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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World Economic Forum과 KPMG Global이
발간한 ‘Accelerating Sustainable Energy Innovation’을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forum.org/whitepapers/accelerating-sustainable-
energy-innovation

Overview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 (sustainable energy innovation)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핵심적인 이슈이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은 기후변화 문제라는

시급한 과제와 에너지 접근성의 확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변화 등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등 에너지 시스템 내의 혁신은 아직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지속가능하고 저렴하며 , 안전하고 포괄적인 에너지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2017년 다보스에서 열린

연간 총회 이후 KPMG와 함께 “Partnering to Accelerate Sustainable

Energy Innovation Project”를 실시해왔다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확인하고 촉진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인 “Accelerating Sustainable Energy

Innovation”은 에너지 혁신 프로세스의 핵심 원동력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위한 단계적인 권장사항들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포럼 내 다양한 그룹과 30회 이상의 인터뷰, 연구 리뷰 등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KPMG는 에너지 혁신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https://www.weforum.org/whitepapers/accelerating-sustainable-energy-innovation
https://www.weforum.org/whitepapers/accelerating-sustainable-energy-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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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 가속화의 필요성

에너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신속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 .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연간

신규설비용량이 티핑 포인트 (tipping point)를 지났지만 , 다른

재 생 에 너 지 원 들 은 증 가 가 더 디 다 . 또 한 , 국 제 에 너 지 기 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26가지로 분류된 혁신

기술분야 중에서 세가지 분야만이 파리협약 협의안인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과 전기차만이 충분히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며 탄소 수집·저장(CCU), 수소, 첨단 원자력과

바이오연료 , 효율적 냉난방 등의 경우 잠재력은 있지만 개발이

충분히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각국 정부가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정

에너지 연구개발 및 실증(Research Development&Demonstration,

RD&D)에 대한 투자와 혁신속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World Energy Investment 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글로벌

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 투자금액은 670억 달러이다.

IEA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각각 글로벌 에너지 투자

금액의 28%씩을 차지하며 에너지 투자의 큰 손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문별로는 민간 RD&D 자금지원은 석유, 가스 및 화력 발전에

집중된 반면 공공 RD&D 자금지원은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청정 에너지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부문별 투자액(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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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혁신 시스템의 정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부터 학계 ,

정부기관 등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가상 네트워크와 국가 경계를

넘나 드는 시스템 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WEF는 전문가

인터뷰와 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 혁신 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다음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연구자와 발명가, 정치인, 기업가 등을 포함하는 사람(people),

둘째는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산업적 트랜드,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정치적 규제, 공공 자금지원 프로그램, 다수

이해관계자의 협력 등과 같은 촉진수단들(catalysts), 그리고 마지막은

기초 연구부터 개발 , 실증 , 전개 , 확장 등에 이르는 혁신 과정

(innovation process)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요소의 변화를

통해 혁신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고 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반면, 규제

리스크, 파이낸싱, 인프라와 시장 접근성, 사회와 문화는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에너지 혁신 시스템의 장애물》

Source: IEA

규제 리스크

- 정책 프레임 워크의 신뢰성 결여는 미래 정책의
엄격성, 시기, 특성,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

- 기관 투자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에 대한
투자를 더 빠르게 평가할 수 없음

- 정책 프레임 워크의 유연성 결여는 실제 환경에서
신기술 평가를 방해

- 많은 국가들에서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을 알
수 없음

-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표준 매트릭스의 부족

인프라 및 시장 접근 활성화

- 시스템에 대한 관성, 에너지 안보 문제는 탄소
제로 배출 발전, 네트워크 및 시장에서의 수요
반응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통합을 제한함

- 혁신적인 하드웨어 및 디지털 솔루션의 향상된
통합 및 빠른 스케일 업을 위한 표준화 부족

- 시스템 솔루션 구성 요소들(예 : 전기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의 상이한 혁신 속도

- 4차 산업혁명 솔루션의 사이버 보안 위험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

파이낸싱

- 정책 프레임 워크는 여전히 다수 기술에 대해
비즈니스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함

- 죽음의 금융 계곡 (financial valley of death):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 시스템에서 이용가능한
위험 자본의 부족

- 기술적 위험 : 개발, 보급 및 시스템 통합 비용이
사용 가능한 예산을 초과함

- 실증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 자금 부족

- 국제적인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국제 자금 부족

사회·문화

- 충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부족

- RD&D 분야에서 장기 협력은 여전히 미미

- 청 정 하 고 경 제 적 인 해 결 책 은 존 재 하 지 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활용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음

- 혁신 속도 증가의 중요성에 대해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의 지식이 부족함

Source: WEF

에너지 혁신 시스템의

3요소는 사람, 

촉진수단, 혁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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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혁신 가속화를 위한 촉진수단들 간 조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규제 정책, 공공 RD&D

자금지원 프로그램 , 혁신 동맹과 같은 단기적인 촉진수단들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혁신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확립하는 것이며,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해당 요소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①규제 정책

규제 정책의 신뢰성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혁신이 기초 연구에서 시장 확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제 정책에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탄소배출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Carbon Tax),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존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가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의무 공급제도(RPS), 전기자동차 할당, 특정 기술에

대한 표준 제정과 같은 비가격정책도 활용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거나 계획중인 국가》

에너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단기적

촉진수단은 규제 정책, 

공공 RD&D, 혁신 동맹, 

미션 프로그램

뉴질랜드

푸젠

광둥
션전

상하이

캘리포니아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온타리오

퀘벡

RGGI*

메사추세츠

호주

카자흐스탄

캐나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터키
중국

베트남

일본

리우데

자네이루

상파울로

대만

오레곤

워싱턴

노바
스코샤

버지니아

사이타마

후베이

충칭

톈진

한국

EU ETS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포함 모든 EU국가

도쿄

Source: World Bank Note: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헴프셔, 뉴져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로 구성된 지역연합

ETS를 시행해왔거나

시행계획이 있는국가

ETS를 시행해왔거나

시행계획이 있는지역

ETS 시행을 고려중인 국가

ETS 시행을 고려중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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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esearch&Development)

현재는 글로벌 경제규모의 약 절반과 전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¼을

차지하는 67 개 지역에서 탄소 가격설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예정대로 ETS를 실시할 경우 탄소 감축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효과성, 안정성과 예측가능한 유연성이다.

2019년 이후 자동차 제조기업들에게 생산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생산하도록 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공급 의무화 정책,

2030년 까지 전기 공급의 절반을 신재생 에너지로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켈리포니아의 RPS는 좋은 정책의 예시로 볼 수 있다.

②공공 RD&D 자금지원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위해서는 더 많은 민간 투자와 함께 더 많은

공공 자금이 필요하며, 현재 이용 가능한 공공 자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RD&D에 대한 공공 자금지원은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을 보완하거나 대규모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종자돈

역할을 하므로 중요하다.

공공 자금에는 보조금, 정부의 지분 투자, 채권 금융(대출, 보증), 공공

조달(RD&D에 대한 직접적인 공공 지원), 혁신에 대한 시상 및 기타 정책

도구들이 포함된다 . 공공-민간이 파트너십을 맺고 2040년까지

수소에너지 공급 증가를 위해 시기별로 자세한 로드맵을 구축한

일본의 수소정책은 이에 관련한 좋은 사례이다.

《글로벌 RD&D 총예산(2015)》

일본의 수소정책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이뤄진

성공적인 공공 RD&D 

자금지원 프로그램

6,000

EU

EC*

미국

노르웨이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정부 실증(Demonstration) 주정부 연구개발(Research&Development)

Source: IEA
Note: EC는 European Commission을 의미, 단위는 백만 달러

2,000 3,000 4,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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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혁신 동맹

혁신 동맹을 맺는 것은 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 잠재력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정책이지만 상호 이익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 동맹 역시 중요하다.

성공적인 동맹은 적합한 구성원이 중요한데, 이는 동맹의 목적 및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RD&D에 초점을 둔 동맹은 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및 대학 등 이질적인 구성원들의 결합인 경우가

유리하다. 한편, 특정 기술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동맹은 해당 기술을

다루는 중요한 기업을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혁신 동맹의 좋은 예는 22개국과 유럽 연합(EU) 국가들로 구성된

Mission Innovation(MI)으로 이는 2021년까지 RD&D 투자를 조기에

2배로 늘려 글로벌 지속가능 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I 회원들은 연간 총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혁신 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혁신 이슈를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석유 및 가스 기업 CEO들의 연맹인 Oil&Gas Climate

Initiative(OGCI),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시장 출시를 이끄는 글로벌

비영리기구인 Energyweb Foundation(EWF) 등도 혁신 동맹의 좋은

예시이다.

④미션 프로그램

미션 프로그램은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 고객과 투자자를 설득함으로써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미션 프로그램 설계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명확한 목표와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 정의, 다양한 기술 솔루션 채택과

RD&D에 대한 자금지원, 맞춤형 RD&D 프로그램을 통해 식별된

장애요인의 처리, 데이터와 지식의 확산 보장, 최종 사용자의 참여,

분권화와 중앙집중화 간의 균형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미션 프로그램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그 외

탄소 억제, 수소경제, 저탄소 빌딩, 온실가스 제로 수송,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생산기술, 발전된 원자력,

해양에너지 관련 기술들이다.

혁신 동맹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구성원을 모으는 것이

성공적인 동맹의

키(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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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단계적 변화의 기회

앞서 논의했듯이 에너지 혁신은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도전은 정부, 혁신가, 연구기관, 민간 부문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에너지 혁신을 위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미국의 ARPA-E

에이전시 및 EU의 KIC-InnoEnergy 프로그램은 에너지 혁신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좋은 예이다. 이 프로그램은 간소화 된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 포트폴리오 접근법, 프로젝트 수혜자와의 실질적인 관계, 벤처

캐피탈리스트, 기업 및 대학의 지원 커뮤니티를 활용해 혁신을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침투시킨다.

둘째, 공공 및 민간 자본을 융합하여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국제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해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로 기금이 잘 설계되고 지원된다면, 독립적인 국제 기금은

에너지 혁신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공공-민간 공동 투자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며, 넷째로는 공공-

민간 협업을 통하여 에너지 기술 로드맵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영국의 Offshore Wind Accelerator와 수소 협의회가 공동개발한 수소

경제 로드맵은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된다. 다섯째는 공공 조달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검증된 기술 및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솔루션을 위한

RD&D를 촉진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이러한 RD&D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시급히 제고하는 것이다.

Concluding remarks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지원하는 노력의 첫 단추이다.

WEF는 에너지 혁신 가속화를 위한 촉진수단들과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장애요인들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Partnering to Accelerate Sustainable Energy Innovation Project’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른 혁신 동맹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

에너지 혁신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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