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
2017-1

독일의 에너지 전환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WORKING PAPER

2017-1

2

독일의 에너지 전환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1. 서론
20세기 말부터 환경 및 에너지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21세기에는 환경과 에너지
가 인류 최대의 글로벌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와 지구환경, 이산화탄소
(CO2) 배출 문제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의 지구환경보존,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 인류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동시에 에너지 부문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화
석연료 중심에서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부문으로의 이전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은 증가
하게 되었다. 즉, 지구기온 상승을 섭씨 2도로 제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이행하는
조치가 1년 지연될 때마다 전 세계가 필요한 투자액은 매년 약 5,000억 달러가 증가하여
2010~2030년의 누적된 합계로 10조 5,00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
을 약 20%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스턴보고서 (Stern Report)는 예측하고
있다. (Stern, 2006)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도달하기 이전에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파리협약 (Paris Climate Accord)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산업화 이후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197개 협약 당사국 중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인도 등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을 마치고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
다. 따라서 협약과 비준을 체결한 국가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 각자 제출한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5년마다 이행상황을 평가받는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와 달리 파리협약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각국의 이행
계획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United Nations, 2015;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limatechange/ 2018년 3월 5일 검색) (그림
1 참조)
그림 1: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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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키미디어 코먼스, 2016
유럽연합 (EU)은 유럽연합차원에서 파리협약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을
2005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
고 있는 단체는 이러한 조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현
실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국경이나 지역을 이동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궁극적
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탄소세 (Carbon Tax)를 도입하여야만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권제도 및 탄소세 시행은 해당 국가에 재생에너지 개
발 및 사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구온난화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
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환경 및 에너지 기술개발
을 통한 성장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 초부터 실시하여 왔다. 따
라서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재생에너지개발, 생태적
에너지세,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개발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자력에너지를 2020년부터 폐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독일경제의 최
대 약점 중인 하나인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 제도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개발을 정책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본 논문은 글로벌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생에너지개발로 지속성장을 가능하
게 하는 독일의 에너지정책 핵심인 에너지전환이 시작된 근본적인 배경과 전략을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은 자료수집 및 분석, 에너지전략, 지속성장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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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동시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에너지전환의 과정, 의미, 현상
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한 질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기초로 에너지전환을 전략적으로 실시
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2. 에너지전환
2.1. 개념
한 국가가 운영하는 에너지체제라는 것은 소속된 사회 및 정치체제가 구성하는 정치적 선택
이 결과이다. 따라서 에너지체제 변화의 필요성은 에너지자원과 기술혁신 간의 상쇄, 변화
에 대한 절박감 등과 절대적으로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체제의 변화가 결
정이 되면 한 국가 내 사회, 경제, 기술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Pellerin-Carlin & Serkine,
2016; Strunz, 2013)
에너지전환은 특별한 사전적인 의미 이외의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시기별로 매우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최초의 에너지전환 개념이 사용된 것은 1930년대 분자분열
이후 에너지상태가 변화하는 순수한 분자변화의 과정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세계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에너지자원의 가격적인 한계로 인한 대체재 사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분석하면 1970년대의 에너지 대체재라는 개념도 화
석연료를 시기별로 상이하게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아닌 에너지 소비증가의
개념이 더욱 강하였다. (Fressoz, 2013; Smil, 2010)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에너지전환이라는 개념은 지구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감소시
키는 방향으로 에너지체제를 변화시켜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에너지전환의 핵심적인 의미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
는 고 탄소체제 (High Carbon System)의 에너지체제에서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은 재생에
너지를 사용하는 저탄소체제 (Low Carbon System)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에
너지체제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Pellerin-Carlin & Serkine, 2016)
따라서 저탄소체제로 이전하는 에너지전환은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 차이와 정도는 존재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 특히 국가 내 지구환경 유해물질인 탄소를 제거
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청정기술개발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Unruh, 2000: Gjonca, 2017)
2.2. 독일 에너지전환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세계석유파동 및 미국에서 발생한 최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서유럽과 특히 독일에서 놀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
장을 달성하는데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1980
년대에 발표되면서 화석연료 및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Öko Institut e. V.,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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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독일국민의 커다란 인식변화와 지속적인 환경의식의 향상은 에너
지전환 목표를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독일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률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시발점
이 1986년 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 (CDU)과 자유민주당 (FDP) 연합정부 하에서 실시한 환
경 친화적 생산방식에 대한 인증제도 및 전력생산을 위한 청정에너지자원 지원 등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1991년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차액지원법 (Feed in
Tariff Act: Stromeinspeisungsgesetz)을 제정하였다. 전력차액지원 제정은 독일 내 재생에
너지 보급이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보수연합정부는 환경오명억제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축을 목표로 독일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산업계 자발적 참여법안 (Industry Self Committment Act)을 1995년
에 제정하였다

(Agora Energiewende, 2016)

이후 1998년부터 시작된 사회민주당과 (SPD) 녹색당 (Die Grünen) 연합정부 하에서 재
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이 강력하게 활성화 되었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 연료,
천연가스, 난방유, 전력 등에 환경세를 부과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난방시스템
확산을 위한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제
도 (Renewable Energy Act: EEG)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진보연합정부와 원
자력발전소 대표 간 22년 이내에 독일 내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에 합의
하였다. 그 결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설립을 금지한 원자력법 (Atomgesetz)이 2002년에 재
정되었다. (Appun, 2015; Gjonca, 2017)
이로서 독일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자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경제체
제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도록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하였다. 이를 위한 조치로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탄소배출을 23%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도 가장 많은 탄소배출 감출 목표량이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량을 설정
한 이유는 독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탄소배출 집중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Veith, 2010)
이후 2000년대 후반인 2007년에는 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 (CDU)과 진보당인 사회민주
당 (SPD)의 대 연정 하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연계프로그램을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rogramme)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총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로 생산하는 비율을 25~3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글로벌기
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2008년에

일반기후변화적응전략

(Deutsche

Anpassungsstrategie)과 기후변화연계프로그램을 위한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장기시나리오에는 실질적인 참고사항으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
했다. (BMU, 2007; IEA, 2016)
대 연정 기간 보수 및 진보정당 간 정책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2009년
에는 기독교민주당 (CDU)와 자유민주당 (FDP)이 연합정부로 구성되었다. 보수연합정부는
진보연합정부가 추진한 원자력발전소 폐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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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페기에 다른 안전문제를 이유로 점진적 폐기일정을 8년 간 연장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보수연합정부는 2010년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장기시나리오를 최초로
구축한 전반적인 에너지정책 계획을 담은 에너지개념 (Energy Concept: Energiekonzept)
을 2010년 승인하였다. (Jarass & Obermair, 2012)
2.3. 에너지개념과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에너지개념이라는 최초의 장기 에너
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에너지개념은 독일의 에너지 미래를 개척하고 발전시키
는 장기적 차원의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
경 친화적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대비 최저 80%에서 최고 95%까지 감축할 것을 약속
하였다.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이처럼 야심찬 장기 에너지정책을 수립한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효율성
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경쟁력 있는 에너지가격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개
념은 에너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에너지정책을 총망라하며 에너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
해서 에너지생산을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서 지방 분산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서 에너
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에너지개념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 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하여 1990년도 대비 2020년까지는 40% 감축, 2030년에는
55% 감축, 2040년에는 70% 감축, 2050년에는 80~95%를 감축한다.
둘째: 총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소비비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18%로 설정하고 이를, 2030년 30%, 2040년
45%, 2050년 6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셋째: 일차에너지소비를 낮추기 위하여 2008년 기준보다 2020년 20% 감소하고 2050년에
는 50% 감소시킨다.
넷째: 전력소비 감소를 위하여 2008년 기준보다 2020년 10% 그리고 2050년에는 25% 감
소시킨다.
다섯째: 운송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2005년 대비 2020년에
는 10% 그리고 2050년에는 40% 감소시킨다.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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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치 이외에도 에너지개념은 기존화석연료 에너지원에 제공하였던 정부
보조금을 금지하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청정기술인 이산화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개발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할 때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에너지개념에서는 원자력에너지를 에너지전환을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에너지자원으로
간주하고 원자력발전이 완전하게 폐쇄되는 기간 동안 유럽연합 국가와 긴밀한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하여 독일 내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2022년 초까지 완결 짓기로 의회
에서 합의를 도출하였다. (Agora Energiewende, 2015)
표 1: 에너지전환과 부문별 2050 목표
현상유지
온실
가스
배출
원자력폐쇄

1990년대비

-27%

감축

(2016)

점진적 폐쇄
(2022년)
최종
에너지소비

재생
에너지

비율
전력
소비
비중
일차

에너지효율
성

8개

소

원자로

폐쇄

(2015)
14.9%
(2015)

년)

2040

-55%

-70%

30%

45%

2050
-80~
95%

유지
18%

최소
60%

40- 45

55 -60

최소

%

%

80%

(2015)

(2008

2035

(2016)

감소

감소

2030

32.3%

-7.6%

년)
총전력소비

2025

-40%

1 1 발전

에너지소비
(2008

2020

-4%
(2015)

-20%

-50%

-10%

-25%

출처: Agora Energiewende, 2017
이처럼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각 정당 간 이해관계를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방식은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도 높은 지
지를 받게 되었다. 즉 에너지전환정책은 의회에서 의원 중 85%가 지지를 하였고 국민은
90%가 지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처럼 절대다수가 지지한 에너지전환정책은 2010년과
2011년 법률제정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Wettengel, 2017)
에너지전환정책은 혁신적이며 통합적인 정책 틀로서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자력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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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위험을 극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를 기초로 국
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에
너지전환을 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척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2015)
3. 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정책
3.1. 배경
21세기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20세기 에너지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형
태로 진행되고 있다. 즉, 화석연료 사용중심의 20세기 에너지정책은 공급자 위주 및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정책이었으나 친환경 중심의 21세기 에너지정책은 수요자 중심 및 지방 분
산형 정책으로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전환되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은 매우 상이한 부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글로벌
경제제체에서는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70년대 두 차례 발생한 석
유위기와 2014년 중반 이후 글로벌 수요와 공급 격차에서 발생하는 석유가격 하락이 글로
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에너지자원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에너지 의존도에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3.2. 에너지정책 방향 및 전략
독일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주요 에너지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주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면서 대외 의
존도를 극소화 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안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요 에너지자원의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주요 에너지 소비구
성을 변화시켜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2010년 에너지전환을 실현하
기 위한 구체적인 장기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개념 (Energy Concept)을 발표하여 환경 친화
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로서 독일은
재생에너지 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최초로 작성하였다. 독일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개념은

2050년까지 장기적 전략을 디자인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독립국가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독일이 유럽
연합 (EU)의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에서 28개 회원국가가 전체적으로 합의한 에너지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동시에 갖는다.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 목표 및 방향성
을 기초로 독일 에너지정책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경제적으로 적정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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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환경 및 기
후변화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외교정책, 무역
및 경제정책, 환경정책 등 상이한 정책부문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박 상 철, 2015)
이는 독일 내 독자적인 에너지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에너지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인 경제
기술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y and Technology)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설정하면
재무부 (Federal Ministry of Finance),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안전부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이외 총 14개
에너지관련 부서와 공고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에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러한 정책적 협력을 기초로 독일 에너지정책 방향은 유럽연합 20/20 전략적 종합계획을 채
택하여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증대 등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Eissel & Park, 2010)
독일은 에너지정책 및 기후정책의 통합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에너지 관계에서도 유
럽연합의 에너지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적으
로 동참하고 있으며 국가 간 에너지 교역에서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규칙을 적용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에너지시장연합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독일은 국내 에너지시장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단행하여 경쟁체제를 유도하였다. 이로서 석유, 가스, 전력 등 주요 에너지자
원 공급이 과거에는 국가, 지방정부, 국가기관 소유에서 사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에너
지시장 구조개혁을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하여 에너지시장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에너지시장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단행하면서 기존의 지역적 에너지시장 영토가 소
멸되고 소유권이 재구성되면서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Westphal, 2011)
3.3. 친환경 에너지정책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수요자 중심 및 지방분산형 에너지자원인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개발에 1980년대부터 정책적인
관심과 시행, 자본 및 기술축적 등을 이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
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신 성장 동력의 역할수행과 환경 친
화적인 국가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 상 철, 2015)
친환경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생태적 에너지세 시행 및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을 설
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이는 재생 에너지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되
어서 재생에너지 자원의 핵심 부문인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바이오 산업부문에서 2016년
1) 독일에서는 생태적 에너지세 (Ecological Energy Tax)라고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북구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5개 구가에서는 탄소세 (Carbon Tax)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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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334,000 명의 신규노동인력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유럽연합 내 재생에너지관련 고용을 가장 많이 창출한 회원국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
산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
서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국가이며 세계 제 4위의 경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
소 배출 감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1990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감축하고 있다.2)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17; Amelang et al.,
2017) (그림 2, 3 참조)
그림 2: 세계 주요국가 재생에너지 고용창출 (2016년)

출처: IRENA, 2017
친환경 에너지정책은 지속성장정책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정책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에너지정책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취급하는 반면에 기후변화
정책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비하여 이를 유발시키는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
화질소 등의 배출을 감축하는 사항에 정책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3)
2) 2017년에는 경제 활성화와 극심한 추위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 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2016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32% 하였으나 2020년 목표치인 40%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독일이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
우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독일 환경장관의 경고도 전
해지고 있다.
3) 지구온난화현상을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Green House Gas: GHG)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으로
이루어 졌다. 이 중 메탄의 위험성이 가장 높으나 배출량은 대량이 아니다.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약 90% 이
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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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유럽연합 (EU)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정책 및 지속성장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생태적 에너지세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제도에 정책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하다.4) (Economic Review, 2014)
그림 3: 독일 부문별 온실가스배출 감축 추이 (1990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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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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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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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400
200
0

출처: UBA, 2017, BMUB, 2017
3.3.1. 재생에너지 개발전략 및 수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하여 독일은 2010년 9월 정치
적 결정을 단행하였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 관점 및 상호 연계된 에너지자원 경로를 구
축하여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종합적 에너지 수급전략인 에너지전환
(Energiewende)을 확정하였다. 이 전략은 재생에너지를 미래 에너지공급에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도
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OECD & IEA, 2013)
독일에너지정책은 거시적 차원에서 지속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정책의
전반적인 접근방법, 정책수행의 목적, 정책수단의 변화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
서 에너지정책이 국가전략산업인 에너지 및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실질적

4)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레제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지구온난화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물질은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메탄, 이산화질소 및 3종의 프레온 가스 등 6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아서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라고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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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속성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독일에너지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System: FIT)와 재생에너지원 의무할당제
도 (Renewable Energy Standard Portfolio: RSP) 추진, 생태적 에너지세 도입과 이산화탄
소 배출권 거래시장 실시 등이 재생에너지 개발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일의 에너지정책 및 지속성장정책의 핵심적인 양대 축은 에너지사용 효율화 및 재생에
너지 개발전략이다. 이중 재생에너지 개발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 생태적 에너지세
및 배출권시장 거래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에너지 및 환경산업부문의 비교우
위를 확보하여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박 상 철, 2015)
3.3.2. 재생에너지정책 수행방법 및 정책수단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21세기는 주요 에너지 자원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확보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
한 경제활동의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하여야 하며 동시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복잡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특정 중앙부서가 단독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단순히 개인소비 혹은 산업계에만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활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미 설명한 바처럼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경제기술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호를 주관하는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안전부 등 총 14개 정부기관이 협
력하여 수행하는 공동수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친화적이며 산업계의 경쟁력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 에너
지 수급체계를 위한 중추적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독일정부는 에너지개
념

(Energy

Concept)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5)

(Federal

Ministry

for

Economy and Technology, 2010;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에너지정책 수행 기본방법은 에너지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중심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뿐만이 아니라 직장창출, 에너지 기술혁신 유발 등을 유도한다. 독
일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전체 에너지 소
비량의 80%가 기후변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 공급구조를 중장기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에너지 안정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기후정책 (Climate Policy)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 관련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각 주요과정마다 에너지 기술혁신 창
5) 독일 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 개념 (Energy Concept)은 2010년 이후 장기에너지정책 시나리오인 에너지전환
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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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신규고용창출 등을 달성하려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정부가 작성
한 에너지 개념 (Energy Concept)은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
로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시대 진입에 관한 장기적
로드맵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개념은 2050년까지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독일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다.
즉, 에너지개념 (Energy Concept)은 2050년까지 장기전망 하에서 에너지관련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수행방법은
장기적 안목에서 에너지 이슈를 전반적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책수행의 유연성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 에너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수행과제는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획기적으로 향
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에너지 배합 (Energy Mix) 부문에 기존 에너지
자원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서 화석연료인 기
존 주요 에너지자원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면서 그 부족분을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로 대체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로 결정하였다. (Federal Ministry for Economy and Technology, 2010;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이를 수행하는 방법론은 설명한 것처럼 시장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며 이는
전력, 운송, 난방 등 에너지 사용 전 분야와 과정에 현존하는 모든 기술부문에 개방되어 있
는 에너지 자유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또한 독일 에너지정책 수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의 분명한 역할분담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관련 중앙정부 부서는 에너지정책을 기획하여
이를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전반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중앙정부기관은 중앙정부부서
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싱크탱크 (Think Tank)의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지
방정부와 협력하여 에너지정책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Eissel & Park, 2010)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중앙정부 부서로는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경제기
술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s and Technology), 재생에너지 부문의 시장진입 및
연구개발 부문의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안전부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주택 및 건물 등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운송주택도시부

(Federal

Ministry

for

Transportation, Building and Urban Affairs),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담당하는
산림농업문화부 (Federal Ministry of Forest, Agriculture and Culture), 에너지관련 세금
정책을 담당하는 재무부 (Federal Ministry of Finance) 등이다. (Dickel, 2014)
에너지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기관으로는 독일중앙정부 상원
(Bundesrat)에서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최종 에너지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각
지방정부, 지방정부 위원회, 정책수행 실무그룹, 에너지산업의 사업수행을 감시하는 연방 카
르텔국 (Fedearl Cartel Office) 등이 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을 기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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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중앙정부기관으로는 독자적인 규정을 확보하고
있는

연방네트워크청

(Federal

Network

Agency),

오염규제를

담당하는

연방환경청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에너지사용 효율성을 담당하는 연방에너지청 (Federal
Energy Agency)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2000년

재생에너지자원법

(Renewable Energy Resources Act: EEG)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2004년 개정하였다. 이
법률제정으로 2007년 유럽연합위원회가 결정한 2020년 주요 총에너지자원 공급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로 목표를 확정할 수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자원법은 2014년과 2017년에 재개정 되었다. 2014년 개정
에는 재생에너지부문에서 관세경매 (Tariff Auction) 참여를 태양광발전에만 의무화 시켰으
나 2017년 개정에는 이를 풍력발전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신규 재생에너지지원법에서는 전
력시장

프리미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부문

경매에

입찰하여야

한다.

(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47727/german-renewable
-energy-act-2017-eeg-2017-what-you-should-know, 2018년 3월 11일 검색)
이외에도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난방 및 교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재정적 인센티
브가 있다. 특히 교통부문에 바이오연료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
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도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이 0.5%에서 2005년 4.5%로 증가되었다.
독일정부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2020년 바이오연료 사용비율 10%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7
년 바이오연료 일정비율 의무사용제도 (A Bio Fuels Quota)를 도입하였다.
또한 전력부문에는 1990년에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발전차액 보조금제도
(Feed in Tariff System: FIT)가 있다. 발전차액보조금지원법 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자원
으로 생산한 전력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전력회사는 이들에게 전
력소매가격의 65 ~ 85%를 지불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10년 후인 2000년 재생에너지자
원법 (EEG)이 채택되면서 재생에너지 자원별, 지역, 자원기술설치규모 등에 따라서 전력생
산량에 대한 보장을 발전차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자원법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다. 제 1단계인 2000 ~ 2009년까
지는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로 국내 전력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첨단기술부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태양광 전력생산 단가가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전
력생산비용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관계로 발전차액지원정책을 투자자들에게 투명성, 지속성,
확실성 등을 제공하는데 치중하였다. 제 2단계인 2009 ~ 2011년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결과 태양광 전력생산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어 발전차액지원정책을 태양광 전력생산
을 극대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 3단계인 2012년 이후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
스 등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화석연료 사용 전력생산비용과의 격
차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발전차액지원 비율을 낮추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Fulton & Capalin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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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전환 실현가능성 검증
4.1. 배경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은 2050년을 목표로 장기계획 및 로드맵을 설정하여 진행
하는 매우 야심찬 에너지정책이다.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80~95%까지 감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에너지생산, 소비, 절약부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이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과 에너지효율성 증대이다.
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는 국내 경제구조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시키고 이
는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체적인 에너지생산 및
효율성 향상으로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이 실현되
면 장기적으로 청정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 (Federal Ministry for Economy and
Technology, 2010;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에너지공급만을 추구하는 것 이 아니다. 에너
지안보를 확보하게 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 안정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전반
적인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4.2. 에너지 배합 현황
독일의 에너지소비 중 에너지 배합을 보면 2016년까지도 화석연료 소비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에너지자원은 석유로서 2016년 총 에너지소비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 및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력생산부문을 보면 에너지원이 매우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다. 특히 전력생산에서 석
유비중은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0.9%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AG

Energiebilanzen, 2017)
독일은 유럽연합 내 최대 경제국가로 전력소비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은 천
연가스, 석탄 및 갈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전력생산 에너지
원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석탄 및 갈탄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로 29.5%에 이른다.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이 13%, 천
연가스가 12%, 기타가 5%이다.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비중
을 증가하고 석탄과 원자력발전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자원 소비변화를 분석하면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추이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 중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석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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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소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에
너지 배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개념의 추진전략을 이해할 수 있
다.

(Agora Energiewende, 2017) (그림 4)

그림 4: 전년대비 전력생산 배합 (2016년)

출처: Agora Energiewende, 2017
4.2.1. 석탄 및 갈탄발전
2015년 총 발전부문에서 42%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40%로 감소하였다. 발전부문에
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력발소의 주요 에너지자원인 석탄
및 갈탄발전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매우 긍정적이다. 일반
적으로 석탄은 전력 1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0.34 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갈탄
은 석탄보다도 많은 0.36 킬로그램을 생산한다. 따라서 총 전력생산비중이 42%에서 40%로
감소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탄은 주로 독일 서부 및 남서부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채굴비용 상승으로 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독일정부는 석탄채굴을 위한 정부보조금을 1970년부
터 2014년까지 5,380억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이 보조금은 2018년 말에 중지된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이 중단되면 국내 석탄산업은 수입산 석탄과 가격경쟁력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Jungjohann & Morris, 2014)
국내 석탄산업의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소비하는 전력 생산량은 에너지전환
을 선언한 직후인 2011년에는 117 테라와트 (TWh)이었으나 이후 2015년에는 118 테라와
트 (TWh)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2016년에는 감소세를 나타
내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및 2010년과 2011년 유럽연합 재정위기로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석탄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Küchler & Wron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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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AFA, 2017) (그림 5 참조)
그림 5: 석탄발전 생산변화 추이 (1990년~2015년)

출처: Agora Energiewende, 2015
석탄발전을 에너지배합에서 구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전환 계획이 2018년부터
석탄생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기 결정한 것은 매우 커다란 변화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폐쇄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하여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수입산 석탄을 발전용
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석탄산업계는 2015년까지 수
입석탄가격 및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에 대한 시장원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Gjonca, 2017)
발전용 에너지자원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갈탄은 전력생산을 위한 연소
시 6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는 석탄은 물론이고 타 화석연료인 석유 및 천연가스
보다 매우 높은 비율이다.6) 또한 갈탄은 독일이 국내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
원으로 가격도 가장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이전에는 독일 내 47
개의 갈탄발전소가 존재하였으나 유럽연합의 대기오염규제법에 의하여 35개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많은 다수의 갈탄발전소를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석탄 및 갈탄산업에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한 보조금은
5,38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에 지원한 보조금인 1,300억 달러의
4배 이상의 규모이다. 이처럼 갈탄발전소에 대규모 경제적 지원이 지속된 가장 커다란 이유
는 갈산산업부문이 탄광지역에서 25,000명의 직접고용과 관련 산업부문에 63,000명의 고
용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Küchler & Wronsky, 2015)
석탄산업의 강력한 노동조합, 에너지자원으로서의 가격경쟁력, 국내 유일한 에너지자원

6) 1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석유는 0.26 킬로그램 그리고 천연가스는 0.2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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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에너지안보를 위하여 독일정부는 지속적으로 석탄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석탄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탄을 생산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스페
인, 영국, 루마니아 등과 석탄연맹을 구성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자국의 석탄산업 보
조금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이
2018년까지 연장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Harrison, 2010)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사민당과 사회당 연합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활동프로그
램 2020 (Climate Action Program 2020)에 따라서 산업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갈탄발전소의 수를 감소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2021년까지 갈탄발전소 중 노후 갈탄발전소 1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5
년 노후갈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하여 배출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노후 갈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4년간의 기간 동안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비용 (Scheme of Capacity Payment)을 보장하는 경제적 지원도 실시하였
다. 이처럼 갈탄발전소 지원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제공하는 전력회사만 요구한 것이 아니
라 지역경제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지방정부도 강력하게 요
구한 결과이다. (Appun, 2015; Schlandt, 2015)
노후 갈탄발전소 폐쇄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독일
정부도 획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실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갈탄발전소를 폐쇄하는 장기계획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전략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
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전력생산에서 갈탄발전소 비중이 가장 높은
23.1%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갈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탄소저감비용인
2017년 톤당 4.99 유로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고 전력생산 후 전
력선에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자력발전보다는 낮지만 천연가스보다는 높은 기능적 장
점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갈탄발전소 전력생산이 2010년 145.9
테라와트 (TWh)에서 2015년 155 테라와트 (TWh)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AGEB, 2017; EEX, 2017) (그림 6 참조)
그림 6: 갈탄발전소 전력생산 추이 (1990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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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gora Energiewende, 2015
4.2.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은 한편으로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에너지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원자력 폐기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면 장기간 치명적
인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에너지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독일은 세계 제 1
차 석유위기가 발생한 1972/3년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
1975년 최초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이후 1970년대 및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를 집중적으
로 건설하여 17개를 운영하고 있다.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6)
2010년까지 146 테라와트 (TWh)를 생산하여 총 전력생산의 약 25%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하여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독일국민
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 이러한 독일정부의 결정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대기업인 독일
RWE, E.On, EnBw와 스웨덴의 Vattenfall은 정부정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240억

유로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하며

법적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Bernasconi-Osterwalder & Brauch, 2014)
이러한 독일 원자력발전소 폐쇄정책으로 2015년까지 9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었으
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나머지 8개가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그 결과 2010년
원자력발전소 전력생산은 140.6 테라와트 (TWh)에서 2015년 91.5 테라와트 (TWh)로 크
게 감소하였다. (AGEB, 2015) (그림 7 참조)
그림 7: 원자력발전소 전력생산 추이변화 (1990년~2015년)

출처: Agora Energiewende, 2015
4.2.3.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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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부터 독일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개발에 투자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둘
째는 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한 기술부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셋째는 이를 기초로 재
생에너지 기술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1980년대부터 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착수한 독일은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시장이 보유하
지 못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착하면서 시장성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표
적인 것이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및 발전소가 재생에너지를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등을 실시하였다. (Jacobsson & Lauber,
2006; Park & Eissel, 2010)
재생에너지 개발은 에너지공급에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발생시켰다. 기존의 화석연료 및
원자력발전소는 대규모 발전을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

향이 매우 강하였으나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생산이 이루지기 때문에 지역 분산형 발전 형태
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재
생에너지정책이 환경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지역 및 수요자 중심의 전력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정책을 반대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회사
및 이해당사자들의 국회에 대한 로비 등은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직적인 반
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은 2000년 50억 유로에서
2010년 270억 유로로 약 5.5.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은 총 전
력생산에서 1990년 3%에서 2011년 20%로 증가하였다. (Jarass & Obermair, 2012;
BMU, 2012)
이처럼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재생에너지개발에 투자한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총발전량에서 80%를 차지하는 야심찬 에너지개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80%를 차지하게 되면 에너지전환의 최저
목표치는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부문 중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이 최근에 빠르
게 성장하고 있으며 바이오비중은 최근 정체상태이며 수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재생에너
지발전량은 2010년 104.8 테라와트 (TWh)에서 2015년 193.9 테라와트 (TWh) 로 약 두
배 증가하였다. (AGEB, 2015) (그림 8 참조)
그림 8: 재생에너지 발전 추이변화 (1990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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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gora Energiewende, 2015
4.2.4.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낮은 에너지원으로서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
적이라는 인식이 높다. 따라서 가정의 난방용뿐만이 아니라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2016년 독일 내 주요 에너지원 중에서 석유비중인 33% 다음으
로 2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자원이며 발전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과 동일하게
2015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한 에너지자원이다. (AGEB, 2017)
독일 내 천연가스 소비 중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 소비는 8.8%에 불과하나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관계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유럽
연합 내 재정위기로 2015년까지 천연가스 발전용 소비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2011년 이후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천연가스 소비증대를 위한 천연가스
저장소 등 인프라 건설 증대 및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연
가스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천연가스 발전비중이 14.5%에서 2016
년 12.4%로 감소하였다. (AGEB, 2017; Eurostat, 2017)
천연가스발전소 전력생산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정점에 도달한 후 글
로벌 경제위기로 2009년 크게 감소한 후 2010년 89.3 테라와트 (TWh)를 생산하여 2008
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57 테라와트 (TWh)
를 생산하여 약 36%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여 총 전력생산 중
10%에서 12%로 증가하였다. (그림 9 참조)
그림 9: 천연가스 발전량 변화추이 (1990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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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gora Energiewende, 2015
그러나 에너지전환에서는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소비 및 개발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와 달리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를 에너지시장 내 자유경쟁의 원칙하
에 경쟁수단으로 천연가스 시장으로 외부경쟁자에 개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타
발전부문과 달리 천연가스 발전은 국내 전력회사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여 자
유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있다. (Powell, 2016)
5. 결론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환경과 에너지임에 분명하다. 20세기 말까지 전 세계
에서 진행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현상을 유발하는 탄소가스 배출이 증대되어 다양
한 형태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에너지자원 생산 및 소비부문에서 커다란 전환이 요구되었다. 즉,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자원 소비에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인 재생에너지자원 개발 및 소비가
그 핵심이 되었다. 동시에 에너지소비가 경제성장과 비례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에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도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도 에너지전환의 중요 주제
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최대 경제국이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독일의 경우 타 회원
국보다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지구환경 변화를 초래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010년 에너지전환 (Energy
Transition)을 위한 에너지개념 (Energy Concept)을 도입하였다. 독일정부는 이를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프로그램으로 결정하였다. 에너지개념에 의하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
지로 전력생산의 80%를 달성하고 사고 시 환경파괴에 치명적인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까
지 패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2016년 총 전력생산 중 40%를 차지하는 석탄 및 갈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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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나 석탄산업의 강력한 노조, 정부의 보조금지원정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반대 등으로 인하여 2011년 이후 석탄 및 갈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202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석탄 및 갈탄발전소에 지급하는 보조
금을 2018년에 중단하고 노후 갈탄발전소를 폐쇄하는 정책방향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을 투
자하여 2025년 총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45%, 2035년 55~60%,
2050년 최소 80%로 증가시키는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2016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이 29.5%로 2025년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에너지개념 정책로드맵을 충실하게 이
행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2020년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목표치는 2025년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유럽연합 에너지 2020의 목표치인 10% 향상을 무사히 달성할 수 있으며 원자
력발전소 폐쇄도 2022년에는 계획대로 진행 될 것이다. 현재 상태로 에너지정책이 지속적
으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에너지전환의 분기점을 맞을 수 있으며 2050년 목표를 달성
하게 되면 독일은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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