와인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이다. 과일 찌꺼기 10000t에 와인 쓰레기 200t, 음식물 쓰레기 1000-2000t이 콘스탄츠에서 

발생하는 양이다.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면 에너지가 600만kWh에 해당하며, 손실을 제외하면, 

200kWh전력과 250만kWh 열이 나올 수 있다.

◆휴경지를 에너지 식물 재배로 이용하는 것이다 : 휴경지는 약 2000헥타아르이다.. 예를 들

어 평지를 심게 되면, 2000 헥타아르당 240만 리터 수확을 거둔다.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량은 6500만 kWh이다.

◆순수 잔디 발효 : 금방 잘라낸 잔디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신 기술로는 이 잔디의 

세포벽을 분리해내고 섬유와 단백질을 따로 분리하고 나머지로 가스 발효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갼 20000t의 잔디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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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 : 연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물질이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짚을 연료로 하는 9대의 발전

기가 설비되어 100MW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콘스탄츠에서는 짚을 이용하여 연간 

80TJ/년, 약 22GWh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현재로서는 짚이 다른 

용도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짚을 이렇게 소각을 통한 에너지로 이용하는 일은 좀더 기다

려야 할 것이다.

(5) 지열

◆지표열 이용 : 지표열 이용은 열 수요가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만이 의미를 갖기 때문에 

면적 당 에너지 도는 주거 지역에서만이 이용이 가능하다. 각 소재지에서 지하 에너지를 

얼마나 채취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즉, 암석/지층의 열전

도성, 지하수 연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개 평균치로 50W/m이다. 지표열 이용 잠재량 추

정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워진다. 즉, 해당 건물에서 지표열을 이용하고

자 하면 지열 존대 길이는 얼마나 많은 열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소재지에 특수한 파

라미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대의 존재보다는 가능한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한 대의 존재를 이용한다. 여기서 기술 잠재량을 측정하려면, 이들 존대 길이가 알려져

야지만 하지만, 각 건물마다 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잠재량은 공급 측면에서보다는 수요 측면에 한해서 추정되었다. 전체 이론적인 잠재량에서 

지표에 가까운 암석층을 빼면 콘스탄츠의 경우 그 잠재량은 1000GWh라는 엄청난 양이 나

온다. 가능한 실제적인 잠재량에 가까이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한다. 스위스에서

는 불과 몇 년 사이에 20,000이 넘는 지열 존대들이 설치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지표열 잠재량이 실제 에너지 공급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민 수로 

환산하면, 콘스탄츠의 경우 정확히 1000개의 지열 존대가 설치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100m 길이에 추출 성능 50W/m에 2000 시간 정격 가동이라고 하면, 잠재량은 한해 1000만 

kWh에 달한다.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콘스탄츠에는 50000 주택 건물이 있다. 지열 존대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경우는 열량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에 한해서만 의미가 있으므

로, 10곳의 건물 중 한 곳에 이들 지표열 이용 시스템을 설치하게 된다.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건물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존대가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약 6000개의 존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잠재량은 6000만kWh가 된다. 가까운 시일내에 에

너지 공급망으로 통합될 수 있는 잠재량은 약 30GWh로 볼 수 있다. 

◆열수를 이용한 지열 이용 : 이에 대한 잠재량 측정은 연구마다 아주 다르게 나타나서, 예

를 들어 Hegau 지역에 속하는 Molassebecken에 대한 기술적인 수요 잠재량은 88.000PJ로 

산출하 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지역에 대해 101PJ로 추정되었다. 현실적인 잠재량 

추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기술적으로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므로 열수를 이용한 지열 이용의 가능

성은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제한적인 요소로부터 결정된다.

-100°C 이하의 열 이용에서 기술적인 공급 잠재력은 주어진 수요를 능가하고 있다.

-열수로 지열을 이용하는 설비는 종래 난방 설비보다 비싸다. 하지만, 저온 난방은 화석 연

료보다 비용이 덜 든다.

-경제적으로 통합 가능한 잠재량은 열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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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여 더블 시추와 최소 열 성능 20-50MW를 전제로 하면, 콘스탄츠 지역에서 이

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80,000에서 400,000MWh로 추정된다. 

◆고심도 지중 지열 이용, Hot-Dry-Rock 방법 : (고온 암체에 직접 시추한 후 인공적으로 

파쇄대를 생성시켜 지열 에너지를 증기 형태로 발전에 이용하는 기술) Hot-Dry-Rock 방법

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곳곳에 퍼져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제 이용가능한 

곳은 주민이 약 10,000 이상인 곳에 불과하다. 이들 가능 지역 면적을 다지면 약 50㎢이다. 

연간 최소 200,000MWh 전력 생산에 600,000 열 에너지 획득이 가능하다.

지열 이용의 가능성을 보자면 공급 측면에서 열량은 수요를 훨씬 넘는 양이 생산될 수 있

다. 그렇지만 이 열은 실제로 에너지 시스템에는 적은 양만이 통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열의 기술적 잠재량을 보자면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수급은 이들 지열을 이용

할 때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곧, 이들 지열 이용 개발에 정책적인 중심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 Ⅱ-11. 지열 잠재량

지표 열수 Hot-Dry-Rock

이용 목적
열

열 저장
열 전력과 열

기술

지열 존대

열펌프

에너지 기둥

심도 시추

열 전달 장치

열 펌프

심도 시추

열 전달 장치

터빈

지질학적 

전제

지표 가까운 곳에 위치, 

물 도관 존재
다공질 삼투성 지층

결정 원성암층이나 

틈새가 있고 구멍이 

있는 수성암

깊이 
낮은 깊이

(10-100미터)

중간깊이

(200-100미터)

고심도

(4000-6000미터)

온도 범위
낮은 온도

(10-25°C)

중간 온도

(30- 80°C)

높은 온도

(100-200°C)

이용가능성 거의 소재지에 상관없음
적합한 소재지

수요 측면에서

소재지에 상관없음

수요 측면에서

잠재량 30 GWh  200GWh
600GWh

(200GWh 전력으로) 

2. 일본의 기술 잠재량 분석

  1993년, 1995년, 1998년 NEDO 성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진 기술 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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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구한 잠재량은 물리적, 사회적인 제약을 고려한 통

합 가능 잠재량으로 보여진다.

가. 태양광 발전 잠재량

  개인 주택용 단독 주태에서는 건설 면적 75㎡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4kW/건물의 발전 판

넬을 일사 시간 5시간 이상 100%로 가정한다. 기타 도입 대상은 개인 주택용 집합 주택 

(14kW/건물), 민생용 조명기구 즉, 문등(0.01kW/개), 민생 업무용(사무실 건물, 자동 판매기, 

교외 레스토랑, 호텔, 실내 수 장, 할인점 등에서 1∼70kW/시설), 농림 수산․축산(비닐 하

우스 등에서 0.1∼4kW/시설) 공공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병원, 도

서관 등에서 1∼1,300kW/시설), 도로 관계 시설(도로조명, 철도 역사 등에 0.1∼30kW/시설), 

유휴지․공지(0.01kW/㎡), 제조업의 사업소(0.4kW/㎡)이다. 일사 시간은 1000시간/년으로 가

정하 다.

나. 풍력 발전 잠재량

(1) 육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풍차의 규모는 발전 규모 500kW, 로터 직경(D) 40m, 하브의 높이 40md이다. 풍차의 점

유 면적은 10D×3D (48,000㎡/기), 건설 가능 면적은 약 3.600㎢(연평균 풍속 5m/s이고 표고 

500m 이상의 토지로서 밭, 과수원, 식목원, 삼림, 황무지, 해변 등)으로 가정하 으며 이용률

은 20 %이다.

(2) 해상의 풍력 발전에 대해서 

  풍차의 규모는 발전 규모 500kW, 로터 직경(D) 40m, 하브의 높이 40m이다, 풍차의 점유 

면적은 10D×3D(48,000㎡/기), 건설 가능 면적은 약 6.560㎢(해안선 깊이 1km, 해안 길이 약 

8,200km)로 가정하 고, 이용률은 20%, 약 13만기로 계산하 다. 

제5절. 맺는말

  독일 잠재량 분석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잠재량 분석은 사용 가능한 기술에 

바탕하여, 개별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생 가

능 에너지 이용에 쓰일 수 있는 자세한 기술 자료에 입각하여 이들 기술 설비의 효율성들이 

고려되고 있고, 앞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들에 대한 고찰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가능한 기술들을 고려한 잠재량 분석은 Hegau에서처럼 현재는 쓰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가용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잠재량 산출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들 보고서들이 보여주는 것은 개별 에너지원마다 상세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Hegau 지역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바이오매스의 경우, 바이오매스 종류별 분

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열에 대해서도 개별 잠재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들 잠재량 분석은 앞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장기간 동안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항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조사 지역에서 어떤 에너지원과 어떤 가용 기술에 어떤 가치

를 둘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기술적인 잠재량 분석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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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를 돕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제3장.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추정

 

제1절. 기존 잠재량 추정 사례  

  국내에선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추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가 수행된 

적이 없다. 각 연구기관이나 연구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자원량에 대한 추

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양에너지나 풍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원량 조사가 활발한 편이

다. 재생가능에너지 자원량과 관련한 자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정감사 자료용으로 잠

정 추계한 아래표가 거의 유일한 것이다.   

표 Ⅲ-1. 재생가능에너지 자원량 (단위 : toe/년)

구분 
확인 잠재량

(자원 잠재량) 

가용 자원량 

(이용 가능량)
 비고

태양에너지 972,423,000 97,242,300

 각주 6) 

[그림 Ⅲ-1] 태양열

 자원분포도

태양전지 5,860,000 2,930,000

 각주 7) 

참고) 

확인잠재용량:

 19,182(MW)

바이오매스 11,280,000 2,316,000   각주 8)

풍력 165,000,000 8,000,000
  [그림 Ⅲ-2]풍력

  자원분포도 

소수력 574,000 224,000   각주 9)

합계 1,155,137,000 110,712,000

  확인잠재량 대비

  가용자원율은 약   

   9.6%에 해당

 (자료 : 에너지기술연구원 대체에너지 연구부 잠정 추계)

6) 연평균 1일 수평면 전일사량 3,079kcal/m2.day (31,470 toe/㎢.year) 확인자원량은 남한의 可住面積 

30,900㎢ 고려, 가용량은 10%, 

7) 가용량은 50% 보급시

8) 임산, 농업부산물, 유기성 폐기물 (음식쓰레기, 슬러지, 축산 슬러지) 포함, 

9) 일반하천, 하수처리장, 정수장, 농업용저수지, 농업용보, 다목적댐의 용수로 등에 분포

*태양전지, 풍력, 소수력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변환계수 사용 : 1 toe = 4 4.3MWh. 이 경우 전력변

환 효율, 혹은 사용효율을 고려치 않은 순수 자연에너지 자원량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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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전국연평균 1일 수평면 전일사량 자원분포도(kcal/m
2
.day), 연평균('82∼'99년) 

(자료 : 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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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우리나라 풍력자원 분포도(등 풍속)

 (자료 :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인 잠재량은 11억6천만toe이며 가용자원량은 약 

9.5%에 해당하는 1억1천만toe에 이른다. 재생가능에너지 자원량의 대부분은 태양에너지이며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치는 한국의 2000년도 총에너

지 수요가 약 1억9천만toe임을 감안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생가능에

너지만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의 50% 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은 

면 한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원 실측이 가장 많이 된 풍력분야에서도 연근해에서 가능한 해양풍력자원은 빠

져 있다. 풍력전문가들에 따르면 연근해 풍력자원량은 육지 가용 잠재량보다 훨씬 많을 것으

로 추정된다. 해양풍력발전이 가능한 연근해 풍력자원을 외국에서 활발히 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조력과 지열은 빠져 있으며 바이오매스 자료도 매우 낡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태양에너

지, 태양전지의 가용 자원량 추정시 사용한 가용량 10%, 50%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하다. 각 

자원별로 국내 자원량의 현황을 분석하고 잠재량을 자세히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절.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추정  

  에너지대안센터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 해양연구원 등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발간된 자

료와 자문을 토대로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을 추정하 다. 

1.  국내 태양에너지 자원 현황

가.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 잠재량 추정 근거

 

(1) 건물

  2000년 현재, 태양광 발전(PV) 시스템 설치가 가능한 총 건물면적은 3,195,878,200 m 2  

정도가 된다. 여기에 건물의 위치, 방향,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하여 총 면적이 10% 

정도가 실제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라고 가정하면, 31,958,782kW(약 32,000MW)의 PV 시스

템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PV 시스템을 건물 전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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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PVC 설치가능 총건물면적과 보급가능전력량

건축물총면적( m 2)

(PV 설치가능면적)
보급가능전력량 (kW)

 주거용 2,169,637,400 21,696,374

주거용(단독) 1,641,279,300 16,412,793

주거용(공동) 528,358,100 5,283,581

 상업용 496,920,750 4,969,208

 농수산용 98,445,850 984,459

 광공업용 167,178,500 1,671,785

 공공용 27,626,900 276,269

 문교사회용 138,952,150 1,389,522

 기타 97,116,650 971,167

 계 3,195,878,200 31,958,782

            (출처 : 통계청)

(2) 유지(저수지)

  국내 댐은 그 목적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진흥청 등이 관리하고 있

다. 다목적 댐은 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운 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기설 또는 건설

된 다목적 댐으로, 한강 유역에는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낙동강 유역에는 안동댐, 합천

댐, 임하댐, 남강댐, 양댐 금강유역에는 대청댐, 용담댐, 섬진강 유역에는 섬진강댐, 주암

댐, 부암댐과 탐진댐 등이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운 하고 있는 발전용 댐은 한강 유

역의 한천댐, 의암댐, 청평댐, 춘천댐 등이 있다. 또한 생공용수전용댐으로 약 15개의 댐이 

있고, 농업용수댐으로 약 4개의 댐이 건설되어 있다. 이 댐들의 수면에 PV 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PV 시스템 설치에 수반되는 여러 조건들을 고려한 결과 건물에 적용한 것

과 마찬가지로 그 면적의 10%가 실제 PV 시스템 설치 가능 면적이라고 가능하 을 경우 

약 1,595MW의 PV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유지 면적까지 

포함시킬 경우, 그 잠재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3. 댐 종류별 PVC 설치 가능면적과 보급가능량 

구   분 면   적 보 급 가 능 량 (kW)

다목적댐 89,831,221 898,312

발전전용댐 39,144,141 391,441

생공용수전용댐 9,150,591 91,506

농업용수댐 7,204,509 72,045

하구둑 14,171,912 141,719

계 159,502,375 1,595,024

(출처 : 한국대댐회 홈페이지(www.kncold.or.kr)

(3) 기타 

 (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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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현재, 고속도로, 국도 및 각 시․군도 등을 포함하는 국내 도로의 총 길이는 대략 

91,000km가 된다. 이 중에서 향후 조명이나 비상용 간이 통신시설에 필요한 도로의 비율이 

10%이고 왕복 차선에 평균 50m 간격 (조명을 위한 저압 배전선 인입거리가 약 500m 이상

일 경우 계통전력보다 태양광발전이 경제적임)으로 100Wp정도의 태양전지를 설치한다 가정

하면, 다음과 같은 잠재량을 산출할 수 있다.

91,000,000 × 1/10 × 1/50 ×2 × 100 = 36,400,000W ≒ 36MW 

또한 소음과 시야 차단을 위해 도로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도 PV 시스템의 설치

가 가능한데, 이것은 소음이 큰 철로 변에도 가능하므로 2001년 현재 총 길이가 3,125km(철

도청자료)로 조사된 청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 을 경우, PV 시스템의 잠재량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그 외 

  독립 가옥용 전원, 산간 대피소, 원격 계측 정원 등의 자연 발생적 수요가 매년 500kW 

정도 있다고 하면 20년간 10MW 정도의 잠재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런 종류의 수요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 환경이 달라지면 휠씬 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 추정

 

  위의 자료를 근거로 현재 국내에 보급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총잠재량은 약 

33,600MW로 추정되며, 설치 가능분야별 구체적인 산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4. 각 분야별 보급가능 전력량 

구      분 보급가능전력량

건    물

주거용 21,696 MW

상업용 4,696 MW

농수산용 985 MW

광공업용 1672 MW

공공용 276 MW

문교사회용 1,390 MW

기타 971 MW

소계 31, 959 MW

유지(저수지)

다목적댐 898 MW

발전용댐 391 MW

생공용수전용댐 92 MW

농업용수댐 72 MW

기타 141 MW

소계 1,595 MW

기   타

도로 36 MW

기타 10 MW

소계 46 MW

총     계 33,600 MW

(출처 : 유권종, 2003,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 잠재량, 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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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스템 이용율을 13.15%10) 로 잡았을 때 33,600MW는 38TWh에 이르며 84만toe에 해

당한다.11)

2.  국내 풍력자원 현황

가. 국내 잠재 풍력 자원량 추정 

 

(1) 국내 잠재 풍력 자원량 추정 근거

  기존 국내 잠재 풍력자원에 대한 평가는 내륙에 한정하여 국내 평균 풍력 에너지 도 

100W/ m 2를 기준으로 연간 잠재 풍력자원을 660TWh(165백만toe)로 추정하 으나, 최근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미국 NREL에서 수행한 중국 남동부 지역에 대한 잠재 풍력자원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유사한 가정과 조건하에 재평가하 다. 중국 남동부 지역을 비교 대상

으로 한 이유는 이 지역의 풍력자원 여건이 한반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국내 잠재 풍력자

원의 추정에서 풍력 에너지 도에 대한 평가는 NREL이 중국 남동부 지역에 적용한 것보다 

적게 추정하 으나, 적용하고자 하는 풍차규모의 증대로 풍력발전 설비 용량의 도는 보다 

크게 되어(NREL 6.93에 비하여 국내 내륙은 8.93MW/㎢, 연안 11.81MW/㎢), 풍력자원 평가 

대상지역의 연간 풍력발전 도는 중국 남동부 지역보다 양호하다.

표 Ⅲ-5. 잠재 풍력자원 평가 요소 비교

지역

풍력자원

양호면적

[㎢]

자원양호

면적 비율

[%]

평균 

용량률
12)

[%]

잠재설비

용량

[MW]

설비용량

 밀도

[MW

/㎢]

연간풍력

발전량

[TWh/a]

연간

풍력발전

밀도

[MWh

/㎢.a]

중국

남동부 

내륙지역

7,447 23.3 25.2 51,600 6.9 113.9 15.3

한

국

내륙지역 8,446 9.8 23.3 75,596 8.9 154.59 18.3

연안지역 29,584 52.8 29.0 349,269 11.8 887.56 30.0

제주지역 872 32.4 31.3 9,708 11.1 26.57 30.5

통    합 38,922 26.9 28.1 434,573 11.2 1,068.73 27.5

(출처 : 김은일, 2003, 국내 풍력자원 추정 및 향후 과제, 에너지기술연구원)

(2) 국내 잠재 풍력 자원량 추정 

  위의 조건을 바탕으로 국내 내륙 및 연안 지역 잠재 풍력자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10) 출처 : 한국전력연구원

11) 기존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잠재량 추정자료(표 Ⅲ-1)와 본 보고서에 인용된 에너지기술연구원 통계

자료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변환계수(1toe=4MWh)가 사용되었으나 에너지대안센터는 발전효율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BP의 변환계수(1toe=4.5MWh)를 사용한다.

12) 풍차 정격용량에 대한 실제 발전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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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남한 내륙 및 연안 지역 잠재 풍력자원 추정

지역
면적

[㎢]

용량밀도

[MW

/㎢]

자원양호

면적 

[%]

설비용량

[MW]

      

평균 

용량률

[%]

연간 

발전량

[TWh]

석유환산

[Toe]

(1toe=4.0MWh)

내륙지역

평지 56,056 8,929 5.0 25,026 20 43.85 1,961,476

태백산지 23,137 8,929 20.0 41,318 25 90.49 22,621,635

지리산지 5,049 8,929 15.0 6,762 25 14.81 3,702,402

밀양산지 1,859 8,929 15.0 2,490 25 5.45 1,363,194

소계 86,101 9.8 75,596 23.3 154.59 38,648,707

연안지역

서해 35,790 11,806 60.0 253,522 28 621.84 155,459,717

동해 3,237 11,806 40.0 15,286 30 40.17 10,043,171

남해 17,038 11,806 40.0 80,460 32 225.55 56,386,544

소계 56,065 52.8 349,269 29.0 887.56 221,889,432

제주지역

한라산지 1,020 8,929 20.0 1,822 28 4.47 11,16,954

제주산지 1,670 11,806 40.0 7,886 32 22.11 5,5267,95

소계 2,690 32.4 9,708 31.3 26.57 6,643,748

총계 144,856 26.9 434,573 28.1 106,873 267,181,887

 (출처 : 김은일, 2003, 국내 풍력자원 추정 및 향후 과제, 에너지기술연구원)

나. 국내 가용 풍력자원 추정

(1) 국내 가용 풍력자원 추정 근거

  가용 풍력자원의 추정은 잠재 풍력자원이 충분할 경우 <표 Ⅲ-7>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

이 풍력발전 분담 목표나 한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2020년 총 전력수요 463.6TWh의 풍력발

전 분담한계는 20%로서, 이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연간 풍력발전은 92.7TWh이며 2천 3백만

toe에 해당하는 양이다. 풍력발전 분담한계 20%에 소요되는 해상 풍력단지 면적은 3,201

m 2이다. 

표 Ⅲ-7. 국내 풍력발전 분담 목표, 한계 및 소요 면적

2020전력수요 463.3TWh
풍력발전량

(TWh)

석유환산

(toe)

(1toe=4.0MWh)

해상풍력

소요용량

(GW)

해상풍력

소요면적

(㎢)

정사면 

한변길이

(km)

풍력분담목표
6% 27.8 6,954,000 11.3 960 31.0

12% 55.6 13,908,000 22.7 1,921 43.8

풍력분담한계 20% 92.7 23,180,000 37.8 3,201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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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은일, 2003, 국내 풍력자원 추정 및 향후 과제, 에너지기술연구원)

(2) 국내 가용 풍력자원 추정

  기존의 가용 풍력자원 추정은 잠재량의 5%로 추산하여 33TWh로 평가하 으나, 최근 에

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남한 주변 해상을 포함하여 재평가한 결과, 국내 가용 풍력자원은 

93TWh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 국가 전력계통망 전력수요 463.6TWh의 20%를 분담한계

로 할 경우)

표 Ⅲ-8. 국내 잠재 및 가용풍력자원

구분 잠재 풍력자원 가용 풍력자원

기존 평가 660TWh 33TWh

해상포함 신규평가 1,069TWh 93TWh

(출처 : 김은일, 2003, 국내 풍력자원 추정 및 향후 과제, 에너지기술연구원)

3. 국내 소수력 자원 현황

가. 국내 소수력 발전 잠재량 현황

  국내 소수력 보급 잠재량은 1,500MW 수준이다. 

표 Ⅲ-9. 국내 소수력 발전 보급 잠재량

구   분 개발가능용량(kW)

일반하천 1,412,500

하수처리장    5,300

정수장    2,500

농업용 저수지   48,000

농업용보    5,000

다목점댐의 용수로    6,744

양식장의 순환수, 양수발전소 하부댐 이용, 

화력발전소의 냉각수 이용 등
  10,956

합   계 1,500,000

(출처 : 에너지기술연구원, 2003 )

나. 국내 소수력 발전 보급 현황

  국내 소수력 발전 보급은 31개소 42,860kW가 보급되어 보급 잠재량의 2.9% 수준에 불   

과하다. 이 중 한국 수자원공사 10개소, 한전 3개소 등이 설치되었으며, 하수 처리장은 천안

과 아산시에서 설치 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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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국내 소수력 발전 보급 현황

구 분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시설수 6 1 9 2 1 4 5 3 31

시설용량

(kW)
10,090 2,970 11,890 2,500 450 6,013 2,897 6,050 42,860

'01발전량

(MWh/년)
15,860 3,010 26,925 8,216 2,800 6,877 10,187 16,088 89,963

(출처 : 에너지기술연구원, 2003)

4.  국내 지열자원 현황

가. 지열에너지 특성 

  

  지열에너지 자원의 특성상(아래 5가지) 지열에너지 자원의 양을 추산하기는 불가능하다  

고 판단된다. 다만,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지열은 연중 안정적이

며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부존 가용에너지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지중에 분포한다. 

② 연중 자원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하다. 

③ 전국토 모든 곳이 크게 차이가 없다. 

④ 현존하는 기술만으로도 지표로부터 지중수 km까지 목적(온도 수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관계로 이용 가능한 부분의 정의가 어렵다.

⑤ 지구에 조사되는 태양에너지의 51%정도가 지중이나 해양에 흡수되어 보존되어 있다가 

우주로 방사되거나 또는 지구 중심부의 핵분열시 발생되는 열에너지가 속적으로 지구표면

을 통과하여 우주로 방사되는 관계로 지중의 열원은 속적으로 고갈되지 않는다. 이용상태

에 따라 한시적인 상태 변화만이 있을 뿐 원상태로 재복구된다.

나. 지열자원의 구분

(1) 지표 지열자원 및 자원의 이용

  지표면 부근의 태양열의 향을 받는 부분의 지열자원이 존재하는 곳으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15m 내외 깊이에 존재한다. <표 Ⅲ-11>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중 서울지역 지중온도

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표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지하 10m 이하에서는 연중 온

도 변화폭이 매우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중온도는 난방용 열원으로는 

5℃ 내외까지, 냉방용 히트 싱크로는 30℃ 내외까지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도심지의 빈 

대지에서부터 산간지대까지 지역의 구분이 필요 없이 모든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함은 물론

이다. 이와 같은 지표역의 지열자원은 난방용으로 직접 이용하기에는 온도가 너무 낮고,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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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으로는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나 열펌프를 이용하는 냉난방 열원 및 히트싱크로서는 

매우 좋은 상태이다. 

(2) 저심도 지중 지열자원

  비교적 심도가 얕은 부분으로(지중 약 15∼200 m 깊이로서 이하 “저심도 지중”)의 연중 

13∼15℃를 유지하는 지열자원이다. 고심도 지중의 지열구배에 따라 온도가 다소 차이가 있

으나, 일반적으로 13∼15℃ 범위로 보면 무리가 없다. 지표 지열자원과 함께 도심지의 빈 대

지에서부터 산간지대까지 지역의 구분이 필요 없이 모든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함은 물론이

다. 역시 이와같은 지표역의 지열자원은 난방용으로 직접 이용하기에는 온도가 너무 낮고, 

냉방용으로는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나 열펌프를 이용하는 냉난방 열원 및 히트싱크로서는 

매우 좋은 상태이다.

(3) 고심도 지중 지열자원

  200m 이하 깊이 지중으로서 지역에 따라 지열구배로 점차 높아지는 지열자원으로, 우리

나라의 평균지온경사(심도에 따른 온도의 증가율을 증온율 혹은 지온경사라 한다)는 현재까

지의 지열조사 자료에 의하면, 25.7℃/km 내외로 추정되며, 고온의 지열지대에서는 30∼50 

℃/km 의 높은 값을 보이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지중 4km에서의 최고 온도 

범위는 300℃ 정도까지 가능하다. 최근에는 지하열수(수증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중의 

고온암체(Hot Dry Rock; HDR)에 직접 시추한 후 인공적으로 파쇄대를 생성시켜 지열에너

지를 증기의 형태로 발전에 이용하는 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지중 

4km에서의 80∼100℃ 정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11. 우리나라의 지표 지열 자원 (서울부분만 발췌)

대기

온도
-3.5 -1.1 4.1 11.4 17.1 21.2 24.5 25.9 20.5 13.9 6.5 -0.6 11.6

지표면 -2.5 -0.1 5.1 12.6 19.5 24.0 26.5 27.5 22.3 14.9 6.7 -0.1 13.0

1m 4.3 2.8 4.0 9.1 14.4 18.8 22.4 24.8 23.2 19.0 18.0 7.9 13.7

2m 9.2 7.1 6.6 8.2 11.5 15.4 19.1 21.4 21.8 20.1 16.9 12.8 14.2

3m 13.1 11.0 9.5 9.2 10.6 12.7 15.6 18.2 19.5 19.1 17.7 15.6 14.3

4m 14.0 12.2 11.4 10.3 10.8 12.3 14.3 16.3 17.6 18.1 17.5 16.0 14.4

5m 15.3 14.5 12.7 11.7 11.4 11.8 13.0 14.6 16.0 16.7 16.8 16.2 14.2

6m 15.4 14.9 13.4 12.6 12.2 12.4 13.0 14.0 16.0 15.8 16.2 16.0 14.2

7m 15.4 14.9 14.1 13.4 12.9 12.8 13.0 13.6 14.3 15.0 15.5 15.6 14.2

8m 15.2 14.9 14.5 14.0 13.5 13.2 13.2 13.5 13.9 14.5 14.9 15.2 14.2

9m 14.9 14.9 14.6 14.3 13.9 13.6 13.5 13.5 13.8 14.1 14.6 14.8 14.2

10m 14.7 14.7 14.6 14.4 14.2 13.9 13.7 13.7 13.8 14.0 14.3 14.5 14.2

(출처 : 우정선, 2003, 국내 지열자원 추정 및 향후과제, 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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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 현황

가.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 처리 현황

  

  국내에서도 국민 경제의 발전과 적극적 산림 보호 정책에 따라 상당량의 바이오매스 자원

이 축적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각종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자원의 

처리가 문제가 될 정도이다. 다음 <표 Ⅲ-12>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부존자원과 그 처리, 처분 방법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 보고서를 참조

한 것이다. 

표 Ⅲ-12.  바이오매스 및 유기성 폐기물 자원의 처리, 이용 현황

종류
배출량

(만톤/년)

수분

(%)

에너지량

(만toe/년)
처리 현황 (%)

음식물류 430 75-80 17 재활용(22) 매립(71) 소각(7)

폐지, 폐목류 540 <50 108 재활용(29) 매립(64) 소각(7)

축산분료 4,684 92-98 90 퇴비(64) 환원(6) 저장/방류(30)

하수슬러지 169 92-95 3
매립(63.6) 해양투기(34.4)

소각(0.7) 재활용(1.3)

제지슬러지 68 <85 15 미상 (매립, 소각)

*농업부산물 1,185 <50 400 재활용(75) 폐기(25) 1990년

**임산물 100 <50 40

연간 임목 축적 (1,200만톤/년)

국 내 재 벌 채 량 1 0 3 만 m 2년

(1998)

국내재사용량

142만 m 2/년(1998)

원목자급률 25%

땔감사용량

(21만톤/년, 9만toe)(1995)

* 홍종준외, 1991, 바이오매스 자원조사 및 에너지 평가분석(Ⅲ), 에너지술연구원 보고서 

KE-91031G ; 통상사업부

** 임업경제동향 연차보고서 (1999) 임업연구원

(출처 : 박순철외, 2000,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기술 개발 기획연구, 에너지기술연구원 보고

서, KIER-A06501 ; 과학기술부)

나. 바이오 에너지 가용량 추정 근거

  

  현재의 처리, 처분 방법과 바이오 에너지 추출 기술 현황을 고려하여 에너지기술연구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바이오에너지 가용량을 추정하여 보면 다음 <표 Ⅲ-13>과 같이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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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음식 쓰레기와 도시 쓰레기중의 폐지, 폐목재는 수거자원의 30% 정도가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하수 슬러지는 50% 혐기소화되어 처리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

편, 임목의 경우엔 연간 임목 축적량의 1/6에 해당하는 200만톤을 신규 벌채하여 에너지 용

도로 사용한다고 보았으며 현재에도 주벌, 간벌 등이 연간 약 100만톤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3배로 늘여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농업부산물은 1990년도 밖에 전체 조사가 없으므로 그때의 데이터에 준거하여 추산 한 것

이다. 당시와 비교하여 농업이 축소되어 농업부산물 등이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농

업부산물의 재활용이 당시(75%)에 비하여 낮다고 생각되어 모두 수집만 한다면 아주 불가

능한 수치는 아니다.

다. 바이오 에너지 가용량 추정 

  

  위의 자료를 근거로 1998년 바이오매스 부존자원은 연간 약 1,200만toe로 추정되며 현재

의 기술로 에너지 이용이 가능한 바이오매스 가용자원은 약 20%에 해당하는 230만toe 정도

이다. 현재의 가용자원량 230만toe는 2000년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3% 정도에 불과하나 

현재 폐기물에너지, 태양열 등을 망라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량이 0.7% 내외임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가용자원량이다.

  한편,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부존 및 가용자원량을 볼 때 미래의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임산자원, 농업부산물 그리고 페기물중 폐지, 폐목재 성분을 들 수 있다. 이중에

서 임산자원은 우리 경제의 개발 초기 으며 석유, 가스소비가 적었던 1974년 당시에는 연

간 약 1,400만톤이 채취되어 땔감으로 쓰 으며 페기물중 폐목재 및 폐지성분은 현재 일부

가 소각로에서 소각되어 다량의 폐열을 열병합 발전소 등에 공급하여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 자원을 에너지 혹은 화학원료로 이용하

기 위해선 다음 세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① 32만toe 정도의 에너지 잠재량을 갖고 있는 도시쓰레기 중 폐지, 폐목재 자원과 5만    

toe 정도의 음식쓰레기 이용을 고려

② 농업 부산물 이용 

③ 임산 자원의 개발 이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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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바이오매스 부존 및 가용 자원량

자원별

부존자원
보급잠재량

(가용자원)
산출근거

습중량

(만톤/년)

에너지

(만toe/년)

습중량

(만톤/년)

에너지

(만toe/년)

      임산자원 1,200 510 200 85
부존 : 임목축적

가용 : 실제생산

농업부산물 1,185 400 300 105 1991년 실사결과

음식쓰레기 430 17 130 5.1 부존자원의 30%

페지, 폐목재 540 108 160 32   부존자원의 30%

축산분뇨 4,684 90 156 3.0   1/30 정도 처리

슬러지 169 3 85 1.5 부존자원의 50%

합계 1,128 231.6 부존자원의 20.5%

(출처: 홍종준외, 1991, 바이오매스 자원조사 및 에너지 평가분석(Ⅲ), 에너지기술연구원 보

고서 KE-91031G ; 통상사업부)

6. 국내 해양에너지 자원 현황

  해양에너지는 다른 재생가능에너지원에 비하여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고 발전외에 관광, 

어류양식 등 부가가치 기대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조력․조류발전 적지로서 총 해양에너지 부존량은 1,300만kw 이상으로 추정된다. 부존

량중 가용 자원량은 393만kw정도이다.

표 Ⅲ-14. 국내 해양에너지 부존량 (온도차는 미확인)

구분 조력(서해안) 조류(남해안) 파력(전해안) 계

추정 부존량 650만kw 60만kw 650만kw 1,310만kw

(출처 : 해양연구원, 2003, 해양에너지 실용화기술개발 참고자료)

7.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잠재량

  아래표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식, 비공식으로 펴낸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대안센터가 산

정한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자원량이다. 조수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 등 해양 발전 자

원도 상당하며 바이오가스나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에너지량도 상당할 것이다. 태양광발전, 풍

력발전, 소수력발전 등의 가용자원량만 개발해도 연간 발전량이 현재 전력수요에 절반에 달한

다. 바이오매스는 대부분이 열공급원으로 사용되므로 에너지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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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자원량

구분 
확인잠재량

(자원 잠재량) 

가용자원량 

(이용 가능량)
 비고

태양광발전

                  

 380TWh*

                  

38TWh

 

태양전지 설치가능 

건물면적의 10%와 

유수지, 도로 면적 포함

풍력

                 

 1069TWh**

                 

93TWh
전력망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값 20%

소수력  -

              

3.9TWh

  

 평균 설비 이용률 30%

지열
지열의 특성상 

추정 불가능
추정이 불가능함.

영구적이며 항구적으로 

이용가능

바이오매스 1200만toe/년 230만toe/년 

주로 열공급원으로 

이용되므로 에너지로 

환산

    해양에너지  57TWh  17TWh   30% 개발가능

   * 이용가능한 대지면적을 근거로 나온 수치이므로 기술적 잠재량에 속한다.

   ** 설비가능 용량을 근거로 나온 수치이므로 역시 기술적 잠재량에 속한다. 

(출처 : 에너지대안센터13))

  현재 태양광전지 설치가능 면적의 10%에 실제 태양광전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근거

로 현재 국내에 보급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가용자원량을 추정하면 약 33,600MW에 이른

다. 건물의 보급 잠재량이 31,959MW이며, 유지(저수지)에서 1,595MW가 가능하며, 도로를 비롯한 

기타 종류에서 46MW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국내 잠재 풍력자원에 대한 평가는 내륙에 한정하

여 660TWh로 추정하 으나 최근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미국 재생가능에너지연구소(NREL)에서 

수행한 중국 남동부 지역에 대한 잠재 풍력자원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유사한 가정과 조건으로 

남한 주변 해상을 포함하여 국내 상업적 이용 가능한 잠재 풍력자원을 재평가한 결과 1069TWh

로 상향 추정되었다. 해상 풍력발전을 포함하는 잠재 풍력자원에서의 가용량은 이론적으로 어떤 

미래 시점에서 일정 전력수요를 갖는 전력계통망에 인입 가능한 최대값으로 결정하는데 일반적으

로 전력계통망 전력수요의 20%를 가용 풍력자원의 한계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논거로 2020년 국

가 전력계통망 전력수요(2020년 정부 예측 전력수요 463.6TWh 기준)의 20%를 한계로 할 경우 

국내 가용 풍력자원은 93TWh로 추산된다. 그러나 수소시스템 등 풍력발전에서 전력계통망 연계

가 아닌 별도의 저장체계가 고려된다면 이와 같은 한계는 대폭 확대된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

13)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유권종, 2003,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 잠재량’

 김은일, 2003, ‘국내 풍력자원 추정 및 향후 과제’

 해양연구원, 2003, 해양에너지 실용화기술개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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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국내 풍력발전이 확대된다면 2020년 기준 12% 풍력발전이 분담할 경우 풍력단지 용량 

22.7GW이고 연간 발전량 55.6TWh에 달할 것이다. 이런 풍력단지를 해상에 설치할 경우 소요면

적은 1,942㎢이고 정사면 한변의 길이는 43.8km에 달한다. 

  국내 설치가능한 소수력발전 용량은 1,500MW 수준이다. 하천의 소수력발전 보급 잠재량이 

1,412MW, 농업용저수지와 농업용보가 53MW이며 기타 온배수 이용, 하수처리장과 정수장의 소수

력 보급 잠재량이 각각 11MW와 8MW 정도 된다. 현재 국내 소수력발전 보급은 31개소 

42,860kW로 보급 잠재량의 2.9%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열은 자원의 특성상 정확한 잠재량을 추정하기 불가능하나,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지열은 연중 안정적이며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

일의 부존 가용에너지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의 발전과 적극적인 산림보호정책으로 바이오매스 부존량은 상당한 편이다. 에너지기

술연구원에서 펴낸 자료를 근거로 부존자원은 연간 약 1,200만toe로 추정되며, 현재의 기술

로 에너지 이용이 가능한 바이오매스 가용자원은 약 20%에 해당하는 230만toe 정도이다.

  한국해양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서남해안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조력․조류발전 적지로 

총 해양에너지 부존량은 13,000MW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력발전이 6,500MW, 조류발전이 

600MW, 파력발전이 650kW이다. 물리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 중 30%를 개발 가능하

다고 보면 가용자원량은 3,900MW에 달한다.

제3절. 한국의 잠재량 분석 평가 

  앞서 독일 잠재량 분석 사례들과 비교 분석을 해보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잠재량 

분석 연구 현 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잠재량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이 독일에 비해 열악

한 것이 드러나는데, 이는 실제 분석 연구에 참가하 던 연구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

분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태양 에너지 이용 시스템의 효율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방위별 경사면 일사량 분석이나 성분별 일사량 측정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

다. 독일에서는 현재 위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지역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다. 풍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 미국의 유사한 지형 모델을 이용한 추정 정

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독일 기상청의 디지털 대지 모델과 바람지대(Windfield) 데이

터로 발전 가능 소재지들을 추정하고 있는 헤가우(Hegau) 지방 사례는 앞으로 잠재량 추정

과 관련하여 어떤 연구들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재생 가능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 잠재량 추정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들을 추정할 수 있는 설비들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연구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앞서 독일 사례에서처럼 잠재량 개념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자원 잠재량과 가용 잠재량이 나오는데, 이는 이론 잠재량과 

기술적 잠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고 있

지 않다. 게다가 경제적인 잠재량이나 통합 가능 잠재량에 대해서는 아예 분석 조차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원별로 상세한 분석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비교적 자세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도 독일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추정치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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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크바슈닝의 사례에서 보자면 그곳에

서는 건물의 지붕 형태, 경사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들, PV 설비 효율 등이 고려되고 있고, 

유휴지에 대한 계산에서는 태양광 설비가 태양열 설비와 경쟁할 경우까지 고려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용도별 건물 면적 전체와 유수지 면적, 도로변 면적으로 단일 요소로부터 

기술 잠재량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풍력 발전에서는 풍력 발전 설비가 가능한 해안가 면

적등도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에 비해, 우리는 이들 면적지 계산은 아예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하다. 지열에 대해서는 열원별 분석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이오매스 분

석을 예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헤가우 지방에서 펴낸 잠재량 분석을 보면, 임산 자원

이 침엽, 활엽 등의 종류별로 상세하게 분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기초 데이터로 삼림 면적만을 이용하고 있다. 기초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이용가능

한 기술에 대한 분석도 결여되어 있는 것도 지적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헤가우 보고서에

서는 바이오매스에 속하는 짚이 따로 분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용할 수 있

는 난방 설비 기술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활용 가능 기술과 연관된 

분석은 우리의 경우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때문에 가능한 자원별로 더 세분

화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세 번째로 이들 기술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추정치는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신기술들이 나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새로운 기술들을 고려사항에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기술적 잠재량은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우리 잠재량 추정은 이런 기술 분석이 결여

되고 이미 설치되어 실현되고 있는 기술에만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량이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저평가 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앞서 잠재량 개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잠재량 분석은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과 연관하여 이들 에너지원이 활용을 저해하는 기술적인 요인은 물론, 사회 경제적 요

인에 대한 분석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잠재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들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분석, 기존 화석 연료 시스템과의 경제성 비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 경제 시스템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이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정책

이 시행되어야 하는지도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통합 가능 분석에서는 연관된 법규 

등의 제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에너지 시나리오의 근간으로 잠재량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처럼 재생가능에너지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분석이 병행적으로 행해지

기 때문이다. 이런 잠재량 분석의 의의는 우리의 경우 아직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잠재량 분석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기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설비들도 갖추고 있지 못한데서 드러

난다. 앞으로 구체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수급 계획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방법론에 

입각한 잠재량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적 잠재량이나 통합 가능 잠재량 분석을 통해

서 실현 가능한 에너지 수급 목표가 설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잠재량 분석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과 관련한 정

책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로도 쓰인다고 한다. 즉,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 분석에 토대한 기

술적 잠재량과 통합 가능 잠재량을 비교해보면, 어느 분야에 기술 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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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나온 국정 감사 자료가 유일한 잠재량 추정 자료라는 우리 현

실에서 독일과 같은 수준의 분석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의 비교 분석에서 드러나듯

이 우리에게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본격적인 잠재량 분석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들 잠재량 분석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분석에 이용되고 있는 방법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일이다. 즉, 잠

재량 분석을 위한 연구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들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연구 집단의 육성, 연구 

조건 구비 등이 이에 해당하겠다. 정부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잠재량 분석 연구 진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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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현황과 장애 요인

제1절.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과정 및 현황

1.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및 보급 과정

  한국은 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과 함께 태양에너지와 같

은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 고, 특히 90년대 들어 대기오염과 지

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 기술개발 노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개발은 1974년 석유파동 이후 태동되어 1987년 12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의 공포로 본격화된 이래 태양열,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

지, 풍력, 지열, 수소에너지, 소수력, 석탄가스화 발전, 해양에너지의 11개 분야에 총 5,333억원이 

투자되었다.14) 내역을 보면 기술개발에 2,482억원(정부지원 61%), 설비보조 768억원, 융자 3,058억

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연구 개발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가 변동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일관성 없이 흔들렸으며 연구비 지원도 부족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연구 개발은 결실을 제대로 맺

지 못했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정책은 최근에야 시작되어 아직까지 보급 실적도 매우 저조하다.  

  그 결과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해도 신재생에너지15)는 전체 에너지공급의 약 1.4%에 불과한 실정

이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이 폐기물 소각열로 이것을 제외한다면 재생가능에너지의 공급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표 Ⅳ-1. 신재생에너지 공급 실적 현황

신재생에너지 분야 보급 개요 보급량 (천toe) 보급비중

태양열
 태양열 온수기 18.5만대, 

 급탕설비 3천대 보급
44.3 2.1

태양광
 하와도, 마라도 등 12,000개소

 약 4,000kW
6.3 0.3

풍  력
 제주 행원지역 등 17기 

 약 8,000 kW 설치 가동
2.1 0.1

바이오 
 주정, 식품공정 및 음식물/하수 슬러지 

 처리 공정 바이오가스  120개소 
69.6 3.3

폐기물  전국 폐기물 소각로 473기 1970.7 93.4

소수력  강원 경북 등 24개소 42 MW 16.9 0.8

합 계 2,110 100

(출처 : 산업자원부, 2003,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14)  산자부, 2003, 제 2차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普及기본계획(案)

15)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상에 대체에너지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정의와 범위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과 일본의 용례를 받아들여 신재

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로 개칭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정책을 설명할 때는 이 용어를 사용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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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

 

  최근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5%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예산확보, 그리고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

진법」을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범위를 새

롭게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담할 기구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

금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책을 요약하면 첫째, 풍력, 태

양전지,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태양열과 폐기물,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실용화 보

급 연구를 강화하며 둘째, 신재생에너지 기기의 규격화, 표준화를 통해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보증

을 위하여 성능평가, 실증시험 능력을 배가하며 셋째, 세제, 보조금 지급, 사용 의무화 등 신재생

에너지 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직접적인 시장 보조 및 경제성 보완조치들이 실시한다는 것이

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공급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2%로 

늘어날 것이고, 2010년 5%로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중에

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다. 수치만을 가지고 따지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

중을 두배로 높이겠다는 유럽연합의 계획보다 더 강력한 것이다. 

  현재 정부의 제2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은 시민단체들로부터 크게 환 을 받고 있으며

기업과 연구그룹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신뢰성 있는 추진 방안을 확

보하지 못해 과거처럼 탁상계획에 그친다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낳

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총에너지사용량의 

3%16)로 발표한 후 목표연도를 2003년17)으로 연장한 바 있고 다시 2006년18)으로 재연장하 다. 

16) 대체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 1988년 6월

17) 대체에너지개발, 보급 3개년 계획, 2000년 4월

18)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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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총 1차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단위 : 천toe)

분    야
2003년 2006년 2011년(%)

공급량 비중(%) 공급량 비중(%) 공급량 비중(%)

태 양 열    41  0.93  102 1.45  318  2.39

바 이 오   197  4.43  495 7.07 1,050  7.87

폐 기 물   3,080 69.20 5,050 72.13 7,540 56.54

태 양 광     2.7  0.06   22 0.31  341  2.56

풍    력    13  0.29  126 1.80 1,311  9.83

소 수 력    50  1.12  111 1.59  446  3.34

연료전지 - -    0.4 0.01  147  1.10

지    열     0.8  0.02   12 0.17  161  1.21

해    양 - -    0.7 0.01  432  3.24

수    소 - - - -    1.3  0.01

석탄이용 - - - -  375  2.81

소    계 3,385 76.05 5,919 84.54 12,122 90.90

수    력 1,066 23.95 1,082 15.45 1,213  9.10

합    계 4,451 100 7,001 100 13,335 100

신․재생에너지 

비중(%)
2.06 3.0 5.0

(출처 : 산업자원부, 2003,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표 Ⅳ-3.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ㅇ개발부문 950 1,130 1,405 1,625 2,025 2,460 2,895 3,335 15,825 

ㅇ보급부문 1,670 2,110 3,412 3,824 5,352 7,217 8,888 12,108 44,581

소  계 2,620 3,240 4,817 5,449 7,377 9,677 11,783 15,443 60,406

ㅇ보급융자  900 1,340 1,800 2,280 3,300 4,100 6,300 10,600 30,620

합  계 3,520 4,580 6,617 7,729 10,677 13,777 18,083 26,043 91,026

ㅇ민간투자 1,300 4,900 7,000 9,000 12,400 18,300 21,700 28,500 103,100

(출처 : 산업자원부, 2003,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2011년까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목표대로 확대할 경우 2011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19) 총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2006년까지 7836GWh를 공급하여 

2.4%를 달성하고 목표연도인 2011년엔 25,354GWh를 공급하여 2011년 전력공급의 7%를 달성할 

예정이다. 만약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서 전력생산량이 계획보다 줄어든다면 이 비중은 더 높아질 

19) 산자부, 2003,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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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011년까지 보급목표 달성시 총 발전설비용량은 490만kW에 달하는데 신재생에너지원별

로 다양한 설비이용률 등을 감안하면 이는 100만kW급 원전 2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표 Ⅳ-4 총 전력생산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단위 : GWh)

분  야 2003 2006 201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대수력 제외)   879   3,509  20,503

대수력  4,264   4,327   4,851

총   계  5,143   7,836  25,354

총 발전량 전망 288,594 321,179 362,924

총발전량  비중(%) 1.8% 2.4% 7.0%

(출처 : 산업자원부, 2003,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표 Ⅳ-5.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주요 공급계획

분   야 사  업  명 비   고

ㅇ태양광

․2012년까지 총 1,300MW 보급(총17만개소)

  - 주택용 : 300MW(10만가구)

  - 공공 및 상업용 : 400MW(4만개소)

  - 산업용 : 600MW(3만개소)

기술중심의

분산형 전원

ㅇ풍력

․2004년 경북 덕 : 40MW

․2005∼6년 강원 대관령 : 98MW

․2010년 전북 새만금 : 45MW

풍황여건이

양호한 지역

ㅇ소수력 ․2012년까지 총 543MW 건설

일반하천,농업용 

저수지 등 소규모 

전원

ㅇ가스화복합

발전

  (IGCC)

․2010년 전남 여수, 중질잔사유 IGCC 250MW

․2011년 울산, 중질잔사유 IGCC 250MW

․2012년 충남, 석탄 IGCC 250MW

석유화학단지

지역

ㅇ매립지가스

  (LFG)발전

․2012년까지 105MW

  - 인천 수도권 위생매립지 56MW('03∼'06)
도시지역

ㅇ연료전지

․2012년까지 370㎿ 보급(총 12,300개소)

  - 주택용 : 30MW(1만가구)

  - 건물용 : 20MW(2천개소)

  - 분산형 : 320MW(3백개소)

기술중심의

분산형 전원

ㅇ해양

․2008년 시화호 조력(안산) : 240MW
․2010년 울돌목 조류 : 90MW
․2011년 가로림만 조력(충남 서산) : 480MW

해수여건이

양호한 남서해

안지역

(출처 : 산업자원부, 2003,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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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의 문제점

가. 신재생에너지 정의와 범위

 

  정부의 2차 기본 계획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재생가능에너지 개념의 혼란

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류에 따르면 재생가능하지 않은 폐기물과 석탄 이용 등은 재생가

능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재생가능에너지 정보 2002’(Renewable 

Information 2002)라는 통계집을 발간하 는데 이 책자의 서문에서 국제에너지기구 재생에너지실

무그룹(REWP)은 재생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란 다양한 형태로 태양이나 땅 속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자연적 과정을 통해 계속하여 보충되는 에너지이다. 이 범주에는 태양, 풍력, 생물에너지, 지

열, 수력, 해양력,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원에서 나오는 생물연료(Biofuel) 및 수소(hydrogen)가 포

함된다“

  조금 더 들어가 페기물과 관련된 재생에너지의 세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 산업폐기물 : 열이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직접 연소되도록 한 고형 및 액상의 폐기물, 통상 

특별한 공정을 거쳐 생산

0 재생가능한 도시쓰레기 : 연소되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열이나 전기를 발생시키는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고형의 도시쓰레기로 주거, 상업, 공공분야에서 발생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하여 

집중시킨 것

0 고형 생물에너지 : 직접 연료로 사용되거나 에너지생산을 위해 연소전 타 형상으로 전환되는 

나무, 식물성 폐기물, 곡식과 동물배설물, 양잿물(sulphite lye), 제지공정의 흑액(black liquor), 숯 

및 기타 고형의 생물에너지

0 생물학적 가스 : 고형쓰레기 및 혐기성 생물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생물가스로 연소되어 열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매립지가스, 하수 또는 동물 침전물가스

0 액상의 생물에너지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메탄올 등   

  그런데 2001년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총량(대수력 제외)은 245만toe이고 이의 94%에 해당

하는 230만toe가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인데 이 중에선 국제에너지기구가 규정한 재생가능에너

지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2001년 폐기물에너지 이용현황에 

의하면 총폐기물에너지 이용실적 230만toe중 소각열 이용 보일러가 64.7%를 차지하는데 소각열 

이용 보일러의 소각연료로는 폐가스 68.8%, 산업폐기물 24.6%, 폐목재 4.1%, 생활쓰레기 2.4%로 

나타나 있다.  

  <2001년 페기물에너지 이용현황>

0 소각열이용보일러          1,494천toe(64.7%)

0 대형도시쓰레기소각열       263천toe(11.4%)

0 폐타이어, 폐고무 소각       371천toe(16.0%)

0 정재폐유                    177천to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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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2,308천toe 

  <소각열이용보일러의 소각연료별 현황>

0 폐가스                   34,048천증기톤(68.8%)

0 산업폐기물               12,185천증기톤(24.6%)

0 폐목재                     2,052천증기톤(4.1%)

0 생활쓰레기                 1,193천증기톤(2.4%)

  합         계                   49,478천증기톤  

  이중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폐가스로 이는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량의 41.8%에 해당하는 

양(102만toe)인데 거의 대부분이 전남 여천의 석유화학단지 및 광양제철소의 폐가스와 울산 정유

공장의 부생가스 소각시에 발생하는 폐열회수이다. 하지만 이것은 재생가능에너지라기보다는 기

업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적 이용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나 통계자료

가 수록된 OECD 국가 중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나 정유공장의 부생가스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규정한 예는 없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2006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목표 700만toe중 72%인 505만toe를, 2011년 

보급목표 1,334만toe중 57%인 754만toe를 폐기물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목표년도인 2011년 폐

기물과 석탄 이용이 신재생에너지의 거의 6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전히 폐기물에는 재생가능

하지 않은 폐기물(화학공단 등의 폐부산가스 연소)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4년에서 2011년간 총 6조원

(융자예산 포함시는 9조 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 마련 방안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당장 내년 예산은 2004년 계획 예산 3,520억원의 60%에 불과하다고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 자체를 키워야 마련될 수 있다. 즉 

에특회계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출을 대폭 손질하여 화석연료와 원자력과 관련된 세출을 줄이

고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을 늘리거나 전력요금이나 연료요금에 재생가능에너지 진흥기금 마련을 

위해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 요금에 별도의 부담금 부과

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특회계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출 변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신재생에너지 기금 마련 방안이다. 지금처럼 수급안정을 이유로 화석연료와 원자력 공급 확대를 

우선 보장하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차질이 빚

어질 것이다.  

  한편 정부에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분야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관

령 풍력단지 사업에서도 보듯이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면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해외 자본의 투

자도 유치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 자본의 투자 과정에서 해외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이전도 기

대할 수 있다. 

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계획과 기존 에너지 계획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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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목표량은 현실적인 에너지 공급 목표라기보다는 정책 목표나 지향으로 간

주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관행이 있다. 호주의 경우 2010년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량 9,500GWh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가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목표가 법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에 따르면 2011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은 전체 전력의 7%로 늘어난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

지 보급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 되지 않다. 2000년 12월에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계획」)을 정부가 확

정․고시했다. 현재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력부문으로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은 

전력부문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계획」에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언급이나 고려가 없다. 아무리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략이 구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란 용어 자체가 등장하고 있지 않

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정책의지를 담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는 달리 발전회사 

분할 이후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의향 조사를 토대로 수립되지만 이것 역시 전력수요 예측에 따

라 전력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여 발표하는 계획이다. 계획 수립 절차와 주체

가 다르다고 해서 산자부가 발표하는 에너지계획이 통합되지 못한 채 따로 작동한다면 상충될 경

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 과거처럼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

다.  

 

제2절.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

1.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

  재생가능에너지가 에너지원 고갈과 기후변화의 궁극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선 널리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신뢰성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하다. 그것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세

계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가장 적

극적인 유럽연합도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7%에 불과하고 2000년 현재 일본

은 3.3%, 미국은 5%에 그쳤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상의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재생가능에

너지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미 화석연료와 원자

력 같은 기존 에너지원이 중앙집중식 에너지체제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구축한 상황인데다 가격 

경쟁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가 아직 불리한 상태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전통적 에너지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외부비용의 무시 등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요인들과 함께 재정적, 제도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및 기타 요인들이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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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재생가능에너지의 시장진입 장애요인

구분 장애요인 구분 장애요인

 시장의 

실패/

불완전

 에너지 부문의 규제가 심함

 정보 및 인식의 부족

 기술 접근의 제한

 시장 기반 시설이 없음

 많은 투자비를 요함
제도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매커니즘의  

 부족

 법/규제 체계의 부족

 재정적 유인책의 현실화 문제

 불안정한 기시경제 환경

 의사결정시 이해관계자 참여 부족

 이해의 충돌

 연구 및 개발 문화의 부족

 민간 부문의 참여부족

 전문기관의 부족

시장의 

왜곡

 전통적 에너지에 유리(보조금 등)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에 대한 과세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무역 장애요인

경제적 

및 

재정적

 경제적으로 불리

 높은 할인율

 긴 (투자) 회수기간

 시장 규모가 작음

 큰 자본 비용

 자본에 대한 접근이 부족함

 소비자들의 크레팃(세제혜택)에 대  

 한 접근이 부족함

 투자자의 선불/초기 자본비용이 큼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지원하는 재  

 정 제도의 부족

 기구의 부족

기술적

 표준, 규약, 검정(檢定)의 부족

 숙련공/훈련시설의 부족

 운전 및 수리 시설의 부족

 기업가의 부족

 시스템에 의한 제한

 제품의 신뢰성 부족

사회적, 

문화적, 

행태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부족

 일부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의 부족

기타장애

요인

 불확실한 정부 정책, 기반 시설의 부족

 환경적 측면(특히 바이오매스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하여 위험(Risk)이 크다고 인식

 

(출처 : 박년배, 석사학위논문, 200320))

2.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의 장애요인

가. 낮은 기술수준

20) Painuly, J.P., 2001, "Barriers to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framework of analysis"

   박년배, 2003, 「사회적 비용 고려를 통한 발전부문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 평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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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할 수 있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제품이 국내에 확산되지 못한 점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한 요인이다. 최근에 DR&C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의뢰로 신재

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성과를 분석하 다. 21)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료과제 330개의 

수행자 260명 중 97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기술 

개발은 당초 목표대비 평균 9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태양광이 95%, 태양열이 84%,  

연료전지 95%, 바이오 86%, 폐기물 98%, 수소 83%, 기타 98%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기술 개

발 목표 달성에 대한 후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수준의 76%에 머

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각 태양광이 83%, 태양열 74%, 연료전지 76%, 바이오67%, 폐기물 

78%, 수소 68%, 기타 82%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개발에 지원 규모가 적었기 때문이다. 아래표는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의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다른 대표적인 OECD국가들과 비교해본 

것이다. 연구개발비의 절대액수가 경제규모의 차이로 인해 낮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비가 GDP에

서 차지하는 비율면에서 한국의 투자는 다른 비교국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 1인당 

평균투자 수준은 더욱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런 지원규모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고 정책적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Ⅳ-7. 주요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비(R&D) 지원 비교(1997)

한 국 미 국 일 본  국

연구개발비(백만 US 달러) 32.4 2,416 865 264

절대지수(한국 R&D=1) 1 74.2 26.7 8.2

상대지수(한국 R&D/GDP=1) 1 2.8 2.3 2.0

1인당상대지수

(한국 R&D/GDP/POP=1)
1 20.5 6.8 8.2

(자료 : 윤순진, 2002,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

  더 중요한 요인은 국내에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점이다. 시장 형성이 먼저인가, 

기술 개발이 먼저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시장이 형성될 경우 민간 자본이 연구 개발에 투입

되어 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는 경향을 고려할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보급 보다 연구 개발에 비중을 둔 것이 결국 기술 경쟁력의 향상에도 부정적인 작용을 한 

셈이다. 한편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8%로 폐기물 분야가 가장 높고 IGCC 분야가 가장 낮았다. 

  시장이 없는 탓에 연구 개발 분야 보다 국내 관련 기업들의 기술수준과 노하우는 국제 수준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저급 기술이 적용되는 태양열 집열 분야도 주요업체들은 

호주나 독일에서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도입하여 설비를 제작하고 있다. 자체 설비를 갖춘 국내

업체들이 시장 침체로 파산했기 때문이다. 국산 제품의 경우 호주나 독일 제품에 비해 기술 신뢰

성이 낮은 편이며 시장의 한계로 시공 노하우도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때 세업체가 

난립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태양열 온수기가 보급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된 탓에 태양열 온

수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상당한 상태이다. 국내 태양광전지 시장은 2002년 일본의 샤프사 

태양전지 생산량 123MW에 비해 1/100도 되지 않는다. 국내에도 태양전지 생산업체가 두 세곳 있

21) DR&C, 2003,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성과분석 연구」



- 68 -

지만 양산체제를 갖춘 일본의 기업에 비하면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상대가 어렵다. 풍력분야는 

소형풍력기 제조사만 있을 뿐 중대형 제조사는 아직 없다. 이미 덴마크, 독일에선 2MW급 풍력발

전기가 보급되고 3MW, 5MW가 시험 적용되는 상황인데 국내에선 750kW급 풍력발전기가 개발

되는 단계이다. 

나. 취약한 경제성

  발전 비용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발전 비용의 경우 일반적인 가격 경쟁력의 요인 외에

도 각국의 에너지 부문 규제와 지원정책, 과세제도, 기술 수준, 환경적 여건, 시민들의 인식과 수

용도 등이 발전 비용 결정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재생가능에너지는 생산단가가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비싸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높은 생산단가 때문이다. 

아래표에서 발전유형별로 발전 비용과 투자 비용을 비교하 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기존 발전원

에 비해 발전비용이 10여배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풍력이나 소수력, 바이오매스의 경우 통념과는 

달리 발전 비용이 기존 발전원에 상당히 근접했음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비용도 소수력, 풍력 등

은 기존 발전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높은 사회적 수용성과 적절한 지원 제도, 우수

한 기술, 좋은 자연 조건이 조화를 이룰 경우 일부 재생가능에너지원은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상

당한 경쟁력을 확보하 음을 말해 준다. 

 

표 Ⅳ-9. 발전유형별 발전 비용 및 투자 비용

유형
발전비용(US cents/kWh) 투자비용($/W)

평균 범위 평균 범위

가스열병합 3.5 3.0-4.0 0.6 0.5-0.7

석탄 4.8 4.0-5.5 1.2 1.0-1.3

원자력 6.0 3.3-8.0 1.6 1.2-2.0

풍력 5.5 3.0-8.0 1.4 0.8-2.0

바이오

(25MW)
6.5 4.0-9.0 2.0 1.5-2.5

소수력 7.5 5.0-10.0 1.0 0.8-1.2

태양열 15.0 12.0-18.0 5.0 4.0-6.0

태양광 55.0 30.0-80.0 7.0 6.0-8.0

       (자료 : Renewable Energy World (2003. 3-4))

      (에너지관리공단, 2003, 「대체에너지 보급 통계」에서 재인용)

  재생가능에너지원은 아직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 이것이 비

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의 하나이다. 최근 재생가능에너지원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 감소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기술 혁신없

이 대량생산에 의한 효과만으로 2010년이 되면 설비 비용이 1/3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내에선 재생가능에너지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진입 비용이 추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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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평균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비용과 투자비용이 높을 것이다. 이를 빠른 시간에 극복하

기 위해서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강화 정비하여 진입 

초기의 추가 비용을 덜어주어야 하며 산업계는 신뢰성 높고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생산과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산자부에서 시행 중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력 차액보전 제도와 신축 공공건물 재생가능에너

지 의무화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설비 투자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우대 조건으로 융자

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 법/제도의 미비

  2002년 9월부터 개정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이 시행 중이다.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 전력을 생산비를 보장하는 기준 가격으로 구매해 주는 발전 전력 차액 지원 제도22)와 신

축 공공건물에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관련 법 제도 정비

가 제대로 안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이 미비하여 개정법의 효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산자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2003년 10월 정부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하여 태양광, 풍력발전 등은 기준가격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최근 신축 공공건물에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이용을 의무화하는 시행령23) 제정을 서두르는 등 법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

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여전히 법과 제도에 의한 장애요인이 산적해 있다. 국내 

한 기업은 대관령, 덕, 진도, 제주 등에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계속 사업 시행이 지연되

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인허가 사항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분야에 

비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은 떨어지지만 전원개발특례법 등 관련 법규와 

행정 당국의 협조로 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은 정부의 협조로 자금 조달이 손쉽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투자 환경이 불확실하고 융자제도도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투자비 조달이 훨씬 어렵다. 풍

력발전의 경우 풍력자원에 대한 세부조사가 부족하고 상세한 정보가 풍력발전 신규 사업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도 있다. 계통 연계시 

송전망 비용 부담 방식도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남아 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선 2012년까지 1.3GW를 설치한다는 야심찬 태양광 분야 10개년 보급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고 신축 공공건물 의무화 제도의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라 신규 시장 형성에 기대

감이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변화는 별로 없고 기업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축 공

공건물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화 제도의 경우 태양광 보급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던 국․공립 학

22)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이용 생산전력에 대해 기준가격과 전력

시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근거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

력의 기준가격지침」(공고2002-108호, ‘02. 5)에 의거한 기준가격 고시로 태양광은 716.40원/kWh, 풍력은 

107.66원/kWh, 소수력은 73.69원/kWh, 매립지가스는 61.80∼65.20원/kWh, 폐기물소각은 전력시장거래가

격 수준 등의 기준가격으로 구매된다.  2003년 10월 고시가 개정되어 풍력, 태양광 등은 기준가격 적용 기간

이 15년으로 연장되었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의 내용과 유사하다. 

23) 산자부가 제출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령(안)의 골자는 “신축 공공건물 [공

공용시설, 교육연구(국․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및 복지시설등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축 시 대상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한 의무적용기준을  건축공사비의 5% 

이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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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제외되었고 기준 가격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했지만 단서조항이 있어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543MW의 전기를 소수력으로 공급할 것이다. 현재 민간인 발전 

사업소가 16개, 수자원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18개로 모두 34개의 소수력 발전소가 

있다. 그런데 민간 발전소 16개중 10개만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다.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투자비

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40억을 투자하면 연간 3억원 정도의 소득이 기대된다고 한다. 그래서 

16개의 소수력 업체 중 13개 업체가 도산했거나 싼값에 설비를 매각하 다. 소수력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복잡한 인허가 제도가 개선되

어야 한다. 운  지침도 바뀔 필요가 있다. 특별한 역할이 없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데 지금 채산성으론 인건비 감당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와 거래하기 위해 정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산간 오지의 경우 이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태양열의 경우 가장 경제성이 높고 한때 엄청난 호황을 누린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지만 최근 들

어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었다. 태양열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촉진책이 필요하다. 독일처럼 태양열 집열판 설치시 약간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시장 촉진책이 필

요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소수력이든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형 재

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기준가격에 손쉽게 팔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대안센

터에서 설립한 시민태양발전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독일

이나 일본에서 주택용 태양광발전기가 각각 10만기 이상 보급된 것도 생산비를 보장하는 전력매

입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에너지촉진법에서 보장하는 소형발전소는 현재 실정

에서 가동되기 어렵다. 먼저 개인이나 시민 모임에서 운 하기에는 발전사업자 허가 절차가 불필

요하게 까다롭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후엔 전력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런 조건 속에선 주택용 태양광 발전업자는 절차와 비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

부의 태양광 주택 1만호, 3만호 계획도 실현되기 어렵다. 전기사업법 31조에 의거하여 전력시장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전력거래소 운 과 관련한 ‘전력시장운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소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불합리한 항목은 크게 계량설비와 송전 전압  

두가지이다. 규칙에 따른 계량 설비는 송전전력 계량기, 입찰단말기, 계기용 변성기 등인데 약 1천

만원 소요된다. 그리고 현행 규칙에 따른 전력거래는 송․배전망과 연결해야 하는데 최소 배전 

전압이 22.9kV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규칙에 맞추려면 발전 시설비 외에도 시간과 비

용이 과다하여 기준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려는 소형 발전시설 설치자는 설치 

동기를 상실할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에서처럼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등 소형 발전시설인 경우 

규정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여 계량기를 통해 정확히 기록만 하면 기준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도

록 관련 규정이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 시민의 인식 부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시민들의 인식과 수용도이다. 재생가능에너지 개

발과 보급에는 일정 기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대체에너지촉진법 개정을 통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보급

에 필요한 재원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는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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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 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여 받는 일본에서도 발전사업자

가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통해 부담한다. 결국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들이 재생가

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체제에 익숙하고 정부가 추구해 온 낮은 에너

지 가격 정책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전력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가적

인 부담을 할 의사가 높지 않다. 성공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사업과 지속적인 재생가능에너지 교

육․홍보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수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

과 일본의 경우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을 정부가 촉진하는 

시책을 펼친 결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있게 시행될 수 있었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수용도 개선에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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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정개발체제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기후변화의 문제는 1970년대 초반에 과학자들의 조심스런 문제제기로 출발하여 1980년대, 1990

년대를 거치면서 전지구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인식하여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 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필요성을 천명하면서 “공통적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원칙”을 채택하

여 부속서 I 국가들(Annex I countries)과 비부속서 I 국가들(Non-annex I countries)에게 다른 의

무를 부과하 다.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온실가스 배

출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안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일반의무) 그

러나 오랜 산업화과정에서 보다 많은 화석연료를 소비해온 부속서 I 국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 국가가 2000년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

하는 특별의무를 부과하 다. 리우환경회의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186개국이 서명하 고 기후

변화협약 23조에 따라 비준국이 50개국을 넘어선 지 90일이 지난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

다.

표 Ⅴ-1. 기후변화협약 대상국가와 의무사항

구     분 대 상 국 가 의 무 사 항

◦ 부속서 I 국가

 ◦ 협약체결 당시의 OECD국가 24개국 

및 시장경제전환 동구 11개국(35개국)

  - 현재 40개국

◦ 일반의무 및 특별의무

◦ 비부속서 I 국가  ◦ 개도국 등 기타국가 ◦ 일반의무 

  그러나 이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국제 협약으로서 기후변화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

제제기가 잇따랐다. 1995년 제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 COP)에서 베를린 위임사항

(Berlin Mandate)에 합의, 1997년의 제3차 당사국총회 때까지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채택할 것

을 결의한다. 뒤이은 1996년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제네바 선언(Geneva Declaration)을 채택, 베를

린 위임사항을 거듭 확인하고,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일차적 책임자인 선진국들에게 처음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감축 목표치와 감축시

기를 설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교토의정서는 OECD 국가들과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중인 동유럽 및 구소련을 포함하는 부속서 

I 국가들이 2008년에서 2012년에 이르는 5년의 제1차 의무감축 이행기간 동안 이 국가군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한 5.2%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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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원칙”을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설정하 다. <표 Ⅴ-2>는 대표적인 부속서 I 국가들의 감축목표를 보여준다. 

<표 Ⅴ-2>의 마지막 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2010년에 늘어날 온실가스 규모와 

대비시켜 보았을 때 각각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상에서 1990년 수준에서 감축하기로 한 목표가 

실제로 2010년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0년에 1990년 수준

의 7% 감축이란 2010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늘어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1%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 Ⅴ-2. 대표적인 부속서 I 국가의 감축목표부담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백만 TC 증감율(%)

1990년  2010년 배출한도량 감축필요량 감축목표  감축

전체 4,097 4,607 3,886 721 -5 -16

Annex I (EIT제외)

미국 1,346 1,803 1,252 552 -7 -31

캐나다 126 170 118 52 -6 -30

일본 274 342 258 85 -6 -25

EU 971 1,101 893 208 -8 -19

호주 90 119 97 22  8 -18

소계 2,807 3,535 2,618 917 -7 -26

Annex I 중 EIT

구소련 991 792 991 -199  0 25

동유럽 299 280 277 3 -7 -1

소계 1,290 1,072 1,268 -196 -2 18

   주: EIT(Economies in Transition)는 시장경제 전환국가임

   (자료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6,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1998.)

  이와 더불어 교토의정서가 담고 있는 다른 주요한 합의는 부속서 I 국가들이 자국내에서의 감

축이 주는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보다 유연하게 감축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교토 메카니즘(Kyoto mechanism)―일명 유연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을 채택하

고 산림이나 토지가 갖는 온실가스의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활용한다는 것이다. 교토 메

카니즘은 온실가스의 한계감축비용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장기제를 활용할 경우 

전지구적 비용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제안되고 수용된 것으로 이에는 국제배출권

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 IET)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 JI), 청정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의 세 가지 기제가 포함된다. 

  국제배출권 거래제란 감축 목표량에 합의한 부속서 I 국가들끼리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기제이다. 부속서 I 국가들 혹은 이들 국가의 사업체들은 만약 자신들이 합의한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감축 목표량을 초과달성하여 여분의 배출권을 가진 다른 부속서 I 국가들로

부터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공동이행이란 부속서 I 국가나 부속서 I 국가의 민간기업이 다른 

부속서 I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투자국의 배출감축으로 인정해주

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과다 배출국 A가 다른 부속서 I 국가인 B에 산림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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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조림사업 수행하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기술의 개발이나 이전사업을 수행하여 온실가

스 배출이 감축되었을 경우 이 감축분으로 A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교토 메카니즘 중 유일하게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간의 협

동기제이다. 부속서 I 국가들은 비부속서 I 국가들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

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교토의정서에 합의한 자국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정

받을 수 있다. 즉, 공동이행제와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높은 나라가 비용이 낮은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달성한 후 감축량의 일정분을 자국의 실적으

로 인정받는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55개국 이상의 협약당사

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한다. 그리고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 I 국가들의 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I 국가들의 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 90년 기준 부속서 I 국가들

의 국가별 배출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36.1%, EU 24.2%, 러시아 17.4%, 일본 8.5%, 캐나다 3.3%, 

호주 2.1% 등이다. 

  COP-3 이후 당사국 총회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상은 교토 메카니즘의 효과적 운 방안과 온실가

스 흡수원의 인정범위를 결정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왔다. 지난 1998년 

11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던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COP-4)

에서는 청정개발체제의 운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 다. 2000년 네덜란드의 헤이

그에서 열린 COP-6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한 당사국들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 일정이 마감되었고 급기야 2001년 3월에는 미국 부시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선언이 있었

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이행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중국이나 인도 등 대표적인 개도국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강제부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24) 비중높

은 미국의 비준여부가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미치는 향이 커 미국의 교토의정서 반대의사 표명

은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위기를 가져왔다. 

  뒤이어 7월에는 독일의 본(Bonn)에서 COP-6 속개회의가 열렸고 미국이 불참한 상황에서도 교

토의정서가 발효되어야한다는 국제여론이 비등하여 그간의 이견을 조율, 타결에 이르게 된다. 미

국이 교토의정서를 파기한 상황에서 일본, 호주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교토의정서는 발효

될 수 없기에 COP-6 속개회의에서 EU와 개발도상국이 교토 메카니즘과 흡수원에 관련된 쟁점사

항에 대해 양보함으로써 일본, 호주, 캐나다의 동의를 얻어 미국을 배제한 채 교토의정서 체제에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가 본 합의(Bonn Agreements)이다. 본 합의의 주요골자는 산림이

나 토지를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유연성 체제를 제한없이 활용하며 토지나 

산림 이용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청정개발체제의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 교토의정서의 제 6조 b항은 유연성 조치의 활용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된 수단이 아니

라 국내조치의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24) 교토의정서를 폐기한다는 선언이후 미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GHG intensity)―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를 12% 낮춘다는 독자적인 목표를 발표했다. 소위 말하는 이 “교토대안(Kyoto Alternative)"은  2002

년 현재 GDP 1달러당 183톤의 온실가스배출을 2012년에는 151톤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접근은 온실가스배

출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킨다는 미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적 증가를 수반할 

수 있다.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된다하더라도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감축효과는 상쇄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안은 결국 경제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배출을 허용하며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

적이지 못한 개도국에는 엄격한 감축방안이 되어 전혀 형평성있는 접근이 되지 못한다. 이 접근은 결국 GDP

가 높으면 또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지구의 부양능력을 더 많이 활용하게 허용하는 셈

이 되므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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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호주 등 쥬스칸츠(JUSSCANZ)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교토 메카니즘을 제한없이 활

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Carzolar, 1999; Kopp and Anderson, 1998). EU와 개도국은 국

내 감축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토 메카니즘의 활용에 일정한 한계(cap)―EU는 

50%, 개도국은 9%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의견대립이 있

었으나 일본과 호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

메카니즘의 무제한적 활용을 주장한 일본과 호주 등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본의 COP-6 속개회의에 연이어 마라케쉬에서 열린 COP-7에서는 본 회의에서 남겨두었던 교

토 메카니즘의 구체적인 이행절차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원 인정범위 확대문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불이행시 제재방안을 포함한 의무준수 촉진방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조치 결과의 보고 및 

평가방법 등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교토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완전한 타결을 이루어 내었다. 특히 이 때 채택된 마라케쉬 선언

(Marrakech Accord)에는 교토의정서와 교토 메카니즘의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출발을 위해 CDM

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주요한 결정이 담겨 있다.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CDM 집행위원회의 위

원이 선출되기도 했다. 

  2002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린 COP-8에서는 흡수원과 청정개발체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재정문제 등에 주요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만 10년이 넘었지만 교토의정서는 여전히 발효되지 않고 있다. 그간의 긴 협상과정을 

거친 교토의정서는 2003년 말 현재 119개국이 비준하 으나 비준한 부속서 I 국가의 배출비중이 

44.2%로 55%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발효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UNFCCC, 2002). 17.4%를 차지

하는 러시아가 현재 비준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제2절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1. CDM의 의의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간의 협동기제이다. 부속

서 I 국가들은 비부속서 I 국가들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정받을 수 있다. 선진국은 그 공헌 정도에 

따라 삭감량을 자국의 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다. Toman과 Cazoria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12조

에서 CDM이 실현해야 할 목적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

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협약의 환경적 목적(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셋째,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량을 정한 부속서 I 국가들(부속서 B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에게는 보다 저렴한 감축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도국에게는 추가

적인 재정지원과 선진기술의 확산이 가능하리란 점에서 양국가군 모두에게 환 받고 있다. 개도

국의 에너지체제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비효율적이고 산림 조림사업 등 LULUCF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여지도 커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이러한 저렴한 배출감축 기회를 활용하여 감축비용

을 줄임과 동시에 자국의 탄소집약적인 생활양식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값비싼 조치들을 

유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도

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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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 또한 이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잘

만 활용되면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절약 기술 등이 개도국에 이전됨으로써 

개도국이 선진국이 구사해온 탄소집약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곧바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로 도약하게 하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Goldemberg, 1998).

  교토의정서를 통해 이산화탄소는 거래가능한 가치로운 상품이 되었다. CDM 사업으로부터 감축

되어 CDM 사업운 기구(Designed Operational Entity : DOE)로부터 승인된 1톤의 이산화탄소를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1단위라 말하는데 이 CER은 거래할 수 있다. 온실가스저감분

인 CER로부터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CDM 사업은 같은 사업이 선진국내에서 실

행되었을 때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개도국에서 실행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수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혹 그 자체로서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저감 실적을 판매할 수 있게 되므로 상업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온

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CDM 사업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가능에너지 생

산, 조림과 재조림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기능 강화 등이 있다. 에너지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연료 전환(산업․수송․가정․상업 부문 등), 폐기물 관리, 석

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수요관리,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CER의 

주요 구매자는 주로 선진국 정부와 다자간 기구, 민간 기업체 등이다.

  온실가스의 축적을 통한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에 상관없이 감

축으로 인한 결과가 전세계에 귀속된다. 따라서 CDM을 비롯한 교토의정서의 주요한 논리는 각국

마다 한계감축비용이 다르기에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배출감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구

전체의 감축비용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주장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도

국들은 CDM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부유한 국가들이 CDM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보다 값싸게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유국 국내에서 탄소집약적인 에

너지체제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처리해야 할 문제를 개도국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

도국이 현재 가진 저렴한 기회를 선진국들이 모두 활용해버림으로써 향후 개도국들이 감축해야 

할 시점에서는 값싼 방안들이 모두 고갈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도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기후변화문제보다 더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빈곤과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문제

가 산적해 있으나 CDM사업이 활성화되면 한정된 자원을 CDM사업에 소모하게 되는 측면도 비

판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이전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함

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개도국들이 이전을 통한 기술획득에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수행으로 국가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민간부문 투자자들이 외국기업과

의 합작 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CDM 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상황이다.

2. CDM 사업추진의 원칙

  CDM 사업은 “추가성(additionality)"을 만족시켜야 한다. 추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CDM 사업으로 승인받지 못한다. 교토의정서 12조 5항 (b), (c)에 따르면 추가성이란 “환경적 추

가성”과 “재정적 추가성”을 의미한다. 환경적 추가성이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와 비교했을 경

우 온실가스 저감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정적 추가성이란 CDM 조항이 

없어도 진행될 투자사업의 경우는 CDM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라케쉬 선언의 추가성은 

환경적 추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갈수록 재정적 추가성 또한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추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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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따라서 CDM 사업의 승인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문제는 베이스라인의 설정

이다. 베이스라인의 설정이 적절해야지만 해당 CDM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환경적 재정적 추가성

이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3. CDM 사업시행과 관련한 기구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CDM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다섯 기구들이 

작동해야 하는데 이에는 당사국 모임 구실을 하는 당사국총회(COP/MOP), CDM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 EB), 국가 CDM 승인기구(Designed National Authorities : DNA), CDM 사업

운 기구(Designed Operational Entities : DOE), CDM 사업수행자(Project Operators) 등이다. 각

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COP/MOP(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Meeting of Parties)                

  COP/MOP는 CDM 사업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CDM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지

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CDM 집행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결정, CDM 집행위원회가 신임

하는 운 조직 및 신임기준에 대한 결정, CDM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연차보고서의 검토, CDM 

사업과 CDM 사업운 기구의 지리적 배분에 대한 검토 등을 주요한 업무 내용으로 한다.        

나. CDM 집행위원회(EB)

  CDM 집행위원회는 COP/MOP의 권위와 지침을 바탕으로 CDM 전반을 감독한다. CDM EB는 

COP/MOP가 선출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토의정서 당사국 중 UN의 5개 지역그룹에

서 각 한 명씩 5명, 부속서 I 국가에서 2명, 비부속서 I 국가에서 2명, 도서국가에서 1명 등으로 

배정된다. EB의 주요기능은 CDM 사업의 운 규칙을 만들고 CER의 발급과 승인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P/MOP에 CDM 사업절차에 관한 규칙 제언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계획, 프로젝트 경계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승인

․소규모 CDM 사업의 정의나 단순화된 방법론과 절차에 관한 규정 검토

․CDM 사업 운 기구 인가시 기준과 절차에 대해 COP/MOP에 제언

․CDM 사업 운 기구 지정 관련 업무

․CDM 사업의 지리적 배분에 관해 COP/MOP에 보고

․CDM 사업에 대한 재정을 제안된 CDM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업무수행 

다. 국가 CDM 승인기구(DNA)

  CDM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은 CDM 국가승인기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국가 승인기구에 대

한 정보를 COP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8차 CDM EB 회의시 CDM 사업운 기구가 확인해야 

하는 타당성의 요구 조건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모든 당사국들이 CDM 사업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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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안된 CDM 사업의 등록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협약당사국

으로부터 승인편지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CDM 사업의 투자유치국의 국가승인기구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CDM 사업을 승인하고 제안된 CDM 사업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한다. 2003년 현재 44개국이 국가 CDM 승인기구를 설치한 상태이다. 부속

서 I 국가들 중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모나코, 네덜란드, 스위스가 비부속서 I 국가들 

중에서는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부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캄보디

아, 코스타리카, 쿠바, 이집트,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모로코, 네팔, 니콰라구아, 파나마, 파키스

탄, 페루, 스리랑카, 우루과이,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등이 국가 CDM 승인기구를 설치했다. 

라. CDM 사업운 기구(DOE)

  CDM 사업운 기구란 COP/MOP가 확정할 때까지 CDM 집행위원회가 인정하고 지정한 국가내 

법적 기구 혹은 국제조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한다. 첫째, 제안된 CDM 사업의 타당

성을 확인하고 타당할 경우 등록하도록 요청한다. 8주 후에도 재검토를 위한 요구가 없을 때는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제안된 CDM 사업의 배출감축을 검증하고 적절한 것으로 인증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CER을 발행하도록 요청한다.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없는 한 인증이 이루어진 

지 15일후에 CER 발행이 확증된 것으로 간주된다. 2003년말 현재까지 CDM 집행위원회가 운 기

구로 인정하고 추천한 대상은 없다. 집행위원회는 17개 지원단체(Applicant Entity : AE)들을 검

토하는 과정인데 부속서 I 국가들에서 15단체, 비부속서 I 국가들로부터 2단체이다. 

마. CDM 사업 수행자

  CDM 사업을 추진하는 부속서 I 국가의 사업자를 CDM 사업수행자라 한다. CDM 사업운 기

구는 CDM 사업 투자유치국(비부속서 I 국가)이 저감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유치를 위해 배출

저감량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CDM 사업 수행자가 제안한 모든 사업의 모든 과정, 즉 

타당성의 사전검토, 모니터링, 검증 및 CER 발급 등에 관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4. CDM의 추진방식

　CDM을 추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현재 선진국들에서 취해지고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가. 정부기관 주도형: 정부기관이 직접 CDM 사업 실시

　현재 일본의 NEDO가 실시하고 있는 AIJ와 같은 형식으로 정부기관이 실시주체가 되어 사업을 

실시한다. 민간기업은 정부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제공이나 위탁․청부업무를 할 수 있지만, 

투자유치국가(host country)와의 credit 부분은 직접 관계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정부의 판단에 의해 신속한 자금활용이 가능하고 사업실시에 관한 지역간 공평성을 

배려할 수 있으며 획득한 탄소 credit을 정부의 삭감목표 달성에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부기관 주도로 실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위험부담(risk)을 떠안

게 되거나 사업의 운 ․관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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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나. 국제적 금융기관 실시형(Prototype Carbon Fund : PCF형)

　각국 정부나 민간기업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에 설치한 기금에 투자하여 국제적인 금융기관이 

CDM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계은행의 탄소기금(PCF)이나 네덜란드와 세계은행 국제

금융공사(World Bank,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IFC) 사이의 「개도국에서의 청정에너

지 개발」에 관한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국제금융기관이나 정부계 

개발협력은행에 설치한 기금에 투자하고, 기금운 자가 CDM 사업을 실시한다. 획득한 탄소 

credit은 투자액에 따라 배분한다.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투자유치국가나 프로젝트 형식이 다양해져 투자위험이 분산되는 점, 사업

실시에 관한 지역간 공평성을 배려할 수 있다는 점, 정부가 출자한 경우는 확실히 정부의 삭감목

표 달성에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출자자가 많은 경우, 사업실시 의사결정

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에게 국내배출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 단

계에서는(이미 PCF에 투자한 기업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민간기업이 기금에 투자하는 인센티브

가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세계은행은 국가 CDM 전략책정지원조사(National Strategy Study : NSS)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이 선진 투자국(스위스, 호주,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출자를 받아서, CDM

과 JI에 관한 국가전략책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NSS는 상담자 혹은 협의자

(adviser/consultant)를 투자유치국가에 보내, 해당 국가의 GHG 삭감 잠재력과 유력한 CDM/JI 안

건에 관한 조사를 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을 지원한

다. 

　2002년 1월 현재 NSS의 진척상황은 <표 Ⅴ-3>과 같다.

표 Ⅴ-3. NSS 추진상황

구분 작성완료 작성중 준비중 협의중

 아시아

태평양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인도, 스리랑카, 

피지

파키스탄, 필리핀,

솔로몬군도,

바누아투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이집트 모로코

중남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페루 브라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경제

이행국

러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다. KfW형

  정부기관이 기금을 설립하고 민간기업 등이 융자를 받아 CDM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대표

적인 예는 독일부흥금융공고(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 KfW)의 기금과 동일한 형식으로



- 80 -

서, CDM 사업투자에 흥미를 가진 민간기업이 실시주체가 되어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

행한다. 

  장점은 민간기업이 각자의 강점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높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단점으로는 민간기업에게 국내배출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CDM 사업에 참여하는 인센티브가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라. ERUPT형(Emission Reduction Unit Procurement Tender)/CERUPT형(Certified 

Emission Reduction Unit Procurement Tender) 

  정부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tender)을 체결하여 CDM 사업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네덜란드의 

ERUPT/CERUPT와 동일한 형식으로서 정부기관이 민간기업에게 입찰(tender)을 실시하고, 탄소

배출삭감을 수반하는 사업으로부터 탄소 credit을 사들인다.

  장점은 정부가 민간기업으로부터 탄소 credit을 일정 가격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 

시에는 페널티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고, 사업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단점으로는 인센티브가 적은 점과 계약 불이행시 페널티를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민간기업에게만 참여가 한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 민간기업주도형 : 프로젝트․파이넌스에 의해 민간기업이 CDM 사업 실시

　독립전기발전(Independent Power Production : IPP) 사업이나 민간재정주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 PFI)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융자를 받고 프로젝트의 현금흐름(cash flow)만이 반환해야 할 자금을 구성한다. 따라서 완전한 

민간차원의 사업활동으로, 탄소 credit은 통상적으로 사업의 채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장점은 민간기업이 완전한 주체이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효과가 가장 뛰어난 삭감활동이 촉진

되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민간기업에게 국내배출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민간기

업이 획득한 탄소 credit을 정부에게 매각한다는 보증이 없어, 국가별 목표달성에 이바지하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제3절. 한국과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CDM

1. 한국의 기후변화협약상 지위

  한국은 1993년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 는데 그보다 늦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함으로써 

OECD 국가이면서도 기후변화협약상 아직은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부속서 I 국가가 

행해야할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선발개도국의 감축의무에 관해 국제적 압력이 거

세지고 있어 한국도 조만간 실질적인 감축의무를 져야할 처지이다.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를 비

준하여 발효시키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선발 개도국도 보다 빨리 국제 감축노력에 동참하라는 압

력을 강도 높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1998년에 열린 제 4

차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정부는 제3차 감축의무이행기간(2018∼2022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검토한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받으면서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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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참여방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로 참여할 것을 공표하 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은 CDM에 연계한 온실가스 집약도 방식이다. 제2차 공약기간부터 

온실가스 집약도를 개선하는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감축노력을 경주하는 대신 인센티브로 CDM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은 2000년 현재 433.6백만 톤의 이산화탄소(119백만 탄소톤)

를 배출하여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1.75%를 점하는 제9위 배출국이다(<표 Ⅴ-4> 참조). 1990

년(233.8백만톤)에 비해 1999년에는 75.5%, 2000년에는 85.5%나 증가한 것으로 OECD와 전세계 

평균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후발 개도국인 중국과 인도는 물론 다른 여타의 선발 개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인구 규모가 다르기에 총배출량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가마다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경제구조 혹은 경제성

장 정도가 다르기에 평면적으로 배출증가율을 비교하는 것도 일면 적절하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 

배출량이 이미 상당한 상태라 더 이상 증가율이 높지는 않고 개도국의 경우도 이제 막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중화학공업 위주의 한국에 비해서는 배출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이다. 하지

만 현실적으로 국제협상과정에서는 성장률이 주요한 잣대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의 배출증가율

은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표 Ⅴ-4. 국가 순위별 CO2 배출 비중(2000년) 및 1990∼1999년 증가율

(단위 :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OECD 세계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국 캐나다 한국 이태리

비중 24.2 12.8 6.4 4.9 4.0 3.6 2.3 2.2 1.8 1.8 53.1 100

증가율 15.2 25.6 - 10.5 52.9 -15.0 -6.5 16.1 75.5 6.0 10.3 8.9

(자료 : IEA, 2002; 환경부, 2001)

  한국의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부문이다. <표 Ⅴ-5>에 나타난 것처럼 에너지 부문

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점점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전체 온실가스의 82.5%가 배출되고 있다. 최

근 10년간 산업공정상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11%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 배출의 10.3%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이 부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조처가 이루어져야 함

을 시사한다.

표 Ⅴ-5. 국내 온실가스의 배출원별 구성(2000)

(단위 : 백만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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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90-00 연평균증가율(%)

에너지 67.6(75.9) 102.7(81.7) 119.7(82.5)  5.9

산업공정 5.2(5.8) 12.1(9.6)  15.0(10.3) 11.3

농업/축산 4.3(5.9)  4.2(3.4)  4.5(3.1) -0.8

폐기물 11.9(13.4) 6.8(5.4)  5.9(4.1) -6.8

배출량총계 89(100) 25.7(100) 145.1(100)  5.0

토지/임업 -6.5 -5.8 -10.2  4.7

순배출량 82.5 119.9 134.9  4.9

(자료 : 산자부, 2002)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표 Ⅴ-6>에 나타난 것처럼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보다는 다소 완

만하나 GDP 성장속도에 비해서는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GDP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는 물론 에너지소비가 비효율

적인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1인당 에너지공급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도 빠르게 증가하여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2000년 현재 한국의 에너지부문 1인당 탄소배출량은 2.38 탄소톤으로 세계 

평균 1.06톤의 두 배 이상이며 OECD 평균 3.03 탄소톤에 비해서는 아직 낮지만 갈수록 빠르게 

근접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OECD의 평균소득이 한국의 약 2배라는 사실은 한국이 에너지를 과잉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하지만 OECD 국가가 기후변화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의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역사적인 배출책임

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자유롭긴 하지만 현재의 배출수준은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한국 또한 생태적 빚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표 Ⅴ-6. 한국의 에너지소비와 CO2 배출

1990 1999
90-99 증가율

OECD 전세계
순위 ’90대비 연평균

인구(백만명)   42.87    46.86 25  9.3% 0.99  1,116.41  5,921.39

GDP(10억 '95 US$)  341.55   566.33 11 65.8% 5.78 26,446.42 32,445.29

1인당 GDP('95 US$) 7,967.11 12,085.57 51.7% 4.25 23,688.81  5,479.34

1차 에너지공급 

(백만톤)
  91.82   181.36 10 97.5% 7.85  5,229.45  9,774.48

1인당 에너지공급(톤)    2.14     3.87 80.8% 6.10     4.68     1.65 

CO2/GDP(CO2 kg)    0.68     0.72 75  5.9% 0.64     0.46     0.71

CO2 배출량(CO2 톤)  233.84   410.41 10 75.5% 6.45 12,238.95 22,955.87

1인당 CO2배출량

(CO2 톤)
   5.45     8.76 30 60.7% 5.41    10.96     3.88

(

(자료 : IEA, 2001; 환경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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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98년 4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관련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

여 그간 대외협상대책․국내대응과제를 발굴하는 등 관련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해 11월

에는 국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예상되는 국제적인 감축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는 의무감축시기와 의무부담방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전문협상인력을 강화하

여 되도록 의무감축시기와 부담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온실가스배

출을 감축하기 위해 자발적 협약제도, 고효율 에너지 설비 확대, PFC HFC SF6 배출저감, 연비 

개선 자동차 보급확대, 경자동차 보급 확대, 지역난방 및 소형 열병합발전 확대, 원자력․LNG 등 

저탄소형 발전 확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천연가스 인프라 확대, 에너지 절약기술 및 실용화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개발 확대, 교토메카니즘 활용, 온실가스 배출 통계작성 체제 구축, 에

너지 가격규제의 합리화, 에너지 관련 금융 세제 지원,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대책 등을 추

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진정한 세계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미흡하며, 대처방안에

서도 여전히 원자력에 대한 지지를 고수하고 연성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이지 못해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2003년 초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는 지난해 말 상업운전을 개시한 광6호기를 포함하여 18기

로 원전설비용량이 총 1,572만kW(국내 총 발전설비용량의 약 29.2% 차지)가 됨으로써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가가 되었다. 원자력 발전량은 국내 발전량의 40% 가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2015년까

지 총 2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예정이다.(한국수력원자력, 2002) 원자력 발전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세계 석유시장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라는 대의를 만족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지지정책은 원자력으로 기후변화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며 증가하는 에

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낭비적인 소비행태를 조장․확산함으로써 재생가

능에너지의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이나 열병합발전 지원정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운전과정 내내 핵사고 및 방사능 누출의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핵

쓰레기의 안전한 처리라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원자력발전

이 기후변화에 버금가는 생태적 위협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자로의 연료

로 사용되고 있는 우라늄의 매장량에도 한계가 있어 원자력을 기후변화문제와 화석연료 고갈문제

에 대한 장기적 대안 에너지로 삼는 발상은 근시안적인 것이며 원자력 정책의 포기야말로 역으로 

세계적인 핵확산 위협을 줄여줌으로써 평화로운 에너지 미래를 열어가게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

은 기존의 경성 에너지 체계의 정점으로 거대자본과 거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중형에너

지 체계로서 지역주민에 의한 에너지의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고 원전과 방사능쓰레기 처분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기에 미래 사회를 향한 대안적 에너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을 확대

해 나가야만 한다. 화석연료 가격과의 단순비교를 지나 환경편익과 전주기비용을 고려하고 초기

의 높은 생산가가 지속적인 투자와 시장의 확대를 통한 하락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지정책

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전력구조로의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원자력 지지정책을 포기하여 

장기적 전망 속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와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 편성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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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청정개발체제: 활용의 필요성과 가능성

가. CDM 활용의 필요성

  한국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현재 한국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감축 참여방안

은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로 참여하며 제3차 공약기간

(2018-2022년)을 의무부담의 중간단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 집약도 방식(GHG intensity 

target)을 추구하며 집약도 개선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CDM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제안은 CDM 사업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한국의 대외투자활

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 기업체의 경우 CDM 사업 자체는 비용효과

가 적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CER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한국 기업체의 경우 CDM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여 CER을 포함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져 불리하다는 것이다. CDM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환경적 효과보다 

그런 환경적 효과가 금전화되어 거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CDM 사업에 참여하느냐 여부는 기업

체의 비용효과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이나 CO2 배출증

가속도가 빠르고 에너지원 단위가 높아 의무감축을 수행해야 할 경우 국내에서 모든 감축의무를 

실현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다 온실가스의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국가들에서 CDM 

사업을 수행할 때 보다 저렴하게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국이 되기 위해

서는 다른 투자국들과 경쟁해야 하기에 보다 높은 기술로 한계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는 현 상태에서 투자유치국으로서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CDM사업을 활

용할 수 있는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 산업체 효율화 및 공정개선 사업 : 고효율 설비교체, 연료대체 등

■ ESCO(에너지절약 전문업체) 사업

■ 지자체 또는 지역에너지 사업 :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등

■ 에너지산업 및 공공부문 : 가스, 지역난방, 가스배관망 등

■ 기타 : 폐기물, LFG 발전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은 국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수립하

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전력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분산적인 에너지시

스템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은 개도국들에 투자하거나 기술이전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국내 재생가능에너지기술의 경우 개발의 역사가 일천하여 여전히 투자비용이 높고 기술의 

신뢰성이 낮은 실정이다. 비부속서 I 국가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CDM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재

생가능에너지시장을 확대하고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 투자유치국으로서 한국의 장점

  현재 한국은 투자유치국 지위를 가지는데 선진국의 투자유치시 다른 개도국과 비교해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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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어떤 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까? 우선, 한국은 갈수록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 폐

기물 처분장 등 원전관련설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확대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한국을 이런 이유에서 재생가능에너지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큰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기본적인 인프라가 상당하여 사업추진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셋째, 다른 개도국에 비해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행정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넷째, 다른 개도국에 비해 베이스라인 추정을 위한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즉, 단위 투

자당 가격은 타지역보다 다소 높을 수 있지만 감축량을 인정받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

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기준가격지원제도의 시행으로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확

보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에너지 공급과 환경보호 중 어느 측면에서 추진하

느냐라는 기준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했을 경우 기존에 한국은 미분류 국가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에는 환경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화석연료

에 비해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

음을 의미하기에 선진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 확대의 잠재력이 큰 나라로 

투자에 대한 훌륭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다. 투자유치국으로서 한국의 단점

  투자유치국으로서, 즉 선진국의 CDM 사업 투자 대상국으로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다소의 장

애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파일럿 단계에서 실시한 공동이행 사업활동

(Activities Implemented Jointly : AIJ)의 사업추진 사례가 없어 신규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 입장

에서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있다. 둘째, 그간 법령의 수정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제도

적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2002년 3월 25일의 개정으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 11조의 6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

의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의 차액을 

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산자부는 “획기적인” 대체에너지 지원

제도로 2002년 5월 말에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전력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전기사업법에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

는데,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으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

물소각 등 5개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개정을 통해 보전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고 1회에 한해 기준가

격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투자여건이 좋아졌으나 계통연결과 운 의 위한 기술기준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계통연계조치 및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등 아직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유인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이 지침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하다. 특

히 법령이나 고시 등이 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를 홍보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심어주기에 부

족한 감이 있다. 

  셋째, 산업자원부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나 모든 부서가 동일한 인식을 하

고 있다거나 인식정도가 유사하지 않아 내부적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다. 넷째,  재생가능에너지사

업의 승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이 미흡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아울러 다섯 번째로 지자체에서 재생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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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일이 오래 걸리고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그 누구도 나서서 진행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로서는 행정절차를 밟는데 있어 상당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행정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통합부서가 설치되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으로써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면

서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CDM사업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 형태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해외투자자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결합될 국내자본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중소자본이 project financing의 경

험이 없을 뿐 아니라 담보대출제도에 따라 부동산담보 능력이 없는 국내자본의 투자를 힘들게 한

다. 

제4절. CDM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준비 상황

  러시아의 비준이 불투명한 가운데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선

진국들은 기후시장이 형성될 경우를 대비해서 CDM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와 조직

을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CDM 사업의 주요한 행위자인 투자국과 유치국이 각각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제도적 조직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투

자국으로서는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CDM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다

고 평가되는 네덜란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한국과 산업연관이 높은 일본을 다루도록 한다. 투

자유치국으로는 아시아지역의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살피도록 한다.

1. 투자국 사례

가. 네덜란드

(1) 네덜란드의 기후정책과 CDM 정책의 이행 현황

  네덜란드의 GHG 삭감목표는 기준년 대비 6％로 2008-2012년 사이에 200MtonCO2을 감축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EU 버블 중에서 GHG의 국내삭감비용이 높은 편인데 1999년 시점에서 기준년

보다 6％ 증가한 상태이다. 하지만 일찍부터「배출삭감량의 50％를 국내노력으로, 50％를 교토메

카니즘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정부방침으로 공표하고 있다. IET로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는 정하

지 않은 상태에서 JI와 CDM을 통해 100MtonCO2을 감축하기로 하 으며 이 중 약 1/3은 JI를 통

해, 나머지 2/3는 CDM 사업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ERUPT/CERUPT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 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입찰(tender)에 의해, 탄소배출삭감을 수반하

는 사업으로부터 탄소 신용(credit)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네덜란드에서 전반적인 기후변화정책은 

주거․공간계획․환경부(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 VROM)

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JI를 실시하는 ERUPT는 경제부가, CDM을 실시하는 CERUPT는 주

거․공간계획․환경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IET 정책의 개발은 두 부처가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다. 2000년 네덜란드 정부는 상당한 정도의 비공적개발기금(non-ODA)을 VROM에 할당했으며 

CDM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마라케쉬선언에 부응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EB의 보다 빠른 승인을 얻어내어 CDM 사업을 되도록 이른 시기에 계약․이

행함으로써 공식적인 CER을 보다 빨리 획득하기 위해 서둘러 CDM 사업에 착수했다. 2001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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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 EB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정부는 EB가 충분히 작동하

여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처음 1, 2년간은 상당한 불

확실성이 개입될 것이라 판단했다. EB가 완전하고도 애매하지 않은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동안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안전한 결과를 위해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

면서 CDM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론과 절차를 개발하 다. 마라케쉬 선언의 규칙에 덧붙여 네덜란

드 정부는 CDM 사업 활동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과 지속가능성, 

이행의 확실한 보장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정당성과 효율성(legitimacy and efficiency)"를 주요한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CDM 전담부서인 CERUPT(2001년 11월 출범)는 이미 다수의 재정기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Bank for the Andes, 독일 민 은행 Rabobank)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2002년 

1월,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ing corporation : IFC)와 「개도국에서의 클린 에

너지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IFC는 3년간 4천만 달러를 갹출하고 탄소 credit을 제공하

게 된다. 다음 <표 Ⅴ-7>은 현재까지 CDM 사업과 관련한 네덜란드 정부의 활동을 요약한 것이

다.

표 Ⅴ-7. 네덜란드의 CDM 정책의 이행에 관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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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교토메카니즘의 하나로 CDM 도입

 2000

 상당규모의 비공적자금을 VROM에 할당

 2001

 4월 1일  VROM내에 분리된 CDM 전담과 설치

11월 9일
 마라케쉬 선언으로 CDM의 절차와 방법론 규정

 CDM EB 구성

11월30일
 CERUPT 계약 시작: VROM의 권한아래 정부기구인 Senter가 관심표명할 것  

 을 요청

12월10일  제 1차 파나마 CDM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2002

 1월 18일  IFC와 CDM 계약

 1월 31일  CERUPT tender에 대한 신청마감

 3월 22일  코스타리카 양해각서

 4월 15일  세계은행, IBRD와 CDM 계약

 4월 18일
 엘살바도르 양해각서

 콜롬비아 양해각서

 5월 31일  네덜란드와 EU의 교토의정서 비준

 6월 10일  CAF(Corporacion Andina de Fomento)와 CDM 계약

 9월 18일  VROM을 CDM 국가승인기구로 공식 지정

10월30일  우루과이 양해각서

 2003

 1월 21일  Rabo은행과 CDM 계약

 1월 29일  니카라과 양해각서

 2월  7일  볼리비아 양해각서

 3월 13일  CERUPT의 죄종 선택 발표(18개 사업)

 4월 15일  제 1차 CERUPT 베이스라인 방법론 EB 승인 위해 제출

  CDM 국가승인기구로 지정된 VROM은 이미 18개의 CDM 사업을 검토하여 그 중 몇 가지 사

업을 UNFCCC의 CDM EB에 승인과 등록을 위해 제출한 상태이다. 사업설계가 제출된 CDM 사

업의 대상국은 볼리비아(1), 브라질(2), 중국(1), 코스타리카(3), 체코 공화국(1), 엘살바도르(1), 헝

가리(1), 인도(5), 인도네시아(1), 자마이카(1), 파나마(3), 폴란드(1), 루마니아(4), 슬로바키아(1) 다

(VROM의 통계에서 대상국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이에는 아마도 JI 대상국도 함께 포함한 

듯하다). VROM은 개도국에서 수행된 CDM 사업에서 발생한 CERs를 중개자(intermediaties)를 

통해 구입할 예정인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네덜란드 정부와 CDM 계약을 체결한 

Rabobank, IFC, IBRD, CAF, SENTER international이다.

(2) CDM 사업을 위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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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의 CDM 방법론과 절차를 따라 네덜란드에서는 VROM이 국가승인기구로 공식 지정

된 상태이다. 2001년 4월 1일을 기해 VROM의 환경보호실의 국제환경문제국내에 CDM과

(division)가 설치되었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VROM의 기후변화와 산

업국내 기후변화과에 남아있으나 CDM과는 네덜란드의 CDM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책임진

다. 두 부서는 긴 하게 협력한다.

(3) CDM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과 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

  VROM에 배정된 CDM 예산은 비공적기금으로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도구축이나 적응과 

같은 일반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일반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외무

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국제협력실(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소

관이다. 하지만 CDM 관련 역량구축이나 확장활동은 CDM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결과로 귀결

될 수 있는 활동이라면 한정된 범위이긴 하지만 CDM 예산에서 지출된다.

(4) CERs 구매 전략

  VROM의 CERs 구매는 공공재정으로 운용되는 것이기에 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몇몇 경우에는 (국제적) 조달(procurement) 원칙이 적용된다. VROM은 CERs의 구입을 위한 중개

자(intermediaries)로 행위하는 유능한 조직들과 계약을 맺는 임무를 맡고 있다. VROM의 지침에 

따라 중개자들은 개도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결과 발생하는 CERs을 네덜란드 

정부를 위해 구입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국가 출신의 사업개발자(project developer)들이 중개자

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 CDM 사업계획서를 중개자들에게 제출할 수 있다. 네덜란드나 유럽지역의 

기술이나 협의를 제공하는 업자들에게 어떠한 차별적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CDM 프로그램은 사업의 규모나 사용된 기술, 비부속서 I 국가들간의 형평성 있는 사업배분 등을 

고려하는 등 높은 수준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토

의정서의 CDM이 지향하는 좋은 의미의 차별화가 가능하고 지역적 형평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VROM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CERs을 구입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i) VROM은 IFC와 IBRD, CAF 등 다국간 지역적 국제적 재정기구와 계약을 체결했다

(ii) SENTER 보조금 프로그램과 국제공공조달절차의 운 을 위해 특별히 조직된 정부기구이다. 

VROM을 대신해서 Senter는 CERUPT(Certified Emission Reduction Unit Procurement Tender)

라고 불리는 CDM 공공조달입찰(tender)기구를 조직하 다. CERUPT 입찰은 유럽이나 WTO 조

달규제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엄격하게 따른다. 제1차 입찰은 일단 2002년 2월에 완료되어 더 이

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당분간은 제2차 입찰계획은 없다.

(iii) VROM은 Rabobank라는 민 재정기구와 계약을 맺었다. 라보은행은 국제적으로 운 되고 있

는 네덜란드의 민 기업으로 식품과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DM 사업계획서는 수시로 제

출가능하다.

(iv) 네덜란드와 다른 비부속서 I 국가간 양자간 CER 구매협정(Bilateral CER Purchase 

Agreements : BCPAs): 다른 비부속서 I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 개발될 수 있다. 이 선택

지는 아직 조사 중이며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 2003 kick-off 모임이 조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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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소기금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Carbon Fund)

  세계은행은 2000년 4월에 민간 및 공공 기구들과 원조탄소기금(Prototype Carbon Fund : PCF)

을 설립하 다. 네덜란드 정부를 대신하여 외무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가 부처예산으로 

이 기금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VROM이 전반적인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책임지고 있고 CDM 

국가승인기구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기금관련 결정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공동체 개발 탄

소기금(Community Development Carbon Fund : CDCF)은 공적/사적 세계은행기금인데 여전히 

개발 중에 있다. CDCF로 개도국의 가난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는 소규모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

원할 계획이다. 세계은행은 이 기금을 지도적으로 운 해나갈 회사나 정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

는데 네덜란드는 이 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6) CERs 계약을 위한 일반적 접근

  VROM의 목적은 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CERs의 구입을 최대화하는 것이

다. 이 목적은 중개자들과의 다양한 계약형식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제까지 중개자들은 소위 

말하는 상세한 접근(detailed approach)을 취해왔다. 이 접근은 EB가 절차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질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활동을 통해 CERs을 수용할 지를 결정하는 데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에 적합한 사업을 찾아내는 일은 중개자의 몫이다. 

VROM과 중개자들은 중개자들의 포트폴리오로 생산된 CERs의 총량을 더 선호한다고 동의한 바 

있다. 개별 사업이 있어 CERs의 규모는 중개자와 사업후원자의 협상의 결과로 결정되며 CERs의 

최종전달은 사업후원자의 책임이다. 이 과정에서 VROM은 다양한 단계의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

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VROM은 사업의 높은 질을 확인하는 선택의 과정

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상세한 접근법의 대안은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이다. 이 접근법은 중개자의 포트폴리오

를 통해 전달되는 CERs의 총량이 구체화되고 보장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CERs의 구매와 이전

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중개자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한다. 

VROM은 최소한 공공재원의 비용효과적인 지출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규정하며 모든 것은 원래의 

CDM의 의도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포트폴리오의 최대 평균가격과 CERs의 최소한의 질

을 확실히 하게 된다.

(7) CERUPT의 운 방식

(가) CERUPT제도의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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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Xb. CER

EB CDM 등록 적응기금 기금관리

Ⅵ. 등록
Ⅹ. CER교부

Xa. 적응 등에 징수

V. 등록 요청
IX. 검증 및 인증

Xc.관리비징수

IV. 확인 요청
VIII. 인증 요청

IV. 확인
  II. 제안서
  VII. 서류
  XI.보고서0. 승인요청

계약자
(CER 공급자)호스트국정부 네덜란드정부,

Senter
III. 계약
XI. 지불

I. 승
인

  

No. 기술(記述)   TOR의 목차

0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Ⅺ

공급자가 호스트국가 정부에 프로젝트 승인을 청구한다.

호스트국가 정부가 CDM프로젝트의 승인 letter를 발행한다. 

이 승인 letter에 의해 호스트국가 정부는 프로젝트를 CDM프

로젝트로 인정한 것이 된다.

공급자는 Senter에게 CER의 획득을 제안한다.

Senter는 제안을 받아들여 공급자와 계약에 서명한다. 이 계약

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CDM프로젝트로서 인정한다.

공급자는 PDD를 DOE에 확인을 위해 제출한다. DOE는 공급

자에게 확인보고서를 제출한다.

DOE는 EB에게 CDM프로젝트로서 등록청구를 한다. 등록 후

에 프로젝트는 정식으로 CDM프로젝트로서 인정된다.

리뷰가 요구되지 않는 한 EB에 의한 프로젝트 등록은 요구로

부터 60일 후에 완료된다.

계약자는 검증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다.

프로젝트는 모니터링 리포트에 제시되는 배출삭감을 달성한다. 

계약자는 검증․인증을 위해 모니터링 리포트를 DOE에 제출

한다. DOE는 공급자에게 검증보고서와 배출삭감 인증을 부여

한다.

DOE는 EB에게 CER 발행을 요청한다.

EB는 CDM등록을 통해서 CER을 발행한다.

Xa : 들어맞는 경우 : 적응기금에 최대 5%.

Xb : 남는 CER(>95%)을 네덜란드로 이전

Xc : 네덜란드 정부는 운 기금을 지불한다.

계약자는 보고서를 배포하고 Senter가 CER delivery를 맡아서 

지불한다.

  해당 없음

  2.3.1.2,

  App.3

  2.3.2, App.4,

  3.2, 3.3

  3.4

  2.3.3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3 table3.3

  2.3.2, 2.3.3

  

  

  해당 없음

  2.3.1.6,

  2.3.1.7

  2.2, 2.3.2

  해당 없음

  2.4

 표 Ⅴ-8. CDM 프로젝트 기관과의 관계

(나) CERUPT 2002 검토사업

  2002년 2월에 접수완료된 사업계획서는 18개 다. 아래 (a)에 기술된 브라질의 Catanduva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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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제분소(Sugarcane Mill) 바이오가스 발전소 확장사업과 코스타리카에서 실시할 (l)의 INCSA 

Cartago 확장 사업은 2003년 11월 현재 CDM EB의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① Catanduva 사탕수수 제분소(Sugarcane Mill), 브라질(바이오가스 발전소 확장)

Catanduva 설탕공장은 사탕수수로부터 설탕과 알코올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 과정의 부산물인 

bagasse는 보일러에서 소각하여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쓰인다. 

이 사업은 보일러와 turbo 발전기를 구입하여 동일한 양의 bagasse에서 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브라질의 전력연계망에 연결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향후 사업결과 매해(사탕수수

수확기간에) 19.5MWe의 전력이 생산되어 그 중 93,366MWh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다른 발전업자가 생산하는 양을 상쇄하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195,984 CERs가 

제공된다.

② RES Wigton 풍력단지풍력 발전, 자메이카

299kW 규모의 풍력발전기 23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발전기공급자는 네덜란드회사인 NEG 

Micon Halland이다. 풍속을 매해 측정해왔는데 이러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할 경우 이 

사업으로 매해 63백만kWh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한 발전으로 기존의 화력발전으로 생산

된 전력을 상쇄해갈 것으로 보이며 457,000 CERs 발생한다.

③ Fortuna 수력발전 추가, 파나마

Fortuna 수력발전소는 파나마에 있는 최대 발전소로 파나마 총전력의 40%를 생산한다. 이 사업은 

5개의 물줄기로 분산시켜 Fortuna 저수지(reservoir)의 물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데 추가

적인 물의 흐름으로 3%의 발전증가가 예상된다. Fortuna가 자체 재정으로 2004년까지 공사를 완

료할 예정이며 224,800 CERs 발생한다.

④ Sualon 풍력에너지 사업, 인도(풍력발전)

이 사업은 전력망에 연결하여 국가소유의 발전회사인 Tamil Nadu Electricity Board(TNEB)에 판

매하기 위한 15MW급 풍력발전사업이다. 인도는 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정책 실시 중이

다. 이 상은 1.25MW급 풍력발전기 12기를 Sankaneri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인도의 총 풍력발전설비는 800MW 가량이며 340,00 CERs 발생한다.

⑤ Vestas Tamil Nadu 풍력사업, 인도

Vestas RRB사가 인도 남부의 Tanil Nadu주에 0.85MW 풍력발전기 17기로 14.45MWe의 풍력발

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풍력발전기는 Vestas type V52-850으로 지름 52m, 높이 60m 크기

이다. 생산된 전력은 전력판매협정에 따라 TNEB에 판매할 예정이며 272,000 CERs 발생한다.

⑥ AyP 발전사업, 볼리비아(가스터빈 발전사업)

3MW짜리 가스터빈 10기를 Bolivia의 Sucre시(2800m 고도에 위치)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높은 효

율성으로 인해 발전전력단가보다 한계비용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배출감축은 Sucre에 있는 기존

의 가스와 디젤 화력발전소를 대체함으로써 성취된다. 327,083 CERs 발생한다.

⑦ Shell 엘살바도르 지열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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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엘살바도르의 Shell사는 기존의 지열발전 분야의 증기생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엘살바

도르의 국 회사 Geotermica Salvadorena(GESAL)와 합작회사 설립하 다. GESAL은 유일한 지

열분야 경 자이며 쉘사는 지열분야의 (암반을 쪼개는) 실험적 기술을 보유하며 GESAL은 기존

설비로 60MWe를 생산해왔는데 이 사업으로 5MW를 추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열발전으로 

보다 비싼 화력발전방식에 의한 전력생산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000 CERs 발생한다.

⑧ AES, Esti 수력발전사업, 파나마

Esti 사업은 신규의 강수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기의 하루당 물흐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매해 평균 620GWh의 전력생산 예정이며 기존의 화력발전을 대체한다. 3,397,129 

CERs 발생한다.

⑨ 내몽고풍력발전 사업

이 사업은 중국 자치구인 내몽고지역 Huitengxile에 34.5MW 풍력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미 5.4MW

와 6MW의 풍력발전기들이 설치된 두 장소에 24.1MW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Huitengxile은 풍력자원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이며 북부 중국으로 연결되는 송전망이 가까이 있어 

유리한 조건이다. 이 사업으로 연간 74.6G쪼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생산된 전력은 내몽고의 서부전

선망에 판매될 예정이며 606,476 CERs 발생한다.

⑩ MNL Wayang Windu 지열발전사업, 인도네시아

유노칼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Magma Nusantara가 서부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250km 떨어진 Pangalengan에 있는 지열발전소에 110MW를 추가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

은 60%가량 진행된 상태이며 110MW 설비가 이미 가동중인 상태이다. 추가적인 비열발전으로 기

존의 화력발전 전력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며 5,432,000 CERs 발생한다.

⑪ AES Bayano upgrade, 파나마(수력발전)

Bayano강에는 이미 150MW(75MW 설비 둘) 규모의 수력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 두 설비를 18MW 증강시켜 복구하고 새로 86MW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다. 330,806 

CERs 발생한다.

⑫ INCSA Cartago 확장 사업, 코스타리카

이 사업은 첨단 화로를 설치하여 클링커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비용이 획기적으

로 감소하고 환경 향이 크게 줄어들게 됨은 물론 INCSA의 시장점유율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

다. 491,000 CERs 발생한다.

⑬ SARET Rio Azul 매립지 가스사업, 코스타리카

Rio Azul 매립지에서 LFG를추출하여 3MWDML 첨두부하용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업이며 947,971 

CERs 발생한다.

⑭ ICE Penas Blancas 수력발전 사업, 코스타리카

Penas Blancas는 35.4MW의 수력발전설비로 매해 164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은 코스타리카 국 회사인 ICE가 개발 건설 중인데 ICE가 이후에도 사업 운  주체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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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생산된 전력은 ICE의 다른 발전전력과 함께 송전망에 연계해서 판매할 계획이며 

806,800 CERs 발생한다.

⑮ Enercon 풍력발전사업, 인도

인도 남서부 Karnataka주의 두 지역에 설치될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으로 600kW 발전기 25기 

설치 예정이며 475,697 CERs 발생한다.

⒃ Ind-Barath 바이오매스사업, 인도

7.5MW 바이오매스 발전설비로 매해 49GWh를 생산할 계획이다. 면화줄기나 사탕수수 쓰레기, 쌀

겨 등을 바이오매스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며 300,000CERS 발생한다.

⒔ Kalpa Taru사업, 인도(바이오매스)

3기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총 20MW 규모) 건설 사업으로 겨자 부산물 사용 예정이다. 분산적인 

발전방식이기에 송배전에 따른 전력손실을 줄이고 기존의 갈탄과 석탄화력발전 전력을 대체하며 

1,150,000 CERs 발생한다.

⒕ Onyx Tremembe 매립지가스 사업, 브라질

상파울로의 매립지에서 가스를 추출하여 발전한다. 기존의 매립지와 새 매립지 모두 대상이며 

695,880 CERs 발생(10년 계약)한다.

나. 일본

(1) 기후변화협약과 일본 : 기후정책과 교토메카니즘 이행방안

  일본은 2001년 현재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8%를 차지하는 세계 제4위 배출국이다. 일본

의 1990년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274백만TC(전체 부속서 I 국가 배출의 8.5% 차지)로 2008-2012

년의 제1차 의무감축 이행기간 동안 1990년 수준에서 6% 감축하기로 교토의정서에 서명했다. 현

상유지적(business-as-usual) 접근을 취했을 경우 2010년의 배출량이 342백만TC로 예상되기에 배

출한도량 258백만TC 대비 85백만TC를 절감해야 한다. 1990년 수준에서 6%감축이란 현상유지적 

접근의 2010년 감축량에 비해서는 25%를 감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90년대 

10년간 10.5%나 증가한 상태이다. 일본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국내 절감노력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되도록 교토

메카니즘을 활용하려는 입장이다. 특히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CDM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

  일본정부는 제1차 공약기간동안 CDM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있

다. 일본의 산업계가 보유하는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CDM 사업을 추진하여, 제1차 공

약기간의 삭감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한다. 둘째, 제2차 공약기간 이후의 일본과 개도국, 경제이행국 

쌍방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기에는 정부주도의 CDM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초

석으로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과 NGO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장래 교토의

정서에 개도국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이전과 역량구축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CDM 사업

을 추진한다.

  2003년 11월 현재 일본은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B에 CDM 사업의 베이스라인 계산 방

법론 승인을 신청하여 벌써 태국과 한국에서 진행할 CDM 사업이 승인된 상태이다. EB의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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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승인심사가 현재 4라운드째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은 4라운드에도 다섯 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감축비용이 저렴한 방안들이 풍부하여 제1차 공약기간에 CDM 사

업을 통해 상당한 양의 탄소 credit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퍼시픽 컨설팅회사의 분석

에 따르면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AIJ의 경험이 부족하고, ERUPT/CERUPT와 같은 

선진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시점에서 민간기업에 대해 CDM 사업 실시에 인센티브가 

되는 국내배출량 설정이나 국내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등의 도입이 없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리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미쯔비시 연구원도 일본이 이미 에너지 효율적이며 60%이상이 조림된 

상태에다 EU는 인근에 동유럽이 있고 호주는 교토의정서상에서 많은 양해(8% 증가가능)를 받는 

등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일본의 산업은 에너지절약 기술을 

포함하여 세계적 수준의 온난화대책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일본기업이 투자유치국에 

현지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 공장에 대한 온난화대책이 CDM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CDM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기술이전이나 역량구축에 

관해서 ODA를 통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일본은 지난 2002년 3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大綱)」을 결정하면서 CDM에 관한 대응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2) 일본의 사전조사 작업

  일본은 CDM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 상당한 정도로 신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CDM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하 다.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의 의사를 타진 수렴하

는가하면 교토의정서와 마라케쉬 선언이 담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분석하고 차분히 준

비해 온 것이다. CDM/JI의 사업화를 위해 환경성에서는 1999년도부터 CDM 및 JI가 가능한 유력

한 프로젝트 발굴과 국내․국제규칙 만들기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

조사에 착수하 다. CDM/JI를 추진하려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본은 1998년

도부터 CDM/JI에 관한 검토조사를 매년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의 두드러진 동

향은 ① 2002년 10월 CDM/JI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승인절차를 정비하 고 ② 2002년도 「공동실

시 등 추진기초조사」에서 유망한 JI/CDM 조건을 발굴하기 위해 44건을 채택해서 사업실시 가능

성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CDM 사업승인제도의 검토

  일본 민간사업자가 CDM/JI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내의 사업승인 틀

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하 다. 그리고 검토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의 CDM/JI사업 potential 및 

사업승인제도에 관한 요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DM에 관한 일련의 운용 규칙에 기초하여, 사업의 승인부터 credit 등록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만

들어야 하는 절차,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나)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CDM사업의 지원안(scheme) 제안을 위한 검토

  네덜란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기업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민간사업자의 요망 

등을 정리하여 일본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CDM사업의 지원안의 구성 방향,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잠재력, 정리가 필요한 과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 베이스라인 표준화에 관한 기술적 검토

  CDM 사업인증시스템에서 중요한 기술적 과제인 베이스라인 설정에 관해서 표준화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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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동향과 기술적인 대응 내용을 파악했다. 1998∼2000년도에는 환경성의 베이스라인 표준화

에 관한 검토성과를 유럽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PROBASE」등 국제적인 베이스라인 표

준화 논의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

다.

(3) NEDO와 기후변화정책

  NEDO(The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1981년 국제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MITI) 산하에 에너지와 실용적인 산

업기술 역에서 조사․개발(R&D)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준정부조직이다. 1993년부터 NEDO

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모델사업으로서 「국제에너지사용합

리화 등 대책사업」을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1996년부터 새로이 개시한 모델사업은「기후변화조약에 관련한 공동실시활동(AIJ)」

으로서도 임하고 있어,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사이에서 AIJ로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래에 JI나 CDM으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활용할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 모델사업

① 타당성 실증 사업: 일본에서 이미 실용도입되고 있는 효과적인 에너지 유효이용기술을 개도국

에 보급하기 위해 실규모 관계시설에 도입하여 해당기술의 타당성을 실증하는 모델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1999년도 사업비는 101.2억엔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다소 증가하여 136.4억엔으로 운용되

고 있다.

  ㉮ 국제에너지소비효율화 등 협력기초사업

  ■국제에너지소비효율화조사 등 협력기초사업 : 관계국의 에너지시책, 에너지소비동향 등 파    

  악․    분석, 에너지유효이용방안 조사․제언 등

  ■공동실시 등 추진 기초조사 : 일본의 민간기업에 의한 에너지유효이용기술 도입에 관련한    

  프로    젝트를 지원하고, 장래 JI나 CDM화를 위한 F/S조사를 함

  ㉯ 국제에너지소비효율화 등 모델사업 : 선진국에서 기술적으로 실증된 설비를 개발도상국의 

에너지다소비 설비 등에 설치하여 해당기술(에너지절약기술 및 석유대체에너지기술)의 유효성을 

실증하고 보급하기 위해 에너지유효이용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국제에너지소비효율화 등 기술보급사업 : 기술전문가를 모델사업의 실시장소 및 동업종의 

타공장에 파견하여 해당기술의 보급활동을 한다.

② 에너지유효이용 모델사업

  ㉮ 시멘트 소성설비 폐열회수 모델사업

상대국 : 인도, 사업기간 : 2001∼2003년도, 

상대국기관명 : 재무성경제국, 상공업성, 실시장소: 안드라 플란데슈 

㉯ 고로 열풍로 배출가스 현열이용설비 모델사업

  상대국 : 인도, 사업기간 : 2001∼2003년도, 상대국기관명 : 재무성경제국, 철강성, 

  실시장소 ::잭 핸드주

  ㉰ 시멘트 폐열 유효이용 모델사업

상대국 : 중국, 사업기간 : 2002∼2004년도, 상대국기관명 : 국가발전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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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장소 : 광장족자치구

㉱ 고효율가스터빈기술모델사업

상대국 : 미얀마, 사업기간 : 2002∼2004년도, 상대국기관명 : 미얀마 전력성, 실시장소 : 이와마

㉲ 제유소 플레어가스․수소회수설비 모델사업

상대국 : 인도네시아, 사업기간 : 2002∼2004년도 

상대국기관명 : 에너지광물자원성 석유가스총국, 실시장소 : 동카리만탄

㉳ 열병합발전소 에너지절약화 모델사업

  상대국 : 카자흐스탄, 2002∼2005, 상대국기관명 : 에너지광물자원성, 서카자흐스탄주정부 천연   

  자원환경보호성, 실시장소 : 우랄스크시

※사업종료는 중국 17건, 인도네시아 3건, 태국 3건, 베트남 1건, 말레이시아 1건, 미얀마 1건      

                                                                                         

(나) 환경․연구개발

①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국제공동실증

  ■태양광발전 계통연계시스템 실증연구(태국, 미얀마)

  ■태양광발전 콤비네이션 시스템 실증연구(캄보디아)

  ■태양광발전 등 분산배치형 시스템 실증연구(캄보디아)

  ■분산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증연구(몽고)

② GEC(재단법인 지구환경센터)

  일본 국내에 축적된 풍부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UNEP가 실시하는 개발

도상국 대도시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구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활동을 통

해서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을 비롯한 지구환경보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1월 설립

된 조직이다. 일본에 설립되는 UNEP-IETC(UNEP 국제환경기술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으로 

발족하여, 개발도상국의 도시의 환경보전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제공, 연수실시, 세미나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환경성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온난화대책 CDM사업조사에 

관한 안건을 채택하고 CDM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4) GEC와 CDM

(가) CDM 조사사업에 대한 안건

  GEC에서는 환경성의 위탁을 받아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기업과 NGO등이 개발도상국

이나 경제이행국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배출삭감이나 흡수원강화에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본 

조사의 공모, 선정, 조사의 진행관리, 프로젝트 평가 및 조사결과의 정리 등을 수행한다. 온난화대

책 CDM사업조사는 장래에 「CDM」,「JI」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삭감과 흡수원강화로 연결될 것

으로 생각되는 효과가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CDM 등 frame에 관한 국내․국제 

룰 형성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성의 위탁을 받아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3년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일본의 기업, 지방공공단체, NGO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안건

을 모집한 결과, 59단체로부터 74건의 응모. 그 중에서 20건을 채택하 다. 이번 채택에서는 일본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온실가스 배출삭

감(흡수원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한 공공성 높은 소규모 CDM(커뮤니티개발 CDM)에 대해서도 이번부터 새로이 별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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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 다.

(나) 지구온난화대책 CDM사업조사

① 사업조사의 개요

  ㉮ 요지

  환경성에서는 1999년도부터 CDM과 JI 대상으로 생각되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평가하는 

조사(feasibility 조사)에 착수하여, 지방공공단체나 비정부조직(NGO) 등의 응모를 받아 그 중에서 

채택된 단체가 주체가 되어 현지조사(개발도상국 등), 프로젝트 실시계획 입안 및 지원, 프로젝트 

실현과 관련한 가능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조사대상 기술분야

  ⓐ 바이오매스 이용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농작물의 폐기물, 가축 분뇨 등의 유기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  

  이오가스발전, 간벌재․폐목재 등의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로의 전환 등

  ⓑ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억제

  논이나 쓰레기매립지에서의 메탄가스 배출, 농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환경보전형 농업으로의 전환, 배출 메탄가스의 유효이용 등

  ⓒ 기타 조림 등 CDM/JI 사업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

  ㉰ 대상국, 지역

  ⓐ 또는 ⓑ에 해당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②사업조사공모 안건채택 결과

  ㉮ 2003년도 온난화대책 CDM 사업조사안건 채택결과

  2003년도 환경성의「온난화대책 CDM 사업조사」의 일환으로 2003년 4월 16일∼5월 14일에 걸

쳐 일본의 기업, NGO, 지방공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삭감과 흡수원 강화에 연결된

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모집하 다..그 결과, 59단체로부터 74건의 조사안건 응모가 있었고, 그 

중에서 폐기물관리, 바이오매스의 이용, 조림 등 20건의 프로젝트 안건을 채택하 다. 향후 각 조

사단체에 의한 현지조사, 프로젝트 실시계획의 입안,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평가, 프로젝트 설계서

(PDD) 작성 등 탄소 credit 획득을 위한 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 채택안건 개요

  채택된 사업안건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분야>

■(株)大林組(오오바야시구미)

■조사명 : 태국 폐기물처리장(방콕교외)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유효이용 발전시설의 사업성  

조사․검증

■조사대상국․지역 : 태국(방콕교외)

   ■대상가스 : 메탄,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방콕교외에 건설중인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지가스(주성분 : 메탄)을 회수하

여 발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테스트 관정에 의한 매립지가스 실측을 비롯하여 2002년도 조사에

서 명확해진 과제를 중심으로 재조사하여, CDM으로서의 사업성 정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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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淸水建設（株）(시미즈건설)

■조사명 : 大連경제기술개발구 중앙하수처리장 오니소화 메탄가스의 열병합발전 이용사업

■조사대상국․지역 : 중국(요령성)

   ■대상가스 : 메탄,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하수처리장의 오니를 혐기성 소화조에서 메탄가스를 발생․회수하여 열병합발전 

이용(전력은 펌프동력, 열은 소화조 가열 등 자가이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온실가스 삭감효과

와 투자채산성 등을 조사하여 프로젝트 설계서를 시작(試作)함.

■ 電源開發（株）(덴겐개발)

■조사명 : 루마니아의 폐기물처분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열병합설비의 사업성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루마니아(사시마레시)

   ■대상가스 : 메탄, 이산화탄소

   ■CDM/JI : JI

■조사개요 : 사시마레시의 폐기물처분장의 환경설비 관점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발생량을 

조사하고, 이 메탄을 회수, 연료로 유효이용하는 열병합사업을 입안하여, 그 온실가스 삭감을 

비롯한 환경개선효과와 JI 사업화 가능성을 조사함.

■豊田通商（株）(도요타통상)

■조사명 : 브라질의 폐기물매립장 가스회수 및 발전사업으로부터 탄소 credit 획득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브라질(상파울로시)

   ■대상가스 : 메탄

   ■CDM/JI : CDM

   ■조사개요 : 상파울로시 산호안지구의 폐기물매립장에서 대량발생하고 있는 메탄가스를 회수  

   하여 에너지원으로 유효이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baseline 조사, 온실가스 삭감량 계산, 이해  

   관계자 분석, 환경 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설계서를 시작(試作)함.

■日本環境コンサルタント（株）(니혼환경컨설턴트)

■조사명 : 말레이시아 폐기물의 퇴비화 처리에 의한 매립지로부터의 메탄가스 억제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말레이시아(죠홀바루)

   ■대상가스 : 메탄,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폐기물 최종처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의 메탄가스 삭감을 목적으로, 그 발

생원이 되는 생분해성 폐기물을 호기성 발효처리하는 퇴비화 시설 건설과 시스템 구축을 입안

하여, CDM 사업으로서의 실현가능성을 조사한다. 

■（財）廢棄物硏究財団(폐기물연구재단)

■조사명 : 프놈펜시 폐기물매립처분장(Stung　Mean　Chey)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등(L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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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수에 의한 온실효과 삭감 및 에너지 활용사업의 F/S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캄보디아(프놈펜시)

   ■대상가스 : 메탄,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쓰레기매립처분장 배출ＬFG(메탄가스 등)의 고효율 회수방식 및 목탄제조에 의  

   한 에너지변환․저장기술 등을 적용, 지역 에너지로 활용하는 이외에 유사시설의 LＦG자원량  

   예측과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술・재정・환경 등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 三菱証券（株）(미쯔비시증권)

■조사명 : 필리핀에서의 폐기물매립처분장의 회수매립가스에 의한 발전사업 실시가능성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필리핀(마닐라)

■대상가스 : 메탄

   ■CDM/JI : CDM

   ■조사개요 : 메트로・마닐라의「스모키 마운틴」으로 알려진 쓰레기매립처분장에서 메탄가스  

   를 회수해서 발전에 이용하는 사업의 실시가능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프로젝트 설계서를 작성  

   하여 CDM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바이오가스 이용분야>

■（株）エックス都市硏究所(엑스도시연구소)

■조사명 : 말레이시아・바한주 치니지구에서의 근접 팜오일 공장 통합에 따른 메탄배출 억제  

와 바이오매스의 유효이용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말레이시아(바하주 치니지구)

   ■대상가스 : 메탄

   ■CDM/JI : CDM

   ■조사개요 : 팜오일 폐액에서 회수한 메탄가스 및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등에 의한 메탄가스의 배출억제와 바이오매스의 유효이용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여 프로  

   젝트 설계서를 작성한다. 폐쇄후의 라군부지에서의 새로운 바이오매스 산업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함.

■（株）關西總合環境センタ〡(간사이종합환경센터)

■조사명 : 태국에서의 바가스와 rice husk를 이용한 열병합 사업화 가능성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태국(라차브리주)

   ■대상가스 : 메탄,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제당공장에 있는 기존의 자가발전설비의 효율개선과 함께, 연료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바가스(사탕수수를 짜고 남은 찌꺼기) 이외에 rice husk(쌀겨)를 더해 바이오매스 발전을 

늘리고 야적된 바가스로부터의 메탄 억제 및 증기의 유효이용 등 종합적인 열병합에 의한 

CDM사업 가능성을 조사함.

■（社）國際環境硏究協會(국제환경연구협회)

■조사명 : 브라질 제당폐기물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조사대상국․지역 : 브라질(상파울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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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브라질의 제당폐기물의 열원 및 전력공급 연료로서의 이용가능성, 사업성에 대해  

   서 baseline 등을 조사함. 그리고, 이와 함께 수확폐기물의 새로운 이용형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삭감 기회에 대해서도 검토함.

■（株）パウワウプ〡ル(파워풀)

■조사명 : 해바라기를 자원작물로 하는 바이오디젤유 제조 프로젝트에 관한 태국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태국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바라기(자원작물) 플랜테이션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유  

   제조사업에 관해 baseline과 프로젝트 boundary 등, 프로젝트 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함.

<바이오가스 이용과 조림분야>

■王子製紙（株）(오오시제지)

■조사명 : 마다가스카르･토아마시나주에서의 순환형 바이오매스 플랜테이션 사업화

■조사대상국․지역 : 마다가스카르(토아마시나주)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삼림재생에 의한 환경보전, 제지원료 확보 및 목탄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에 대해서 baseline 등 CDM사업 가능성을 조사하고, 프로젝트 설계서를 시작(試作)함.

■關西電力（株）(간사이전력)

■조사명 : 폴란드공화국 버드나무 조림사업을 이용한 석탄식 열공급 플랜트의 바이오매스 전  

환사업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폴란드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DM/JI : JI

   ■조사개요 : 기존의 석탄식 열공급 플랜트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기술 도입과 바이오매스   

   연료로의 연료전환을 실시함과 동시에 연료를 생산하는 버드나무 조림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을 입안하여, JI사업으로서의 실현가능성을 조사함.

■住友林業（株）(스미토모임업)

■조사명 : 인도네시아공화국 3개주에서의 조림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프로젝트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인도네시아(동카리만탄주, 동자바주, 중부자바주)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조림프로젝트의 사업평가・모니터링계획・프로젝트설계서 작성을 하고,          

   Validation도 시행함. 그리고 임산가공업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사용한 열 및 전력(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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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이용 프로젝트를 검토함.

<조림분야>

■（財）オイスカ(오이스카)

■조사명 : 필리핀에서의 NGO주도에 의한 주민참여형 조림사업 가능성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필리핀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NGO주도 주민참여형 조림의 CDM사업화에 필요한 baseline, credit 기간, 

linkage, 모니터링 등 중요항목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NGO에 의한 흡수량 증대에 도움이 되

는 조림 및 모니터링 기법 모델 구축을 시도함.

■（財）國際綠化推進センタ〡(국제녹화추진센터)

■조사명 : 인도네시아 론복섬에서의 주민참여형 CDM 환경조림 가능성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인도네시아(론복섬)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당 센터가 주민참여형으로 조성한 환경조림사업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탄소  

   고정량 조사, baseline 측정 등으로부터 얻은 노하우에 덧붙여 환경 향, 사회경제 등 간접 향  

   등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프로젝트 설계서를 시작(試作)  

   함.

■丸紅（株）(마루베니)

■조사명 : 캄보디아・몬트기리고원에서의 고무목 조림사업 가능성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캄보디아(몬트기리고원지대)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DM/JI : CDM

   ■조사개요 : 민간사업에 의한지속적인 산림경 을 하기 위해 고무목을 조림하고 탄소 credit  

   획득 및 부산물 판매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baseline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CDM사업의 가  

   능성을 조사함.

<기타>

■(주)日商岩井總合硏究所(닛쇼이와이종합연구소)

■조사명 : 중국의 반도체공장에서 배출되는 대체프레온가스를 대상으로 한 CDM사업화  n  

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중국(상하이)

   ■대상가스 : 파플루오르카본(PFC)류, 6불화황

   ■CDM/JI : CDM

■조사개요 : 반도체공장의 건설붐이 계속되는 중국에서 일부 공정에서 사용되어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대체프레온가스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제해(除害)장치를 설치하는 것의 

CDM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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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重化學工業（株）

■조사명 : 러시아연방 이루크츠크시에서의 지중열 이용 heat pump에 의한 지역난방 가능     

성 기초조사

■조사대상국․지역 : 러시아(이루크츠크주)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DM/JI : JI

   ■조사개요 : 이루크츠크시의 석탄집중 난방시스템을 온실가스 삭감효과,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냉난방 급탕시스템(지중열 이용 heat pump)으로 치환하는 일에 대해서 프로젝트 설계서  

   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JI사업의 실시가능성을 조사함.

■みずほ証券（株）(미즈호증권)

■조사명 : 공동실시사업(헝가리 풍력발전) 실현을 위한 일본의 자금도입 기법 검토를 포함한  

   FS

■조사대상국․지역 : 헝가리(몬숀마조로바르)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DM/JI : JI

   ■조사개요 : 헝가리 북서부에서의 풍력발전 사업에 관해서 바람상황 시뮬레이션, 발전량 평가  

   및 일본의 투자가능성, 사업 scheme을 검토하고, JI사업화 가능성을 조사함.

③ 현지조사보고(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2001년도에 선정된 7건의 사업 중에서 2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의 산업조림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탄화․발전사업 가능성 조사

-말레이시아 팜오일폐액 혐기성처리장에서 방출되는 메탄배출 삭감기술 조사

④ 사업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

CDM의 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 조사가 많아, 모든 조사결과 database에 최신정보가 반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면,「CDM의 프로젝트 기간은 7년이나 10년」이라고 COP7에

서 결정되었지만, 그 이전의 조사안건은 이 조건을 따르지 않았음) baseline이나 모니터링의 방법

론은 조사단체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향후 운 조직(OE)으로부터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

다.

  한편 조사를 실시한 1999년∼2002년 동안 연도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1999년도>

■다양한 식생환경창조기술 개발에 의한 고생산형․환경보전형 산림경 시법 확립을 위한 조

사 및 파일럿 사업 -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조림

■인도네시아의 조림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 -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조림

■탄자니아에서의 흰개미와의 공생에 의한 agroforestry 조성을 위한 조사 - 탄자니아, 이산화

탄소, 조림

■폐기물매립처분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목탄 등 제조와 그 유효이용 조사 - 필

리핀, 메탄, 폐기물처분장의 메탄배출억제

■탄화를 포함한 지속적 생산 가능한 CO2 고정조림 사업의 가능성 조사 - 말레이시아,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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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 조림

■몽고 산림재생계획지원사업 조사 - 몽고, 이산화탄소, 조림

■중국 황토고원의 녹화가능성 조사 - 중국, 이산화탄소, 조림

■폐기물최종처분장의 준호기성 매립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의한 메탄가스 배출삭감 조사 - 중

국, 메탄, 폐기물처분장의 메탄배출억제

<2000년도>

■다양한 식생환경창조기술 개발에 의한 고생산형․환경보전형 산림경 시법 확립을 위한 조

사 및 파일럿 사업 -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조림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의 주민참여형 조림사업 가능성 조사 -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조림

■인도네시아의 조림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 -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조림

■베트남에서의 사탕수수로부터 에탄올 함유 가솔린 제조에 관한 조사 - 베트남,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 이용

■탄화를 포함한 지속적 생산 가능한 CO2 고정 조림 사업의 가능성 조사 - 말레이시아, 이산

화탄소, 조림

■미얀마 남샨주 CDM조림 프로젝트 가능성 조사 - 미얀마, 이산화탄소, 조림

■몽고 산림재생계획지원사업 조사 - 몽고, 이산화탄소, 조림

   ■중국 황토고원의 녹화가능성 조사 - 중국, 이산화탄소, 조림

<2001년도>

■남수마트라주의 산업조림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탄화․발전사업 가능성 조사 - 인도네시

아,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 이용

■인도네시아의 조림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 -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조림

■우크라이나에서의 가축배설물을 주 원료로 하는 유기성폐기물(바이오매스)의 리사이클 사업 

가능성 조사 - 우크라이나, 메탄, 바이오매스 이용

■에스투니아에서의 풍력발전 이용에 의한 에너지전환 파일럿 사업 - 에스투니아, 이산화탄소, 

기타

■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에서의 탄소 credit 획득 프로세스의 실제 - 태국, 이산화

탄소, 바이오매스 이용

■말레이시아 팜오일폐액 혐기성처리장에서 방출되는 메탄배출 삭감기술 조사 - 말레이시아, 

메탄, 바이오매스 이용

■남태평양 도서국에서의 CDM 프로젝트 검토 조사 - 남태평양 도서국, 이산화탄소, 기타

<2002년도>

   ■인도에서의 폐당  등으로부터 에탄올 연료 제조에 관한 조사 - 인도, 이산화탄소, 바이오매  

   스 이용

   ■인도네시아공화국 동카리만탄주 및 동자바주에서의 조림사업 조사 - 인도네시아, 이산화탄  

   소, 조림

   ■남태평양 도서국에서의 소규모 CDM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지원 조사 - 사모아, 이산화탄소,  

   태양광발전

■태국에서의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 사업성 조사 -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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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탄․이산화탄소, 폐기물처분장의 메탄배출억제

   ■불가리아에서의 바이오매스 이용 및 고효율 보일러 채용에 의한 지역난방시스템 실증조사 -  

   불가리아,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 이용

   ■베트남에서의 배출권 획득을 위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환경조림 CDM 사업화 조사 - 베트남,  

   이산화탄소, 조림

   ■말레이시아 팜오일공장의 메탄배출 삭감대책기술과 고형폐기물 이용에 관한 조사 - 말레이  

   시아, 메탄․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 이용

   ■말레이시아에서의 야자껍질 발전사업으로부터 탄소 credit 획득 프로세스 실태조사 - 말레이  

   시아,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 이용

⑤ 지구온난화 CDM 포럼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포럼으로서 전년도에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한 CDM사업조사 보고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동향과 개발도상국과의 공동프로젝트 실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03년 개최

된 포럼은 2002년도 조사단체의 보고 및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최근의 국제동향 소개 등을 목적으

로 한 「지구온난화CDM포럼 2003」을 2003년 8월 25일(월) 오사카에서, 2003년 8월 27일(수) 도

쿄에서 개최하 다

(5) 사업조사실시 매뉴얼

  일본정부는 환경성의 온난화대책 CDM사업조사를 실시하는 단체용으로 CDM/JI로서의 프로젝

트 디자인을 하기 위한 참고서로 사업조사실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삭감량 산정 

등 기재내용에 관해서 CDM이사회나 운 조직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증받은 것이 아니지만 기업들

이 CDM 사업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매뉴얼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들어가며

제1편 제도・설계편 

1. 교토메커니즘이란

1.1 CDM

1.2 JI

1.3 배출량거래

2. CDM

2.1 전체의 흐름

2.2 CDM 관련조직

2.3 프로젝트의 계획 책정

2.4 CDM 프로젝트 실시전의 유효화와 등록 절차

2.5 CDM 프로젝트 실시후의 CER의 검증․인증․발행 절차

2.6 CER 분배 절차

3. CDM 프로젝트 설계서의 항목과 해설

3.1 개요

3.2 각 항목의 해설

A) 프로젝트의 일반적 기술

B) baseline 방법론

C) 프로젝트 실행기간/credit 획득기간



- 106 -

D) 모니터링 기법/계획

E) 발생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F) 환경 향

G) 이해관계자의 코멘트

첨부자료

Annex 1) 프로젝트 활동 참가자 연락처

Annex 2) 공적자금에 관한 정보

Annex 3) 신 baseline 방법론

Annex 4) 신 모니터링 방법론

Annex 5) 표 : baseline data

3.3 기타 배려사항

4. 소규모 CDM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설계서 항목과 해설

4.1 소규모 CDM 프로젝트의 정의

4.2 소규모 CDM 프로젝트의 개요

A) 도입

B) 간소화된 방법 및 절차

C) 유효화 및 등록

4.3 소규모 CDM 프로젝트 활동에서 간소화된 양식

5. 공동실시(JI)

5.1 개요

5.2 JI 관련조직

5.3 JI 프로젝트 계획 책정

5.4 제2 track JI 프로젝트의 연결성 결정 절차

5.5 제2 track JI 프로젝트의 배출삭감량 결정 절차

5.6 ERU의 발행․이전 절차 

제2편 프로젝트 실시편

1. 폐기물의 보관지와 매립지 등에서의 메탄억제 대책

1.1 프로젝트 분류

1.2 메탄 발생억제(케이스①)

(1) 메탄배출 억제기술 사례

(2)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간접 향 등

(3) 온실가스 삭감량 산정 flow

(4) baseline 추계를 위한 parameter

(5)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GHG 삭감량 산정사례

산정사례(준호기성 매립스스템 도입에 의한 메탄배출 억제)

1.3 메탄의 회수와 이용(케이스②)

(1) 메탄회수기술 사례

(2)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간접 향 등

(3) 온실가스 삭감량 산정 flow

(4) baseline 추계를 위한 parameter

(5)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GHG 삭감량 산정사례

산정사례1(일반폐기물최종처분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회수이용)

산정사례2(고농도폐수(POME)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회수이용 - 팜오일공장)

2. 바이오가스 이용에 의한 화석연료 대체

2.1 프로젝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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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이오매스의 전소이용

(1) 직접연소기술

(2)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간접 향 등

(3) 온실가스 삭감량 산정 flow

(4) baseline 추계를 위한 parameter

(5)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GHG 삭감량 산정사례

2.3 에탄올 발효

(1) 에탄올 발효기술

(2)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간접 향 등

(3) 온실가스 삭감량 산정 flow

(4) baseline 추정을 위한 parameter

(5)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GHG 삭감량 산정사례

2.4 기타 바이오매스 이용 프로젝트

(가스화 발전, 가스화 메탄올 합성, 메탄 발효)

3. 자연에너지 이용

3.1 풍력발전

(1)풍력발전 기술

(2)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간접 향 등

(3) 온실가스 삭감량 산정 flow

(4) baseline 추정을 위한 parameter

3.2 태양광발전

(1) 태양광발전 기술

(2)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간접 향 등

4.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프로젝트

(1) 토지이용․임업 프로젝트의 종류

(2)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3)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4) 프로젝트의 간접 향에 대해서

(5) 프로젝트 실시에 의한 CO2 흡수량 환산 flow

(6) baseline․CO2 흡수량 추계를 위한 parameter

(7) 프로젝트 실시에 의한 CO2 흡수량 산정사례

5. 본 사업조사결과 data base

제3편 소규모 CDM 프로젝트편

1. 전체의 가이던스

2. 타입Ⅰ-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Ⅰ.A  user에 의한 발전

Ⅰ.B  user를 위한 기계적 에너지

Ⅰ.C  user를 위한 열적 에너지

Ⅰ.D  단독 시스템용 발전설비

3. 타입Ⅱ- 에너지효율개선 프로젝트

Ⅱ.A  공급측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 - 송배전(활동)

Ⅱ.B  공급측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 - 발전․열 공급

Ⅱ.C  수요측에서 특정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Ⅱ.D  공업설비에서의 에너지효율 및 연료전환 대책

Ⅱ.E  건물에서의 에너지효율 및 연료전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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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입Ⅲ- 기타 프로젝트 활동

Ⅲ.A  농업

Ⅲ.B  화석연료의 전환

Ⅲ.C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에 의한 배출삭감

Ⅲ.D 메탄회수와 회피

(6) 환경성의 CDM 인증모델 사업                                             

  위에서 언급한 (재)지구환경센터(GEC)의 CDM/JI 사업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성에서 모델사업을 추진하 다.

(가) 사업의 목적

  CDM에 있어서는 사업의 유효화 심사나 검증․인증 등을 행하는 제3자 기관인 OE(Operation

Entity)가 중심적인 존재이고, 이러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등을 COP/MOP가 지정하

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 일본 정부가 책정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大綱)에서는 교

토메카니즘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민간사업자 등이 JI 및 CDM의 독립

조직 및 OE 관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육성,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발판으로 일본의 OE 후보가 될 수 있는 사업자(인증기관)의 경험․노하우의 축적 향상을 

도모하고, 일본의 민간사업자 등이 OE 관계 지정을 받아 활동을 조기에 시작하기 위한 지원을 위

해「2002년도 CDM 인증모델 사업」으로 CDM 관련 인증을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실시하

다.

(나) 사업실시 개요

① 인증기관 공모

․ CDM에 관계하는 OE에 지정되는 것을 희망하는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을 대상으로 모

집하고, 평가․조사한 위에 1, 2개 단체를 선정한다.

․ 사업안건에 대해 해당사업자가 작성한 CDM 프로젝트 설계서(Project Designed Document: 

PDD)의 타당성 심사(validation)를 실시한다.

․ 심사 종료 후, 심사보고서(Preliminary Validation Report)를 작성하고, 이것을 환경성에서 지정

하는 단체(본 청부조사업무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 상기 유효화 심사에 요하는 비용을 환경성으로부터 해당 인증기관에 교부한다.

※ 인증기관 선정의 조건

․ CDM 이사회에 대해서 OE에 지정을 응모한 일본의 법인(AE) 또는 응모를 검토하고 있는 일

본의 법인

․ 본 사업에 기초한 인증업무를 원활하게 완수할 수 있는 조직, 인원, 시설․설비가 있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자

․ 교토메카니즘 및 지구온난화 문제 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  

 자

② 사업안건 공모

․ 국내사업자로부터 CDM이 될 수 있는 사업안건을 모집하고, 평가․심사한 위에 1∼2 안건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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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자는 해당사업안건에 관한 PDD를 작성한다.

․ 상기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인증기관에게 유효화(validation) 심사를 받는다.

※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안건의 요건

․ CDM 프로젝트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현지조사를 포함한 FS가 대략 종료된 것 등),

  PDD를 이미 작성한 또는 금년 중에 작성 가능한 단계에 있는 것.단, 현재 사업에 착수한 것

  또는 사업실시가 결정된 것일 필요는 없고, 사업실시예정인 것으로 가능하다. 1999년도부터 실

시하고 있는 CDM-FS를 실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안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우

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 일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PDD 심사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

․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사업일 것.

․ 사업의 내용이 교토의정서, 마라케쉬합의, 기타 국제적 합의사항에 비춰 봐서 적절한CDM  프

로젝트로 인정되는 것.

․ 사업실시 주체가 파산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것이 분명한 경 상황 등

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

③ 선정된 인증기관 및 사업안건

인증기관 사업안건

(주)중앙아오야마 PwC Sustainability 연구소
말레이시아 팜오일 공장의 폐액처리․바이오가

스 회수

(재)일본품질보증기구
태국 화력발전소 고효율 가스터빈의 

combined 사이클화에 의한 발전효율 개선

④ 모델인증사업실시에 있어서의 확인사항

  본 모델인증사업은 인증기관이 탁상(table)조사, 현지조사․인터뷰, 유효화 심사라고 하는 일련

의 절차에 대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실제의 CDM 프로젝트 유효화 심사 실시에 관한 노하우와 능

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효화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시자

도 CDM 프로젝트의 절차나 교토의정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노하우를 깊이 할 수 있다 본 모델인

증사업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PDD는, 방법론의 신청․승인 등에 관한 국제적인 모델이 확립

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Annex 부분을 포함, 완성된 

PDD가 아니다. 본 모델인증사업 참가자에 의한 양해․합의 하에, 이러한 전제사항에 관한 여기서 

작성되는 유효화 심사결과보고서는「Preliminary Validation Report」로 하 다. 따라서 (a)CDM 

참가요건, (b)현지이해관계자로부터의 코멘트 수집, (c)환경 향분석/환경 향평가는 본 모델인증

사업에서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 다.

(다) 사업의 결과

① 팜오일 공장의 폐액처리․바이오가스 회수사업

인증기관 : (주)중앙아오야마 PwC Sustainability 연구소                            

  ㉮ 유효화 심사대상 프로젝트의 개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많은 팜오일 공장에서 폐액(palm oil mill effluent : POME)을 개방형 처리

(라군)에서 혐기성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 중에 CH4(메탄)이 방출된다 본 프로젝트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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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아 최대의 팜오일 회사인 FELDA사 Lepar Hilir 공장에서 라군에서 방출되는 CH4를 회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epar Hilir는 FELDA사가 보유한 공장 중에 최대규모의 공장이

다. 팜오일을 3,000∼4,000t/월 생산할 수 있다. 이 공장에 라군을 대체하여 폐쇄식 소화탱크를 도

입, CH4를 회수하여 발전에 이용한다. 얻어지는 전력은 grid 접속에 의해 지역의 TNB 전력회에 

판매한다. 본 프로젝트의 수명(credit 기간)은 2004년부터 10년간으로, 이 기간 동안 삭감가능한 

온실가스량(CER량)은 270,526t-CO2/년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프로그램 관계자는 아래와 같다.

․ 일본측 사업실시자 : 마쯔시타전기산업(주), (주)엑스도시연구소, 큐슈공업대학

․ 호스트국가 사업실시자 : FELDA Palm Industries SDN BHD, University Putra Malaysia     

                                           

  ㉯ 유효화 심사의 실시과정

  ■ 유효화 심사 스케줄

  본 프로젝트의 PDD 유효화 심사는 아래와 같은 스케줄로 이루어졌다.

2003년 3월 PDD 수령

유효화 심사계획 작성

      4월           탁상검사와 질문서 작성 및 사업자에게 송부

현지조사

      6월           Preliminary Validation Report 제출

 

  ■ 탁상조사

  CDM M&P 및 관련결의가 규정하는 요구사항, 기타 CDM 이사회의 지적사항을 발판으로 탁상

  조사를 하고, CAR(Corrective Action Request : 시정조치요구사항) 및 Observation(관찰사항)

  이하와 같이 언급했다.

 <CAR>

 ․ 호스트국가의 DNA가 아직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2003년 5월 현재). 본 프로젝트는 호스트국

가 정부의 승인을 아직 얻지 않았다

 ․ 지역 이해관계자(local stakeholder)의 코멘트가 아직 수집되지 않았다.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지역 이

해관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본 PDD에서 제안된 베이스라인 설정과 모니터링계획 방법론은 아직 CDM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

다. 두 가지 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등록할 필요가 있다.

<Observation>

 ․ 본 프로젝트의 규모로는 환경 향평가는 호스트국가 당국으로부터는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 이

해관계자의 코멘트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환경 향평가를 생각할 수 있다.

 ․ 모니터링, 검증, 보고 준비는 모니터링 방법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나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현지조사․인터뷰

  이틀 동안의 현지조사에 의해 아래의 사항이 확인되었다.

  ○ 정부관계자

 ․ 호스트국가 정부의 CDM 프로젝트 승인 프로세스

 ․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접근 방식

 ․ CDM에 관한 정책

 ․ 기타 환경 향평가 등 관련정보

  ○ 사업관련

 ․ 사이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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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링 실시 상의 과제 및 모니터링 결과의 정확성

 ․ 호스트국가의 비지니스 관행

 ․ 베이스라인 설정에 참고가 되는 노하우 등

  ㉰ 유효화 심사결과

  본 CDM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는 유효화 심사 프로세스 완결까지 이르지 못했다.

유효화 심사 프로세스 완결 및 승인받을 수 있는 PDD 작성을 위해, 현시점에서는 이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기존의 라군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호

스트국가의 배수기준이 향후 10년 동안 보다 엄격하게 개정될 예정이 없다는 것에 의거하고 있다. 

정부관계자 인터뷰 결과에서는 분명히 현시점에서 기준의 개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의 

환경에 관한 인식 고양 등을 보면, 향후 10년 동안 전혀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고 상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미 소화탱크를 도입한 공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재생가능에너지를 

촉진하는 호스트국가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 등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베이

스라인 시나리오는 반드시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타당성에 대해서 보다 상

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 모니터링 계획

  본 PDD는 Annex4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프로젝트에서는 메탄 회수량의 모니터링과 함께 베

이스라인으로서의 메탄 발생량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특히, 메탄 발생량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 패널이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과 동시에, 그 방법이 본 프로젝

트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라군의 CH4 발생량 측정점이 현재 

그대로 좋은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른 사이트에서의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는, CH4 발생량에 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에, 본 프로젝트 사이트와 큰 차이가 없는 사이트의 

측정 데이터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 기타 기술적 사항

  프로젝트에 의한 배출삭감이 PDD에 제시한 것처럼 기대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었다.

  ⓐ 근거 데이터

  PDD에 기재된 각종 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현지방문 사이에도 검증할 수 없었다.

  ⓑ leakage

  현지 전력회사와의 매전계약은 현시점에서는 체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현지사업자 인터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매전량은 최소한이 될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보

다 많은 팜 과일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멀리 있는 업자로부터 조달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추가적

인 운송트럭 연료 사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조달을 하는 경우의 데이터 수

집/설정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7) 일본의 CDM 사업 승인제도에 관한 준거틀(framework)

  마라케쉬합의에서 CDM에 관해서「국가 CDM 담당기관 지정(designate a nation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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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DM)」이 규정되어 있어, 이 「국가 CDM 담당기관」이 사업자에 대해「프로젝트 

승인」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JI에 관해서는 「제６조(JI)프로젝트승인을 위한 focal point 

지정」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상기한 사례 등을 참고로 우선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에 관한 바람직한 

framework에 대해서 개관한 위에 「일본의 CDM/JI 사업 승인제도에 관한 framework」를 검토

한다.

(가)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National CDM/JI Authority)에 대해서

①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이 해야 할 역할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은「CDM/JI 사업승인 focal point」로서 승인절차 등 CDM/JI 사

업추진에 관한 일본의 중추조직이어야 한다. 특히 교토의정서의 목표달성에 있어 CDM/JI 사업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 기관은 제1 공약기관 동안 CDM/JI 사업을 정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

기관이 해야 할 역할로서 대략 아래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A. 교토의정서 당사국으로서 CDM/JI 사업 승인

B. CDM/JI 사업에 관한 국가별 등록부 작성․운 ․관리

C. CDM/JI 사업이 일본의 목표달성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의 지원

②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이 가져야 할 기능

  ㉮ CDM/JI 사업의 승인

  사업 승인에 관해서는 해당 CDM/JI 사업 승인단계에서 적합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호스트국

가측 사업자 및 관계자와의 협력관계가 확보되어 있을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사업

자의 관점에서는 승인프로세스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인체제에 관

해서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일련의 흐름으로 절차화되고, 원활하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한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청서류는 정형화된 양식이 규정되어, 「적합성」과 「협력관계」에 

관해서도 원활하고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양식이어야 한다. 승인제도의 초안에 관해서는 

「(2)일본의 CDM/JI 사업의 승인에 대해서」에서 언급한다.

  ㉯ 국가별 등록부의 작성․운 ․관리

  CDM/JI 사업등록부에 관해서는 모든 사업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제 룰과 연동시키는 것은 물론 운 ․관리를 원활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조직․체제/

설비․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바람직하다.

  ㉰ CDM/JI 사업 사업자 지원

　CDM/JI 사업의 주요 실시자와 예상되는 민간기업은 설문결과(자로1 참조)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전개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사업의 승인등록절차 정

비는 물론이고 호스트국가의 대응 상황과 baseline 설정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등 어

떤 형태로든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CDM/JI 담당기관은 CDM/JI 사업의 주체가 

되야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기업 등 지원에 관해서는 대

략 분류하면 「정보제공」, 「기술지원」에 관한 기능이 필요하다. 호스트국가의 사업자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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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JI 담당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기술지원도 일본의 민간기업이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원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담당기관은 호스트국가의 CDM/JI 사업실시지원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의 사례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가져야 할 기능을 감안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3개의 Unit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는 체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CDM/JI 사업승인 Unit＞

　「CDM/JI 사업승인 Unit」은「교토메카니즘 활용연락회」로 구성된다. 연락회구성부처(내각관

방(총무부), 환경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가 승인신청창구가 되고, 사업자

가 제출하는 승인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승인신청서류에 갖추어진 경우, 프로젝트 지원담당부처는 

「교토메카니즘 활용연락회」에 보고하고, 연락회가 사업을 승인한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지원 

담당부처는 사업자에게 「승인 letter(Letter of Approval)」를 발행한다. 이 Unit의 모듬 활동은 

아래의 「사무국」에 의해 보좌된다.

＜CDM/JI 사업추진지원 Unit＞

「CDM/JI 사업추진지원 Unit」은, CDM/JI 사업의 주체가 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

지는 「CDM/JI 정보센터」와「CDM/JI 기술지원센터」로 구성된다. 이 두 센터는 상호보완적으

로 협력해서 활동한다. 두 센터 모두 프로젝트지원 담당부처를 지원한다.

■ CDM/JI 정보센터

CDM/JI 정보센터는 CDM/JI 사업을 실시하는 일본의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 제공, 

보급 계발활동을 한다. 대표적인 활동을 아래에 제시한다.

◇ 일본기업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호스트국가별 프로젝트 관련정보(기초정보, 프로파이(프로젝트 파이넌스)/FS 정보)

․선진 각국의 CDM/JI 실시상황

․이사회, COP/MOP, UNFCCC 관련 정보

․호스트국가의 국가 CDM/JI 담당기관에 관한 정보

◇ CDM/JI 관련 세미나 개최

◇ CDM/JI 에 관한 PR 활동

◇ 교육․계발활동

◇ best practice 소개

◇ 호스트국가에서 일본정부기관 현지담당창구 소개

 ■ CDM/JI 기술지원센터

 CDM/JI 기술지원센터는 CDM/JI 사업을 실시하는 일본의 민간기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활동

을 펼친다. 그리고, 일본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은 폭 넓게 보면 호스트국가의 CDM/JI에 관련한 

조직 제도 및 사업자 활동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활동을 아래에 보 다.

◇ 프로젝트 발굴/FS 조사 실시

◇ 호스트국가의 capacity building

․조직, 제도정비 지원

 ․CDM/JI 관련통계정보구축 등 지원

 ․국가 CDM/JI 담당기관설립․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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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국가 사업자 등 연수

◇ 베이스라인 설정․모니터링 등 지도

◇ CDM/JI 실시 가이드라인/매뉴얼 작성․개정

＜CDM/JI 사업등록 Unit＞

　「CDM/JI 사업등록 Unit」는 환경성․경제산업성으로 구성되는데, 지정운 조직의 확인이 끝

나고 이사회(EB)에서 수리된 일본의 사업자에 의한 CDM사업 및 JI사업(인가독립기관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는 그 판정이 종료된 사업)을 등록하는 「국내등록부」를 작성․운 ․관리한다. 

CDM/JI 사업등록 Unit은 국제적인 룰이 정해지는 상황에 따라 국내등록부를 작성하고, 승인부터 

등록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친 사업이 일정 정도의 건수를 넘어서 효율적인 흐름(routine)이 달성

될 때까지는 CDM/JI 사업승인 Unit의 교토메카니즘 활용연락회와 연락․조정을 하면서 적절한 

운 관리방법을 확립한다.

＜사무국＞

　「사무국」은 내각관방․환경성․경제산업성으로 구성되는데, 상기한 ３개 Unit의 기획조정을 

담당한다. 그리고 외무성과 함께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 창구로서 이사회(EB), 

COP/MOP, UNFCCC와 정보를 교환하고 교섭을 수행한다. 한편 사무국은 CDM/JI 정보센터와 

연계하기 위한 충분한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호스트국가 현지담당창구의 일본정부기관＞

　「호스트국가 현지담당창구의 일본정부기관」은 호스트국가의 일본 사업자의 활동지원,그리고 

호스트국가의 국가 CDM/JI 담당기관과의 연락조정, 일본의 CDM/JI 사업활동에 대해서 호스트

국가에서 PR활동한다. 일본 사업자의 활동지원에 관해서는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호스트국가의 

승인 letter 취득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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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

 

 <향후 과제>

  이러한 조사 검토를 통해 앞으로 일본이 CDM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방안은 다음

과 같다. 

․CDM/JI 정보센터 및 기술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해당활동 기능을 부가시킬 수 있는 기존의 조

직․기관을 활용한다.

․３개의 Unit가 상호협력, 조정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의 조정기능과 권한

을 강화한다.

․CDM/JI 사업추진지원 Unit에 의한 개도국 및 경제이행국가 지원을 일본의 새로운 정부개발원

조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서 온난화대책추진을 위한 국제적인 공헌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물

론, 별도로 검토해야 할 CDM/JI 사업추진 자금조치와 연동시켜서 일본 민간기업의 CDM/JI 사업



- 116 -

추진을 지원한다.

․CDM/JI 기술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베이스라인 설정, 모니터링계획 결정 등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검토의 장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가지도록 하고, 일본에 유리한 형

태(적어도 불리하지 않은 형태)로 기술적인 사항의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한다.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 및 CDM/JI 승인제도에 관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관계부처(省廳)연락회의의 국가 CDM/JI 담당기관에 관한 설립방침 및 CDM/JI 승인제도에 관

한 기본적인 방안 검토(긴급사항)

․국가 CDM/JI 담당기관 잠정사무국의 설치와 work plan․schedule 검토․결정

․민간기업 등 CDM/JI 실시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구축․실시

․상대국 국가 CDM/JI 담당기관과의 연계․협력

　한편, 호스트국가의 CDM/JI 사업 승인제도구축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래의 과제를 들 수

있다.

․현재의 UNFCCC focal point에 대한 포괄적인 온난화대책에 관한 기술적․조직제도적인 지원 

충실(적응방안 포함)

․국가 CDM 담당기관 설립에 대한 지역별 지원계획(아시아지역, 남태평양 도서국가,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결정과 의식향상을 목적으로 한 워크샵 등 개최

․국가 CDM 담당기관의 co-member로서 일본인 전문가 파견

․일본의 국가 CDM 담당기관과의 연계․협력

(8)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침

현재까지의 CDM 사업 추진 과정을 통해 일본은 장단기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가) 단기적 대응방침

■공적자금에 의한 정부기관주도형 CDM/JI 사업을 빨리 시작하여 탄소 credit 획득을 개시하는

것은 물론, 그 경험을 살려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도모하면서 일본에 맞는 CDM/JI 사업의 전체적

인 틀을 검토․구축한다.

■동시 병행하여 공적자금을 중심으로 한 PCF형, KfW형 기금을 설립하고, 선진적인 민간기업,

NGO의 참여를 촉진한다.

■상기한 CDM/JI 사업의 호스트국가에 대해서, ODA 등을 통한 기술이전․capacity building을

실시하는 틀을 구축하고, CDM/JI 사업을 지원한다.

■일본어로 된 기술적․사무적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민간기업의 참여촉진지원 프로그램(프로젝트 finding, 호스트국가와의 교섭차구정비, 사업실패

시의 보상․보험제도)을 검토․정비한다.

■운 조직육성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빨리 일본기업 운 조직 지정을 받는다.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이미지향상 전략을 포함하는 CDM/JI 사업에 관한 교육․계발․홍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소규모 CDM 프로젝트를 정부자금으로 빨리 시작하여, 직면한 문제점․과제의 해결방법을 검

하고, 잠재적인 리스크의 회피방법을 습득한다.

(나) 중․장기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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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에 추가해서 업계단위로 참여 가능한 ERUPT/CERUPT형 CDM/JI 사업의 틀을 구

축하고, 정부자금으로 tender를 개시한다.

■민간주도의 PF형 CDM/JI 사업추진의 틀 구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상사, 건설

회사, 플랜트제조회사 등 관계조직으로 구성되는 기업복합체에 의한 CDM/JI 사업을 촉진하기 위

해, 호스트국가의 일본정부계 사무소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과 기술이전․capacity building에 의

한 지원 등, 정부에 의한 지원 portfolio를 작성한다.

■개도국의 교토의정서 참여를 촉진하는 교섭을, CDM/JI 사업을 통해 좋은 관계가 구축된 개도

국 몇 개 국가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CDM/JI 사업 리스트에 의한 삭감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국제교섭의 장에서 추진해 나간다.

(9) 향후의 과제

(가) 승인제도의 틀

1) 일본 승인제도의 과제

① 관계부처연락회의에 의한 국가CDM/JI 담당기관 설립방침 및 CDM/JI 승인제도의 기본적인 방

안 검토(긴급사항)

② 국가CDM/JI 담당기관 잠정사묵구 설치와 워크샵 스케줄의 검토․결정

③ 민간기업 등 CDM/JI 실시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구축․실시

④ 상수국의 국가CDM/JI 담당기관과의 연계․협력

2) 개도국지원에 관한 과제

① 현재의 UNFCCC focal point에 대한 포괄적인 온난화대책에 관한 기술적․조직제도적인 지원 

충실(적응책 포함)

② 국가 CDM/JI 담당기관 설립에 대한 지역별 지원계획(아시아지역, 남태평양도서국,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책정과 의식향상을 목적으로 한 워크샵 등 개최

③ 국가 CDM/JI 담당기관의 협력자(co-member)로서 일본인 전문가 파견

④ 일본의 국가 CDM/JI 담당기관과의 연계․협력

(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CDM/JI 지원

1) 단기대응방침

① 공적자금에 의한 정부기관주도형 CDM/JI 사업 개시․탄소 credit 획득. ② ①의 경험을 발판

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 하에, 일본의 CDM/JI 사업의 전체적인 틀 검토․구축.

③ 동시에 공적자금을 중심으로 한 PCF형, KfW형의 기금 설립과 그 기금에 의한 민간기업의 활

동지원.

④ 공적자금에 의한 CDM/JI 사업의 호스트국가에 대해, ODA 등을 통한 capacity building ․기

술이전을 실시하는 틀 구축.

⑤ 일본어로 된 기술적․사무적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⑥ 민간기업의 참가촉진 지원프로그램(프로젝트 파이넌싱, 호스트국가와의 교섭창구 정비, 사업실

패 시의 보상․보험제도)의 검토․정비.

⑦ 운 조직육성 프로그램 작성, 일본기업의 운 조직 지정 지원.

⑧ 참가민간기업의 이미지 향상전략을 포함한 CDM/JI 사업에 관한 교육․계발․홍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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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⑨ 정부자금에 의한 소규모 CDM 프로젝트 시작, 직면한 문제점․과제의 해결방법 검토, 잠재적

인 리스크의 회피방법 습득.

(다) 베이스라인의 표준화

1) 베이스라인 표준화

① PROBASE, GHG Protocol의 검토 흐름을 놓치지 말고, 회의참가․노하우를 input.

② 환경성 가이드라인에서 검토하지 않은 「재생가능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폐기물(메탄회

수, 폐기물발전 등)」, 「바이오매스 이용(rice husk, 팜 찌꺼기 등)」에 관한 점토.

③ PROBASE, GHG Protocol의 최종보고서 작성에 공헌.

④「베이스라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CDM/JI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작성

2) 소규모 CDM 프로젝트

①「소규모 패널」에서의「소규모 CDM 프로젝트절차 간소화」검토결과의 파악․해석.

②「소규모 CDM 프로젝트 절차 가이드라인」의 작성.

③ 일본에서의 소규모 CDM 프로젝트에 관한 실시가능성 조사 실시

④ 소규모 CDM 프로젝트의 실증실험 실시

(라) CDM/JI 사업인증시행

① CDM/JI 사업인증시행조사에 의한 운 조직후보의 인재육성.

② 아시아태평양지역 특유의 CDM/JI 사업에 관한 인증에 대한 과제 정리.

③ ①②의 성과를 발판으로 CDM/JI 사업인증사업자 육성프로그램 작성.

2. 유치국 사례

가. 인도네시아

(1) 조직체제 : 국가승인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DNA)

  인도네시아 CDM 전략연구(National Strategy Study on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 

Indonesia: NSS Indonesia)에서는 Institutional Setting(Chapter 4)에서, CDM을 촉진․육성․진전

(facilitate, foster, promote)하기 위해서 국가승인기구(DNA)로서 기능하는 국가 수준의 조직구축

이 제안되어 있다. DNA는 국가CDM위원회(National CDM Board), 국가정보센터(National CDM 

Clearing House) 2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DNA는 지방분권법에 의해 대통령령

(president decree)에 의해 설립된 독립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국가CDM회의 구

성원으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stakeholder를 대표하는 구성원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지방정부, 관련 민간섹터, NGO, 커뮤니티 그룹의 대표, 환경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임업

부, 교통부, 재무부 등 정부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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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제안자

Designated

Entity

국가CDM정보

센터

사무국

(기후Unit)

국가CDM

회의

국가기후변화

위원회

출처: National Strategy Study on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 Indonesia

그림 Ⅴ-2. DNA 조직도

　NSS Indonesia 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 등에 관해서 이하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가) DNA의 기능

① 국가의 CDM프로그램 focal point로서 활동(국가CDM회의)

② CDM프로젝트의 국가레벨의 승인(국가CDM회의)

③ 인도네시아와 UNFCCC, COP/MOP의 사무국 연락(국가CDM회의)

④ CDM에 관련한 활동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시민이 이용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국가CDM정보센터)

  (나) 사무국

　환경부의 기후Unit이 국가CDM회의의 사무국으로서 기능하고, 사무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면 CDM프로젝트의 선택, 평가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무비용․거래비

용이 절감된다. 환경부 기후Unit의 사무국 기능은 이하와 같다.

① CDM의 국내 호스트의 potential을 조사하고 참여를 장려한다. 

② 프로젝트의 호스트와 연락조정을 한다.

③ 프로젝트의 기록․문서를 보관한다.

④ 6개월마다 국가CDM회의를 개최한다.

⑤ 국가CDM회의의 사무적 기능을 담당한다.

  (다) 국가CDM정보센터(National CDM Clearing House)

  정보센터는 국가CDM회의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약에 의해 민간

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정보센터의 중요한 기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① 국가CDM회의에 의한 국내 OE후보자 평가와 지원

② 프로젝트 제안자의 평가

③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향평가

④ 국가CDM회의에 의한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지원

⑤ 국가CDM회의에 의한 appeal(항의)에 관한 조사, 평가 지원

⑥ 민간의 인증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국가CDM회의에 의한 CER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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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는 예상되는 프로젝트 사이클을 기초로 DNA 구성원의 활동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

센터로부터의 질문(3개월 이내에 회신 필요), 프로젝트 제안서의 평가, 어필 검토, CDM이사회

(Executive Board) 및 DOE(인가운 조직)에 의한 CER발행 촉진 등을 위해 국가CDM회의는 필

요에 따라 회의를 연다.

표 Ⅴ-9. DNA 구성원의 활동개요

프로젝트제안자 
국가CDM회의

(사무국에 의해 보좌됨)
국가CDM정보센터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제안서

작성과 제출

․환경, 지속가능

성영향평가서 

제출

․프로젝트 실시

․환경、지속가능성 영향평

가에 관한 공청회 개최

․프로젝트 제안 평가와 승인

․이사회 프로젝트 등록

․정보센터의 역할은 다른 

인가조직에 외주 가능

․정보센터는 그런 조직을 

인가한다

․프로젝트제안서 평가 지원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환경과 지속가능성 영향평

가프로세스, 필요한 평가 

실시

프로젝트 

실시

․모니터링 리포트 평가

․어필(항의) 조사

․국가CDM회의의 프로젝트 

모니터링 지원

․국가CDM회의의 어필(항

의)조사, 평가 지원

CER 발행 

촉진

․CER평가에 대한 독립된 

검증자의 결과 평가

․CDM이사회에 CER교부를 

위한 제출 facilitate

․CDM이사회에 CER등록

․국가CDM회의의 CER 평

가 지원과 CER 제출

  현재 DNA는 국가기후변화위원회의 의장인 환경부 부장관과 환경부 기후Unit으로 구성된다. 

아래에 제시한 단계가 DNA에 의해 실시되도록 되어 있다.

① CDM의 제도적인 조정에 있어 국가기후변화위원회 및 그 의장을 결정한다.

② 국가기후변화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기후Unit의 역할을 결정한다.

③ 국가CDM정보센터를 설립한다 또는 정보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맡는 비정부조직을 임명한다.

④ 국가CDM정보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결정한다

⑤ 국가CDM회의를 설정하고 회의 구성원의 선거를 치른다.

(2) 추진 가능 사업 연구

․donor국 : 에너지 - 독일 (Holger Liptow, GTZ, Axel Michaelowa, HWWA),

   Sink - 호주

․호스트국가 수용기관 : 환경부(전 부장관：Daniel Murdiyarso, Ms. Ina Binari)

․개요(에너지에 한해) :

　- 주요 내용은 ①MARKAL모델 및 bottom up approach에 의한 GHG 배출삭감 프로젝트의 

potential과 cost, ②CDM의 시장과 인도네시아의 share에 향을 미치는 요인, ③국제적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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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의 CDM에 관한 제도구축, ④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작성 등이다.

　-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소비에 의한 CO2 배출량은, 2000년∼2020년에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19가지 CO2 삭감기술(형광등으로 전환, Gas Combined Cycle, 수력, 소수력, 

co-generation, 전분공장의 폐기물관리, 제지공장의 연료전환, 지열, 팜유공장의 보일러 효율향상 

외)에 관한 삭감곡선을 작성하 다.

　- 모델에 의한 검토결과(미국탈퇴 전의 예측이지만)로부터 인도네시아는 2012년까지 CDM에 의

해 125Mt-CO2를 삭감하고, 228백만 달러(1.8＄/t로 가정)를 벌어들인다. 전세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CDM 시장 점유율은 1.5∼3.5％(2.1％)로 예측되었다.

　- National CDM Board와 National CDM Clearinghouse로 구성되는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DNA) for the CDM 설립이 제안되었다.

나. 태국

(1) 조직체제： 국가CDM승인기구 

　태국의 CDM 전략연구(National CDM Strategy Study for the Kingdom of Thailand: NSS 

Thailand)에서는 제도적 역량 구축에 있어서 국가CDM승인기구(NACDM：National Authority for 

CDM)의 설치가 제안되어 있다. 이 기관은 CDM의 실시, 관리에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CDM에 

관련한 법․규제를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NACDM은 CDM 프로세스에 책임을 지는 국가

기관이며 clearing house의 역할이 부과되어 있다.

 NACDM에서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①관리, ②프로젝트의 확인, 실시 및 모니터링, 쟁의사항의 

해결, 교섭, 정책결정, ③조정․협조기능, ④데이터 수집․분석 등 정보관리 등이다. NACDM의 재

정은 장기적으로는 자립(self financing)하지만, CDM 프로세스로부터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

명하다. 현시점에서는 NACDM에 관한 법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CDM

에 관련한 정책과제도 존재한다.

① CDM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성되는 CER에 관련한 소유권(민간섹터 대 공적섹터)

② CER의 분배 및 credit의 분배 조정에 관한 결정

③ 삼림 Sink 프로젝트의 주권에 관한 과제

④ 국가레벨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CDM프로젝트 공헌 확보

⑤ 환경의 추가성에 관한 결정

BoM

외부(OE, 

EB)

기술지원주체

NACDM

그림 Ⅴ-3. BoM: Board of Ministries

출처：National CDM Strategy for the Kingdom of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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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가능 사업 연구

․donor국 : 호주

․호스트국가의 수용기관 : Offic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MOSTE

․개요 :

　- ①GHG 배출량의 산정과 장래예측, ②배출삭감 옵션과 코스트, ③CDM과 투자에 관한 세계시

장, ④제도 및 capacity building에 관한 needs, 이상을 정리해서, ⑤CDM전략을 책정하 다. 중요

한 섹터는 에너지, 농업(메탄), sink이다.

　- 주요 CDM 후보는 에너지절약, 바이오매스(재생가능에너지), sink이다. 「연료전환」에 관한 

정책이 삭감량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운송부문과 저탄소 지역에너지 공급에 관한 CDM은 데이

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과제가 되었다.

　- 조사 결과, 태국의 CDM potential의 상당 부분이 「소규모 CDM」의 범주임이 밝혀졌다. 유

력한 프로젝트는 ①바이오매스에너지, ②바이오가스에너지, ③경작 포기지 조림, ④비철금속․제지

공장의 생산공정 효율향상, ⑤보일러 관련시설 에너지절약, ⑥연소효율향상, ⑦냉방시스템 효율개

선 등이다.

　- 태국의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의 투자가 상당

히 중요하며 그 외에는 EU, 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SD

에 공헌할 최우선의 CDM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면 태국은 다른 개도국과 비교해서 CDM 투자에 적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CDM 국가승인기구(NACDM)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조직제도적, 기술적인 

capacity building을 실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 국가전략으로서는 채산성이 높은 CDM 프로젝트는 시장에 맡기고, 채산성은 낮지만 SD에 공

헌하는 프로젝트는 국제기관이나 2국간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방침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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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겨냥한 

                  CDM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CDM은 이 프로젝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사업만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성 향상사업이나 연료 전환, 조림분야에서도 추진될 수 있다. 기술적 재정적 취약성, 기술적 신뢰

성의 검증 부족 등으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가 시장에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CDM 사업은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우선 CDM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어떻게 접목시켜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제1절 CDM의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필요

  CDM 사업을 포함해서 교토메카니즘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CDM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투자유

치국에 CDM 승인기구가 설치되어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당 사업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승인업무를 해야 하며 자국의 기업체가 보다 활발하게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CDM을 비롯한 교토메카니즘 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해

당사업 자체의 대해 기존에 취했던 비용효과 분석과 달리 그 사업으로 발생할 온실가스 감축분이 

금전화되어 거래됨으로써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이나 네덜란드의 예가 시사하는 것처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 관심이 있지만 자국 기업이 보다 경쟁력 있게 CDM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투자유치국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태국과 인

도네시아 등도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함과 아울러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

전과 해외자본의 유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CDM EB에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타

당성 검토를 위해 제출된 사업설계서를 보면 브라질과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선발개도국 

관련 사업들이 많다. 결국 환경문제의 해결방식이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환

경문제는 곧 경제문제로 치환되고 있고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기후시장 메카니즘에 대응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으로까지 연결될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교토메카니즘 체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본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기업체가 교토메카니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비부속서 I 

국가의 지위에서 외국의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

자국으로서는 어떤 사전준비가 필요한지, CDM 국가승인기구를 포함하여 교토메카니즘 관련사업

을 총괄하는 부서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외

국의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 국내 기업체(ESCO 포함)가 국제 온실가

스 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체가 CDM 사업에 활발하

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베이스라인 설정 및 타당성 검토,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승인제도의 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업승인이나 국내등록작성․운 ․관리, 

CDM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CDM 승인기구(National 

CDM/JI Authority)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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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부서에 그런 기능을 추가하여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네덜

란드와 일본의 사례에서 살폈듯이 정부가 CDM 사업에 개입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어

떤 형태의 개입방식이 가장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부기관이 직접 CDM/JI 사업을 실시(정부기관주도형), 정부와 민간기업이 국제적인 금융기관 등

에 설치된 기금에 투자하, 국제적인 금융기관 등이 CDM 사업을 실시(PCF형), 정부기관이 기금을 

설립하고, 민간기업 등이 융자를 받아서 CDM 사업을 실시(KfW형), 정부기관이 민간기업에 입찰

하는 방식(ERUPT/CERUPT형), 프로젝트 파이넌스에 의해 민간기업이 CDM 사업을 실시(PF형)

하는 방식들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의 기후변화대책단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베이스라인의 표준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국제 문서들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해설을 곁들이는 등 보다 많은 기업의 활

발한 참여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CDM 사업의 방법론에 대한 EB의 검토와 승인과정

게서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도 CDM 사업에 대한 기술적․사무적 가이드라인

을 한국어로 정리하여 참여기업의 CDM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현재 CDM EB에서 승

인된 방법론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다. 

제2절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조치

  CDM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CDM 자체에 대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재생가능에너지시장이 보다 확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차액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의 투자가 경제

적으로 모험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홍보는 단지 국내 투자자나 기

업들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 당분간 CDM 사업의 투자국이 될 선진국들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서 한국의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는 차액보전제에 대한 고시

가 문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의 경우 계통연계에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개편의 과정을 고려하여 전력공급자나 송전체제

운 자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 생산자 중 누가 송전망 연결비용을 부담하는지 송전계통을 어

떻게 누가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송전망 연장이

나 재강화 비용이 반드시 요구될 때는 송전망 운 자가 이를 지불하도록 했으며 이 비용은 송전

망 이용요금형태로 이용자들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계통연계가 모두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되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비용 효과성은 현저하게 떨어져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의 투자유인

이 사라지기 쉽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계통연계나 송전망 연장비용을 발전

사업자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발전사업자가 전력판매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켜 

전력시장에로의 진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이 법이 목표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체에너지이용및개발보급촉진법이 개정을 위한 검토과정

에 있으나 지난 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개정안 공청회 자료에서도 기존 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계통연결과 운 을 위한 기술기준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계통연계조치 및 비용부담에 대

한 지원근거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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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출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사

업은 설비투자가 전체사업비의 60-70%차지하므로 설비자체를 담보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에게 SOC 사업정도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때 대기업도 CDM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 증가할 것이다.

■ 공공기관의 이용의무화 조항을 한층 강화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채 현재의 상황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기존 에너지

원과 경쟁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현행 「대체에너지촉진법」 제 11

조는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에 대해 용어만 개정했을 뿐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규정의 

표현이 대상기관에 대해 강제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위반시에 어떤 제재가 가

해질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정부기관간에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게 아니라 예산배정에서의 

불이익을 포함하여 보다 적절한 제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신축건물에 한해서만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발상도 전화되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는 기존건물에도 설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신축건물로 제한될 필요가 없

다. 정부가 앞장서서 재생가능에너지설비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자체로 재생가능에너지기술시장

이 확대될 뿐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홍보효과를 발휘해 재생가능

에너지기술의 시장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아울러,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정규모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의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 지역단위의 에너지공급이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호텔이

나 콘도 등 대규모 전력소비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의 에너지공급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소비가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

해 일정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대상은 신축건

물로 시작해서 기존 건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부서별 지역별 인식정도가 

유사하지 않아 내부적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다. 산자부내에서 뿐 아니라 중앙과 지역간에도 인식

차가 존재한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사업의 승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의 인

식이 미흡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일이 오

래 걸리고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그 누구도 나서서 진행하지 않으며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로서는 행정절차를 밟는 데 있어 상당한 애로가 존재한다. 행정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통합부서가 설치되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으로써 경험과 전문성 축적

하면서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비부속서 I 국가의 지위를 벗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즉 향후 개도국에 대한 투자잠재력을 확대

하기 위해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CDM 사업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한 많이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대개 해외 투자자들은 사업의 안전성

과 수익성에 관심을 가지며 (기술공급자들은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기술이전에 관해 배타적 태

도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 기자재 공급회사는 미래의 경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기술이전에 인

색(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클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국시장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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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 경우 투자가능)하지만 투자자들은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오히려 제휴나 협력사업 선호

한다고 한다. 한국의 사업체는 CDM 사업의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가 된 상

태에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술력 확보나 미래 사업에 대한 전망을 가진 상태에서 사업에 참

여할 때에만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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