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 … NICE, 제36권 제3호, 2018

특별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Energy Paradigm Shift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bstract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파

괴적 혁신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 촉발되

거나 확대·심화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려

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

뀌어야 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은 석탄화

력(39.6%)과 원자력발전(30.0%)에 절대적으로 의존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3.7%에 불과하다.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육성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2030년까지 그 비중을 20%까지 높이

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에

너지산업의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석탄화력과 

원전을 대체할 현실적 대안으로서 한반도 파이프라

인과 동북아 super grid의 가능성에 대해 훑어보고자 

한다. 또 에너지 IoT를 기반으로 한 smart grid(지능형 

전력망)와 분산형 전력망(microgrid), 공유형 전력망

(intergrid) 등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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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 산업혁명의 모멘텀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대신하고, 사람 대신 로

봇이 일하고, 3D 프린터로 비행기와 인공장기를 만

들고, 자율주행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가득 채우고, 

사물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의 세상,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4차 산업혁명

의 시대. 

미래세계를 움직이는 기계와 기기의 대부분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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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너지를 사용한다. 사물인터넷 센서와 데이터

를 주고 받는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그런

데 정작 전기생산의 40%는 석탄에 의존한다. 석탄의 

시대인 1차 산업혁명 때보다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한

다.1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전 지

구가 신음하고, 인류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

를 과연 문명의 진보라 할 수 있을까?

역사학자 토인비는 산업혁명을 ‘과학과 기술의 발

전으로 유발된 경제·사회적 대변환’이라 정의했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에너지 체계와 커뮤니케이션 기

술의 결합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 에너지 체계의 혁신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출

하며, 폭넓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여

기에 수반되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에너지 체계에

서 생성되는 시간적·공간적 동력을 조직하고 관리하

는 수단이다.2

혁신적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산업혁명이 대두되

었다. 1940년 경제학자 Albert Car는 통신수단의 발

달이 기존 사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1948

년 원자력 에너지 등장, 1955년 전자공학 등장, 1970 

년대 컴퓨터 시대 도래, 1980년대 ICT, 1990년 나노

기술도 산업혁명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돌이

켜보면 신기술이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는 험난한 과

정을 거친 후 실현되었고, 부정적 우려는 그다지 심

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인류문명은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며 발전해 온 것이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 회장

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였다. Schwab 

회장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등의 기술이 융합되

면서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

라고 했다. 물리학 기술은 무인운송수단, 3D print-

ing, 로봇공학, 신소재, 디지털 기술은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공유경제, 생물학 기술은 유전공학, 합성

생물학, bio-printing을 말한다.3 

먼저 산업혁명의 추동력을 훑어보면, 1차 산업혁

명은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이, 2차 산업혁명은 석

유를 이용한 내연기관이었다. 1·2차 산업혁명이 원

료를 투입해 제품을 만드는 H/W혁명이었다. 반면, 

3·4차 산업혁명의 추동력은 에너지보다는 상상력과 

데이터가 가치를 창조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S/W혁

명이다. 디지털 혁명으로 변화된 사회와 산업에 조

응하여 에너지 시스템이 변화되는 모양새다.

2011년부터 추진된 독일의 Industry 4.0은 사물인

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

신이다. 최종목표는 smart factory이고, 공장 내부뿐

만 아니라 가치사슬에 연관된 모든 기업과 정보를 

교환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지향한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일본의 로봇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 정책

도 이와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을 제

정한 데 이어 2017년 8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

족시켰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은 “인공지

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를 발전시켜 제조업과 의

료업, 공공서비스를 지능화하고 사회 전반을 바꾸는 

것”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몰려오고 혁신의 속도는 

더욱 더 빨라진다. 혁신은 단순한 축적에 의한 결과

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자원

이 거의 없고, 신·재생에너지 환경도 그다지 좋은 편

이 아니다. 한숨만 내쉬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

의 물결에 휩쓸려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글로벌 경

제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패러다임(사

고체계와 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바

꿔야 한다.

1차 산업혁명은 1769년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석

탄 동력 기반의 증기엔진으로 촉발되었다. 영국의 

면직물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생산비용은 급락했

다. 증기기관차는 공간을 축소시키고, 거래시간을 

단축시켜 상거래의 성격을 바꾸었다. 더불어 인쇄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전하면서 교육과 지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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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용이해졌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

고, 공장이 생겼다. 기업이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량생산을 했고, 제품을 이웃도시나 외국으로 수출

했다. 철도건설을 위해 주식회사가 탄생했고, 거대

자본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 석탄광산, 운송 

및 호텔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수직화 했다. 중앙집

중형 메커니즘이 구축된 것이다.

영국은 19세기 초까지 별볼일 없는 나라였지만 

석탄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

는 제국이 되었다. 영국의 탄광은 습기가 많아 채굴

이 쉽지 않았다. 갱도에 찬 물을 퍼내기 위해 힘 좋

은 수차와 기계적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펌프가 필

요하다. 게다가 약간의 벌목으로도 목재가 고갈되어 

대체에너지가 절실했다. 영국은 에너지에 대한 갈망

으로 증기엔진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1차 산업혁명

을 선도하였다.4

2차 산업혁명은 내연기관의 발명과 새로운 통신

수단(전화)으로 촉발되었다. 1차 산업혁명이 석탄의 

증기력을 활용한 소비재 경공업 중심이었던 것에 비

해 2차 산업혁명은 부가가치가 큰 생산재 산업인 중

화학공업으로 전환되었다.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사회 양상을 완전히 

바꾸었다. 주거지와 공장이 교외로 이전했고, 사람

들은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적

인 전화통신망으로 비즈니스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

어났다. 전등이 개발되어 노동시간의 제약이 없어졌

고, 공장 동력이 전기로 전환되면서 생산성이 300% 

이상 높아졌다.5

1880년대말 유전을 개발한 미국은 2차 산업혁명

을 선도하게 된다. 1950년대까지 미국은 석유 수출

국이었고,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

했다.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유전개발을 주도하면서

1960년대까지 세계 석유시장을 좌우하였다. 중동에

서 석유가 터져 나왔지만 90% 이상이 미국 석유기업

의 소유였다. 북미의 조용한 농업국가 미국은 석유

패권을 바탕으로 Pax Americana(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의해 이끌어지는 세계 평화)를 구가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다. 1969년 반도체 

소자가 개발되면서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해졌고, 생

산공정은 컴퓨터·로봇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되었

다. 운송수단의 에너지는 여전히 석유를 사용하지

만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인프라는 전기에너지였

다. 전자공학과 정보기술로 가전제품 전성시대가 열

렸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지식과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제무역

과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확대, 심화과정

이다. 센서의 소형화, 저렴한 무선통신기술로 인해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 50억 개에 이르렀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한다. 사물인

터넷과 인공지능에 의해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각 사물에는 데이터가 축적되

고, 해석되고, 갱신된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과 인간

을 둘러싼 시스템은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전기화 추세다. 전

력수요는 전체 에너지 수요 대비 두 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전력산업 투자규모는 7,200억

달러로서 세계 에너지 투자의 43%를 점하여 석유·가

스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뛰어넘었다.6 

둘째,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

템(microgrid)이 구축되고 있다. 세계 각 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수백만 개의 건물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집권적 

기업 및 사회 조직도 분산형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모든 에너지원과 부하에는 IoT 센서가 부착

되어 정보를 공유·유통하는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 intergrid)으로 전환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

기의 부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나 연료전지자동차에 부착된 배터리는 저장장치 역

할을 한다. intergrid에 접속되어 때로는 에너지를 공

급 받고, 때로는 에너지를 되팔게 되어 에너지 수요 

피크를 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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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탄·석유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석유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20세기는 석유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2010년 자료

에 따르면 세계 3대 석유회사인 로열 더치 쉘, 엑슨 

모빌, 영국석유회사(BP)와 이들의 관계회사는 500여 

개에 달하고, 이들의 수익을 합치면 22조 5천억 달러

에 이른다. 전 세계 GDP의 30%가 넘는다.7 

1973년 MIT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란 보고서

에서 세계 원유의 가채년수가 40년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에 따르면 석유는 이

미 고갈되었어야 마땅하지만 예언은 보기 좋게 빗나

갔다. 시추기술의 발전으로 가채매장량은 계속 늘

어나고 있다. 영국 BP의 「세계 에너지시장 분석」 보

고서8에 따르면 1995년 1조 1,488억 배럴이었던 원유 

매장량은 2016년 1조 7,067억 배럴로 늘어났다. 세계 

원유의 가채년수는 2006년의 40년에서 2016년에는 

50년으로 늘어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석유 수요 피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구가 깨끗한 에너지를 원하면서 화석연료

인 석유의 점진적 퇴장은 불가피하다. 그 시점은 전

기자동차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진보 속도, 온실가

스 배출 규제의 강도, 석유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신

흥국의 경제성장률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BP는 

2030년대에 피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 

역시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40년까지 현재보다 30% 

가량 증가하겠지만 신규 수요의 85%는 청정에너지

와 천연가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9 

한편, 전기자동차가 석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전기자동차는 여전히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로 달린다. 실제 수송부문에서 석유수요 

축소는 자동차의 연비개선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

는다. 2035년까지 자동차 운행거리 증가로 하루 23백

만 배럴의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자동차 연비

의 개선으로 17백만 배럴의 수요가 축소되는 반면, 

전기자동차로 인해 1.2백만 배럴, 천연가스 자동차

로 0.2백만 배럴이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다.10

내연기관자동차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중적인 

수송수단으로 살아남고 석유에너지는 여전히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수송용 수요가 줄더라도 석유

화학의 원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석

유만큼 경제성과 수급 안정성이 뛰어난 대체 에너지

를 찾기가 쉽지 않고, 친환경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

면서 석유에너지는 앞으로도 기간 에너지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석기시대가 끝났지만 돌은 여전히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기자동차는 석탄으로 굴러간다

놀랍게도 석탄발전은 전 세계 전력생산의 40% 정

도를 유지하고 있다.11 수송수단의 혁신으로 꼽히는 

전기자동차는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지 않지만 그 

바퀴를 돌리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굴뚝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대체하지 않는 한 석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석탄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연소과정에

서 CO2, SOx, NOx,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이들은 기

후변화와 스모그를 유발한다. 2014년 배출된 CO2 중 

발전산업이 42%를 차지하고, 이중 73%는 석탄발전

에서 기인한다. 석탄발전은 단위 전력당 941g/kWh

의 CO2를 배출하여 499g/kWh인 가스발전보다 2배 

이상 많다.12 

석탄발전 규제로 인해 가스발전이 증가할 것

표 1. 발전원별 전력생산 단위 당 전주기 탄소배출량 

(단위: 톤/GWh)

구분 평균 최저 최고

석탄 888 756 1,310

석유 733 547 935

천연가스 499 362 891

태양광 85 13 731

바이오매스 45 10 101

원자력 29 2 130

수력 26 2 237

풍력 26 6 124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1), Comparison of Life 
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Various Electricity 
Generati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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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석탄발전 비중은 2013 년 41.2%에서 2040년 

30.1%로 하락하고, 2040년 가스발전 비중은 2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스발전은 2013~2040년 

전체 발전량 증가분의 24.4%를 차지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스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2013~2040

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6.5%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풍력 6.6%, 태양광 9.3% 성장).13

석탄을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대기 오염 물질

을 적게 배출하는 극초임계(Ultra-supercritical) 석탄

화력이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과 같은 친환

경 석탄발전 기술이 대폭 적용될 것이다. 배출된 CO2

를 포집하여 땅 속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

환하는 기술도 널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UN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는 지구온도 평균 상승

폭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획기

적으로 감축하려면 세계 각 국이 석탄발전 축소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40년까지 신·재생

발전의 확대와 CO2 포집 및 저장기술 등을 통해 발전

부문 탄소집약도를 80gCO2/kWh로 개선해야 한다.14 

2017년 4월 21일 영국은 ‘석탄 없는 하루’를 선언

하였다. 24시간 동안 석탄을 쓰지 않은 것은 1882년 

런던에 세계 첫 석탄발전소가 문을 연 후 처음이다. 

2015년 12월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

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혁명으로 부를 일

으키고 세계를 제패한 대영제국의 힘의 원천이었던 

석탄을 폐기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3)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산업은 철강, 기계, 화학 등 에너지 다소

비 구조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규모 

장치산업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 에너지 고

효율,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이행이 시급하지만 아직

도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너

지 원단위도 선진국에 비해 높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소비가 세계 8위이고, 

석유 소비 8위, 전력 소비 8위, CO2 배출량 7위이

다. 「2017년 에너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에너지 자

원의 94.7%를 수입하고 있고, 이는 전체 수입금액

의 약 35%에 해당한다. 1차 에너지 공급원 별로 석

유 40.1%, 석탄 27.8%, LNG 15.4% 이고, 신·재생에

너지는 3.7%에 불과하다. 전력생산량은 석탄화력이 

39.6%, 원자력 발전이 30.0%, LNG 발전이 22.4%를 

차지하고 있다.15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째, 석유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

치게 높다. 2016년 10억 7,8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

(443억$, 약 50조원)했고, 4억 8,772만 배럴의 석유제

품을 수출(244억$)하여 원유 수입액의 약 55%를 회

수했다.16 또 원유에서 추출한 원료로 부가가치가 놓

은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 수

출 1위 품목이다. 조선산업, 건설, 해운, 금융 등 직

접, 간접 파급효과 역시 엄청나다. 

2014년 석유가격이 폭락하면서 원유 수입금액은 

줄었지만 결코 긍정적 효과만 있지 않았다. 유조선과 

석유시추선 발주가 취소되면서 조선산업은 불황에 

빠졌다. 해외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가 미루어져 건설

회사 매출이 줄고, 해운업도 위기에 직면했다. 재정

난에 처한 산유국들이 허리띠를 죄자 오일머니가 썰

물처럼 빠져나가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둘째, 석탄발전과 원전에 크게 의존해왔다. ‘싸고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제 에너지의 가치척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바뀌어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

렴한 전기가 필요했고, 석탄에는 수입관세도 부과하

지 않았다. 2022년까지 총 20기(18GW)가 넘는 석탄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추진된 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 

원전 역시 노후 발전소만 폐쇄하여 2017년 24기에서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 감축하게 된다. 

관건은 원전 폐기물의 처리다. “방사능이 자연수치

로 낮아지려면 10만년 이상 걸리는 고준위 핵폐기물

을 원전 내 수조에 넣어 임시 저장 중이다. 2024년부

터 완전 포화되지만 아직도 처리할 방법이 없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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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탄소배출권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16년 11월 발효된 UN기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BAU(851만톤) 대비 37%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25.7%를, 해외에서 

11.3%를 감축할 계획이다. 분야 별로 보면, 발전은 

64.5백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

백만톤(11.7%),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

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

톤(24.6%),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

물 부문은 3.6백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

(4.8%)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18  

넷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비현실성이다. 문재

인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저

탄소 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

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1과 같이 2018년부터 2030

년까지 태양광 30.8 GW, 풍력 16.5 GW를 건설하겠

다는 장기계획을 세웠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산업현황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

을 확보할 때까지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파이프라

인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도입하여 석유/석탄 

중심의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smart grid를 확산시

켜 전력이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동북아 super grid를 

통한 광역 에너지 수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반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하자 마자 러시

아에 특사를 보내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유전·가

스전 개발 및 송유관·가스관(한반도 파이프라인) 건

설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파이프라

인 프로젝트는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

통령 간에 합의한 사안이다. 러시아에서 수입하기로 

한 780만톤의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20%가 넘는다. 파이프라인은 총 1,122 km(러시아 구

간 150 km, 북한 내 740 km, 남한 내 232 km)에 달하

는 메가 프로젝트이며, 참여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

나였다.19

러시아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극동지역의 미래를 

걸고 있다. 세계 LNG 수입 1, 3위인 일본과 한국시

장을 미국의 셰일가스에 넘겨줄 수는 없다. 또 러시

아는 극동개발을 위해 한국·일본의 자본과 기술, 북

한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 리스크(북한이 

정치·군사적인 목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공

급을 교란할 가능성)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삼척 간 

해저 라인 또는 러시아-산둥반도-서해안 라인을 건

설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뿐 아

니라 남북 공존공영과 통일 이후 에너지 전략 측면

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파이프라인 건설과 동시에 

동북아 광역전력망 구축,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결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실질적

인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활

용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는 물론 중단되

었던 남북협력도 재가동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

그림 1.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산업자원통상부,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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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인하고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다.20 

한편, 북한 입장에서도 한반도 파이프라인을 반

대할 이유가 없다. 2011년 8월 24일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가스관의 북한영토 

통과에 동의하고, 남·북·러 3국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었다.21 경제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매년 천연

가스 통과료 3억$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

러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핵·미사일 실험에 대

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한국 이명박/박근혜 정부

의 대북경협 중단 등으로 인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을 갈망하는 러시아

를 활용하여 미국의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의 관리는 러시아가 책임진

다. 북한 한복판에 러시아의 전략적 자산이 생기는 

것이고, 러시아의 우산 아래 숨을 수 있는 매력적인 

보험, 즉 체제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2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만 본다면 오히려 미국이 견

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 일본 천연가스 시장

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

럼프는 넘쳐나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외교

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매장량 1위지만 수요가 줄어 

생산량 역시 줄고 있는 석탄도 팔아야 한다.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경제제재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압박하

여 북한에서 수입하던 석탄을 미국산 석탄으로 대체

하게 했다.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경제 개

발이라는 대명제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Super Grid(광역 전력망)

러시아(동시베리아 및 극동)와 몽골의 풍부한 에

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역내 

전력 수요처(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하자는 구상이

다. 아시아 지역 절반에 걸쳐 광대한 전력망을 건설

하는 메가 프로젝트다. 동북아 super grid는 역내 국

가간 전력 동맹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원이 될 뿐 아니라 경제·안보 동맹 효과

까지 기대된다.23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은 각 국가 별로 자원보

유 특성, 서로 다른 전력부하 구조 및 전원구성 등으

로 전력수급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커서 유럽과 북

미 등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평가한다. 24

super grid 구상은 1998년 전기연구원과 러시아 싱

크탱크가 처음 제기25했고, 2000년대 초반 한-북-러

로 이어지는 전력망 연계가 이슈로 떠올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 SoftBank 손정의 회장

이 추진의사를 밝혔었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의 심

각한 전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도

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불안정한 

남북 관계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16년 3월 한국(KEPCO), 중국(SGCC), 일본

(SoftBank) 및 러시아(Rossetti)는 MOU를 체결하고, 

2016년 5월 1단계 사업으로 한·중·일 전력계통 연계

사업을 선정한 후 예비타당성을 조사했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경제성 확보도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4개국은 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26

한편, 러·일 정상은 2016년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일 전력망 연계를 논의하였고, SoftBank(일)와 

Skoltech(러)는 예비타당성 연구 결과를 러시아 투자

포럼에서 발표하였다(2017.2). 러시아(Rosseti)와 중

국(SGCC)도 2,000km 고전압 직류(HVDC) 송전선

을 구축할 합작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7.2).27 

그림 2. 동북아 Super Grid 구상 (자료: APER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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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super grid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을 끌어

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북한을 우회하는 해저 송

전선로는 육상보다 비용과 공기가 훨씬 더 소요된

다. 2014년 10월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전력공급을 협의하였고, 2015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RusHydror(러시아 최대 수력발전)

가 나선경제특구에 15~40MW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28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super grid는 권역 및 개

별 국가의 정치·경제·외교·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충

된다. super grid구축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갈등과 대북제재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

다.29

(4)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인간은 지구 생물체의 0.5%에 불과하지만 지구의 

1차 순 생산량(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전환되는 태

양에너지의 양)의 약 31%를 소비한다.30 현재 70억인 

인구는 금세기 중반 90억 이상 증가하여 지구 생태

계에 압박을 가할 것이며, 결국 모든 생명체의 존속

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31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은 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가 계기였다.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

해 발전차액지원제(FIT, Feed-in Tariff) 및 신·재생에

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FIT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시 발생하는 (화석연료 대비) 초과 생산비

용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RPS는 발전사가 전체 발전

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도록 강

제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지향하면서 발전단가

의 산출 기준도 ‘균등화 발전단가(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용,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

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다. 단순히 시설투

자비와 연료비 만으로 산출하면 석탄발전이 천연가

스보다 싸고,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지만 새로운 지표

를 적용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그림6 참조). 

나아가 환경비용, 안전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송전선

과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밀양과 청도 사태처럼 사

회적 갈등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유럽은 이를 

반영하여 석탄화력발전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 역

시 엄격한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하므로 석탄발전소

에 탄소제거설비 등을 갖추려면 건설비가 올라간다.

원전은 안정성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폐

표 2. 세계 1차에너지 원별 수급 전망(단위: Mtoe, %)

세계 2016e 2025 2030 2035 2040
비중(%) 연평균D(%)

2016 2040 '16~40

· 1차에너지 수요 13,760 15,182 16,011 16,806 17,584 100.0 100.0 1.0

· 석탄 3,755 3,842 3,896 3,909 3,929 27.3 22.3 0.2

· 석유 4,388 4,633 4,715 4,764 4,830 31.9 27.5 0.4

· 가스 3,007 3,436 3,737 4,068 4,356 21.9 24.8 1.6

· 원자력 681 839 897 949 1,002 4.9 5.7 1.6

· 수력 350 413 459 499 533 2.5 3.0 1.8

· 바이오에너지 1,354 1,530 1,630 1,721 1,801 9.8 10.2 1.2

· 기타 재생에너지 225 490 676 896 1,133 1.6 6.4 7.0

자료: IEA(2017. 11. 14), World Energy Outlook, Annex A, p. 648



338 … NICE, 제36권 제3호, 2018

특별기고

기물 처리와 폐쇄 비용을 포함시키는 추세다. 미국

은 1990년까지 112기의 원전이 있었으나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현재 99기(발전용량 99 GW)로 전 세계 원

전의 25%를 보유하고 있다. 1979년 펜실베니아 쓰리

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년 넘게 하나의 원전도 건설

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영국, 중국,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원전 신설을 중단했다. 독일은 즉

각 원전 8기를 가동을 중단했고, 나머지 9기도 2022

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일본은 모든 원전을 정지

하고 2030년까지 원전제로 목표를 세웠다. 

표 3을 보면 일부 국가는 신·재생 발전단가가 화

석연료보다 낮아졌다. 2016년도 전 세계 신설 발전

소의 6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였다. 2040년까지 신

설 예정인 발전용량 8,600 GW 중 석탄은 650 GW, 

천연가스는 900 GW인 반면, 태양광 4,200 GW, 풍력 

2,000 GW로 예측한다. 72%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다.32

독일은 2015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2%에 이

르고, 맑은 날에는 순간 전력수요의 50% 이상을 태

양광 발전이 충당할 때도 있다. 독일은 2025년에는

40~45%, 2035년에는 55~60%를 목표로 하고 있다.33 

우리나라는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FIT 제

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부터 RPS 제도로 대체하였

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육성

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이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RPS 

의무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에 28%까지 단계적

으로 강화한다.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

해 건축용적률을 최대 15% 추가 허용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최대 15% 감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

조금 30~50% 추가 지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2020

년부터 신축/개축 공공건물은 전체 에너지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35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현황

과 과제를 살펴보자. 다양한 에너지와 관련 기술이 

그림 3.   미국 에너지 균등화 발전 단가.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Levelized Cost and Levelized Avoided Cost of 
New Generation Resources in the Annual Energy Outl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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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 글에서는 태양광, 풍력, 지열, 폐기물/바

이오매스, 폐열(그 중 열전발전),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해서만 기술하겠다.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는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소재

로서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이다. 빛을 흡수하는 

소재의 종류에 따라 Si계, 화합물반도체계, 유기계 

등으로 분류하거나, 상용화 순서에 따라서 1세대 결

정질 실리콘, 2세대 실리콘박막, CIGS 및 CdTe 박막, 

3세대 염료감응, 유기 및 차세대 양자점, 플라즈몬 

등으로 분류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90% 이상이 결정질 실리콘 

전지를 사용 중이다.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는 효

율은 떨어지지만 제조가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주류

를 차지하고 있다. 

차세대 태양전지로서 박막 태양전지(유리나 플렉

서블 기판 위에 빛을 흡수하는 반도체 소재를 얇게 

증착하여 제작), 염료감응 태양전지(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모방하여 TiO2 표면에 흡착된 염료가 빛을 흡

수하여 여기시킨 전자를 TiO2가 받아 외부로 전달하

는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 유기박막 태양전지(인쇄

나 잉크젯 등 도포 공정으로 대면적 태양전지를 제

조하여 있어 이동용 전자기기나 wearable로 활용 가

능) 등이 개발되고 있다.

태양광 시장은 2006년 이후 연평균 85% 이상 성

장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경제위기와 중국의 

과잉투자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실리콘 가격이 급락

하고 모듈가격이 1/3 이하로 폭락하며 극심한 침체

를 겪었다. 선두기업이던 SunPower, Q-cell이 Total

과 한화그룹에 각각 인수되고, 많은 기업들이 줄줄

이 도산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럽시장은 많이 위축

되었지만 미국과 중국 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연평

균 16.6%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그 결과 2015년 태

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은 50GW, 총 누적 설치량은 

230GW에 이르렀다. 또한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

화협약으로 각국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태양광 시장

은 재도약하고 있다.

에너지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태양광은 그나마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다. 패널을 

설치한 후 연료비가 전혀 필요 없고, 건설비용도 10

여년 전에 비하면 15% 수준으로 하락했다(2018년 현

재 1 MW 당 건설비는 약 12~14억원).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1 MW당 약 13,000 

m2(약 4,000평)의 토지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산업자

원부의 ‘3020 이행계획’ 대로 30.8 GW의 태양광 발전

소를 건설하려면 약 400 km2의 부지(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패널을 빼곡히 채워야 한다. 과연 이 정도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까? 

더구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이미 투기화되었다. 

사업의 결실이 농민(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 깊은 산의 

땅값도 천정부지로 올라 태양광 사업의 채산성을 위

협하고 있다. RPS 제도에 의한 전력판매 지원금으로

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

표 3. 2017년 1분기 주요국 에너지원별 평균 발전단가34

구분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독일 브라질 멕시코 대한민국*

석탄 66 100 46 52 84 88 67 73.9

가스 49 100 107 95 78 82 57 99.4

원자력 174 199 67.9

풍력 52 70 72 72 63 72 73 82.8

태양광 67 94 76 68 78 120 69 200.8

* 국내 데이터는 2016년 전력거래소 정산단가(kWh당, RPS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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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3~4년 이내에 태양광 정책을 대폭 수정할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풍력 발전

풍력발전은 초당 3.5~25 m의 바람만 불면 온실가

스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바

람에너지의 59.3%까지 전기로 변환시킬 수 있지만 

날개의 형상, 기계적 마찰, 발전기의 효율 등의 손실

요인으로 실제 효율은 20-40% 수준이다. 

강원도 인제군 용대풍력발전단지에는 높이가 30

층 건물에 달하는 70m, 날개 길이만 37.5m인 초대형 

풍력발전기가 미시령·진부령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우웅’ 소리를 내며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다. 바람이 

약하여 멈춰있을 때가 많다. 2013년 160억원을 들여 

발전용량 750~1500㎾ 풍력발전기 7기를 건립했지만 

발전 수익은 연 4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당초 목표했

던 발전량 절반 수준인 데다 7기 중 2기는 고장 났다. 

풍력발전기의 핵심인 모터를 대부분 독일에서 수입

한 탓에 사후관리도 만만치 않다.36

정부는 2030년까지 16.5 GW의 풍력발전을 건설

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이 제 효율을 내려면 초속 7m 

바람이 한 방향으로, 꾸준히 불어야 한다. 우리나라

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제주도와 서남해안 

밖에 없다. 그나마 ‘우웅’하는 저주파 소음이 유발하

는 정신질환 가능성 때문에 민가 근처에는 건설이 

불가능하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수 백 MW급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상

풍력은 장거리 송전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작은 규모로는 채산성이 없다.

한편, 소형 풍력은 소음이 거의 없어서 주택의 자

가발전,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 광고탑 등 독립전

원으로 활용하는 등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

다. 전체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관

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산업의 관점보

다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해야 한다.

■지열 에너지

지열자원은 지표 하부에 존재하는 모든 열을 의

미한다. 지온은 지하 100m마다 2.5~3℃씩 올라가고, 

지구의 중심부는 6,000℃에 이른다. 지질자원연구원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한 지열자원 잠재량

이 19.6GW에 달한다. 원자력 발전소 20기에 해당하

는 엄청난 에너지가 땅속에 묻혀 있다.37 

우리나라는 주로 200 m 이내의 천부지열을 주택

의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2014년 12월 지열 에너

지 설비용량은 835.8MW로서 heat pump를 활용한 건

물 냉난방용이 94.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열의 난방 단가는 39.6원/kcal로서 LPG 229.3

원/kcal, 경유 191.7원/kcal, LNG 100.7원/kcal, 심야

전력 72.5원/kcal에 비해 저렴하다.38 그러나 초기투

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0.5kW 이하의 지열주택

은 660원/kW, 10.5~17.5kW의 주택은 500원/kW을 

지원하고 있다.39 

대형 건축물과 집단에너지 시설에는 많은 열이 

필요하므로 지하 1~5km를 뚫어서 지중펌프를 설치

하고 열매체(물)를 순환시켜 열을 얻는다. 신축건물

의 경우 천부지열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존 대형 건

물에 냉난방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대체하려면 심

부지열을 끌어올려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2017년 12월부터 청사의 난방열

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 5 km를 시추40하고 있는데 국

내 대형건물 지열난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기

대한다.우리나라의 지열발전 기술은 아직까지 걸음

마 단계이지만 미국 등에서는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로서 각광받고 있다. 미국의 지열발전 단가는 41.9$/

MWh로서 원전의 40%, 석탄화력의 30%에 불과하다

(그림 3 참조). 지열발전의 장점은 날씨나 시간의 영

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 연료의 추가

적인 투입도 없다. 같은 용량이면 태양광보다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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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핵심공정이 지하암반

에서 이루어지므로 토지 사용면적은 10% 내외에 불

과하다.

지열개발은 지하자원의 개발과 유사하여 위험부

담이 큰 사업이다. 지하 4~6 km의 지열개발을 위해

서는 탐사, 지질조사, 시추, 수리자극,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

별 기술은 물론 통합 노우하우가 취약하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지만 안타깝게도 산업자원

부의 3020 이행계획에서 지열에너지는 언급조차 되

고 있지 않다.

■폐기물/바이오매스 에너지

2018년부터 중국이 플라스틱ㆍ비닐 등 폐기물 수

입을 금지하면서 각 지방자치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연 500만톤에 이르는 폐 플라스틱과 비

닐을 배출하고 있으며, 재생 플라스틱으로 활용하거

나 소각하고 있는 상황이다.42

폐 플라스틱·비닐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배가

스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관심을 끄는 기술이 열분

해 유화기술이다. 플라스틱류는 산소 없이 250~350

℃로 가열하면 투입량의 50~60%는 분해되어 기름으

로 환원되고, 나머지는 탄화되는데 시멘트나 제철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해 배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 동안 열분해 유화기술은 주로 Batch 방식으로 

시도 되었으나 생산성과 경제성의 한계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열분해 유화 연

속공정과 전력생산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 실증 사

이트는 한전KDN이 2018년 5월부터 가동하는 경기

도 연천군 유화·발전 플랜트다. 이 플랜트는 하루 40 

ton의 폐 플라스틱 SRF를 투입하여 열분해 후 환원

된 디젤유를 활용하여 3 MW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 

플랜트의 사업성이 입증된다면 폐기물 처리의 새로

운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오매스는 농업·임업의 생산물(부산물, 폐기

물 포함), 음식물 쓰레기, 생물체에 기초한 산업폐기

물 등 생물체의 유기물을 총망라한다. 세계 1차 에너

지 공급에서 바이오 매스는 제 4 위의 에너지 공급원

(약 14%)으로 저개발국 에너지원의 75%를 차지한다. 

바이오매스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기술들을 이

용해 바이오 연료(에탄올, 디젤, 부탄올), 바이오 가

스(매립 가스, 바이오 수소 포함), 고형연료(wood 

pellet) 등으로 활용된다.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밀도

가 낮고 자원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서 생산비용이 

높고,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 특히 우리나

라는 바이오 매스의 대부분을 수입할 수 밖에 없으

므로 에너지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

닌다.

한편, 시장규모는 작지만 유기성 폐기물이나 음

식물 쓰레기의 에너지화는 시급한 숙제의 하나다. 

매립지의 한계와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혐기성 발효 

또는 열 가수분해 기술을 도입하여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성을 갖춘 사업장이 

많지 않다.

■폐열 회수 및 열전 발전

발전 및 대부분의 산업공정에서는 열이 방출된

다. 2015년 미국 에너지 소비 양상을 보면, 전체 에너

지의 38.4%만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었다.43 

버려지는 열을 저장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은 다양

하지만 아직 상업적 적용이 미흡하다. 전통적인 폐

열 회수 발전은 회수한 열로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

을 돌리는데 기존 화력발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

스템이 복잡하고, 대규모 열량이 필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열전소자를 이용한 발전기술은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열전소자란 온도차를 이용해 전류를 발생시키는 소

자(Seebeck Effect 활용)로서 BiTe 계열의 합금이 가

장 열전효율이 높다. 열전발전 시스템은 태양광 발

전과 구조가 유사하며, ①열교환기, ②발전모듈, ③

전력조정기(인버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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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Seebeck 효과를 발견된 이래 다양한 적용

시험이 진행되었고, 사업화에 근접한 분야가 차량 

연비개선을 위한 폐열회수 시스템과 산업폐열을 활

용한 발전시스템이다. 

차량용 시스템은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면서 그 

성장 잠재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일례로 미

국 DOE는 2005년부터 GM, ESST, MSU 등의 연구팀

에 개발펀드를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

서의 지원은 중단된 상태다.

  산업폐열을 활용한 발전시스템은 국내 연구성

과들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받는다. 전기연구원

은 2005년 10 kW급 pilot 시스템을 제작하여 성공적

으로 운용하였다. 기계연구원은 2012년 박막열전기

술과 열전소자를 개발하였다. 

주목할 점은 2017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전기연구

원 등의 실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다. 기존 Bi2Te3계 

열전소자의 가동조건(최고 180℃)을 뛰어넘어 250℃ 

이상의 고온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실증사업

이 성공할 경우 국내 기술이 100억불 이상 성장할 것

으로 예측하는 세계 열전발전 시장44을 선도할 수 있

을 것이다.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

되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킨다. 수소는 양극에서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되며, 수소이온은 음극으로 

이동 후 공기(산소)와 반응하여 물이 발생되고, 분리

된 전자의 외부흐름이 전류를 형성하여 전기를 발생

시킨다.

연료전지가 주목 받는 이유는 △물 또는 천연가

스에서 공급받은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화학반

응 거친 후 다시 물로 변환되는 깨끗한 에너지원이

고, △ CO2는 물론 NOx/SOx를 배출이 전혀 없고, △

kg당 에너지 밀도가 이차전지보다 높고, 발전효율 

30~40%(온수를 활용하면 열효율 총70~80%)이므로 

기존 발전보다 연료 소모량을 25%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연료를 태우지 않으므로 폭발에 의한 소음

그림 4. 2005년 전기연구원이 구축한 10 kW급 열전발전시스템.

그림 5. 연료전기의 기본원리 (자료: “수소연료전지”, 부산대학교 Mechanical Engineer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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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며, △태양광보다 좁은 면적에 설치할 수 있

으므로 분산전원에 적합한 발전기술이기 때문이다.

반면, 아직까지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기 때문

에 연료비가 발전원가의 약 70%를 차지하며, LNG 

공급가격에 따라 원가 변동성이 높다. 셰일가스로 

인해 연료 가격이 하락하고, 연료전지 자동차 등으

로 시장이 확장되어 설비 비용이 하락한다면 충분한 

경제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최초의 연료전지는 1960년대 우주선용으로 개발

된 Alkaline Fuel Cell이다. 민간 차원에서 처음 개발

된 1세대 연료전지(1970년대)로 병원, 호텔, 건물 등 

분산형 전원으로 이용된 PAFC(인산형 연료전지)이

다. 2세대 연료전지인 MCFC(용융탄산염 연료전지)

는 1980년대에 개발, 대형발전소, 아파트단지, 대

형건물의 분산형 전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650℃까지 올라가는 작동 온도로 전해질인 탄산염

이 휘발되어 수명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하였다. 3세

대 연료전지인 SOFC(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이다. 

고온에는 잘 견디지만 균열 등 파손의 위험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개발된 4세대 연료전지 

PEMFC(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는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로 기술완성도가 높은 기술로 타 연

료전지 대비 빠르게 실용화 및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 1990년말 개발된 DMFC(직접메탄올연료

전지)도 있다.

■에너지 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수요는 시간 별로 차이가 많아서 수급 균

형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 공급은 최대 수요에 맞추

어 설계하므로 과도한 설비투자비가 소요된다. 전기

의 수급균형이 무너지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다. 열에너지는 한 쪽에서는 가열하고, 다른 쪽에서

는 강제로 냉각시키거나 발열되는 에너지를 그냥 방

출시킨다. 

이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방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나 날씨에 따라 편차가 큰 신·재

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ESS의 역할은 커진다. 

ESS는 단순히 에너지 저장기능에 그치지 않고 에너

지 설비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피크수요 저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기에너지 저장장치(Electricity ESS)

전기에너지 저장장치는 전력용(신·재생에너지 발

전, 전력예비률 확보, 전력부하 분산, 주파수 조정 

등)과 소비자용(수요 평준화, 태양광 연계 자가소비, 

비상발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으로 구분한

다. 맥킨지는 ESS 세계시장규모가 2015년 21억$에서 

2025년에는 900억$(약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한다.45 2015년 8월 현재 양수발전의 비중이 

97.5%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리적인 한

계가 많다. 2차전지는 아직까지 0.4% 수준이지만 향

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46 

정부는 ESS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계약전력 1천kW 이상의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

으로 설치해야 한다.47 2017년부터 ESS 요금제도 시

행하고 있다. ESS를 설치한 공장에 대해 기본요금 

할인액 3배 확대, 충전요금 50% 할인, ESS 사용량이 

계약전력의 10% 이상 시 기본요금 추가할인 등의 혜

택을 제공한다.

ESS는 배터리, Power Conditioning System, Energy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된다. 핵심모듈인 배터

리는 리튬이온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LG화학, 삼

성SDI, SK 등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

표 4. 에너지 저장기술의 분류

저장방식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물리적 저장 양수발전, 압축공기 저장, Flywheels 열매체 축열법(물, 오일, 자갈 등)

화학적 저장 리튬이온전지, 리튬인산철전지, 나트륨황전지, 납축전지, 흐름전지 등 상전이물질(PCM) 축열법

전자기적 저장 Super Capacitor, 초전도물질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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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력변환을 위한 PCS와 생산·저장·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EMS는 기술이 

평준화되어 각국 로컬 기업들의 시장을 지배할 것으

로 보인다.

ESS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전기자동차 내장 배

터리다.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전지의 재활용 및 

새로운 수요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다목적 ESS 사

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전기차 자체가 백업 전원, 

신·재생에너지 통합 사용, 전력 품질 유지, 피크수요 

시점의 전력 부하 조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열에너지 저장장치(Thermal ESS)

국내 에너지의 61.4%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부문

에서 약 12%의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고, 이를 분류

하면 배출 가스 73%, 증기 10%, 온수 17% 등이다. 산

업별 폐열량은 화학(52.6%), 금속(29.6%), 섬유(4.8%)

에서 대부분 배출되고 있으며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48

TESS는 유휴 열 또는 버려지는 열을 저장(축열)

하여,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때 열을 방출시켜 전기

생산, 냉난방, 생산공정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장치

이다. TESS를 열에너지 네트워크(집단에너지 시설 

포함)에 활용하면 에너지 공급자·수요자 연결하거나 

에너지 잉여·부족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독일과 호주에서는 자갈과 모래를 활용한 

저가의 TESS를 개발하여 태양열 발전소 등에 적용

하고 있으며, 이 저장기술은 500kWh부터 하루 약 

7,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 백 MWh의 산

업규모까지 다양한 규모로 확장할 수 있어서 산업계

의 주목을 받고 있다.

(5)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

(5.1) 에너지 인터넷 (Internet of Energy)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에 의한 초연결, 빅데이터 처리 기술, 인공

지능 등 크고 작은 컴퓨팅 디바이스들이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CPU 집적도가 높아지고 컴퓨팅 속

도가 빨라져서 가능한 현상이다. 주머니 속 휴대전

화의 메모리는 1970년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 설치

된 Cray-1A 슈퍼컴퓨터보다 수천 배 크다. 신체 부

착형이나 내장형 컴퓨터도 현실로 다가왔다. 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터, 뉴로모픽칩 컴퓨터, 광 컴퓨터, 

분자컴퓨터 등 차세대 컴퓨팅 시스템의 상용화도 멀

지 않았다.

IoT는 사물(사람, 부품, 제품, 서비스, 공정단계 

등 구분이 가능한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긴

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다. 특

히 연결대상이 에너지 공급장치나 부하이고, 에너지

의 효율적인 공급 및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에너지 IoT 또는 에너지 인터넷(IoE)라 한다. 사물에 

내장된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여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서버에 전달하면, 서버는 데이터를 분

석하여 그 상황에 적절한 액션을 사물이나 사람에게 

전달한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 ID를 부여되고 네트

워크로 연결될 것이다. 2020년에는 사물인터넷 기술

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수가 26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   Sensing 기술: 사물에 부착된 전자태그에 의해 변

화를 감지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전달한다.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

니라 유용한 정보를 지능적으로 추출한다. 센서

와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node마다 고유한 식

별체계(IP)를 부여한다.

▷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IP를 제공하거나 분산된 

IoT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유무선 통신 네

트워크 기술이다. 거의 모든 상용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과 관리 면에서 무선통신이 

유리하다.

▷   플랫폼: 사물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

체제이며,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표준과 각종 애플

리케이션이다. 플랫폼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기능

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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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데이터 기술: 데이터 수집·저장하고, 처리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제 어디

서나 데이터와 응용시스템에 접근하려면 클라우

드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때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모든 사물이 해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안기

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언어 이해 능

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가정(Smart Home)이나 건물(Smart Building), 공장

(Smart Factory)의 지능형 시스템이 각 에너지 부

하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한다. 

(5.2) 분산 에너지 시스템과 Intergrid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는 특정 지역

에서만 생산된다. 지하에 매장된 화석연료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식 지휘·통

제 체계와 자본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안정적

으로 확보하려면 군사적 투자는 물론 끊임없는 지정

학적 관리가 필요하다.49

원유는 바닷가 정유공장에서 분류·정제되어 송유

관이나 운송차량에 의해 각 주유소로 배송되고, 이

후 수요처로 보급된다. 화석연료 발전소는 배기가

스 배출과 다량의 냉각수를 사용하므로 바닷가에 건

설되고, 송전탑을 통해 공업단지와 대도시로 이송된

다. 생산자가 통제하는 수직적 네트워크다. 

grid(전력망)는 발전·송전·배전·소비에 이르는 전

력 관련 설비와 기기를 포괄한다. 100년 전 에디슨·

테슬라 시대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다. smart grid(지

능형 전력망)는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융합시켜 

grid의 효율과 안정성,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

술이다. smart grid는 전력공급 상태 감시, 선로 상태 

감시, 외부 환경에 대한 복구력 증강, 피크 전력 수요

예측 등 전력 시스템을 안정적 운용하는 smart power 

grid와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smart power service로 구분한다.

smart grid는 grid의 신뢰성, 효율성, 안전성을 높

이고, 전력의 생산·소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

아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다. 공급자-수요자 간 상

호작용을 지원하는 수평적·협력적·분산 네트워크

(microgrid 또는 intergrid)다. 기존 에너지 자원과 지

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통합시키고, 에너지 소비

를 감소(탄소배출량 감소)시킨다. 

smart grid는 아직까지 중앙집중적 전력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재생에

너지에 의한 분산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 수요관

리 기술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모든 에너지원과 부

하가 연결되어 이른바 intergrid로 공유된다. 수백만 

개의 주택과 빌딩이 소량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잉

여 에너지는 grid로 되팔아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다.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역시 grid에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014년부터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

심에서 수요관리(부하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였다.52 

발전소 건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력부하를 분산시

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향후 다양

한 지능형 전력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첫째, 에너지 고효율 인증을 받은 기기, 생산설비, 

건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을 개선하는 것이다. 어떤 경로를 거치든 에너지 소

모는 탄소를 배출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둘째, intergrid의 고도화를 통해 on-demand(수요

기반)와 on-supply(공급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직하

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에너지 인터

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 ICT를 활용하여 새

로운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실시간 가격제(Real-Time Pricing)다. 시간

대 별로 전기요금이 달리하여 소비자들은 자율적으

로 전력사용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전력을 사용

하는 모든 기기에 부착된 IoT 센서들과 서버 간에 데

이터를 주고 받아 에너지 부하를 시간 별로 조절한

다. 한전의 지능형 전력계(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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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 있다. 

넷 째 ,  효 과 적 인  수 요 관 리  체 계 ( d e m a n d 

response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DR은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턴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DR은 과부하로 인한 전력망 

손상을 보호하기 위한 grid 관리 DR(reliable 

DR)과 “아낀 전기를 전력거래시장에 되파는 ”DR 

비즈니스(economic DR) 또는 Nega-Watt 사업으로 

구분한다.

2002년부터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대규모 수용가

(상위 1,000개 사업장)에 직접 부하제어(DLC, direct 

load control)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예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로 부하를 차단하였다. 2012년 

9월 5일 1.1GW를 제어하여 블랙아웃의 위기를 모면

할 수 있었다. DLC는 2014년 이후 중단되고, 시장 중

심의 Nega-Watt 사업의 법적 토대51가 마련되었다.

Nega-Watt 사업은 사업자와 수용가 간에 계약에 

의해 제어 가능한 부하(일시적으로 차단해도 무방한 

부하)를 피크 시간에 원격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부

하가 큰 설비는 피크시간을 피해 사용할 수도 있다. 

Nega-Watt 사업자에게는 발전사업자와 똑같은 자격

이 부여된다.

Nega-Watt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

여 개별적인 에너지 부하를 직접 제어한다. 일정 시

간 부하를 차단(마이너스 전력 공급)한 대가를 받는

다. IT 시스템 구축 비용은 발전설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Nega-Watt 사업자가 경쟁입찰에서 절

대적으로 유리하다. 전력거래소는 발전보다 부하 차

단으로 전력수급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국

가적 차원에서 전력설비 투자를 늦출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6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KT 등 6개 

그룹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와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

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중개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인 ‘분산자원 중개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다.54 그러나 전력 판매를 한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반론에 막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도매전력시장에는 분산자원 공급자(DERP, distributed 

energy resource provider)가 중개사업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Vandebron사는 2014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전력소비자가 독립적 전력생산업체에서 전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영국의 Open Utility는 2015년 

10월부터 P2P(peer to peer) 전력거래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간 직접 거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최근 에너지 P2P 모델이 주목 받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서버에 관리하는 대신 여러 곳에 분산·보

관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에 데이터와 

거래를 검증할 수 있어서 개인 간 거래를 확대할 수 

있고, 에너지 IoT를 통해 P2P를 확장할 수 있는 시장

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55

국가 인프라인 전력산업에 대한 통제와 전력판매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대기업의 독점이 심화될 것이

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기사업

법 개정은 서둘러야 한다.

(6) 마치는 글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추진했었다. 이제 

“싸고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깨끗하고 안전

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열, 연료전지, 열

전 발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

지 태양광 30.8 GW, 풍력 16.5 GW를 건설하여 전

체 신·재생에너지의 97%를 채우겠다 한다. 태양광

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풍력은 소음 때문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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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제약이 많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기술

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 차세대 에너지원을 확보

해야 한다.

둘째, 수요관리 시장의 육성이다. 2014년 산업자

원부는 에너지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

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활발한 움

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전력예비율 20% 이상에 취

해 느긋하게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존 grid와 

ICT 기술을 결합시켜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잉여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intergrid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소

규모 전력거래 중개사업법 등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결성이다. 이제 에

너지 문제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고민할 게 아니라 동

북아시아 6개국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러시아 극동 유전과 가

스전 개발 포함)와 동북아 super grid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공고해지고, 발전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문제도 풀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도 몽골 초원과 사막에 태양

광 발전과 풍력발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를 매개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

어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공존 체계를 구축, 경

제협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기와 천연가스가 

공급되므로 북한의 산업 인프라 구축은 물론 풍부

한 자원개발도 가능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건설회사는 중동의 중장비를 

시베리아와 북한으로 옮겨야 할 판이다. 한국 경제

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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