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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는 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의 구성은 ‘한국의 에너지현황’과 ‘미래 에너지정책 전망’의 두 파트로 되어 있다.

2장 한국의 에너지현황에서는 현재 에너지 수급 상황을 높은 에너지사용과 낮은 에너지효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서 본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소

비의 증가, 둘째 전기비중의 증가, 셋째 기저발전(화력발전과 핵발전)의 증가, 넷째 저효율국가 지

속, 다섯째 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불평등 확대와 여섯째 기후변화 악화와 원전 위험증가로 보

고 있다. 이런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의 원인 중의 하나로 전기요금 정책을 들고 있으며 현재의 전

기요금 정책으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산업용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전기난방 등의 비

효율적인 전기소비행태가 확대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발표

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 계획에 따르면 2024년의 1인당 전기수요가 현

재의 미국보다더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 전력수요 전망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다. 전기수요전망

이 높은 가운에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가 확대되면서 위험도,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피해와 

사회갈등이 현재보다 더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장의 미래에너지정책 전망에서는 경제가 발전해도 에너지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 잠재량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지난 여름의 최대전력수

요가 매년 증가하던 기록을 깨고 지난 해 여름 전력수요보다 낮아진 현상을 조명한다. 아울러 전

력난이 발생하는 전력피크에 기여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3절 재생가능에너지 전

망에서는 세계적인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현황과 급증하는 성장률, 각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등을 국내와 비교하는데 국내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미비

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OECD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너지수급전망에서 에너지수요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취할 

경우 핵발전은 물론이고 석탄화력발전까지 사라질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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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번째 장기 에너지계획이 세워지는 해다.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

가 부안 핵폐기장 사태를 겪으면서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에너지기본법을 

2006년 9월에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한 뒤 국가에너지위원

회를 구성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 수립되었다. 2030년까지의 장

기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의 방향과 에너지수요, 에너지원별 비중을 정했다. 이명박 정

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대통령 산하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하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에
너지위원회’로 격하시켰다. 

2차 계획에서 에너지위원회와 에너지법의 위상이 격하되면서 계획에서도 ‘국가’가 빠지고 ‘에
너지기본계획’이 되었지만 역할은 다르지 않다. 이번에는 2035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마련할 차례

다.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기본계획은 공급중심의 정책으로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과대 수요

전망을 전제로 하다 보니 석탄화력발전과 핵발전은 확대하는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 당국은 ‘수요관리 에너지정책’이나 ‘원전비중 축소’ 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

고 전기요금 정책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세계적

인 흐름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대안적인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시나리오를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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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한국의 에너지 현황

1절  높은 에너지 사용 낮은 에너지 효율

2011 에너지수급발란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 96.4%의 

에너지를 수입한다. 그 중 25.3%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손실된다. 이는 대부분 전기 생산과 

송배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는 우리가 쓰는 최종에너지의 19%에 불과하

다. 나머지는 산업계에서 납사 등 연료로 쓰는 에너지가 있고 교통과 수송분야에 쓰는 에너지

가 17.9%에 달한다. 나머지는 건물의 난방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발전은 전력에서는 31.1%의 비중을 차지하고 1차 공급에서도 11.7%라는 비중을 차지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 비중에서는 6%가 채 되지 못한다. 

< 2-1> 2011년 에너지 수급 현황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에너지통계연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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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입량

   (Mtoe)

1인당 GDP

(2000USD/capita)

1인당 

1차 에너지소비

(toe/capita)

1인당 전기소비

(kWh/capita)

실질GDP 당 

1차에너지소비

(toe/0002000USD)

미국 559.01 36,936 7.03 12,884.00 0.19

일본 384.46 38,265 3.71 7,833.00 0.14

중국 274.92 2,206 1.70 2,631.00 0.19

독일 202.94 24,410 3.89 6,781.00 0.14

한국 198.10 15,443 4.70 8,980.00 0.20

인도 181.97 757 0.58 597.00 0.15

이탈리아 141.21 18,453 2.74 5,271.00 0.11

프랑스 134.38 22,837 3.97 7,494.00 0.15

스페인 110.69 15,531 2.75 6,004.00 0.12

대만 90.73 17,943 4.40 9,588.00 0.16

에너지수급 밸런스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사용 현황을 판단하기 어

렵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표 2-1>은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11년 에너지 통계를 재구성한 것으로 

에너지순수입량이 많은 나라 순으로 재배열했다.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순 수입하는 나

라는 미국이다. 그리고 차례대로 일본, 중국, 독일 다음으로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다. 중국은 2007년만 하더라도 에너지 순 수입량이 세

계 8위였는데 몇 년 사이에 급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밀려났지만 수입량

은 176.26Mtoe에서 198.10Mtoe로 늘어났다. 

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은 한 마디로 ‘높은 에너지 사용과 낮은 효

율’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과 전기소비량을 보면 경제수준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높다. 또한, 동일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있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효

율이 떨어지는 에너지수급구조이다. 

< 2-1> 각국의 에너지 통계

: IEA, 2011 Key World Energy Statistics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미국

과 중국과 같이 국토가 넓고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가진 나라들은 자체 에너지 생산도 많고 에

너지 수입도 많으면서 효율이 높지 않다. 하지만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는 국토가 크지 않으

면서 화석연료 잠재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산업구조를 가지

고 있어 에너지효율이 높은 편이다. 2000년 기준으로 100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1) 미

1) 이를 에너지원단위(toe/0002000USD)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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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0.19톤의 석유를 사용하지만 일본과 독일이 0.14톤의 석유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국토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보다 일본과 독일과 가까운 우리나

라는 100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미국과 중국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서 효율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GDP와 1인당 에너지소비 및 전기소비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에너지소비가 높다.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1인당 에너지소비가 높

은 나라는 미국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비효율 상황에서 미래에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2008년 수립된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도 에

너지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기준수요는 연평균 1.6% 증가해서 50% 증
가하고, 수요관리 정책을 통한 목표수요 역시 증가해서 연평균 1.1% 증가율로 2030년은 2006
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2-2>.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2030년 에너지소비

가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현재보다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나라들 역시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2-2>.   

< 2-2>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수요전망

: 국무총리실,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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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2005 2030 2005 2030 2005 2030

1인당 GDP

(2000USD/인)
13,211 31,682 23,791

연간 2.9%

증가
39,090 -　

1인당 에너지 소비

(TOE/인)
4.43 6.18 4.18 3.65 4.15

35% 효율 

증가

에너지원단위

(TOE/0002000USD)
0.347 0.185 0.18 0.11 0.11 0.0715

< 2-2> 한국, 독일,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와 에너지 지표 전망

: <EwI/ Prognos-Study The Trend of Energy Markets Up to the year 2030, Reference Forecast for the Energy Sector Energy 
Report Ⅳ-Summary>, Documentation No 545, May 2005,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7, 일본의 에너지 2008, 경제산업성, 재구성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소비가 늘어나면서 전기비중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

상했는데 1차 에너지수요가 기준수요 상 2006년보다 50%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한편 전기수

요는 6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전기공급의 59%를 핵발전이 담당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1차 에너지 상으로 27.8%에 달하는 비중이다2).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

획은 요약하자면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더 많은 전기사용, 더 많은 핵발전소’이다. 

<그림 2-3>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원전 비중

자료: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p62

2) 핵에너지인 원자력은 전기로 전환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차에너지에서 27.8%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

가 쓰는 최종에너지에서는 8.6%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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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천TOE)

최종에너지비율 최종에너지 중 전력비율
1차 에너지 최종 에너지

1970 19,678 17,882 90.9% 3.7%

1980 43,911 37,597 85.6% 7.5%

1990 93,192 75,107 80.6% 10.8%

2000 192,887 149,852 77.7% 13.7%

2003 215,067 163,995 76.3% 15.4%

2005 228,622 170,854 74.7% 16.7%

2006 233,372 173,584 74.4% 17.3%

2030 300,400 207,500

2절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용 현황과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서 본 에너지정책

의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소비의 증가, 둘째 전기비중의 증가, 셋째 기저발전(화력발전과 핵발

전)의 증가, 넷째 저효율국가 지속, 다섯째 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불평등 확대와 여섯째 기

후변화 악화와 원전 위험증가이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서 투입된 에너지의 40% 가량만이 전기로 변환된다. 전기는 고급에

너지이자 비효율적인 에너지고 비싼 에너지이다. 손실되는 60%는 열로 방출되는데 이 열을 다

시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에만 이용 효율이 80%가 넘고 핵발전이나 석탄화력발전, 가
스발전 등은 이용효율이 40%안팎이다. 따라서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전기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에

너지소비증가율보다 전기소비증가율이 더 높아서 2006년 현재의 전기비중이 17.3%인 것이 

2030년에 21.3%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2-3>  

< 2-3>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최종에너지 비율과 전력비율

: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그에 따라 전기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에너지양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에너지양 증가분만 2006년에 비해 2030년에는 핵발전소 18기에 해당하는 양으로 3,300만 toe
에 달한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최종에너지의 증가양보다 버려지는 에너지의 증가양이 더 많

다.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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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최종에너지와 사라지는 에너지

(단위: 천toe)

: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핵발전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전기소비 증가량을 높게 전망했기 

때문에 핵발전량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석탄화력발전도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3절  전력정책의 실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에너지수급전망이라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하에서 2년마다 정하는 중단기 전력수급실행계획이다. 그런데, 전력수급기

본계획에서 전망한 전력수요예측이 최근 들어 빗나가고 있다.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기

소비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보면서 2010년 전기소비량 증가율을 7.8%로 전망했지만 

실제 증가율은 10%를 기록했다. 정부 당국과 일부에서는 ‘과소예측’이라는 주장으로 더 높은 

전기수요전망을 하고 더 많은 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의 전기

소비의 급증은 전기수요의 ‘과소예측’이 아니라 전력정책의 실패, 특히, 80년대부터 이어진 전

기요금 정책의 실패와 고유가로 인한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 가격 역진 현상 때문이다. 

80년대 당시는 현재와 달리 전력수요 ‘과대예측’ 이 있었다.<표 2-4> 그리고 그에 따른 

기저발전 증설(핵발전소 확대)로 평균 발전설비예비율이 63%를 넘었다. 기저발전설비는 항상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수급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야 한다. 과잉생산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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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점 실제준공시점 예측오차율 

고리 1호기 67년 9월 78년 7월 28.82 %

고리 2호기 73년 3월 83년 6월 8.35 %

월성 1호기 73년 9월 83년 4월 25.94 %

고리 3호기 76년 10월 85년 9월 21.30 %

고리 4호기 75년 10월 86년 4월 28.09 %

영광 1호기 77년 5월 86년 8월 33.34 %

영광 2호기 77년 5월 87년 6월 40.61 %

울진 1호기 77년 11월 88년 9월 47.35 %

울진 2호기 77년 11월 89년 9월 47.35 %

소비하기 위해 전기수요를 진작시키는 전기요금 정책이 시작됐다. 한편, 전기요금을 물

가안정의 수단으로 삼는 정책적 방향과 산업계 지원 차원의 싼 전기요금 책정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남는 교류전기는 저장할 수 없으니 이미 생산된 전기를 

싸게라도 파는 요금정책을 도입한 것인데, 9차례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계약종별로 최대 

29.7%)하고 원가 이하의 산업용 경부하요금, 심야전력 요금제 등이 도입되었다. 

< 2-4> 80년대 장기 전력수요예측 오차와 원전 설비 증설

: 조성봉 외, 1999. 녹색연합. 에너지가격왜곡개선 및 수요관리정책 개선 대안 재인용. 
※ 예측오차율 = (예측수요 - 실적수요) / 예측수요 × 100  

<그림 2-5> 전력정책 개입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

자료: Empirical Study: Correlation between Electricity Demand and Economic Development, Won-Young YangYi, 2005

정기 안전점검까지 1년 이상을 가동하는 핵발전소는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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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1인당 

전력소비량
9,510 13,268 8,110 7,894 7,108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
1,183 4,430 2,246 2,639 17,00

중단시키거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원자로와 부품에 충격을 주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

에 1년 365일 24시간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기소비는 계절별로 다르고 밤낮이 

다르다. 소비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전기를 싼값에 파는 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선

택이었는데 이는 원전 설비 과잉 증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생산되는 전기량에 전기소비량을 끌어올린 셈이 되었다. 최대전력소비인 첨두부하

를 줄이는 전기효율정책 대신에 늘어난 기저발전량에 맞추어 전기소비를 끌어올리는 전력정책

이 된 것이다. 전력수요 ‘과대예측’으로 인한 ‘핵발전 과잉설비’가 ‘전기 과소비’의 경제사회구조

를 낳은 셈이다.  이 3 요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고 전기 다소비 사

회가 구조화 된 지금은 전력수요 과소예측으로 발전설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의 전기수요 급증을 단순한 현상으로만 보고 수동적으로 발전설비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전기수

요 급증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절  전기요금 정책의 문제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사용량이 경제규모 대비 많은 편이다. 그런데, 가
정용 전기소비량을 앞서 비교했던 나라들에 비해 절반정도밖에 쓰지 않는다. 또한, 2010년 기

준 전기사용의 54%가량이 산업계의 전기소비이고 상가와 업무용 빌딩 건물에서 사용하는 일

반용 전기소비가 22%에 이르는 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사용비중은 15%밖에 되

지 않는다. 산업과 상업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전체의 76%에 이르는 셈이다. 산업과 상업부문

에서의 전기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 2-5> 주요국의 가정용 전기소비량 비교

(단위: kWh)

: OECD, 2009년 기준

그리고 최근 들어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소비 증가정도를 보면 전기소비의 급증 현상의 

주요 요인이 산업용 전기소비 급증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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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최근 6년간 부문별 전기소비 추이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산업용 경부하 전기사용량은 조승수 의원실 자료)

<그림 2-7>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소비 추이(1980~2010)

자료: Hun Park, Per Capita Residential and Industrial Electricity 
Consumption in OECD Countries, 198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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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의 급증 현상은 1차 에너지보다 낮은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에 그 원인

이 있다. 2차 에너지인 전기에너지는 에너지변환의 과정에서 60%가량이 사라지기 때문에 1차 

에너지에 비해 최소한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정

책은 물가안정의 수단과 산업계 지원의 정치적 결정 속에 저렴한 원가 미만의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1차 에너지보다 가공을 한 후에 에너지손실이 발생

한 2차 에너지의 가격이 더 싼 에너지원간 가격 역진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차 에너지사

용 대신에 2차 에너지인 전기소비가 급증한 것인데 특히, 이와 같은 에너지원간 가격 역진 현

상은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2-7>

< 2-8> OECD 산업용 에너지가격 비교, 2011년

: 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2, 3rd quarter, 조영탁 & 김창섭, Paradox of Fossil Fuels, 2008 재인용

그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곳에 전기가 쓰이는 현상이 발생하

고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이 산업 경쟁력이 되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

기가격이 일본보다 50%, 중국과 비교해도 30~40% 싸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일본의 섬

유업체가 탄소섬유사업의 거점으로 가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고 한다. 산업계에서는 가열, 건
조, 난방 등에 전기사용이 증가했으며 고철을 전기로 녹이는 전기로 사업이 국내에서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전기소비가 급증할수록 

전기를 발전사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국제 유가가 증

가해도 원료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환율 정책과 맞물려 2008년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2012년까지 누적적자가 10조 가량으로 늘었다. 부채 또한 증가해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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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21조 6천억원이던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012년말까지 5년 사이에 95조 9백억원으로 

약 74조원 가량이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2007년 49.1%였던 것이 2012년에는 186.2%로 

급증했다. 이전에 매년 1조원씩 증가하던 것에 비하면 높은 증가량이다. 3) 

< 2-9> 제조업용 설비별 전기소비량 변화(2001~2010)

:  석광훈, 전력수요관리 및 요금체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2.

5절  전력수급계획

이러한 에너지정책, 전력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발표된 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더 연장시켜서 결과적으로 더 악화시키는 계

획으로 작성되었다. 현재의 전력수급문제가 연장됨으로 인해 전력난과 핵발전 확대 정책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 온실가스 급증 현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 전망에 대해 논란이 있다. 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현재의 전력수요 급증 현상을 전력정책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기존 전력수급기본계

획에서 전력수요를 과소예측함으로 인해 전력난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소비

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5차 계획 때 2010~2024년 사이에 3.1%로 예상했던 것을 6차 계획에서

는 3.4%로 높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2024년이 되면 현재 미국의 1
인당 전기소비량보다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전기

요금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현재의 싼 요금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신호가 담겨 있는데 6
차 계획 초안에는 전력수요를 전망하는 핵심요소인 전기요금을 물가상승률의 1/3로 상정하고 

3) 2013년도 한국전력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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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전망

:  지식경제부,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2013 

<그림 2-10> 주요국의 1인당 전기소비량 추이와 한국의 전망 (1960~2010)

자료: Google Public data: world bank,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e-나라지표 총인구, 인구성장률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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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수요전망이 높다보니 이를 채우기 위한 발전설

비 건설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차 계획인 2024년 이후의 계획, 
즉 2025년 이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만 이번 6차 계획은 5차 계획 상의 연도인 2016~2023
년 사이에 석탄화력발전 10기와 가스화력발전 4기를 추가했다. 전력수요를 현재의 급증세를 

반영하다 보니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설비를 적기에 준공해야 한다는 목표가 세워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력수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 2-7>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 화력발전소 반영 내역과 연도별 건설 계획

:  지식경제부,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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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확정설비 평가설비

반 영

2010 신고리#1(12월,1000MW)

2011 신고리#2(12월,1000MW)

2012 신월성#1(3월,1000MW)

2013
신월성#2(10월,1000MW)

신고리#3(12월,1400MW)

2014 신고리#4(9월,1400MW)

2017 신울진#1(4월,1400MW)

2018 신울진#2(6월,1400MW)

2019 신고리#5(12월,1400MW)

2020 신고리#6(12월,1400MW)

2021 신울진#3(6월,1400MW)

2022 신울진#4(6월,1400MW)

2023 신고리#7(12월,1500MW) 천지#1(12월,1500MW)

2024 신고리#8(12월,1500MW) 천지#2(12월,1500MW)

2025 대진#1 (12월,1500MW)

2026 대진#2 (12월,1500)MW

2027
천지#3 (6월,1500MW)

대진#3 (6월,1500MW)

합계 15,200MW (11기) 9,000MW (6기)

6 계획에 석탄화력발전이 더 증가했지만 핵발전소 확대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5차 

계획에 이미 확정한 것만으로도 현재 5기가 건설 중이고 6기가 2024년까지 추가 준공되는 것

으로 계획되어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지정고시한 신규원전 부지 상의 4기 원전에 대해

서만 유보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정부입장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

획임에도 불구하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운다

는 것이다. 결국, 2차 계획에서 원전비중은 신규원전 부지의 4기를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만 논

의하게 되는 셈이다.

< 2-8> 제 5차,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핵발전소 반영 계획

:  지식경제부,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 
*신고리 7, 8호기와 천지 1, 2호기는 서로 대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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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킬로미터)

연도별 

발전설비(MW)

밀집도

(MW/제곱킬로미터)

2010년 2010년 2027년

미국 9,147,400 1,135,040 0.12 0.15

한국 97,100 79,983 0.82 1.34

중국 9,327,500 966,410 0.10 0.24

영국 241,930 90,210 0.37 -

프랑스 547,660 123,780 0.23 -

일본 364,500 282,320 0.77 -

핀란드 303,890 16,918 0.06 -

배출량은 매년 세계 순위를 갱신하여 2011년 세계 7위이고 핵발전소 밀집도 역

시 세계 최고라서 사고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로도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밀집도

가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대용량 원거리 발전원인 석탄화력과 핵발전 설비비중도 주요국가들에 

비해 최고비중이다.4)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이들 발전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 고압 송전탑 

건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면 핵발전 위험도와 온실가스 배출

량 증가는 더 악화된다. 

< 2-11> 원전 밀집도 상위 5개국 전망(2010~2024)

: 한겨레, 2024년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1위, 2011

<표 2-9> 주요국의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밀집도

자료: 주요국의 총발전설비 용량 추이, e-나라지표 , Google Public data, 지식경제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

4) 일본 54.6%, 독일 44%, 미국 61%, 한국 68%(한국은 2011년 기준, 나머지는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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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핵발전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전소의 지역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그

에 따른 송전탑 건설로 인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사회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충남, 경남, 전남, 인천, 경남, 부산 등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전기량의 2배에서 3배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서울은 3.3%만 생산하고 있다.<표 2-10>

또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가 세계에 공언한 2020년 에너지 기준

수요 전망 대비 30% 감축 약속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차 계획이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에 발표되었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하기 위한 공동작업반이 구성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서로 이견이 있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때보다 2020년 1차 에너지수요 전망은 3.6~6%가 증가하는 것으로 재산정하고 전력

수요는 6.8~20%가 증가하는 것으로 재산정한다는 초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우

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2-10> 지역별 전기 발전량대비 소비량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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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미래 에너지정책 전망

1절  에너지수요

에너지 정책의 근저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에너지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어

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인식이 깔히 있다. 또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당국은 싼 전기요

금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 전기요금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부가가치 기여도를 보면 매년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 에너지 

소비 비중은 64.7%으로 높은 반면에 부가가치 비중은 2009년 기준 30%에도 못 미치는 

28.1%이다.5) 

경제발전이 오히려 에너지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GDP와 에너지수요는 

함께 가지않고(커플링), 따로 떨어질 수 있다(디커필링). 대표적으로 독일정부의 장기에너지수

요 전망계획을 보면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에너지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2030년에는 1990년의 에너지수요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2-10>

< 3-1> 독일의 실질 GDP와 에너지수요 장기 전망

: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EwI/ Prognos-Study The Trend of Energy Markets Up to the year 2030, 
Reference Forecast for the Energy Sector Energy Report Ⅳ-Summary>, Documentation No 545, May 2005

5) 이성인, 국가에너지정책효율성 분석 및 정책방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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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차 계획* 2013년 에너지수요전망**

연평균 GDP 증가율 3.74% 2.93%

2030년 유가 전망 119달러 　136.1달러

2020년 에너지다소비업  비중 8.00% 7.30%

2020년  에너지수요전망(백만 TOE) 311.6 330.7

전망의 기저에는 에너지수요를 전망하는데 주요 요소인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참조하지만 독일은 자체적으로 전망하는데 

2020년 경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6)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할 2008년 당시 2030년 국제 유가를 118.7달러로 전망했

다. 

최근 에너지시민회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위한 기준수요 재산정 내부 자료

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에너지수요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변수인 GDP증가율, 유가, 산업구조

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때보다 에너지수요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차 계획 때보다 더 높은 에너지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 3-1>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대비 에너지수요 재산정 요소 변화와 에너지수요 전망 변화

: 양이원영, 정부의 장기에너지수요전망 분석, 2013
*GDP는 2000년 실질가격 기준, 유가는 ‘06년 실질가격 기준

**GDP는 2005년 실질가격 기준, 유가는 ‘11년 실질가격 기준

에너지 수요를 결정짓는 4가지 요소 중에 3가지 요소에서 에너지 수요가 낮아지는 방향

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에너지수요 전망이 도출된 이유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

기 에너지수요전망을 도출하는 모델이 과거 실적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지난 2010년에 갑자기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8.4%로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수요급증을 보였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요를 

전망하는 모델이 이를 반영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수요전망 모델이 제한된 과거 실적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해 과

거의 전력정책에 미래 전망이 발목 잡혀 있음을 확인했다.  

2절  에너지수요관리 잠재량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 예를 유럽의 두 나라, 프랑스와 독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인구가 1,500만 명이 더 많고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도 더 높지만 

최대전력소비는 2010년 기준 프랑스(10만 500MW)의 절반(5만MW)밖에 되지 않는다. 프랑스

6) 독일 국영방송 ARD, 2008년 1월 8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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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가 58기로 발전 비중의 75%가 된다. 그런데 전기난방이 전체 난방의 1/3을 차지

하면서 겨울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주변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실정이다. 반면에 독일은 

2011년에 가동 중이던 17기의 핵발전소 중에서 8기를 폐쇄하고도 우리나라 고리원전 2호기에 

해당하는 전기를 주변 국가에 수출했다. 두 나라의 차이는 수요관리에 있다. 싸고 풍부한 전기

를 핵발전소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에너지당국은 75%의 원전 비중으로도 전기난방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에너지정책의 첫 번째 순서는 에너지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독일이 아닌 프랑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정책적으로 전

기요금을 원가이하로, 1차 에너지인 난방유보다 싸게 유지해온 탓에 전기난방은 급증하고 있

다. 1차 에너지원으로 직접 열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 1차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

해서 다시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난방 

소비로 추정되는 심야전력사용량이 2000년 대비 2001년에 76% 상승했다. 신규 심야전력계약

을 하지 않은 후로 급증세가 둔화되어 2010년 기준으로 심야전력은 전력소비의 4.54%(2010
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겨울철 전기난방은 낮시간대 최대전력수요를 갱신하게 했다. 최근 전기

난방 수요가 겨울철 전력최대소비량의 25%를 넘어서면서 전력난에 한몫했다7). 핵발전에 의한 

발전량이 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양이다. 위험한 핵발전소와 온실가스 배출하는 석

탄화력발전을 가동해서 기껏해야 난방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시스템이다. 

그만큼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량도 높다. 2011년 9월 15일 전력수요와 공급 예

측을 잘 못해서 발생한 순환정전 이후에 전력당국은 매년 정전 훈련을 해오고 있다. 2012년 6
월 21일 첫 정전 훈련에서는 핵발전소 5.5기에 해당하는 약 548만kW를 절감했고 2013년 1월 

10일에는 핵발전소 8기에 해당하는 777만kW를 절감했다.8)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2년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7,441만kW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265만kW를 절감한 7,429
만kW를 기록했다. 

핵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비리로 인해 예정에 없던 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해서 초

유의 전력난이 예상되던 올해 여름의 최대전력수요는 2012년 여름의 최대전력수요보다도 낮았

다. 매년 최대전력수요를 갱신하던 것에서 IMF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최대전력

수요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이다. 

2013년 올해 여름 최대전력소비 기록은 8월 19일 7,401만kw로 지난 5년간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해왔는데 이번에는 작년 여름 최대전력수요인 7,429만kW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매
년 최대전력수요는 200~300만kW 씩 증가한 추세에 비춰볼 때 놀라운 기록이다.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올 때는 거의 700만KW-원전 7기의 전력량-이 급증했다.  

갑작스런 핵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이번에는 강제 절전과 같은 고통분담형태였지만 산업

7) . [전기요금 현실화하자] ① 면세유보다 싼 전기요금이 전력대란 불렀다. 2012.1.19

8)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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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정상화와 건물의 효율화 등으로 인한 전기냉난방 수요 절감 등의 적극적인 효율

정책, 수요관리 정책이 도입되면 전기수요 관리양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2> 최근 5년간 최대전력 실적

: 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 2013

특히, 건물의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데에 수요관리 잠재량은 높다. 기존 건물 에너지 사용

의 80% 가량이 난방에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면 저에너지건축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인 노력이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는 단위면적당 총에너지사용량 기준을 120kWh로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해까지만 해도 에너지등급 1등급 건물이 단위면적당 총에너지사용량 기준이 300kWh였다. 호
화 신축 공공청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시청, 성남시청 등은 5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공공

에서부터 에너지수요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9)

2005~2008년 신축 공공청사의 평균 연면적이 기존 청사의 두 배가량 늘고 평균에너지

사용량도 두 배가량 늘었다. 반면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는 2009년부터 신축공공건물은 패시

브 하우스로 짓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건물의 규제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건물을 패시브하우스나 저에너지 건축으로 의무화

했을 때 그 혜택을 민간이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패시브하우스 건축 기술은 최첨단으로 복잡

한 기술이 아니라서 선투자를 통한 시장형성이 중요한데 공공건물이 초기 시장을 열어주고 기

업이 패시브하우스 건축산업을 형성시키게 되면 민간영역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패시브하우

9) 지방청사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사례. 2010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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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패시브하우스 시장이 활성화되

어 있지 않아서 해외에서 주요 자래를 수입해서 짓다보니 건축 단가가 높아서 일반인들이 패시

브 하우스를 건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공급이 아닌 서비스의 개념으로 봐

야 한다는 것이다. 일년 내내 20도씨 안팎의 청정한 실내를 유지하는 에너지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전기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1차 에너지인 

가스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방법도 있고 태양열난방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잘 지어서 에너

지공급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하다. 

나아가서 태양광의 최대전력수요 기여도, 즉 피크 기여도를 눈여겨 볼만하다. 우리가 전

기를 사용하는 패턴은 주간단위, 일간단위이다. 주중에 전기를 많이 쓰고 주중에서도 낮에 전

기를 많이 쓴다. 전력난은 주중 낮시간대에 매우 춥거나 매우 더울 때 발생한다. 따라서 전력

난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1년 365일 늘 똑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는 적합하지 

않다. 태양광 발전은 낮시간대에 전기를 생산한다. 낮시간에 한정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은 핵발전에 크게 못 미치지만 정작 전기가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피크 기여도가 높다. 

지난 4월 15일 독일의 태양광 발전은 22.68GW의 발전량으로 전력피크를 담당했다. 이는 

독일 신기록이자 세계 신기록이다. 이는 핵발전 23기 분량이다. 독일의 일사량은 우리나라 보

다 부족해서 연평균 태양광 발전 시간은 2.2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연평균 태양광 발전

시간이 3.1시간 이상이다. 그만큼 전력난에 대비하는 피크기여도가 더 높을 수 있다. 

< 3-2> 독일의 4월 첫째, 둘째주 발전원별 전기생산과 태양광 발전량

: Clean Technica, Solar Power Record In Germany — 22.68 GW — Infographic, 2013
 http://cleantechnica.com/2013/04/16/solar-power-record-in-germany-22-68-gw-infographic/#BOL1dhex62u6MReD.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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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재생가능에너지 전망

 재생가능에너지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폭발적인 수요를 뒷받침하다보니 

공급과잉이 생겨서 시장이 조정 중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밝다. 2010년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만 핵발전 17기 분량인 17GW 가 늘어났다. 풍력은 더 큰 규모로 증가

했는데 39GW가 늘었다.  

< 3-3> 세계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설비 추이(1996~2010)

:  REN21, Renewables 2010 Global Status Report, 2011

2011년에는 총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이 75GW가 새로 설치되었고 90GW가 새로이 

착공되었다. 핵발전소가 2011년에 신규로 7기가 증가한 데 비해 13기가 폐쇄되어 마이너스 성

장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 세계 발전량의 20.3%를 재생가능에너지가 담당하고 있고 핵

발전은 13%를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재생가능에너지 성장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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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세계 재생가능에너지원별 성장률(2005~2010)

:  REN21, Renewables 2010 Global Status Report, 2011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 핵발전소 8기를 폐쇄하면서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량이 핵발전량을 추월했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해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

에서 순 국산 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그림 3-5>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과 핵발전량 추이(1991~2011)

  
자료: Mycle Schneider,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2, Internaional Consultant on Energy and Nuclear Poilic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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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잠재량이 높은 나라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태양

광발전 시간이 독일보다 많다. 격년으로 발간되는 신재생에너지백서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잠재량만도 5억8천5백만toe에 달한다.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종에너지 양을 나타낸 값으로 기기의 시스템 효율 등을 적용’한 것이다.10) 이보다 

높은 부존 잠재량과 가용 잠재량은 각각 111억 6천만toe와 34억 8천만toe에 이른다.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2030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이 2억7백만 toe에 이르니, 현재의 태양광 

기술적 잠재량만으로도 2030년 우리가 쓰는 최종에너지 총량의 세 배가량이 되는 셈이다. 

< 3-3> 국내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  신재생에너지센터, 2012 신재생에너지백서, 2013

간혹 언론에서 태양광 발전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기도 한다. 2011년 4월 19일자 KBS 9시 뉴스 중  [이슈&뉴스]코
너에 소개된 ‘고유가 대안 태양광 관심 집중’ 에서는 2011년 전력사용량을 태양광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0%가 필요하다는 오보를 내보냈다. 이는 발전량과 설비용량의 

혼란에서 온 계산 실수로 당시 태양광 발전 효율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7%
만이 필요했을 뿐이다. 최근에는 효율이 개선되어 4.5%로 필요면적이 더 줄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은 아직 미진한 편이라서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인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1년 기준 1.5%에도 못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10) 신재생에너지센터, 2011 신재생에너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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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의 뒤에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

이 그러하지 못하다. 2010년 한 해만만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된 비용이 211조원

을 넘는 규모다. 독일이 41조 규모, 이탈리아가 14조 규모가 넘는 비용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

자했다.11) 반면에 우리나라는 G20국가 중 하위수준을 면치 못하는데 인도네시아 보다도 투자

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 3-6>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량

: Renewables 2011 Global Status Report, REN21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그동안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 효과있는 정책으로 확인되

고 있다. 아직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용이 기존의 발전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

서 수익률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각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정도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의 

표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기준 전기요금의 8.5%를 재생가능에너지 보조

금을 책정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12)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했다.

<그림 3-6>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량

자료: Bloomber New Energy Finance, April 2012

4절  결론: 미래에너지 시나리오

 지금까지 에너지소비는 한계를 모르고 증가일로에 있었다면 미래의 에너지 수급 시나리

오에서 에너지소비는 감소 또는 최소한 정체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의 재생가능에너지 성장속도를 반영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없이도 전

11) Renewables 2011 Global Status Report, REN21

12) 독일 재생가능에너지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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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다. 독일 환경부의 경우 2050년에 전력소비의 8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

와 수소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13) 

< 3-7> 미래에너지 시나리오

: 그린피스, 에너지[혁명] - 한국의지속가능한 에너지전망보고서, 2012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구조는 세계수준이나 독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소비는 한계를 모르고 증가일로에 있었다면 20~30년의 장기에너지수급 시나리오는 지금과는 

다른 전망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림 3-8>에서 2006년 기준으로 작성된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이후 에너지수요 추이를 보면 2010년 경에 에너지소비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13) 양이원영, 지속가능한 전력의 에너지믹스 전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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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8.4%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 들어서 2%대

에서 1%대로 증가율이 완화되어 오고 있다가 갑자기 급증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환율

정책과 고유가, 그리고 수입이 대부분인 발전원 연료비를 반영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

진 산업용 전기요금에 그 원인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20
년 기준수요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에 에너지 수요 증가

율이 최고점에 이르고 이후에 에너지소비가 감소해야지 달성할 수 있는 약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2010년 에너지수요 수치를 과거 실적치

에 넣어서 미래 전망을 다시 하려고 작업 중이다. 우리가 과거 IMF 구제금융 시절 급감했던 

에너지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전망을 하지 않듯이 2010년 당시 에너지정책, 환율정책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던 에너지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전망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현재의 위기

를 지렛대 삼아서 에너지수요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에 박하를 가한다면 보다 빠른 속도로 더 많

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3-8> 에너지수요 추이(1968~2011)과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기준수요와 목표수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추정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 2013,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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