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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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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 유럽연합(EU) 전신? EC ← Euratom, EEC, ECSC (유럽석탄철강공동체 1952)

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 에너지정책 유형

에너지 공급관리 생태에너지 가축, 수력, 목재 에너지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에너지 수요관리 부하관리 빙축열 냉방, 양수발전

절약정책 차량 10부제, 최저효율제, 에너지절

약전문기업 등효율개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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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 1차 에너지 소비량 / 최종에너지



4

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 사상 초유의 9.15 정전사태

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 사상 초유의 9.15 정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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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 끝나지 않는 에너지 대란 (2012.6.21)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

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 해결되지 않는 의문

-겨울철 전력부족? (계절별 피크)

정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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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 미국 로키마운틴연구소의 애머리 로빈스와 독일 부퍼탈연구소

의 바이제커는 효율개선정책이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함(Lovins and Hennicke, 1999)

• 4배 시나리오(factor four scenario) 전략

복지

에너지

복지×2

에너지×1/2

복지

에너지
4×

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팀’

2008년 2월 13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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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 과거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 1970년대 석유파동 에너지 절약

- 이후: 캠페인성 절약운동 (예산, 조직, 인력의 부재)

• 지금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절약추진단 설립(2009.7.23) → 신산업정책단 (2015.7.6)

- 에너지관리공단

- 목표관리제

- 공공기관

정책부재

Ⅲ. 에너지 공급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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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너지 공급관리 정책

에너지 생산량 (자료: Energy Info Korea, 2012)

Ⅲ. 에너지 공급관리 정책

• 에너지 공급관리정책의 핵심

- ‘어떤’ 에너지원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 에너지의 공급량
- 많을수록 좋다(more is better) / 적을수록 좋다(less is better)

- 수요관리의 제기 → 공급·수요 모두 지속가능에너지로의 전환

• 에너지원의 종류
- Mumford의 에너지 복합체(energy complex): 에너지원+기술

- 생태에너지 기술시대: 나무, 가축

- 화석에너지 기술시대: 석탄, 석유

- 신재생에너지 기술시대: 풍력, 태양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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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너지 공급관리 정책

•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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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IEA 기준)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IEA 기준)

한국의 신·재생너지 비율 (한국 기준)

• 자료: IEA(2007)와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센터(2006)를 근거로 작성

2.06%?
2011년

5%?

Ⅲ. 에너지 공급관리 정책

• 재생불가능한 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님

• 폐기물 의존적인 구조

• 자료: 에너지관리

공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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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너지 공급관리 정책

자료: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2010. 10. 13)

- 녹색성장위원회에 지식경제부가

보고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은 2015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서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육성한다는 국가비전

제시

-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

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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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국내

• 공급관리정책의 현실

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국내

• 수요관리정책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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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국제

• 전세계 원자력 국가정책의 변화

- 일본(한국의 쌍둥이): 신규 중단 & 기존 40년 제한 → 사실상 탈핵 전환

- 미국(원전대수 1위): 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 이후 30년 중단, 최근 2기

• 후쿠시마 원전사고 개요

- 사고 등급: 4등급 → 7등급

- 사후 경과: 1년 뒤 냉온

정지 → 최종 원전폐로 40

년 예상

- 독일(적녹연정 성립): 탈핵 전환 지속(2011)

- 프랑스(원전의존 1위): 원전비중 대폭 축소(80% → 50%)

- 중국(원자력 르네상스): 2020년 50기 추가계획 → 승인 유보

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국제

• 2012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원자력 공약

① 박근혜 (원전 안전?) ② 문재인 (단계적 축소) ③ 안철수 (적극적 축소)

• 후쿠시마 이후 지역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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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국제

• 후쿠시마 이후 지역의 변화

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국제

• 후쿠시마 이후 지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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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국제

• 석유생산의 정점 (Hubbert Curve, 1956)

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국제
• 석유 시대의 종말: 2004년~2008년 新고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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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국제

• 21세기를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

- 기후변화 · 인구증가 · 세계화

- 화석연료의 고갈: 2004-2008 新고유가 배럴당 150$

- 기후변화: 2005 교토의정서 발효

AD → 에너지·기후시대(ECE: Energy-Climate Era)

Ⅳ. 위기의 에너지 정책: 국제
• 기후변화와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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