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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환경 속에서 발전부문의 성장

에 피할 수 없는 규제가 있다. 그 중 하나

가 이미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와 RPS, 

그리고 최근 언급된 탄소세. 이 세 가지

는 모두 총량제라는 규제에서 파생된 시

장메커니즘이다. 즉 규제가 아니라 유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라 불

러도 무색할 정도로 규제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중복규제로 인한 시장왜곡

이 우려된다. 

국제적으로 보면 2021년 바이든 정부의 

출현은 ‘기준(STANDARD)과 인센티브’

로 요약된다. 기준이 없으면 인센티브가 

필요 없다. 따라서 바이든은 규제화에 박

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을 트럼

프와 비교하자면 이렇다. 트럼프는 내부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시선

을 외부로 돌려 중동과 북한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했다면, 바이든은 기후리더쉽

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바로 ESG 금융과 

맞아 떨어진다. 

ESG금융은 E(Environment, 환경), 

S(Social, 사회), G(Governance, 지배

구조) 기준에 따라 금융지원 여부가 결

정되는 것이다. 즉 과거 아무리 환경기

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해도 실질적인 효

2021	
바이드노믹스와	
ESG금융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따른 발전부문의 
대응전략에 대한 小考

전문가	칼럼

김효선 박사 
한국탄소금융협회 부회장

공공부문과 상업부문의 전력수요는 가

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전력소비가 위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을 수 있지만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존 

연료믹스는 포기하고 석탄의 기저부하 

역할을 가스가 대체할 것이다. 즉 발전용 

가스 소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발전부문의 가스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발전부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골프에 빗대어 설명하면 골프의 리

스크 세 가지를 관리해야 한다. 골퍼의 

첫 번째 리스크는 본인의 그날 컨디션, 둘

째 리스크는 함께 하는 동반자.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가 골프장이 어디냐이다. 

즉, 골퍼는 바이드노믹스와 ESG금융이

라는 새로운 바람에 이 세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골퍼 자신의 리스크인 발전부문의 

체질개선에 대한 얘기이다. 바이드노믹

스라는 바람은 한번 불고 지나가는 바람

이 아니다. 즉 바람막이를 준비해야 한

다. 때로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 당연히 

우산은 챙겼을 것이다. 바람막이에 방수

기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라면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혈압약이다. 

발전부문이 안고 왔던 숙제를 우선 해결

해야 한다. 비용구조에 대해 점검이 필요

하다. 

둘째, 동반자 리스크다. 전력생산-공급 

관련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래야 4시간이 즐겁다. 그 뿐인가? 다

음을 기약하게 된다. 여기에 가스 공급인

프라 확대, 특히 가스 저장탱크에 대한 

투자를 눈여겨보라는 팁을 드리고 싶다.  

셋째, 골프장 리스크다. 패어웨이가 넓은

지 좁은지, 그린이 빠른지 느린지 파악해

바이드노믹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으로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으로	

요약된다.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인프라와	

산업을	집중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분배도	개선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임.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함.	

투자	의사결정시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되고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RE100	참여	및	ESG	투자	확대	등	

신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

과 또는 지속가능한 효과가 발휘되기 위

해서는 사회적 편익과 공평한 분배가 뒷

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

게 된 것이다. ESG금융은 단순한 유행

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점이 바로 발

전부문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

다. ESG금융은 환경규제가 농도제에서 

총량제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머리는 따

라왔는데 꼬리가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

한 반성이 투영된 산물이다. 즉,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까지 송두리째 따라오

게 투자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드노믹스와 ESG금융은 우

리경제와 발전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까? 빠른 에너지전환이 예상된다. 배출

권거래와 RPS에 이어 탄소세를 도입한

다는 것은 시장의 가격기능을 극대화해

서 총체적인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방향

과 에너지믹스를 그린(GREEN)하게 가

져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

장 어려운 입장에 놓인 분야가 바로 전

력과 가스이다.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 속에 전력소

비 또한 큰 틀 속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

다. 다행이라면 에너지믹스 내에서 전력

은 가스보다 나은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야 한다. 발전부문은 내수시장에 의존적

이다. 해외사업 확대를 통해 축적된 필드

경험을 공유해야만 발전부문의 체질개

선은 물론 ESG 기준을 충족시키는 다양

한 상생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발전부문이 ESG금융을 어떻게 이용

하느냐에 따라 체질개선은 물론 비즈니

스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탄소세 도입으로 불거진 규제의 

중복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동

안 정부는 기업과 직접 소통하려 했다.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를 배제

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내과 의사

한테 성형수술을 맡긴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에너지생태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한번 크게 휘청이고 있다. 유가 폭락은 

물론 가스가격 또한 불안정하다. 넘어질 

때도 요란했지만, 일어설 때 한 번 더 휘

청거릴 수 있다. 제대로 중심을 잡기 위

해 가장 소비자에 가까운 에너지원이 바

로 전력이라는 점은 강점이 될 수도 있지

만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소비자는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특히 1가구가 내는 전

기요금은 통신료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이유는 세상

이 변했기 때문이다. 정보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주는 세상이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비정상이 정상이 될 것이고 팬데믹이 잠

잠해지더라도 언택의 편리성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세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뭔지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격동의 시절이 될 2021년을 

맞이하며 마지막으로 발전부문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전문가를 가까

이 하시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비전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

추진 체계

조직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운용  사회적 합의 도출 +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단계적 성과 확산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 탄소중립 분야 투자 확대 기반 구축

국제 협력R&D녹색금융재정

3대 정책 방향

10대 과제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기회

➎ 新유망 산업 육성

➏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➐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공정

➑ 취약 산업·계층 보호

➒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➓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➊ 에너지 전환 가속화

➋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➌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➍ 도시·국토 저탄소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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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14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경제체질 전환을 위

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12개 

과제)과 그린뉴딜(8개 과제) 그리고 안정망 강화(8개 과제)인 2+1정책으로 총 28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정부는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다. 본 추진전략은 탄소

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

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10대 과제를 수립하였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7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그린 리모델링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 적용

•그린스마트 스쿨  태앙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WiFi 구축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 기후·환경 문제 종합진단 → 환경·ICT 기술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심녹지 조성

•생태계 복원 국립공원 16개소·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갯벌4.5㎢ 복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상·하수도, 먹는물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

1

2

3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녹색기업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

•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순환)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

•스마트그린 산단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조성 

•친환경 제조공정 클린팩토리 구축 등 지원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CCUS 통합실증·상용화 기반구축, CO2 유용물질 생산기술개발 지원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협력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자원순환 촉진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 등 

•녹색금융 융자 1.9조 원, 2,150억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 조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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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스마트 전력망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친환경 분산에너지 42개 도서지역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전선 지중화 전선·통신선 공동 지중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공정전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 예상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전기차·수소차 전기차 113만대 보급, 수소차 20만대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수소 유통기반 구축

•노후차량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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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정책 개요 및 추진과제(8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체계도



에너지공급 부문

• 화석연료발전중심 →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 CCUS 

적극활용

구분
기존 (2015.6월 제출)

배출전망치(BAU) 방식
변경 (2020.12.15)

절대량 방식

2030 목표 BAU대비 37% 감축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709.1MtCO2eq(LULUCF 제외) 

특징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국제사회 낮은 신뢰

•명확한 감축의지 표명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공개
•국제사회 높은 신뢰

이행기간 2021.1.1∼2030.12.31 2021.1.1∼2030.12.31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산업 화석연료 → 전기·수소, 수송 내연기관 → 친환경차, 건물 도시가스 → 전기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배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미래기술 : 철강 → 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 → 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 → CCUS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1

2

3

4

5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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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2050 탄소중립 10대 과제

적응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

1.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공급) 석탄·LNG발전: 기후환경비용 내재화, CCUS 기술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주공급원, 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 병행   

    (계통) 전력망 확충 및 구조혁신, 분산형 전원체계 확대

    (산업)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2.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 및 중소기업 혁신지원 

    (다배출 업종) 스마트공장, 스마트 그린산단,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 

    (밸류체인) 연·원료 → 공정 → 제품 → 소비·자원 순환 전과정의 탄소중립 실현 

    (중소기업) 금속·화학제품제조업 등 다배출 중소사업장 맞춤형 공정개선·설비보급 등 지원

3.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 

    (친환경차 전환)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

    (모빌리티 혁신) 창의적 모빌리티서비스 도입,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 전환, 초고속철도망·GTX 등 확충

4. 도시·국토 저탄소화 탄소중립도시 조성, 국토계획 차원 탄소중립, 농림·해양생태계 저탄소화

    (도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수소도시 등 친환경E 기반도시 확산 등

    (국토)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 자연 생태기반 회복력 강화 등

    (농림·해양)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 강화,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 확대

기회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5. 신유망 산업 육성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기술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저탄소신산업) 이차전지, 저전력반도체, 화이트바이오, 그린수소 등 저탄소산업 육성

    (기후산업)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분석·관리시스템, CCUS 조기 상용화 등 

6.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혁신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지역산업 개편,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

    (그린 혁신기업 육성)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 등으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강화

    (저탄소 개방형 생태계) 정부-기업, 공급망내 기업간 전환이행 자발적 협약 등 연대·협력 강화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랫폼,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 확대

    (그린기술 상용화) 그린 유망기술(초고용량 축전기 등) 선정, 상용화 로드맵 수립

    (지역주력산업 개편)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한 R&D·사업화 집중 지원    

7. 순환경제 활성화 제품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 구축 등

    (생산·공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설정·강화, 혁신소재 개발 등

    (사용) 탄소발자국, 재활용 용이성 등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재활용) 선별·재활용 시스템의 선진화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

    (순환)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 연계 및 자원 모니터링 강화

공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8.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업종전환,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9.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인센티브 확대 등 이행점검 체계 구축

10.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대국민 인식제고, 기후행동 확산 등 참여 촉진 및 소통 강화

기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재정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21년 관련 예산 3천억 원 증액 등

•녹색금융 활성화 뉴딜펀드 등으로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 

•R&D 확충 신재생, CCUS 등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탄소중립 R&D 특위’ 신설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녹색 동반자연대 구축, 그린 뉴딜 ODA 확대,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 허브 구축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 2020.12.15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

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

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

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  2050년 탄소중립: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

* 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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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 
환경부

환경부는 9월 29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12월 24일 할당을 완료하였다. 계획기간 배출권거래

제 적용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설정하고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

을 고려하는 등 전환부문 배출효율기준 할당 수준을 점진적으

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제3차 할당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차(2018~2020년) 3차(2021~2025년) 비고

국가 감축후 배출량
(백만 톤)

691 663 △4.0%

ETS 커버리지
(직접배출량 기준)

70.1% 73.5%
교통·건설업종 추가

공정·시설 추가

배출허용총량
(연평균, 백만 톤)

592 609
+3.2%

(ETS 커버리지 확대에 기인)

할당량 산정 단위 시설 사업장
할당, 추가할당, 할당취소가 

사업장 단위로 전환

배출효율기준(BM)
할당방식 적용 대상

7개 업종
(총배출량의 50%)

12개 업종
(총배출량의 60%)

-

유상할당 비율 3% 10% -

무상할당 업종 기준

① 비용발생도 ≥ 30% 
② 무역집약도 ≥ 30% 
③ 비용발생도 ≥ 5% 
 & 무역집약도 ≥ 10%

비용발생도×무역집약도 ≥ 0.2% -

무상할당 인정 
특례 업체

- 학교, 병원, 지자체, 대중교통운영자 공공성 기관·단체 

배출권 거래 허용대상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 + 금융기관·개인 거래참여자 확대

장내파생상품 - 선물거래 도입 미래가격발견, 예측가능성 확대

예비분 종류 기타, 시장안정화, 시장조성
기타, 시장안정화,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
시장의 적정 유동성 

관리 용도 추가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무역집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및 배출허용총량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단위: KAU)

구분
이행연도별 할당량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배출권 총수량 - 3,082,258,880

예비분

시장안정화조치 - 14,000,000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관리

- 20,000,000

기타
전환 - 72,696,520

전환 외 - 73,465,992

사전할당량 589,316,246 589,316,246 589,316,246 567,073,815 567,073,815 2,902,096,368

전환 일반 215,075,407 215,075,407 215,075,407 197,926,538 197,926,538 1,041,079,297

전환 기타 5,043,379 5,043,379 5,043,379 4,718,222 4,718,222 24,566,581

산업단지 14,865,128 14,865,128 14,865,128 14,335,488 14,335,488 73,266,360

산업 부문 328,488,017 328,488,017 328,488,017 325,411,477 325,411,477 1,636,287,005

건물 부문 4,784,993 4,784,993 4,784,993 4,651,249 4,651,249 23,657,477

수송 부문 8,323,449 8,323,449 8,323,449 8,014,890 8,014,890 41,000,127

폐기물 부문 11,970,563 11,970,563 11,970,563 11,273,387 11,273,387 58,458,463

공공·기타 부문 765,310 765,310 765,310 742,564 742,564 3,781,058

※ 실제 배출권 할당은 12월 24일 완료되었으며,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하고, 전환부문의 2단계(2024~2025년도)는 1단계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하였다.

전환부문 BM 적용기준

주 연료 2021∼2023년 2024∼2025년

석탄 0.787414821
0.682188923

0.708673339*

석탄 외(LNG, 유류 등) 0.399743656 0.454511353*

* 2023년 상반기까지 석탄 발전 총량제와 가격 입찰제 도입시 2024년부터 적용

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 +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

사전할당량
∑(각 이행연도의 부문·업종별 할당량)

기타 용도 예비분

=

+

시장안정화조치용도 예비분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 예비분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

=

+

배출권 총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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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2020.1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

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2월 28일 확정 공고하였다.

주요 발전원별 연도별 변화 추이

설비용량 비중 전망

➊ 석탄 : 현재 60기 중 30기(15.3GW) 폐지, 신규 7기(7.3GW) 준공

     8차 계획에서 폐지 반영된 10기를 포함하여 9차 계획에서 총 30기 폐지

석탄설비
2020년

35.8GW
2022년

38.3GW
2030년

32.6GW
2034년

29.0GW
6.8GW

➋ LNG : 폐지되는 석탄 30기중 24기(12.7GW) LNG 전환 등 추진

LNG설비
2020년

41.3GW
2022년

43.3GW
2030년

55.5GW
2034년

59.1GW 17.8GW

➌ 원전 : 4기(5.6GW) 준공, 노후 11기(9.5GW)는 수명연장 금지

원전설비
2020년

23.3GW
2022년

26.1GW
2030년

20.4GW
2034년

19.4GW
3.9GW

❹ 신재생 : 3차 에기본(2019.6) 및 그린뉴딜 계획(2020.7) 보급 목표 달성(정격용량 기준)

신재생

57.7GW
2020년

20.1GW
2022년

29.4GW
2030년

58.0GW
2034년

77.8GW*

* 전원별 피크기여도를 고려한 실효용량은 10.8GW

확정설비 용량 : 
2034년 총 122.2GW 
(비재생폐기물 기타로 분류)

구분 원전 석탄 신재생 LNG 기타 계

실효용량*(GW) 19.4 28.3 10.8 58.1 5.7 122.2

정격용량(GW) 19.4 29.0 77.8 58.1 5.9 190.2

*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비중앙급전) 발전기는 피크기여도를 적용(석탄�LNG�유류 열병합 및 신재생 등)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

연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양수 기타 계 비고

2019년(실적) 25.9 40.4 25.6 6.5 0.6 1.0 100 -

2030년
목표 시나리오* 25.0 29.9 23.3 20.8 0.7 0.3 100 1.93억 톤 달성

기준 시나리오** 25.0 34.2 19.0 20.8 0.7 0.3 100 2.049억 톤

* 목표 시나리오 : ①석탄발전기 폐지(2030년 기준 24기) + ②추가 석탄발전량(연간) 제약 

** 기준 시나리오 : ①석탄발전기 폐지(2030년 기준 24기)

① 석탄발전 설비 폐지 - 2030년 기준 가동후 30년 도래 석탄발전 설비 24기 폐지

연차별 석탄 폐지 및 LNG 전환 계획

구분 2020~2024년 2025~2030년 2031~2034년

석탄 폐지 삼천포#1, 2   보령#1, 2   호남#1, 2 - -

석탄폐지후
LNG 연료전환

삼천포#3, 4
태안#1~4   보령#5, 6   하동#1~4     

삼천포#5, 6   당진#1~4
태안#5, 6   영흥#1, 2   하동#5, 6

② 잔여 석탄발전 설비의 연간 발전량 제약 - 감축목표에 맞춰 연간 발전량 상한 제약, 온실가스비용 원가 반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고려한 9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여 전환부문 이행방안 구체화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1.93억 톤 달성 구체화

	원전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기타

2020 18.2

11.8

10.1

28.1

18.9

15.0

32.3

32.1

30.6

15.8

33.6

40.3

5.6

3.6

4.0

2030

2034

46.3 (원전+석탄)

25.1 (원전+석탄)

(단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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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시장	리포트 배출권거래 시장 리포트

배출권거래 시장 리포트

배출권 거래 실적 2차 계획기간 경매 실적

장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할당배출권(KAU19)은 

2018년 11월 8일 상장하여 2020년 9월 11일 폐지되

었다. 거래는 23,200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 12월 

최고 40,900원에서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

여 2020년 8월 15,000원 최저가로 거래되고 19,500

원으로 종료되었다. KAU19의 평균가는 31,523원이

며 총거래량은 3,777만 톤이다. 현재 거래가 진행 중

인 KAU20의 평균가는 24,221원이며 12월 말까지 총 

1,148만 톤이 거래되었다. KOC는 평균 28,038원이

며, 가격하락이후 거래가 저조한 상태이다. 

배출권의 거래유형은 50% 이상이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장내거래가 18∼28% 이내, 경매가 

23%이내이다.

2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는 2019년 1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24회 시행되어 총 1,612만 톤이 낙찰되었다. 낙찰가격은 장내시

장가와 연동되고 있으며 KAU20의 경우 평균 22,012원으로 낙찰되었다.배출권거래 현황 (2018.11.8∼2020.12.31)

구분 KAU19 KAU20 KOC

장내
거래

거래가격
(원/톤)

종가 19,500 22,700 26,000

평균가 31,523 24,221 28,038

최고가
40,900

(2019.12.23)
42,500

(2020.4.2)
40,800

(2020.4.23)

최저가
15,000

(2020.8.5)
18,100

(2020.8.20)
23,500

(2018.11.12)

거래량
(톤)

경쟁매매  6,912,026 2,451,894 417,864

협의매매 3,599,564 1,660,288 1,120,101

장내전체
10,511,590
(27.8%)

4,112,182
(28.4%)

1,537,965
(18.1%)

장외거래량(점유율)
18,711,189
(49.5%)

8,304,802
(57.4%)

6,949,937
(81.9%)

경매(점유율)
 8,550,400

(22.7%)
2,062,100
(14.2%)

-

총 거래량 37,773,179 14,479,084 8,487,902

경매 물건 입찰일
입찰수량

(톤)
응찰수량

(톤)
응찰율
(%)

낙찰수량
(톤)

낙찰가격
(원)

응찰업체 낙찰업체
참고

(장내 시장가)

KAU20

2020.12.9 937,500 858,900 92 858,900 22,600 7 7 23,400

2020.11.11 650,000 362,500 56 362,500 21,650 5 5 22,200

2020.10.14 616,100 629,600 102 616,100 23,700 8 7 23,700

2020.9.9 711,900 595,800 84 595,800 20,550 7 7 21,250

2020.8.12 520,600 487,700 94 487,700 20,900 8 8 21,000

소계 3,436,100 2,934,500 85 2,921,000 22,012 5∼8 5∼8 22,153

KAU19
2019.7~

2020.7월(13회)
9,297,500 11,430,200 123 8,550,400 34,155 6∼12 6∼10 34,685

KAU18
2019.1~

2019.6월(6회)
4,790,000 7,258,400 152 4,649,500 26,751 5∼10 4∼9 27,150

2차 계획기간 계/평균 17,523,600 21,623,100 123 16,120,900 29,820 8 7 -

KAU20 매매 현황 (경쟁 + 협의)

(원/톤CO2)(톤CO2)

2019.9 2019.10 2019.11 2019.12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2020.9 2020.10 2020.11 2020.12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거래량						 	평균단가

38,000 38,500

40,050
41,392

34,205

1,190,143

1,139 2,000 13,300 32,149 38,652
78,554 58,650

156,050 162,047

395,218

637,932
639,473676,875

30,622

23,990

20,995 21,249

24,279
22,264

25,434

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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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및	성과 주요	활동	및	성과

농식품부장관 및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 수여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여 공로
농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 기념행사 개최

주요행사

우리 회사는 11월 4일 충남 논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충남도지

사 표창 수여와 함께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공동으로 「온

실가스 감축 농업발전 상생협력사업 성과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 회사는 2015년 8월에 충남 태안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에 농식품부, 충남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충남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온실가

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기념하고 공유하

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아울러 성과기념 행사와 함께 32개 신규 지원 농가와의 협약

식도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우리 회사가 주도하고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농업부문 온실가

스 감축사업으로 농가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탄소배출권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

적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국내 최초의 상생형 감

축사업모델이다.

본 행사에서는 농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전국 확대와 사업모델의 타분야 확산 등 국

가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상생을 위한 우리 회사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표창 및 충남도지사표창이 수여되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초 사업으로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정부, 지자체 그리고 농업인

과 함께 협력하여 극복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공사례가 되어 국가 온실가

스 감축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

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

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79개 농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하여 사업

기간(5년∼10년) 동안 11만 6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며, 특

히 농가의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으로 총 347억 원의 에너지 비

용을 절감하여 자체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지원농가(32개)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여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	수여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주요 성과

 추진현황 (사업기간: 다겹 5년, 히트펌프 등 10년)

 농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2016년~)

79개

지원 농가

18.2억 원

서부 지원금

11.6만 톤�CO2

감축량

347억 원

에너지비용 절감

▶2016년 2개 농가 선정 2017년 지원 완료

   국내 최초 외부감축사업 승인(2017.7)

▶2017년 49개 선정, 2018년 35개 농가 지원

▶2018년 36개 선정, 2019년 1개 농가 지원

▶2019년 23개 선정, 2020년 41개 농가 지원 지원 농가수 감축량(톤/년)

79개 농가
지원 완료

2

3,229

12,755
톤/년

35

79
누계

11.6만 톤
(사업기간)

	2017년				 	2018년				 	2019,	2020년(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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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와 그린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서포터즈 3기」를 모집하

고 8월 24부터 8월 26까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리자 양성」 교육을 시행하였다. 

우리 회사는 국내 최초로 추진한 「농가-서부 공동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확대되어 사

업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201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일

자리 연계」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리자 양성」 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2018년에 지역 신중년을 대상으로 1기를 모집하여 전문인력 15명을 양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충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기 15명을 양성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온·오프 병

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모과정을 거쳐서 오프라인 

12명, 온라인 58명을 모집하였으나,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전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수혜 대상이 확대

되어 전국의 취업준비생 70명에게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무와 관련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인력 46명이 양성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서포터즈 3기」 교육생 중 우수 참

여자는 우리 회사의 감축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 기관에서 채용형 인턴십 

기회를 부여받아 현재 수행 중에 있어 본 인력양성 사업이 실제 취업으로까지 이어진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와 연계한 그린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

해 대학생들의 취업 디딤돌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방향에 맞추어 사람중심의 투자에 집중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혁신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충남도와 8월 25일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충남형 그린뉴딜, 기

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이번 사업은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의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사업에 상호 협력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마을 공

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

업으로 고효율 조명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과 쿨루프 

시공, 단열개선 등 기후적응활동을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들 대상 기후위기 적

응·대응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된 천안시 성거읍 8개 마을과 서천군 판교면 

10개 마을 총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30일 최종 준공하였다. 특

히,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지역주민 피해가 속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변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에너지복지 향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큰 의미가 있었

으며, 장기적으로는 충남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충남형 그린뉴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저탄소 경제

로의 전환과 포용적 사회로의 도약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서포터즈 3기 모집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 최초 충남형 그린뉴딜, 기후위기 안심마을 시범사업 시행

인력양성 시범사업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고)

2020. 6월 발표

실시간방송	안내화면 시범사업	업무협약체결 기후위기	안심마을	현판관리자화면

①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② 녹색제도와 생활환경 

③ 그린SOC 

④ 거버넌스형 일자리

4대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10개 과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50개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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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11월 13일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대규모 

CCUS 통합실증·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 회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번 「대규모 CCUS 통합실증·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3년간 태안 0.5MW급 CO2 습식포집 실증플랜트를 

활용하여 국내 습식포집기술의 성능평가, 대규모 CO2 포집원 선정, 상용 150MW급 

CO2 포집플랜트 격상 설계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리 회사와 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과기정통부의 「Korea CCS 2020 3단계 

사업(2017.6월~2020.10월)」을 통해 태안발전본부에 0.5MW급 실증플랜트를 구축하

고 세계 최고수준의 CO2 습식포집 실증기술 개발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대규모 

CCUS 통합실증·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은 정부의 CCUS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제3

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5월)」에서 사업 방향이 수립된 이후 약 1년여의 기획 및 

선정 과정을 거쳐 「한국판 그린뉴딜(2020.7월)」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본 협약을 시작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기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다양

한 분야의 다각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우리 회사는 「대규모 

CCUS 통합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상용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

개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6월 17일 본사 6층 소통마당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배출권비용

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 

배출권 열량단가가 전력시장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지식공유 활동을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최근 주요 이슈사항인 환경급전관

련 정책 방향과 가격기능을 통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출권 구매비

용의 전력시장 반영 등에 대해 집중 토의시간을 가졌다.

배출권 비용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탄소금융 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 탄소배출권 

선물제도의 이해

우리 회사는 6월 24일 본사 이사회의실에서 탄소금융 전문가인 에코아이(주) 이수복 

대표이사를 초빙하여 「탄소배출권 선물제도」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부터 도입되는 장내 선물거래제도 등 시

장기능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최적의 전략도출을 위

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장내 파생상품(선물거래 등) 도

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금융상품 연계 등과 같은 현재까지

와는 다른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역량강화를 위

해 탄소금융전문가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참여자들과의 집중 토의시간을 마련하였다. 

「대규모 CCUS 통합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배출권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업무협약 세미나

서부발전과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대규모	CCUS	통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저장기술



지식	공유

전기 자동차의 CO2 감축 효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수송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이에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

차의 연비 및 CO2 배출특성을 간략히 알아보고, 전

기자동차가 가지는 잠재력과 미래 전력시스템에서 

가지게 될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기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중 CO2가 직접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충전에 사용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가 사용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CO2 배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

축은 전력생산의 탈탄소화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주행시 에너지 효율을 살펴보면, 에너지 소비(1km 

주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전기/수소의 에너지 양)

가 배터리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가 가장 작은 

0.36MJ, 휘발유차는 그 4.5배, 연료전지차도 2배의 

에너지가 소비됨에 따라서 전기차가 가장 효율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휘발유차 엔진의 효율 

및 연료전지차의 수소→전기 전환 효율에 비해, 배

터리전기차의 배터리 충방전효율과 모터 효율이 좋

기 때문이다. 또 배터리 전기차는 브레이크 시에 차

의 운동에너지를 보다 많이 배터리에 회수(회생)함

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력부문의 저탄소화를 통해 CO2 전력배출

계수를 낮추고 신재생설비의 잉여전력을 활용한다

면 전기차는 가장 유용한 수송분야의 온실가스감

축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CO2 배출량 검색 결과

구분 배터리 전기차(BEV) 가솔린차(ICE) 하이브리드차(HEV) 연료전지차(FCV)

주행시 에너지 효율(MJ/km) 0.36 1.69 1.09 0.73

CO2 배출량(g-CO2/km) 55(59) 147(132) 95(69) 78~132

전기자동차 모델 제작사
연비(km/kWh) 복합1회충전

주행거리(km)도심주행 고속도로 복합연비

TWIZY Cargo(1인승) 르노삼성 8.8 7.0 7.9 55

TWIZY Urban(2인승) 르노삼성 8.8 7.0 7.9 55

아이오닉 전기차 현대 6.9 5.8 6.3 200

코나 전기차(도심형) 현대 6.5 5.1 5.8 254

코나 전기차(기본형) 현대 6.2 5.0 5.6 406

니로 전기차(경제형) 기아 6.1 4.9 5.5 246

SM3 Z.E. 르노삼성 4.8 4.2 4.3 213

LEAF 닛산 5.5 4.7 5.1 231

Model S 100D 테슬라 3.9 4.2 4.0 451

Model X 100D 테슬라 3.4 3.4 3.4 386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15년 12월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

된 은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2020년 이후 신기후

체제의 근간으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

제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 브리프스’ 6호 21쪽 참고  

한국서부발전은 1월 23일 발전공기업 최초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았다. 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술메커니즘의 이행기구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및 기술개발·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2013년

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기후변화 브리프스’ 6호 13쪽, 22쪽 참고, 영문약자

한국서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증플랜

트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이다.

 ‘기후변화 브리프스’ 6호 18쪽 참고, 영문약자

Quiz 
Event

지난 기후변화브리프스 6호는 잘 보셨나요?

아래 네모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3개를 지난6호에서 찾아서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구독자 참여 이벤트

정답 3개를 모두 맞춘 30명을 추첨하여 

커피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30명

응모방법

QR코드를 찍어서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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