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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I. 연구목적
¡ 최근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강
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온실가스를 지적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차별화된 공동
부담의 원칙”으로 수행하고 있음

¡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초래하여 지구기온의 상승
과 대기의 불안정을 발생시키며,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발생시켜 그 피해
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이를 줄이기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유발은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
류의 생존을 위협하여,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
에 달할 것이란 전망(스턴 보고서(Stern Review), 2006)이 있고,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
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음

¡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 WorId Metrological Organizatlon)와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
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UN을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안건이 국제사
회에서 논의되어 왔음

¡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하여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
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서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이하 “기후변
화협약”이라 한다)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음
¡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3조는 기
후변화의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
장의 보장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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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 제4조는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루어오면서 대기 중으
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개발도상국은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원국의 구
체적 이행방안으로 1997년 12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
어 2005년 2월에 발효되었음

¡ 포스트교토체제에서는 다양한 제재수단 등을 통해 그 동안 온실가스 다배출
국이면서도 감축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중국, 인도 등을 감축의무국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우리나라도 감축의무국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같은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면, 수출경쟁력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하면 무역제재에 따른 수출피해, 에너지효율향상의 지연
및 유망분야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
음

¡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강력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
고 있으며, 특히 MB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저탄소 녹
색성장은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적극 수용되어 왔음

¡ 녹색성장의 추진체로 녹색성장위원회와 그를 지원하는 녹색성장기획단이 설
립되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그 부처 소관 업무 중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발
전시키고 있음

¡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녹색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입되고 있어,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고, 동법의 시행
과 더불어 각 개별법령들을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에너지관련 법률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개정되
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에너지법제를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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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 이를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제의 현황분석과 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에너지법제 중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의 범
위를 확정하고, 해당 법률의 체계를 분석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방향
으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정부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며 에너지 관련 개별법과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동법에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법 제3조)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실현,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
소의 도입 확대 및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였음

¡ 에너지 관련 법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전까지는 “에너지
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구조를 취했음

¡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법제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환경에너지
법분야로서 녹색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속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절약과 효율성향상을 위한 법률로서 「에
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있음

¡ “에너지기본법”(現 「에너지법」)은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대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에너지정책의 기본 목
표를 전제로 하여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기후변화의 본격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의 등장 등 새로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정
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에너지 법정책의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하였음

¡ 현재 에너지법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에너지
법」은 이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를 유지하고, 에너지관련 개별 법률들이 존
재하여 에너지의 ‘공급-사용-재이용’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률체계가 구
축되어 있음

¡ 그렇지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법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대응, 에너지 수요관리의 강화, 에너지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등을 하는 데에 적합한 법률적 기반을 재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에너지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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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분석하여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법제의 연구는 에너지법제 중 저탄소 녹색성
장과 관련된 분야로 축소하여 연구범위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2008년 8월 27일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08년 9월 11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12월 2일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에너지와 산업전반을 아우
르는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이에 맞추어 관련 법제를 재정비
하고 있음

¡ 정부 전체적으로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이후 2009년
7월에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법률을 체계화하였음

¡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중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
를 연구범위에 포함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의 대상에 「에너지법｣은 실질적으로 에너지분야의 기본법에 해당하
는 법률로서 에너지의 개발, 안전적 공급,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법률
이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는 법률임

¡ 동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에너지계
획 수립(제7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제1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제13조),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
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등의 사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제14조) 등
을 포함하고 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는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규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의 대상으로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열사용기자
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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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를 방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
었음

- 1979년 법 제정이후 여러 차례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는데, 1999년 12월 개정
에서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사항
이 추가되었음

- 2002년 3월 개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등을 신설하
거나 증설하기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였음

- 2003년 12월에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대책에 대한 계획수립 및 법정교육 등
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07년 12월에 국가 에너지정책 및 계획, 기술개발 규정 등 일부 내용이 「에
너지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의 등록기준 강화,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범위 및 사후관리 방법 신설 등을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틀이 갖추어졌음

- 2009년 1월에는 대규모 건물에 대한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음

¡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국가의 에너지수요부분을 소관하는 법률로
서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절약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계
획 수립, 지원제도와 함께 관련 규제도 포함하고 있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향상을 달성하
는 데에 목적을 둔 법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직접 관
련된 법률이므로 연구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함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1987년 12월 4
일 법률 제3990호로 제정되었고, 당시 법률의 제명은 현행과 같지 않고, “대
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었음

¡ 동 법률은 에너지원 중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으
며 에너지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의 증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의 확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라고 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률은 당연히 이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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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
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
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임(스턴 보고서(Stern Review), 2006)

¡ 2050년에는 세계적으로 사용에너지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고,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향상을 통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줄임
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현행 에너지법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을 구체적인 제도로 수용하지 않
고는 에너지법제의 존립에 관한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에너지법제에서 저탄
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제도를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발생가능한 에너지법제
의 문제점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법제개선방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일차적으로 문헌연구에서 출발함

¡ 이를 위하여 국회에서 논의된 에너지법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국회에 제출된 에너지관련 법률이 제·개정된 사항과 제개정시 입법으로 실
현되지 못한 법률의 내용도 분석하여 합리적인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에너지법제에 관한 학술저널과 보고서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법학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방안을 제시함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에너지법제에 관한 외국과 국내에서 연구된 성과
물을 조사하고, 실제 외국의 법제가 운영되는 실태를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분
석하여 외국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비판적으로 분석
하는 전략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에너지법제분야의 에너지종류별로 전문가의 기초
지식을 활용하고,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법제분야와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
른 법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전문가회의와 토론회를 필요시에 개
최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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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에너지 법제
I.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에너지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에너지법제 현황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배경

¡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고,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기존

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도 한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
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에 있고, 녹
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
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으로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임

¡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원과 에너지로 대별되는 요소의 대량투
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됨

- EU 등 선진 국가들은 녹색기술에 기반하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
의 성장을 이끌어 냄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에너지분야에서 에너지원분야에서 재생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
한 기술개발, 자동차 분야에서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임

¡ 최근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기존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매장 자원의 고갈
과 에너지에 대한 주요 국가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미래의 에너지 확보 상
황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정과 산업구조와 연계속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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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수 없음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통해 한국경
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고, 수출주도형 산업화, 중화학공업 육성,
경제의 글로벌화를 통해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 1990년대 이후 R&D 투자확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서 세계 1~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
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여 에너지 수급
과 가격의 불안정성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국가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에
너지 소비효율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 및 온실가
스1) 감축을 위한 대응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임

¡ 세계경제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
가, 에너지·자원 공급능력의 제약 등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기조로 전환되고 있음2)

-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환경이슈에 대해
서 미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07년 12월 UN의 주도로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어 선
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Post-2012 협상 프로세스가 출범하여, 우리나
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그 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2008년 전 세계적으
로 전파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성장의 패러
다임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며, 에너지 및 산업정책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
향으로 재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됨으로서 “녹색성장은 온
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책방향이 설
정됨
1) 온실가스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포함하여 「에너지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종영,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CCS)
에 관한 법적 문제,법제연구,통권 제4
2호,3
2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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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 대국이면서 97%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에 우리나
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의 재난이 커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
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에너지 법제를 저탄소 녹색성장3)으로 도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선 저
탄소 녹색법제의 개념과 범위라고 할 수 있음

¡ 에너지법제 중 어떠한 법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법제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녹색법제의 범주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범주가 결정되어야 이를 토대로
그에 대한 정비, 상충·중복되는 법제 간의 조정, 관련 외국 입법례의 연구 등
이 가능할 것임

¡ 에너지법제는 에너지수급, 에너지안전, 에너지사업, 에너지이용, 신재생에너지
법과 같은 특수에너지의 보급촉진에 관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중 어
떠한 개별법들이 녹색법제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기
본법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타 법령의 입법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
분은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및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녹색성장
에 대한 가장 상위의 5년 단위 계획으로서 녹색성장의 3대 전략, 10대 정책방
향을 제시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국가전략 하위의 5년 단위 중기계
획으로서 10대 정책방향을 1차 세분화하여 50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더 구체화 하여 387개 개별과제를 도출하였음4)

¡ 에너지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면 태양에너지 분야의 경우에 기존 화
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규모가 7~11배에 이를 정도로 높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보급 등으로 2007년 1만4000명인 고용규모를

2012년 10만 수준으로 확대할 전망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
발 투자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해 2020년이면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에서 선도국 역할을 하고, 그린홈 100만 가구 공급, 세계 4대 그린카 생
3)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생되는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산업에서 미래 유망품
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해 새성장동력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
하고 있다(http://green.korea.kr).
4) 이종영,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법제연구,통권 제40호(
20
11/
6)
,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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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국 진입에 나서기로 했음

¡ 에너지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율은 높은 친환경적 주택, 콤팩트 시티형 도시
개발, 농산촌 지역 탄소순환마을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음

¡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가스의 경우, 80% 이상이 에너지에서 배출
되고 있음에도 그간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이 따로 수립되고 시행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수요관리가 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학계·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후변화와 에너지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며, 경제·
산업·기술·국토·환경, 국민의식 및 행동에 걸친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
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본법을 제·개정하기 보다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범정부적인 인식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이 제정되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 제정 시 “에너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
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및 에너지기본계획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에 포함됨으로서 양 법률간 정합성의 확보를 위하여 2010년 1월 “에너
지기본법”의 제명을 「에너지법」으로 개정하였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목적을 분석하면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
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
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
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
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음

¡ 동법에서 에너지 및 산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색경제·녹색산업
의 육성·지원 시책의 마련(법 제22조 및 제23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법 제29조),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
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법 제40조 및 제41조), 온실가스 감
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
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의 설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법 제42조, 제44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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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법이 타 법률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기본법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저탄소 녹
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
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동법 제정을 계기로 에너
지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녹색성장의 개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저탄소’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
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에서 먼저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제정되었고, 녹색성장은 성장과
환경보호의 관계에서 볼 때 환경보호보다는 성장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하여
야 할 것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에 대한 해석은 소극적 또는 적
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기존에 국가가 성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보호를 국가의 성장정책에 반영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5)

¡ 녹색성장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중심을 둔 개념이므로 녹색성장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성장과 환경보호가 더 이상 조
정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환경보호가 성장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됨

5) 은종환, 녹색성장의 개념과 방향, 에코시안 리포트, 제23호(2009.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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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환경보호를 포함하여 생태효율성
을 높이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성과 환경성을 조화시키는 개
념을 녹색성장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녹색성장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라
고 할 수 있음

¡ “녹색성장”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필요성에 관한 의문이 있게 됨

¡ 소극적 측면에서 녹색성장은 사실 이미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과 같은 법률에서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
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가능하고, 녹색성장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녹색성장에 따른 정책적 방향은 지난 1, 2차 오일쇼크 때와 같이 ‘한 등
끄기’ 운동 정도에 만족하게 됨6)

¡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녹색성장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개
발, 산업발전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음

¡ 소극적 의미의 녹색성장이 환경보호가 성장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러
한 장애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성장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
데 반해, 적극적 의미의 녹색성장이란 성장의 동력을 ‘녹색’으로 상징되는
환경기초기술․환경산업기술․환경건설토목기술 등의 개발을 통하여 환경산업,
환경컨설팅산업, 환경금융산업, 환경도시건설산업을 국가의 선도산업으로 육
성·촉진 및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7)

¡ 녹색성장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녹색성장정책은 독일이나 덴마크와
같이 풍력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고, 태
양광 발전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을 통하여 성장을 이끄는 등의 정책
으로 귀착하게 됨8)
6) 이종영, 녹색성장과 산업법제의 대응,법제연구,통권 36
호(
2009/
6)
,143
면 이하.
7)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은 ①저탄소정책: 생태효율성 향상, ②녹색기술을 새로운 성
장동력으로 하는 기후친화적 산업의 집중육성, ③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IT, BT, NT기술 등의 융합녹색기술
의 개발, ④새로운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일자리 창출, ⑤기업의 경쟁력 강화: 세계 친환경시
장 선점, ⑥국토․도시․건축․교통․ 개조: 콤팩트시티형 저탄소 공간구조 지향, ⑦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탄소라벨링 및 에코효율성지표 개발, ⑧교육․환경정책: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가상세계, 원격학습, 방통융합, 가
상현실 등 5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 ⑨환경친화적 세제정책: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되, 법인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하여 조세 중립성 유지, ⑩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 그린 코리아 마케팅, 그린리더십 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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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자원생산성 향상
은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 산업에 필요한
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에 적합한 법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

¡ 기후변화와 고유가로 인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의 개념을 녹색성장을 통하여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체계적이고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하겠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나타난 녹색성장의 의미는 법률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할 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녹색성장’과 ‘저탄소’의 개념을 상호 결합한 것도 역시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성장을 견인하
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절약분야와 환경산업분야를 종래와
같이 생존을 위하여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
재생에너지산업 및 환경산업을 국가의 성장을 위한 선도산업으로 하여 다른
산업을 견인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음

(3) 에너지법제

¡ 에너지 법제는 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법제인 「광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에너지법」, 에너지의 수요관리와 관련된 법제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법제인 「전기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법」, 「전기공사업법」, 「석탄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 안전
과 관련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의 절
약과 효율성 향상에 관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이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에너지 자립도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8) 이종영, 녹색성장과 산업법제의 대응,법제연구,통권 36
호(
2009/
6)
,139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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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 다변화 등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제39조),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제

41조), 에너지 절약 목표, 에너지 이용효율목표, 에너지 자립목표, 신·재생에
너지 보급 목표의 관리(제42조), 전력 네트워크의 지능화·고도화(제27조)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에너지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에너
지계획 수립(제7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제12
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제13조),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등의 사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제14
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제4조), 국가·지
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제8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
자계획 수립(제9조),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서 에너지사용
사업을 실시하는 자의 에너지사용계획 제출의무(제10조, 제11조, 제12조), 에
너지공급자에 대한 이용효율 향상 의무 부과(2010년 국회 제출 예정 개정법
률안) 등을 정하고 있음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
한 기본계획 수립(제5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및 그 사업비의 사용 용도(제9조 및 제10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연구사업 실시(제11조), 에너지관련 산업 영위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에의 투자·출연 권고(제12조), 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부여(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인증
서 발급(제12조의7),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수입자에 대한 인증 등(제13
조),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등(제17조 및 제18
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제2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제21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
산의 임대 등(제26조),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지정 등 신·재생에너지 보
급사업 실시(제27조),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제28
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자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제

29조), 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제30조) 등을 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수립
9) 이종영, 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연구,환경법연구,제33집 제1호(
201
1/
4)
,167
면 이하.

- 14 -

(제47조),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및 기금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자 지
원 사업, 전력 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용 근
거 등(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등을 정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대기오염물
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등을 포함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제3조), 집
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제8
조) 등을 정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능형 전력망 구축의 안정
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등을 정하고 있음

2.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법제적 현황과 문제점
(1)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근거의 법제적 부적합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이 진행 중에 있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3항에서 포함하
여야 하는 사항으로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
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
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
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에너지의 수급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
련된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사용,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성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과는 실질적으로 관련
이 없는 에너지원의 구성,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안전 등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고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본질적인 사항은 에너지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이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 안전관리, 에너지믹스분야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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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음

¡ 에너지기본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설정하
고, 분야별 에너지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규정임

¡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저탄소 녹색성장보다는 오히려 에너지전반에 대한 사항
을 종합적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과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에너지관련 법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의 절약, 효율성 향상,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의 에너지수
급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게
되고, 법률의 규정에서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 연혁적으로 볼 때에도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법”에서 근거를 두고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임

¡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근거가

되었던

당시

“에너지기본법”은

실질적으로

에너지분야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에너지의 개발, 안전적 공급, 에너
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법률이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는 법률임

¡ “에너지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타법개정으로 제
명도

“에너지기본법”에서

「에너지법」으로

변경되고,

“에너지기본법”의

핵심적인 규정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이 규정이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전되었음

¡ “에너지기본법”은 국제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관
련 계획 및 정책을 장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수립ㆍ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추진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위
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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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로 정부입법으로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제17대 국회의 의원(조승수
의원, 김성조의원)도 “에너지기본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에
서 정부안과 양 국회의원의 안을 통합하여 “에너지기본법(안)”으로 결정하
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었음

¡ 「에너지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게 된 배경은 당시에 이미 에너지관련
법률이 28개가 있었으나 에너지에 관련된 법률간에 연계를 통한 에너지정책
과 법률의 일체성을 지향하는 법률이 없었음
구

분

에너지원별(
7개)

기 능 별(
9개)

기 관 설 립(
6
개)

기

타(
6개)

법

률

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전기사업법」,「석탄산업
법」,「광업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도시가스 사업
법」,「집단에너지 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광산보안법」,
「송유관안전 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
법」,「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
한 법률」,「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대한광업진흥공사
법」,「대한석탄공사법」,「전기공사공제 조합법」,「한국가
스공사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전기공사업법」,「발전
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전력기술관리법」,「전원개
발에 관한 특례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당시에 에너지 관련 법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기본법이나 일반법 없이 에너지원 또는 기능 위주의 개별법들이 에너
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병렬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었음

¡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규정되어 있는 몇몇 기본법적 성격의 조항
들(제1장 총칙 및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 등)이 에너지 관련 법제 및 정책
의 방향성 및 기본원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당시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에너지 관련 법제 및 정책에 있어서의 기본법적 역할을 일부
담당하여 왔음

¡ 이로 인하여 에너지 관련 법제에 있어서 기본법 내지 일반법의 부재에 대해
서는 우선, 국가 에너지정책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의 에너지
관련 법제는 에너지원별 및 기능별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
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 당해 개별법 및 사업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음

¡ 에너지관련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추진되는 관련 시책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에너지원별 또는 기능별 수급계획 등도 수평적인 관계에 있게 되어 국가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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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물론이고 각 시책 및 계획간 유기적 연계성도 떨어
지는 문제가 있음

¡ 물론 당시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일정부분 기본법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규율범위 및 규율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동법
의 제정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에너지 관련 법률들과 일관된 체계와 내용적 통
일성을 유지하고 있지도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의미의 기본
법으로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유사한 취지에서 비판되고 있었
음

¡ 또한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산업부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
에 해당하여 에너지정책은 국정의 전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광범위하고 종
합적인 관리대상영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에너지수급의 해외의
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국가에너지정책
내지 전략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장기적․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
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에너지 관련 개별법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
제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는 것은 입법적 불비라는 비판이 에너지분야의 전
문가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음

¡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법체계의 정점을 이루는 기본법의 부재는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에 대한 즉각적이고 통일적인 민관의 대응능력 및 적응성
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었음

¡ 특히, 최근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사회수용적․형평적 에
너지정책의 수립․추진 필요성과 관련하여 에너지원별․기능별 개별법 위주의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행의 법체계는 이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도 제기되었음

¡ 현행 에너지 관련 법제에 대한 문제의식 내지 비판적 견해에 입각한 에너지
관련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당시
에 정부․학계 및 관련 시민단체들에 그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기본
법 제정의 필요성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첫째, “에너지기본법”을 정점으로 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개별법 및 정책간의 유기적인 연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여 향후 전개될 국내외 에너지환경의 변화 및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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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에너지문제를 산업부문에 국한된 문
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에너지정책
의 수립․추진의 전 과정에서의 국가의사결정에 관련 부처 및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 상호협력과 이해증진 및 사회적 수
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도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있었음

- 셋째, 에너지정책이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에너지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를 실현하
고, 에너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체계의 정비 및 정책의 수립․집행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었음

¡ 국회도 에너지 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입법적 조치를 하고자 노력하였는바, 지난 16대 후반에 의원입법(지난 16대
국회 후반에 김성조의원 등 34인이 “에너지정책기본법(안)”을 발의하여 에
너지 관련 법제에 있어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으로 에너지정
책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였고, 17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

(안)”과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은 이러한 입법적 노
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에너지기본법”은 제6조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7
조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은 장기적인 관점
에서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었음

¡ 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기본법의 핵심적인 규정으로서 당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부터 제6조를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규정들이었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가장 대표적인
기본법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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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1)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는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
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다음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

-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
기적으로 향상시킴

-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함

-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
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함

-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
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

-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
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함

-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
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함

(2)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규정의 법제적 문제점

¡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기본법”이 존재하였던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였는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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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본계획과 같이 동 규정은 “에너지기본법” 제3조에 규정되었던 사
항인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의하여 이관된 규정이었음

¡ “에너지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내용적
으로 완전하게 동일한 사항은 아니었으나 기본적인 차이점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에너지기본법” 제3조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
급 실현,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
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산업·환경·안보·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
추진,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 등으로 우
선순위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우선으로 명시하였음

¡ 이에 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화석에너지원의 단계적 축소를 가장 먼저 명시함으로써 동법률의 목적에 합
치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근본적으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기본계획
의 수립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에
너지기본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에너지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에너지기본계획과 불가분관계에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
으나 관련성의 정도에서 “에너지기본법”이나 「에너지법」보다는 후순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의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도 “에너지 기본법” 또는 「에너지법」으
로 이관함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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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1) 목표관리제도의 도입과 현황

¡ 정부는 2009년 11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국가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10) 대비 30%를 감축키로 결정하였음

¡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
(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임

¡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2010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음

¡ 국가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한국에 특유한 목표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서 명문화하게 되었음

¡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국내 대표적인 산업ㆍ발전 분야 374개 업체가 온실가스ㆍ에너지를
매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정부의 목표관리 대상 업체로 최종 지정되었
음

¡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감축에 따
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대ㆍ중소 그린 크레디트 제도’등 지원대책을
발표했음

- 지식경제부는 2010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으로 업체(법인) 167개,
사업장 207개 등 모두 374개사를 지정해 고시하고, 관리대상 업체는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각각 12만

5000tCO₂, 500TJ(테라줄. 1TJ는 23.88TOE(석유환산톤))이고, 관리대상 사업장
은 각각 2만5000tCO₂, 100TJ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산업ㆍ발전 분야 374개 업체는
건물ㆍ교통, 농업ㆍ축산, 폐기물 등 다른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관리대상 업
체 470개의 약 80%에 달하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과 에너지사용총량의

10) BAU(Business As Usual)는 특별한 조치(저탄소녹색성장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한다.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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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8.2%와 40.6%를 차지함

- 374개사는 평균 종업원수 140명, 평균 매출 700억원 규모의 업체들임
- 해당 업체들은 2011년 9월까지 개별적으로 감축목표를 할당받고, 2012년부터
의무 감축을 이행해야 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외
명단 공개로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정부는 대상업체 374개 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은 120개로 전체의 32.1% 수준
이며, 2014년까지 전체 산업ㆍ발전분야 관리업체가 560여개로 늘어나면 중소
기업 비중은 40%(220여개)로 증가할 전망임

¡ 지식경제부는 우선 대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감축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린 크레디트(Green Credit)제
도”를 도입키로 했음

¡ “그린 크레디트(Green Credit)제도”는 이미 온실가스ㆍ에너지를 상당 감축
해 감축여력이 낮으나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과 감축 여지가 높지만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음

- 정부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며, 별도 위
원회를 구성해 대기업의 감축실적 인정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며, 대기업과 중
소기업간 매칭을 위해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
회 등이 중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음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은 대상업체는 2014년에 농축산·
폐기물·교통·건축물을 제외한 산업·발전 분야 지정업체는 560개로 늘어나
고, 이 중 중소기업은 약 40%인 220개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 대상기준은 사업장별로는 온실
가스배출 2만5000톤, 에너지사용량 기준 100TJ이고, 기업별로는 온실가스 12
만5000톤에 에너지사용량 500TJ임

¡ 하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약 600여개의 사업장이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산업계에서는 아직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군소
한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불공평하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음

¡ [목표관리제의 부처별 역할] 환경부는 총괄기관으로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온실가스․에너지관리목
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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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부(산업․발전분야), 농림수산식품부(농업․축산분야), 환경부(폐기물분야), 국
토해양부(건물․교통분야)는 부문별관장기관으로 각각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목
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각각 평가함

¡ [관리업체의 선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
음

- 첫째,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
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25

kilotonnes CO2-eq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7.5 kilotonnes
CO2-eq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50 kilotonnes CO2-eq 이
상이어야 하고,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되는 기준: 5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35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0 terajoules 이상에 모
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함

- 둘째,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총량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25 kilotonnes CO2-eq 이상; 2012년 1월 1일부
터 적용되는 기준: 20 kilotonnes CO2-eq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5 kliotonnes CO2-eq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9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기준: 80 terajoules 이상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
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이어야 함

¡ [관리업체의 선정절차] 관리업체 선정기준에 합치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관리업체를 지정하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
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
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함

¡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의 방법]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목표는 관리업체별로 예
상배출량을 개별협상한 후 감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산정함

- ‘업체별’ 목표(배출허용량) = ‘12년 예상배출량〔(기존시설 기준(‘07~’09
평균) 배출량 × 예상성장률) + 신․증설 예상배출량〕 × 업종 감축계수

* 감축계수 = ‘업종별’ 목표(배출허용량) / ‘업체별’ 예상배출량 합계
- 에너지 사용량 목표는 ‘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 부생가스 등 제외) 사용량
에 대해 온실가스 목표와 동일방식으로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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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시설 기준년도 배출량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명세서에 기재된 기존시설
의 2007년부터 200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함

- 일반시설은 3개년 평균, 기준년도 기간 중 신․증설 시설이 발생한 경우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1년간 배출량에 따라 산정함
- 기존시설 예상성장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의 가동률, 활동자료, 제품
생산량 등의 기준년도대비 2012년 예상증감률을 말함

- 예상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매출액, 생산량, 가동률 등)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함

- 신․증설시설 예상배출량은 2010년 1월 이후 가동개시한 배출시설의 2012년 예
상배출량을 말함

- 신․증설시설 산정근거를(사업 준공내역서 및 착수계 등) 바탕으로 설계용량,
가동일수, 평균 원단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관리업체의 목표설정 절차]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 우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목표설정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민간전
문가로 구성된 목표설정협의체를 구성함

- 부문별 관장기관은 동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함

-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
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감축목표이행실적보고]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을 전자적 방식으
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
장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제출함

¡ [개선조치명령]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
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보고·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함

¡ [명세서의 작성․보고] 관리업체는 동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온실가
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
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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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새로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부문
의 목표관리 대상으로 46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28일 발표했음

¡ 이번에 지정된 건물·교통부문 관리업체 중 건물 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
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8개 등 총 35개 업체이며, 교통부문은 여객
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돼 있
음

¡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2011년 9월에는 감축목표
를 설정하고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됨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온실가스감축과 관리를 위한 규제제도와 녹색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제도도 포함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무개중심은 에너지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와 대규모 온실가스배출원에 대한 보고제도, 온실가
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에 있음

¡ 현재 지구상에 온실가스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
합, 배출권거래제에 가입하고 있는 27개국을 포함하여 미국․호주․일본 등도 온
실가스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의 체계적
인 관리에 필요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국내의 정치적․경제적 문제로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2010년에 비로소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무를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정도의 입법수준에 머물고 있고, 일본은 온실가스배출량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임

¡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의 국제적인 수준을 비교할 때에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실행하는 우리나라는 최소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에서
선도적 국가에 속함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연간 2만 5천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
업장 또는 사업장 합계 연간 12만 5천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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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량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관리임

¡ 하루에 온실가스 2만 5천톤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하루에 약 22톤의 석유를
연소시켜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이고, 이러한 사업장
을 국가 전체적으로 약 600개 정도이고, 국가전체의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70%에 해당함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목표치를 정하는 기준을 제정하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지원,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직접적 관리를 함

¡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간의 중복이나 누락 등에 관한
조정, 관장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 등도 수행하게 됨

¡ 정부는 매년 6월까지 선정기준에 따라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업
체로 지정된 업체는 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관리업체로 선정
된 기업 또는 사업장은 9월까지 차년도 온실가스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
의 목표가 부과되고, 해당 업체는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1년간 이행계획을 실행한 기업 또는 사업장은 차차년도 3월까지 이행실적 보
고서와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를 제3자 전문기관의 검정을 거쳐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하고, 정부는 제출받은 검정보고서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선명
령을 내리게 됨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문제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근거
조문임

¡ 동조문은 전체가 1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표관리제도에 관한 실질적
규정은 제42조제4항부터 제11항임

¡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2020년까지 BAU대비 30%
로 정하고 있고,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감축목표와 부문별 감축목표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

¡ 연도별 감축목표와 부문별 감축목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
고,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사전에 거
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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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관리제도에서 관리대상업체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
리대상업체로의 선정과 선정된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을 위하여는 동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목표설정협의체를 구성
하도록 하고 있음

¡ 설정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현재 전적으로 환경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 설정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
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

¡ 목표관리제도상 온실가스의 관리대상업체의 선정과 목표설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거래대상
업체의 지정과 배출권의 할당과 실체적으로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 다만, 목표관리제도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목표관
리제는 선정된 관리대상업체가 설정된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과태
료부과처분을 받는 데 반하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할당된 온실가스감축량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배출권시장에서 구매함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임

¡ 이러한 측면에서 목표관리제도에서 관리대상업체의 선정과 목표설정은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과 할당과 동일한 대상
업체에 대한 영업자유의 제한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구
체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배출권거래제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항을 환경부
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동법 제42조제9항에 의하면 관리업체는 목표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
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을 환경부의 고시로 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검증기관의 지정은 검증기관의 측면에서 영업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받
지 못하는 기관은 검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검증기관
의 지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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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선방안
1. 에너지기본계획의 규정 삭제필요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화석에너지의 감축, 에너지효율성 향상,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만이 아님

¡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격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에서 안정성보장이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기존에 에너지정책에서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졌던 화석에너지의 감축,
에너지효율성 향상,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도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중요한 위상
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부상하면서 제정
된 법률이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국제사회의 회원
국으로 요구되는 국가적 과제를 성장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산업발전의 새
로운 기회로 이용하기 위한 법률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적합성에 관하여는 논외로 하고, 동법률이 제
정됨으로 인하여 에너지법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의하여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이 정체불명의 「에너지법」으로 제
명이 변경되었음

¡ “에너지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명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주된 에너지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고, 부수적으로

「에너지법」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특이한 형태의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음

¡ 에너지법분야에 두 개의 기본법을 가지게 되는 법체계가 현행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등장한 것은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 포함되지 않아도 동법률은 충분하게 저탄소 녹색성장분야에서 기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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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그러나 에너지분야에서 기존의 “에너지기본법”의 지위를 박탈하고, 일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흡수하고, 잔여적 규정을 「에너지법」이라
는 제명 하에 남겨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분야에 관한 국가의
법정책을 희생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모든 법률은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관련된 법률과 조화적인 관계를 가
지고 있어야 법률은 국가의 질서유지와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특정된 정권에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판단하여 정권의 아젠다로 부각한다고
하여 국가적으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에너지분야의 법체계를 희생양으로 요
구하게 되면, 국가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도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나 에너지의 수급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업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현행 「에너지법」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의 상태인 “에너지기본법”으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를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2.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은 에너지기본계획과 불
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에너지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실체적인 효력보다는 선언적이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보다는 “에너지기본
법” 또는 「에너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함

¡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의 긴밀도가 높은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에너
지기본법” 또는 「에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현행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면 제명도 “에너지
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은 기본
법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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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관리제의 개선방안
¡ 현행 목표관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고, 기본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대체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음

¡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는 배출권거래제도보
다는 목표관리제도가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다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써 양 제도간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배출권거래제도가 정착되면 목
표관리제는 실제적 기능이 거의 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단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업체가 아닌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비교
적 적은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량의 감축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점차적으로 대상업체가 확장
되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목표관리제도는 완전하게 폐기하
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목표
관리제도는 법치국가원칙에서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적지 않게 있음

¡ 특히 목표관리대상업체 또는 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에 대한 목표설정에 관하
여는 중요한 사항을 대부분 환경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점은 법률유보원
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목표관리대상업체에 대한 목표설정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과 목표설정기준 등
에 관한 사항도 최소한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어야 하고, 목표설정의 기준도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의 할당을 독립
된 법률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정도의 최소한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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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기요금 관리 법제
I. 전기요금에 관한 법제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 전기는 1차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편리한 사용과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전환한 2차 에너지임

¡ 전기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산업, 교육,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비례하여 전기요금도 전기사용자의 전기절약과 효율성이 높은 전기용품
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전기소비자의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11)

¡ 전기공급 사업자는 전력망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전기분야에서 특징이
라고 할 수 있음

¡ 전력망 독점사업은 시장경제질서와 거리가 있는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순
수하게 시장경제의 주역인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의 자율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지 않음

¡ 독점사업은 이미 그 자체에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가격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국가가 가격결정에 일정한 부분 간여하지 않
을 수 없음

¡ 2011년 겨울은 다른 해 겨울보다 유난스레 추웠고, 전기난방이 급증하게 되었
는데, 그 원인은 발전에 사용되는 1차 에너지보다 전기요금이 저렴하여 가스
난방이나 석유, 석탄 난방이 급속하게 전기난방기로 교체된 데에 있었음

¡ 2011년 겨울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고, 전기난방기기의 증가
는 겨울 최대전력에서 25% 이상을 차지하였음

¡ 특히 상업용의 난방부하는 통계적으로 두드러지게 증가함으로 인하여 전기사
용량의 피크로 인하여 정부는 필요에 따라 단전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게
11) G.Jansen, Die Ermittlung der Kosten für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snetze, S.121 ff.;
J.F.Baur/K.Henk-Merten, Preisaufsicht über Netznutzungsentgelte, RdE 2002, 193 ff.; P.Salje, Die
Kalkulation von Netznutzungsentgelten seit dem 1.1.2004, ET 2004, 10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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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 전기난방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
이었고,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2011년 에너지법분야에
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음

¡ 전기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은 첫째,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으로 인하여 비
효율적인 전기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고급에너지인 전기요금이 전기를 생산하는 석유나 도시가스와 같은 1차 에너
지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에너지소비자는 전기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
하는 방향으로 소비행위를 정하게 됨

- 대표적으로 교육청은 학교의 난방시설을 기존의 석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를
전기난방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12)

- 실제 2011년 1월의 혹한에 동계 전기피크 유발은 전기난방기에 기인하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음13)

- 저렴한 전기요금은 전력소비량을 비효율적으로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전기에
너지의 발전원인 1차 에너지사용을 비효율적으로 증가시키게 됨

¡ 둘째, 전기요금의 저가정책은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고착화하게 되어, 2004년
이후 도시가스 및 등유가격은 45%가량 인상되었으나 전기요금은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13% 정도가 인상되는 수준이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다소비 구조이고,14) 이러한 원인은 전기
요금의 저가정책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배출저감을 위한 정책에 많은 한계를 가져올 수 있음

¡ 셋째, 저가 전기요금정책은 발전사인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한국전력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로 신규 발전
소 건설과 해외사업추진에 장애를 받고 있음

- 한국전력은 2008년 이후 연속된 적자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15) 국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전적격심사에서
입찰자의 재무능력은 기술력과 같이 중요한 사항임16)
12)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전기냉난방기(EHP:Electric Heat Pump)는 4kW 기준 약 5백만원을 지원하고, 교실당
1-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방안을 정하고 있다.
13) 국내에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전기냉난방기는 40만대 이상이 보급되어 겨울철 전기피크수요의 증가요인이
다. 이로 인하여 전기냉난방기에 의한 전기사용량은 206만kW로 추정되고 있다. 전기냉난방기의 누적보급량은
2001년 6만 7천대, 2007년 15만 5천대, 2008년 24만 9천대, 2009년 33만 9천이고, 급기야 2010년 11월에
40만 3천대에 이르고 있다.
14)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전력사용량이 OECD 평균의 1.7배이다.
15) 한국전력은 최근 3년간 누적적자 규모가 영업손실 6.4조원, 당기순이익 3.1조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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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의 악화는 해외사업의
추진에 당연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17)

¡ 무엇보다도 저렴한 전기요금은 전기의 절약을 둔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기
용품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전기용품을 개발하거나 수
입하도록 하는 동인을 말살하게 됨

2.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 결정
(1) 교육용전기요금의 특례

¡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학교 공공요금의 약 50%를 차지함으로서 학교 재정에
전기요금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어, 현재 계약종별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100% 수준을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
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의2를 신설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되었음18)

¡ 당시 동법률안은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을 산업용전력 요금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요금수준을 정하는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음

¡ 현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체제19)에 의하면
1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Pre-Qualification)는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7) 실제 한국전력은 인도네시아 발리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관한 해외입찰에서 최근 3개년 순이익을 기준으
로 재무능력을 평가 받았으나 2년 연속 적자로 심사에 탈락하였다.
18)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3;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714.
19)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정책적 요인을 반영한 종별요금제 운용(단위: 원/kWh, %)>
종 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평 균

적용범위
주거용
공공,영업용
학교, 박물관 등
갑
광업,공업용
을.병
농업,어업용
가로등,보안등

'03년 실적
'08년 실적
*)
판매단가(지수)
판매단가(지수)
총괄원가(지수)
88.00(118)
97.58(124)
102.02(123)
100.59(135)
95.30(121)
90.12(109)
90.24(121)
78.58(99)
87.05(105)
80.02(107)
79.71(101)
89.64(108)
57.67(77)
64.53(82)
69.14(83)
43.45(58)
42.38(54)
108.19(130)
65.75(88)
72.50(92)
88.35(106)
74.68(100)
78.76(100)
82.97(100)
* 판매단가= 전기판매수입 / 전기판매량: *)총괄원가는 '07년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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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는 주택용, 공공기관 등의 일반용,
산업용(갑)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산업용(을, 병), 농사용 보다는 높은 수준
임20)

¡ 정부의 저가전기요금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도에 약 3조원
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용도
별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음

¡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도 비교적 저가로 공급됨으로써 많은 학교에서 1차 에
너지 난방에서 전기난방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어,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시기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어 향후 전기피크 발생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학교에서 냉난방기를 전기냉방난기로 교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렴한
전기요금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적합한 방향의 제
도개선이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제안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용도별로 전기요금의
부가기준을 정하고 요금수준을 명문화 하는 것은 왜곡된 요금체계를 고착화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음21)

(2)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화

¡ 전기요금에 관한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분야는 한국전력이
발전, 송전 및 배전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
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식경제
부장관이 이러한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에 국회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이 국가의 물가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식경제
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전기공급약관22)의 전기요금체계
20) 2008년 11월까지 산업용요금은 20.5% 인상한 반면, 교육용요금은 14.1% 인하하여 전기사용행태가 유사한
산업용(갑)에 비해서 요금수준이 약간 낮은 상황이다. 2007년말 기준 원가보상률 96.3%로 종합원가보상률
(101.9%)보다 낮아짐. 즉 다른 부문에서 교육용으로 약 238억원의 교차보조가 발생함. ('07년 판매량기준).
21)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2, 13면 이하.
22)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제16조의2는 전기공급 약관의 종류를 기본공급약관, 선택공급약관, 보완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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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 현재 「전기사업법」의
개정법률안으로 제출되었음

¡ 현행 전기요금의 결정시스템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 후에 지식경제부에 인가신청을 의뢰하고, 인가신청을 받은 지식경
제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전기위원회에 속한 “전기
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가함

¡ 전기요금의 결정과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전기요금 변
경을 하는 경우에 2010년 기준으로 전력판매량의 47.7%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6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도 현행 「전기사업법」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를 국회에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기공급약관의 전기요금체계 등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음23)

¡ 현재 정부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으면 전
기요금 관련 자료를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에너지법」 제20
조는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에게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을 국
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법률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은 현재 「국가재정법」 제
7조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제출, 「국가균형발전법」 제21조의 지역발전주요
시책 보고서 제출, 「교통안전법」 제10조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
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대한 약관을 말한다. 선택공
급약관은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고, 보완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구역
전기사업자 간 거래를 위한 약관이다.
23)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4, 21면 이하 참조.
<현행 전기요금체계 현황>
(단위: 원/kWh, 원가회수율은 %)
판매량
판매
원가
종 별
적용범위
요 금 체 계
비중(%)
단가
회수율
주택용
주거용
․6단계 누진요금제
20.3
119.85
93.7
․계절별 차등(7～8월 고율)
일반용
공공, 영업용
25.8
98.93
99.4
․1,0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교육용
학교, 박물관 등 ․계절별 차등(7～8월 고율)
1.7
87.23
90.1
․계절별 차등(7～8월 고율)
산업용
광업, 공업용
47.7
76.63
96.5
․3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농사용
농업, 어업용
․단일요금(갑, 을, 병 차등)
1.2
42.54
36.5
가로등
가로, 보안등
․단일요금
0.7
81.13
88
심야전력
․계절별 차등(11～2월 고율)
2.7
50.49
73.6
평 균
100%
86.12
93.7
* 판매량 비중, 판매단가 등은 ’10년 실적 기준, 원가회수율은 ’10. 8. 1 요금조정시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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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추진상황 보고서 제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국방개혁 향후
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음

¡ 국회보고의무의 대상은 주로 법률에 의해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
고, 공공요금의 인가에 관하여는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한 입법례는 없음

¡ 공공요금은 한편으로 시장적 요소와 다른 한편으로 정책적 요소라는 양면적
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가격은 시장질서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국가가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임

¡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국가가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한 경우에 개입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24)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전기요금체계에 대하여 현재 행정부에서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까지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방안이
라고 할 수 없음

¡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전기공급약관의 개정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에 전기사용자는 전기공급약관의 시행 전에 한전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5)

¡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사업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전기공급약관의
전기요금체계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
경제질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3. 전기요금 인가의 제한
¡ 에너지법상의 또 다른 이슈로는 2011년 혹한기에 발생한 전기사용량의 증대
로 인한 전기부족에 대한 원인으로 제기된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관한 문제임

¡ 현행 전기요금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용도별로 가격기준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고, 특히 교육용전기에 대하여 저렴한 전기요금기준이 적용되므로 인해 학
교의 냉난방기기를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교육청이 유도하고 있음

24) W.-S.Zylka, Marktaufsicht im Stromhandel, 36 ff.; G.Jansen, aaO., S.145 ff.; S.Schulte-Beckhausen,
Stromhandel - Möglichkeiten und Grenzen im neuen europäischen und nationalen Ordnungsrahmen für
Energie, RdE 1999, 51 ff.
25)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4, 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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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급격하게 증대한 전기냉난방기기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혹한이
나 혹서기간동안에 전기사용량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설정에 관한 적절한 수준이 요구되고, 전
기요금의 책정에 관한 절차에 있어 현행 「전기사업법」은 국회의 개입을 명
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으나 국회는 필요한 경우에 상시적으로 전
기요금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어, 「전기사업법」에서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
아도 충분하게 전기요금에 관한 국회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음

¡ 전기요금은 전기소비자의 행위를 직접 전기를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높은 수단이 됨

¡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전기절약 또는 에너지절약을 국가가 유도할 수
없고,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여도 현실화는 요원하
게 됨

¡ 저탄소 녹색성장과 전기요금과의 관계를 보면, 저탄소는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적으로 절약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고, 녹색성장은 전기용품의 제조자에 대하
여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전기용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므로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물가상승이라는 가치보다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기구온난화의 방지, 에너지주권의 확립,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기 때
문에 현실적이지 아니한 전기요금의 인상을 인가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기획
재정부장관의 재량권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Ⅱ. 전기절약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법제
1.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촉진의 필요성
(1) 발전소의 분산화

¡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발전-송․배전-판매’의 단계를 갖는 기존의 단
방향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
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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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가능하게 전기공급을 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함26)

¡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은 공급자가 통제하는 수직적․중앙집중적 전력망인데,
지능형전력망은 공급자와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평적․분산적
전력망임

¡ 지능형전력망은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며 소비
자가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력망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지능형 전력망은 에너지절약과 전기에너지의 첨두부하를 줄
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기존의 에너지사용은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산화탄소는 다른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
로 지목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이미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후변화협약27)을 타결하고 부속의정
서로 교토의정서28)를 채택하였음

¡ 세계 각국은 온난화 예방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금세기 중반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
26) S.Benz, Energieeffizienz durch intelligente Stromzähler - Rechtliche Rahmenbedingunen, ZUR 2008, 457
ff.
27)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감소시킬 목적으로 197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초의 세계기후
변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유엔은 유엔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988년 토론토에서는 “기후와 세계안전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는
2005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20%의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요구하였다. 1990년에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내용을 포함하는 1차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1990년에 “기후변화협약에 관
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a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C)”를 발족시켰다. 지구 전체의 온난화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협의체가 작성한 초안
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소위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으로 채택되었고, 유엔회원국 154개국이 서명함으로써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매년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종영, 녹색성장과 산업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통권 제36호, 2009/6, 140면 이하; 이종영, 독일의 청정개발체계(CDM)에 관한 법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2009/2, 295면이하; Enquete-Kommission des Deutschen Bundestages, Schutz der
Erdatmosphäre, Mehr Zukunft für die Erde - Nachhaltige Energiepolitik für dauerhaften Klimaschutz,
BT-Drs. 12/8600, Bonn 1994; W.Frenz, Klimaschutz und Instrumentenwahl - Zum Stand nach der
Konferenz von Den Haag und vor der Konferenz von Bonn, NuR 2001, S.301 ff.
28) 이에 관하여는 이종영/백옥선, 독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4, 395면 이하; Ch.Bail, Das Klimaregime nach Kyoto, EuZW 1998, S.457 ff.; A.Reuter, Grund- und
Grundrechtsmängel des CO2-Emissionshandels in der EU, RdE 2003, S.262 ff.; C.Weidemann,
Emissionserlaubnis zwischen Markt und Plan - Rechtsstaatsrelevante Probleme des Emissionshandels,
DVBI. 2004, S.72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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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
하는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태양광 발전은 인류가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 태
양광 발전 시스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분산화(分散化)임

¡ 태양광발전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달리 태양전지를 부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심의 빌딩이나 아니면 시골 주택, 광활한 평지나 사막,
심지어 넓은 바다 위에도 어느 곳에도 설치하여 발전할 수 있음

¡ 태양광발전은 규모에 상관없는 만큼 얼마든지 ‘게릴라 발전소’가 출현할
수 있으나 발전의 분산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현재는 기존의 발전소들이 중앙집중식 시스템의 통제에 따라 전력을 생산·
공급하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전국에 설치될 경우 수없이 많은 게릴라 발전소
를 일괄 통제하기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산화된 발전소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
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은 바로 지능형전력망

(Smart Grid)으로 바로 분산화된 발전소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함29)

(2) 전력공급의 안정화

¡ 지능형전력망은 전기계량기에 추가적으로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인터넷망과
같이 전국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중앙통제가 가능함

¡ 지능형전력망은 무계획적이고 분산형인 태양광 전력이나 풍력발전의 정보가
중앙통제소로 집중돼 일괄 처리되면서 효율적으로 발전·송전·배전할 수 있
음

¡ 이러한 측면에서 지능형전력망은 전기흐름을 안정화하는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집집마다 설치되는 지능형전력망의 단말기는 개별 소비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시간대별 전력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전기요금이 경
제적인 시간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함

¡ 또한 지능형전력망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할 때에도
송전량과 가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29) 독일은 전기와 가스의 경쟁을 위한 계량제도의 개방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Öffnung des Messwesens
bei Strom und Gas für Wettbewerb)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미터의 촉진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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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하여 지능형전력망은 에너지법분야에서 중요한 목적인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에너지안보라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이 구축되면,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계절
별․시간대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음30)

¡ 현재 전력시장에서 지능형전력망을 활용한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고, 지능형전력망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능형계량기·
지능형가전․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
상받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이 형성되어야 함

¡ 지능형전력망에 기반하는 지능형계량기는 실시간 전기요금제에 의하여 전기
소비자로 하여금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피크타임에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하여 전력피크가 분산되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전력피크타임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므로 결
과적으로 전기요금의 안정화를 가져옴

¡ 현행 주택용 단일요금 체제에서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제품·서비스가 개
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능형전력망이 구축되면, 전기요금을 계절별·시간대
별로 2~3단계 차등화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을 통하여 전력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음

¡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전력요금이 비싸지 않은 시간대에 전기
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편익 또한 증대시킬 수 있음

¡ 현재의 주택용 단일요금제는 지능형 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제품개발 및 서비
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으나 지능형전력망은 실시간요금제(RTP: Real Time

Pricing)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은 환경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면,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러다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음

30) 지식경제부는 2012년 7월에 발표한 ‘스마트그리드 1차 기본계획’에서 스마트그리드 시장 창출의 지연 원인
을 경직된 전기요금체계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비
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압전력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적용
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규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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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효율성 향상

¡ 지능형전력망은 관련된 지능형전기계량기를 통하여 에너지효율성의 증대와
에너지절약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미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지능형미터기가 개발되어 보급되
어 있고, 지능형전력망과 지능형미터기를 통하여 에너지효율성과 에너지절약
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되고 있음31)

¡ 유럽연합은 「에너지효율성 서비스 지침」32), 「전기에너지 공급안전지침」33)
및 「계량기지침」34)에서 지능형전력망의 도입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음

¡ 에너지효율성 향상은 에너지법에서 새로운 테마라고 할 수 없으나 기후변화
시대에서 가장 시사적이고 매력적인 주제의 하나에 해당함

¡ 기후변화시대에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축으로 재
생에너지정책, 에너지절약정책 및 에너지효율성향상정책으로 구성되는 3개의
요소를 들 수 있음

¡ 법학분야에서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개념은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의대상으로 거론되지도 않고 있음

¡ 일반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은 에너지의 획득, 변환, 분배 및 이용을 하는 때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의미함35)

¡ 에너지효율성은 열, 전기 및 연료로 대변되는 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요
소와 관련되고 에너지의 종합적인 가치창출 연계체계와 관련됨

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은 에너지 자립 및 노후 전력망의 현대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
다. 미국은 2003년에 ｢Grid 2030｣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에 따라 전력망
현대화에 45억불을 투자하였다. 2008년부터 콜로라도주 볼더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스마트계량기 5만여개
및 전기차 600여대 보급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태양광 발전의 계통 연계를 위한 마이크로그리
드 확산을 위하여 2009년 기술개발 로드맵의 수립에 착수하고, 2009부터 2010년간 100억엔 규모의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민간기업 중심으로 지능형전력망 분야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하여 실증사
업을 전국 10개 섬에서 추진하고 있다.
32) Richtlinie 2006/3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5.4.2006 über Endenergieeffizienz und
Energiedienstleistungen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3/76/EG des Rates, ABl. L 114 vom 27. 4. 2006, S.
64.
33) Richtlinie 2005/89/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8.1.2006 über Maßnahmen zur
Gewährleistung der Sicherheit der Elektrizitätsversorgung und von Infrastrukturinvestitionen, ABl. L 33 vom 4.
2. 2006, S. 22.
34) Richtlinie 2004/2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1. März 2004 über Messgeräte, ABl.
L 135 vom 30. 4. 2004, S. 1.
35) G. Wustlich, Energieeffizienz: Recht zwischen Ökologie und Ökonomie?, ZUR 2007, 28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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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생산, 수송 및 소비 단계에서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에너지효율
성향상을 담보할 수 있음

¡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단계에서 발전효율의 향상은 에너지생산효율성과 관련됨

¡ 에너지수송 시에 송전으로 발생하는 전기손실(누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
규모발전소에서 장거리 전선망을 통하여 산업단지와 대도시에 전기를 공급하
는 집중적 전기공급에서 전기가 필요로 하는 지역단위에서 소규모 발전소를
통하여 발전함으로써 근거리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적 전기공급을 하는
방식은 에너지수송단계에서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이 됨

¡ 또한 소비적인 측면에서 백열전등을 LED로 교체함으로써 보다 전기를 적게
쓰고도 동일한 밝기를 낼 수 있는 것과 같이 최종에너지는 동일한 에너지효
과를 내는 데에 에너지투입량을 줄임으로써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

¡ 정치적 분야에서 에너지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야심찬 목표의 설정은 사실 법
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도 법률
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며, 이와 같은 이유로 목표달성
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36)

¡ 이것은 특히 수요측면에서 에너지효율성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으며, 에너지절
약목표의 달성을 위한 제도와 조치는 강제성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에너지절약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제도와 수단의 발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에너지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강제적 수단의 도입은 기본권적인 문제를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도적 수단은 에너지효율성을 전기소비자가 스
스로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지능형전력망은 전기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야
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사업 중 하나로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
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을 하고
있음37)
36) G. Wustlich, Energieeffizienz: Recht zwischen Ökologie und Ökonomie?, ZUR 2007, 281 f.
37) 독일은 전기와 가스의 경쟁을 위한 계량제도의 개방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Öffnung des Messwesens bei
Strom und Gas für Wettbewerb)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미터의 촉진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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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전력망은 한편으로 지능형 전기미터의 사용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이를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적용과 서비스를 의미함

¡ 그러나 지능형 전기미터는 특정된 계량기술이 아니고, 오히려 전통적인 전기
계량기와 다른 계량기이고 단순한 소비에 중점을 둔 것 이상의 계량기임

¡ 지능형 계량기는 우선 전기소비를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소비
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전기수요를 시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기를 절약하고, 전기요금이 보다 저렴한 시간
대에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첨두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지능형 계량기는 원칙적으로 정보교환기능과 조정기능도 할 수 있도
록 함

¡ 지능형 계량기에 포함된 이와 같은 추가적 기능으로 인하여 지능형 계량기는
지능형전력망에서 전기계량서비스 및 에너지서비스와 관련한 수많은 혁신과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 도구임

¡ 지능형 계량기를 에너지효율성의 향상과 관련하여 보면, 지능형 계량기는 최
종소비자의 소비형태에 관한 개인정보를 확산하고, 실제 전기소비와 이용시간
에 정향된 전기요금을 계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전기요금의 확대 및 전
기소비분석과 개인자문 및 소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다
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지능형 전기계량기에 의하여 전기공급자를 수요자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계량기에 나타난 전기사용량을 보거나 전달하고 자동화에 의한 사
용량의 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게 함

¡ 지능형 계량기는 원거리에서 전기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선불에
의한 전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화된 전기계량기술은 미래에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 탈 중앙화된 에너지
의 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능형 전기계량기는 이러한 변화하는 에너
지공급과 시스템에 적합한 최종관리를 가능하게 함38)

¡ 지능형 전기계량기는 전기계량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운영자, 에너지공
급자 및 고객에 많은 장점을 가져오는 수많은 행위를 가능하도록 함

¡ 지능형 전기계량기는 특정된 전기요금으로 전기사용량을 소비자가 조정하도
록 하고, 전기소비현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전기소비자의 소비행

38) Pehnt, Erneuerbare Energie kompakt - Ergebnisse systemanalytischer Studien, 2.Aufl., Mai 2007, S.4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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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영향을 줌

¡ 물론 이러한 가정은 전기소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전기소비자가 전기
소비의 행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여기서 소비자의 행위는 두
개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우선 하나로 전기소비의 절대량을 감소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로 전기수요
의 시간대를 합목적적으로 조정하는 것임

¡ 지능형 계량기는 전기소비자에게 혁신적으로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전기소비와 전기요금이 사전에 계시되어, 전기소비자는 전기소비를
전기비용이 저렴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경험적으로 5%에서 10%의 전기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며,39) 지능형
전력망과 지능형 전기계량기에 의한 이와 같은 전기절약효과는 수많은 사회
과학적 연구40)와 시범사업4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

¡ 가전부문에서 전기절약은 우선 첫째로 소비형태의 변화가 있게 되어, 세탁기
가 용량에 맞게 세탁물이 가득할 때에만 작동하도록 하고, 컴퓨터나 전등은
사용자가 해당 장소를 이탈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하고, 세탁건조기
는 전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기소비형태를 스마트그리드가 변경시킬
수 있음

¡ 둘째로 전기제품의 구매시에 구매형태의 변경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
여, 지능형전력망과 지능형 전기계량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전기에너지의 절
약이나 전기사용피크시간대 형성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절약
하는 데에 기여하게 됨

¡ 결국 에너지수요조정은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전기소비를
시간적으로 이전하게 하고,42) 보다 정확하게는 수요측면에서 전기소비형태를
변화를 시킴으로서 공급자 측에서 효율성획득을 실현함으로써 발전소의 전기
소비피크타임에 대한 부담가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함
39) Fischer, Influencing Electricitz Consumption via Consumer Feedback. A Review of Experience - Paper
submitted to the ECEEE 2007 Summer Study, 4-9 June 2007, pp.7; S.Benz, Energieeffizienz durch intelligente
Stromzähler - Rechtliche Rahmnebedingungen, ZUR 2008, S.457 ff.(458).
40) Daby,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on energy consumtion - A review for DEFRA of the Literature on
metering, billing and direct displays, 2006, pp.12; Fischer, ibis, pp.7;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Demand-Side Management Programme, Task Ⅺ: Time of Use Pricing and Energy Use for Demand
Management Delivery, Subtask 1: Smaller Customer Energy Saving by End Use Monitoring and Feedback.
Report, 2005, pp.23.
41) 독일의 경우 Hedelberg 도시공사는 Heidelberg에 있는 에너지환경연구소(ifeu: Institut für energie- und
Umweltforschung)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42) M.Wieser, Energiespeicher als zentrale Elemente eines intelligenten Energieversorgungsnetzes – Rechtliche
Einordnung, ZUR 2011, 24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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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입법
(1) 배경

¡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
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는 전기
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을 2010년 10월 29일에 국회에 제출하였음

¡ 동법률의 제정이유로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력․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인증․표준화 및 비용 지원,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함
을 들었음43)

¡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력․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위하여 2010년 1월에 “스마트
그리드 국가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
축 완료시점을 2030년으로 설정하고, 향후 20년의 사업기간과 총 27.5조원 규
모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로서 지능형전력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
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전력, 정
보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에 따라 각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간 긴밀한 정책협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조정과 협력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동법률의 제정필요성으로 제시하였음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가에 관하여 입법적 논란이 있었으나 동법률은 정부가 지능형전력망을 구축
하는 사업을 위한 법률임

¡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은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동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은 법
학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 때문이었음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은 「전기사업법」, 「정보통신망
43)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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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임

¡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규
율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제도, 사업허가․취소, 전기사업의 양수, 분할․합병,
전기공급의무, 전력거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률로 전력과 정보통신기술이 융
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관련 사
업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산업,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규율하기 위
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에 관하
여 규율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 관리를 하기에는 부
족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관련된 관리시스템과 정보
통신망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주요정보 기반시설 보호와 기술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통신․전력 등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률로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관련 산업 육성 등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법률적 근거
로 기존의 「전기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 위의 개별 법률은 고유한 규율범위와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
장하는 기술변화라고 할 수 있는 전기사업과 정보통신이 융합하는 분야를 통
합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
한 법률」의 입법은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과 추진, 지능
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과 지원,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에 대한 인증, 지능형
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장치 마련,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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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률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종합계획의 수
립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
목표, 기술개발ㆍ실증, 보급ㆍ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
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능형전력망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률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규성
이 없는 행정내부 규칙적인 성질을 가지는 계획에 해당하므로 동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를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규율하지
못함44)

¡ 그 이유는 동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를 포
함하여 개인을 구속하거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정부에게 지능형전력
망의 구축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설정하고 있는 데에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에게 사업별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률 제12조는 사업자 등록제도를 임의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지능
형전력망 사업자가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자 등록제도는 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
련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동법률 제12조는 사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등록자유를 부여하고 있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동법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출안
44) 이에 관하여는 W.Hoppe, Zur Struktur der Normen des Planungsrechts, DVBl 1974, 641 ff.; W.Köck,
Rechtsfragen der Umweltzielplanung, NuR 1997, 528 ff.; R.Bartlspeger, Planungsrechtliche Optimierungsgebote,
DVBl 1996, 1 ff.; Fr.Scharpf, Planung als politischer Prozess. Aufsätze zur Theorie der planenden Demokratie,
S. 3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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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게 되었음

¡ 또한 지능형전력망 사업 중 지능형전력망 기기․제품 제조사업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의 확보와 관계가 없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달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현행 법률은 모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아닌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자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
음45)

(3) 문제점

¡ 동법률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부사업과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누출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률의 제정으로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전기저장시설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하는 전기의 경우에 발전이 안정적이 못한
것이 특징이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날씨가 맑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발전량이 많으나,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는 발전량이 적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기수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전기의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전하는 정책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지능형전력망은 바로 이와 같은 발전량이 안정적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증대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전량이 많을 때
에 전기를 축전시설에 충전하여 두고, 발전량이 부족할 때에 충전된 축전시설
에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런데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배전사업, 구역전기사업, 전기판매사업으
로 구분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45) 여기서 등록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동법률안 제12조제1항은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게 되면, 등록을 거부하게 되어 전형적인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이
에 관하여는 F.Curtius, Entwicklungstendenzen im Genehmigungsrecht, S.105 ff.; F.Schoch, Der Verwaltungsakt
zwischen Stabilität und Flexibilität,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Hrsg.), Innovation und Flexibilität des
Verwaltungshandelns, S.199 ff.; K.-H.Ladeur, Die Zukunft des Verwaltungsakts. Kann die Handlungsformenlehre
aus dem Aufstieg des informalen Verwaltungshandelns lernen?, VerwArch, Bd.86(1995), S.511 ff.; Ch.Bumke,
Verwaltungsakte,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Ⅱ, S.103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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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으로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사업의 형태는 위에서
언급한 발전량이 많거나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에 전기저장시설에 전기를 비
축한 후에 발전량이 적거나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때에 판매하는 사업이고, 이
러한 사업의 유형을 동법에서는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물론 이러한 형태의 전기사업은 전기를 축전할 수 있는 시설이 경제성이 있
을 정도로 개발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실시간으로 다르게 책정되어야 함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현행 「전기사업법」은 조화되지 못하는 사항이 존재
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이 많을
때에 전기를 비축한 후 발전량이 적을 때에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됨

¡ 그 이유는 「전기사업법」에 의할 때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자는 발전사
업자인 동시에 전기판매자이고, 두 개의 사업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데에 있음

¡ 그러므로 기존의 전기사업형태에 맞춰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은 지능형전력망이 등장함으로써 이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함

(4) 개선방안

¡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
한 법률」은 발전의 분산화와 실시간 전기요금제를 통하여 전기에너지의 절
약과 전기제품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
음

¡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가 산발적으로 분산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필요전력에 대한 통제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분산화된 발전소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시설
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며,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바로 분산화된 발전
소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함

¡ 지능형전력망은 실시간요금제(RTP: Real Time Pricing)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
고 있으나 현재의 주택용 단일요금제는 지능형 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제품개
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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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전력망은 환경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여, 지능형전력망은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러다임을 보다 합리적
으로 바꿀 수 있음

¡ 지능형전력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법은 「전기사업법」이고,
「전기사업법」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분
야의 경제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으로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사업의 형태는 전기저
장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사업라고 할 수 있고, 지능형전력망은 전기요금의 실
시간 변동을 원칙으로 함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현행 「전기사업법」은 조화되지 못하는 사항이 존재
하고 있고, 전기저장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전기사업
법」은 수용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전기사업법」은 지능형전력망이
극대화되고 사업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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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법제
I.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1. 신재생에너지 대상의 열거주의
(1) 신재생에너지 대상의 기준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10개로 한정하여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한 제도
적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46).

¡ 동법률에서 국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의 대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법률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에너지도 국가적으로 경제적 측면, 에너지안보적 측
면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의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에너
지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

¡ 동법률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개념규정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10개로 열거하
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화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
으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하고,47) 재생에너지의 종류에서 비교적 국제
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조력, 풍력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항목은 11개이나 대통
령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10항목이다.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규정하
고 있지 않으나 내용을 분석하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동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기존
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법률상 신에너지가 되기 위한 전제적 요건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재생에너지”는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
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법률상 재생에너지가 되기 위한 전제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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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무공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음

- 물론 재생에너지는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
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고, 햇빛․물 등 자연상태 그 자체
는 아님

- 국제적으로 공통성을 가지는 재생에너지는 비교적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나
특정국가에 따라서 특별한 재생에너지로 독일의 경우에 탄광내의 열이나 메
탄가스를 이용한 에너지를, 일본의 경우에 만년설의 냉열에너지를, 해양국가
의 경우에 조력에너지를 법률상 재생에너지로 정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공통성을 가지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임

¡ 이에 반하여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다른 목적에서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가 신에너지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신에너지를 육성하는
국가는 재생에너지분야와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한 에너지로 해당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상
황에 의존성이 강한 것이 특징임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는
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 중질잔사유 가스화에너지, 수소에너지이고,48) 일본은
한국과 같이 에너지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석유파동으로 인하
여 에너지수급을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어 석유대체에너지에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관한 범주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신재생에
너지를 열거적으로 확정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도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각 국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유형을 달리 하고 있어,49)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률
상 문제점은 열거방식이라기보다는 법령에서 열거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로 법정화 되지 아니한 신재생에너지간의 정합성에 관한 문제임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마목은 “연료전지”를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념적으로 연료전지는 에너지라고 할 수 없고, 수소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전달체이다.
49) 독일 재생에너지법이 적용되는 에너지원에 관하여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이 법에 의한 영토 내에서
나 독일의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 주로 수력발전, 풍력에너지, 태양 복사에너지, 지열에너지, 매립가스, 폐기
물처리 플랜트, 광산 또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공공의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력
회사(송전망 운영자)가 구입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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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발전과 에너지원의 발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가 지속적
으로 등장하고 있고, 현재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사업화단계에 돌입한 신에너
지로50) DME, CTL 및 GTL 등과 같은 신에너지는 법령에서 열거된 신에너지
보다 법률의 목적에 보다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
는 신에너지라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신재생에너지원별 특성

o 수력
¡ 재생에너지원에 속하는 수력은 물의 순환적 흐름 및 지형과 관련되고,51)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발전방식임

¡ 수력발전은 3가지의 형태로 구분되고,52) 대부분 적은 수로식 수력발전소는 흐
르는 하천을 이용하여 물을 담수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대부분의 대수력발전은 자연 또는 인공 댐에 물을 저장하여 지속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 이용함

¡ 낙차를 얻는 방법으로 유역변경식(流域變更式) 발전이 있고, 이는 2개의 접근
한 하천이 있을 경우에 그 고저차를 이용해서, 높은 쪽 하천의 수량의 일부를
낮은 하천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고, 또 같은 하천이라도 굴곡되어 있는 기점
을 선정하여, 비교적 단거리에서 낙차를 얻는 방법이 있음

¡ 수력발전은 주로 자연낙차․자연유량을 이용하는 방식을 수로식(水路式) 발전이
라고 하고, 발전량은 계절과 강우량의 영향을 많이 받으나 댐식 발전은 그 영
향이 적은 것이 특징임

¡ 이 밖에 양수식(揚水式) 발전이라 해서, 풍수기(豊水期)나 야간의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양수식발전은 펌프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갈수기(渴水期)나
첨두부하(尖頭負荷:peak load) 때에 이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수발

50) 일본에서는 1997년 4월 「신에너지 이용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신에너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석유대체에너지로서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신에너지
를 구체적으로 12종류(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태양열이용, 온도차 에너지이용, 천연가스 코제네레이션
(cogeneration), 연료전지, 재생자원을 원료로 하는 연료, 배출된 재생자원이나 재생자원연료 등을 연소시켜 얻
을 수 있는 열의 이용, 재생자원을 연료로 하는 발전에의 이용,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 자동차)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51)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H.Lehmann/T.Reetz, Zukunftsenergien. Strategien einer neuen Energiepolitik, S.62
ff.
52) H.Lehmann/T.Reetz, aaO., S.62 ff.; L.Müller, Handbuch der Elekrizitätswirtschaft, Technische, wirtschaftliche
und rechtliche Grundlagen, „.Aufl., S.22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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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재생에너지로만 사용되지 아니하여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력발전은 어떤 방식이든 높은 곳에 있는 물을 수관을 통하여 낙하시킨 후,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을 하는 원리는 동일하고, 한국에서 일찍이 수로를 만드
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그 후 댐식 발전을 위한 댐 건설을 많이 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수력발전량은 5,311GWh임53)

¡ 소수력발전은 소규모 하천의 물을 인공적 유도를 통해 터빈을 이용하여 발전
하며 발생된 전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용
량 3,000㎾이하('82. 3 소수력 개발 기본 방침)의 소규모 발전설비를 말함

¡ 소수력의 범위는 물론 국가에 따라서 다르고, 소수력과 대수력은 질적인 차이
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국의 수력발전의
현황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함

¡ 미국은 시설용량 15,000㎾이하를 소수력으로, 중국은 시설용량 25,000㎾이하
를 소수력으로 하고 있음

¡ 소수력은 국내의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전력생산 외에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에 기여하고 일단 건설 후에는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데 반하여 단점으로 대수력이나 양수발전과 같이 첨두부하에 대한 기여
도가 적고, 초기 건설비 소요가 크고, 발전량이 강수량에 따라 변동하는 점에
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전신
에 해당하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대체에너지 개발촉
진법」에서 수력발전의 전체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수력만
을 대체에너지에 포함하였음

¡ 소수력을 포함하여 현재와 같이 수력발전을 모두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게
된 것은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처음으로 모든 수력을 신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였음

¡ 수력을 이용하는 발전의 방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양
수발전을 수력발전에 포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음

53) 수력발전은 각국의 지형적인 여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평지가 비교적 많은 수력으로 얻는 발
전량이 적은 반면에, 동일한 유럽이라도 노르웨이는 거의 100%의 전력을 오스트리아는 76%의 전력을 스위스
는 62%의 전력을 수력에서 얻고 있다(BMFT, Erneuerbare Energien, Stand - Aussichten - Forschungsziele,
1992,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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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풍력
¡ 풍력은 태양에너지의 간접적인 형태로서 공기온도를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하
여 공기압을 다르게 하여 상이한 공기온도와 공기압으로 대기흐름을 유발하
여 바람을 일게 함

¡ 풍력발전소는 전기발전기를 작동시켜서 공기흐름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인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로서 수시로 불어오는 바람이 발전기에 붙어있는
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전기를 얻는 기술임

¡ 풍력발전기는 태양에너지와는 달리 바람이 불기만 하면 전기를 얻을 수 있고,
설치하기가 쉬우며 설치비가 저렴해서 바람이 많은 사막이나 해변가, 섬 등의
외딴 곳에서 주요 발전방법의 하나가 되고 있음

¡ 풍력에너지의 장점은 무한정의 청정에너지원이고,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자원
고갈에 대비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시설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및
설치기간이 짧고, 풍력발전시설단지는 농사, 목축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데 있는 반면에 풍력 발전기는 굉장히 커서 자칫 시각 장애를 줄 수 있
고,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문제도 있음

¡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로서 불어오는 바람은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회
전시켜 날개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함

¡ 옛날의 풍차는 많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풍력 발전기는 보통
두 개나 세 개의 날개만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풍력 발전기는 날개, 변
속장치, 발전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날개는 바람에 의해 회전되어 풍력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이고, 변속장치는 날개에서 발생한 회전력이 중심 회전축을 통해서 변속
기어에 전달되어 발전기에서 요구되는 회전수로 높여서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발전기는 날개에서 발생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
환하는 장치임

¡ 풍력 발전기는 풍속이 세고, 풍차가 클수록 더 많은 풍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의 발전량은 바람의 세기와 풍차의 크기에 의존하고
있고, 높이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높은 곳의 발전기가 낮은
곳의 발전기보다 크고 발전량도 많음

¡ 풍력으로 발전하려면 평균 초속 4m(4m/s) 이상으로 부는 바람이 필요하고, 바
람이 많은 곳일수록 적합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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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 우리나라는 해안가가 설치하기 좋은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산속이
나 계곡 등에 풍력 발전기를 만든 나라들도 있음

¡ 우리나라 전 지역의 연간 평균 풍속은 초속 4m를 넘지 못하지만 바닷가, 섬,
산간지역의 경우는 풍속이 높아서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 서해, 동해 및 대관
령, 진부령 등의 지역은 풍력발전을 할 수 있을 만큼 바람이 많이 불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기술개발 추진계획에 의하면 무공해
대체에너지 실용화 방안 장기계획에 의거 2003년까지 5000KW급 풍력 발전소
의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고, 유력한 풍력 발전기 설치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부
는 제주도와 서해안의 해안과 대관령, 지리산, 태백산, 치악산, 소백산 등의
내륙지역임

¡ 일본 오끼나와에 딸린 섬인 미야꼬지마섬은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연중 바람
과 햇빛이 많은 곳이어서 이러한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을 하여 5만명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전기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풍력단지는 내륙지방의 바람이 많이 부는 협곡에 위치하고 있고,
LA에서 동남쪽으로 자동차로 두 시간 정도 가면 3,000여 개의 풍차 군단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서부 캘리포니아의 산고고니아 협곡으로 세계에서 풍력
발전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임

¡ 네덜란드는 2천여년 전부터 풍차를 이용하여 오래전부터 '풍차의 나라'로 불
리던 나라로서 네덜란드에서 풍차는 낮은 곳의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를 돌리
기도 하고 방앗간의 곡식을 빻는데 이용되기도 했음

¡ 영국은 유럽에서 풍력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며,
바람의 속도도 고도에 따라 증가하므로 매우 유리한 풍력조건을 갖추고 있어,
영국 전역의 5%에 해당하는 지역이 고원지대로 풍력 발전을 하기에 매우 좋
은 나라임

¡ 독일의 경우에는 풍력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전기절약법」이 효력을 발하
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고, 「전기절약법」이 효력을 발하기 전에 70MW
인 전력량이 2000년 말에는 6,000MW로 증가하였고, 연간 1990년에 100GWh
이던 발전량을 2000년 말에는 9,200GWh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건설기술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게 되었음

¡ 독일은 1990년에는 최대 0.5MW를 발전하였으나 지금은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1,5MW를 발전하고 있고, 풍력발전소의 건설에 투자하는 비용도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초기에는 8,000유로/kW였으나 지금은 900유로/kW로 경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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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소의 건설에 들어가는 이 정도의 비용은 이미 전통적인 발전소의 건
설비용과 거의 대등하고, 풍력발전의 기술과 풍력으로 획득되는 전기의 경제
성도 급성장하였음

¡ 2000년도에 풍력발전소의 경우에 바람의 상태가 양호하여 완전히 가동할 때
에는 발전비용이 0.086유로/kW이었으나 앞으로는 해상 풍력발전소를 건설하
여 소위 Off-shore-풍력공원에서 약 400개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각각의
발전소에서 4.5MW의 전기를 획득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해상 풍력발전은 대기환경정책에 중대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상은 잠재
적으로 풍력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으로 고려되고 있음

¡ 풍력발전소는 소음, 섬광효과, 넓은 공간의 필요, 경관침해와 같은 환경적인
관점에서 육상과 해상에 설치하여도 풍력발전소의 건설에는 구체적 풍력발전
소의 계획과 허가를 받아야 함

o 태양광에너지
¡ 지구의 못쓰는 땅인 사막에는 태양빛이 많이 비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아주 좋은 장소이고, 중국의 고비 사막이나,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태양
광 발전소를 세워놓고, 지구상의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 사용할 수도 있음

¡ 또한 지구의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디에나 태양빛이 있고 태양빛의 세기가 4
배로 높아짐으로서 이러한 태양빛을 이용하면 우주에서 대규모로 전기를 만
들어 사용할 수도 있음

¡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바다위에 해상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고, 해상도시에
서 사용할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할 수 있어 태양광발전의 응용범위는
아주 넓다고 할 수 있음

¡ 태양광발전의 장점은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한번 설치하면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태양전지 숫자만큼 전기를
생산하므로 태양전지를 많이 설치할수록 많은 양의 전기를 얻을 수 있고, 별
도의 기계 가동 부분이 없으므로 소음과 진동 등이 없어 환경오염을 일으키
지 않으며, 수명은 20년 이상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
음

¡ 태양광발전의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많은 수의 태양 전지를 사용해야
하고, 태양전지의 재료는 아직까지 값이 비싼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을 사용하
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처음에 설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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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음

¡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전지는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모든 에너지 변환 장치에 효율을 따지듯
이 태양전지도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효율을 표시함54)

¡ 당연히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으나 태양전지의 제작비도
경제적인 에너지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아무리 효율이 높은 태양
전지라도 제작비가 너무 높으면 실용성이 없고 반대로 효율이 비교적 낮더라
도 제작비가 저렴하면 경제성이 있음

¡ 태양광발전은 아직 어느 한 가지가 경제성 면에서 확실히 우월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물질과 형태의 태양전지가 연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태양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직류(DC)전기인데, 이러한 직류전기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우리가 보통 쓰는 전기는 교류(AC)이기 때문에 DC
를 AC로 바꾸는 인버터가 필요함

¡ 태양전지는 주로 낮에 발전을 하나 전기를 소비시간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
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축전지(Battery)가 필요
하고, 장마철이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장기간 태양전지가 작동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발전기(주로 화력발전기)도 있어야 함

¡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발전만으로 전기를 만들어 자급자족하는 형태와 태양
광으로 발전한 전기와 함께 다른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형태가 있음

- 첫째는 독립형 시스템으로 등대나 섬과 같이 전력계통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
에서 이용되며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태양광으로는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밖에는 발전할 수 없으므로 발전된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이 필수적이고,
대용량의 축전지를 사용하여 함

- 둘째는 계통연계 시스템으로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와 전력회사에서 공급하
는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태양광으로 발전되지 않는 시간에는 전력
계통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에 거꾸로 흘려보낼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은 가로등에 이용되고, 고속도로의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보면 이
러한 태양전지를 단 가로등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햇빛이 적은 경
54) 효율(%) = (생산된 전력양) / (태양 빛 에너지)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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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대비하여 발전사의 전기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계통연계선 연계방식
도 사용되고 있음

o 태양열에너지
¡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복사에너지가 대기층을 투과하여 지
표면에 도달되는 열과 빛 에너지를 모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
함

¡ 1990년대 이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
되고, 온난화의 주범이 곧 화석에너지인 석유, 석탄이라는 점에서 무공해 에
너지인 태양에너지는 이제 인류가 갖고 있는 청정연료로 21세기 가장 유용한
에너지원임을 인식하게 되었음

¡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무한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공해가 발생하
지 않는 에너지의 보고이고, 또한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의 모든 구석구석에 고
르게 분배되기 때문에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이처럼 태양열에너지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위면적당 공급받을 수 있
는 에너지양이 적고,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처럼 항상 태양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기술의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석유값
에 비해 비경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 태양열에너지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으며, 그 결과 비교적 온도가 낮은 100℃미만의 온수 급탕이나 건물의
난방이용 기술은 기술력에 힘입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

¡ 태양열에너지는 태양열을 모으는 기구인 집열기로 열을 모으고, 집열기는 햇
빛을 받아 뜨거워져서 물을 데우고, 집열기 밑에는 열전달관에 물이 담겨있어
열을 받은 열전달관은 파이프의 물을 따뜻하게 데우게 되며, 데워진 물은 펌
프에 의해 온수 저장탱크로 이동하고, 태양열로 데워진 온수는 탱크에 가득
채워져 있으므로 수도꼭지를 틀면 온수를 사용 할 수 있음

¡ 태양열 주택에서 태양열을 에너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태양열주택은 아
무런 동력없이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음

¡ 태양열 기술은 태양열을 자연순환하여 사용하는 자연형 시스템과 외부 동력
을 사용하여 강제로 열전달을 시키는 설비형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음

-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은 에너지 전달 방법이 자연순환, 즉 열전도, 대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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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현상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기계 장치 없이 태양열 에너지를 자연적
인 방법으로 열을 모으고, 열을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서 경제
성이 높고, 고장이 적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으나
열순환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은 집열계통, 축열계통, 보조열원, 순환제어 계통으로 되
어 있어, 난방이 필요하지 않을 때 얻어지는 태양열은 축열조에 보내어 저장
하고, 태양이 비추고 난방이 필요한 때에는 집열기에서 얻는 열을 건물로 공
급하며, 태양이 비추지 않고 난방이 필요한데 축열조에 저장된 열이 있으면
축열조의 열이 건물에 공급되고, 태양이 비추지 않고 축열조에 열이 없으면
보조 열원을 작동시켜 건물을 난방함

o 지열에너지
¡ 지구는 거의 50%의 태양열을 흡수하며 땅속의 온도는 비교적 일정하며, 지표
면 가까이 땅속은 대략 10℃~20℃ 정도로 1년 내내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지
하 수㎞까지의 지열온도는 30℃~150℃ 이상을 유지하므로 이러한 광범위한
지열의 분포를 용도에 따라 우리생활과 산업에 적용시켜 활용할 수 있음

¡ 지열에너지의 장점은 무공해 청정에너지원이고,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자원고
갈에 대비할 수 있고, 냉난방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열을 필요한 공간으로 이동시켜 냉방 및 난방을 하는데 이용하는 대표적인
주요설비는 지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교환기와 회수한 지열을 냉난방에 이용
하기 위한 히트펌프(열펌프) 등으로 구성됨

- 히트펌프는 지열을 필요한 공간으로 이동시켜 냉방 및 난방을 시키는 전기적
인 장치로서 내부에 지열교환회로, 냉매회로, 공기냉방회로, 온수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기계 내에서 여름에는 냉방사이클로 작동되고 겨울
에는 난방사이클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임

¡ 지열에너지는 지열을 전기에너지의 생산에 이용할 수도 있으며, 지금까지 대
부분 지열의 이용은 열공급을 위하여 지표면 지열을 소위 열펌프를 통하여
전기에너지로 바꾸지 아니하고 이용하여 왔음

¡ 이에 반하여 지하 1,000미터 내지 1,500미터에는 발전에 필요한 증기와 뜨거
운 물이 있고,55) 순수한 지역에너지시설 외에 화석에너지원과 결합되어 사용
되는 하이브리드발전소가 논의되고 있음
55) Allnoch, Zur weltweiten Entwicklung der regenerativen Energie, ET 2000, 344 ff.(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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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바이오매스 에너지
¡ 바이오매스는 광합성을 수단으로 화학적으로 결합된 태양에너지로서 화석에
너지원는 수천년 또는 수백년간 만들어진 에너지원인데 반하여 바이오매스는
단기간에 생성되는 에너지원임

¡ 화석에너지와는 반대로 바이오매스는 통찰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재생된 탄소
를 가지는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순환구조를 가진 에
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로서 바이오에너지는 먹거리나 땔감을 태워서 열과 빛을 얻거나
혹은 이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원인 가스, 알코올
등으로 바꾸어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바이오에너지원은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생물의 잔유물이나 폐기물이 하나
의 종류에 속하고 다른 하나의 종류로는 의식적으로 에너지이용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에너지식물을 이용하여 에탄올이나 유채기름을 이용하는 것임

¡ 화학공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기술들을 사용하면 여러 종류의 바이오매스들
을 알코올(메탄올, 에탄올)이나 도시가스와 비슷한 메탄가스, 수소가스 그리고
전기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알코올이나 가스 혹은 왕겨탄 같은 연
료들을 바이오연료라고 함

¡ 바이오매스는 화석에너지와는 달리 탄소성분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이산화탄
소 중림적인 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이오매스를 재생
에너지원에 포함하고 있음

¡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전환기술은 물리적․열화학적 및 생물적 과정으로 구별
되고, 물리적 과정에는 기계의 압력을 이용하여 고체 또는 액체의 연료를 얻
으며, 열화학적 공정에서 바이오매스는 화학적 반응을 야기하는 열을 주입하
는 방식이고, 메탄과 일산화탄소에서 합병가스를 발생하는 소각화, 가스화 액
체화로 구별될 수 있음

¡ 이에 반하여 생물적 공정은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며, 미생물은 분해과정에서
산소가 없으면 메탄을 함유한 바이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탄올을 생산함

¡ 바이오매스의 장점은 비축성에 있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으며, 생산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이 있고 다른 에너지와 결합하여 이용될 수 있음

¡ 단점은 바이오매스의 이용에서 유해물질의 발생, 이용에 필요한 공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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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할 수 있고 자연보호와 생물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이오매스의 이상적인 이용은 이용되는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이용시설에 달려있음

o 폐기물에너지
¡ 폐기물이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로서 폐플라스틱, 폐유, 고철, 음식물
쓰레기, 폐유리병,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함

¡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중에는 수집과 분리만 잘 하면 귀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및 제품
생산자 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우선 소비자는 사용 후 버려지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분리수거 쓰레
기통에 버리면 자치단체는 종류별로 수집을 하고, 제품생산자는 재활용에 힘
쓰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 폐기물에너지화 기술은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기술로서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는
쓰레기를 가능한 한 적게 배출 시켜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쓰레기의 발생억제(감량화), 둘째, 사용한 제품의 재사용,
셋째, 회수된 물질을 원재료로 재활용 등의 방법이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방안들이 기술 또는 환경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의 에너지화기술(소각, 고체연료, 재생연료유, BIO 연료 등)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원로 사용하면 자원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결국,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유한한 자
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쓰레기 처리 문제를 덜어줌

¡ 폐기물에너지는 폐기물의 가격이 낮거나 도리어 처리비를 받을 수 있어 에너
지 회수의 경제성이 비교적 높고, 쓰레기 매립지의 문제가 심각한 요즘 쓰레
기를 에너지화 함으로써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의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단점으로 첫째, 고도의 기술과 연구 개발이 요구되고, 둘째, 폐기물 에너지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공해)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문화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많은 처리 기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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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매립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바이오매스의 하나에 속
하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바이오폐기물의 무산소발효에 의하
여 발생함

¡ 이러한 가스는 전통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바로 대기중으로 배출되어 강한 악
취를 발생시키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
고 있음

¡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메탄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고, 에너지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배출가스의 수집기술이
고, 수집된 가스는 가스통에서 연소되어 전기나 열을 생산에 이용됨

¡ 폐수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정화시설에 있고 폐수잔유물의 발효 시에 발생
하는 메탄가스이고, 여기에 함유된 메탄가스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
스와 같이 에너지로 전환됨

o 석탄중질유가스화
¡ 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은 기존의 연소
에 근거한 발전방식에 비해 높은 42~50%의 발전효율을 얻으면서도 이때까지
더러운 시료로 여겨졌던 고유황, 고회분의 석탄과 정유공장 부산물(heavy

residual oil, petroleum coke)까지도 21세기의 환경규제치를 만족하면서 깨끗
하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상업적으로 실용화에 근접한 차세대
발전방식임

¡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의 경우에는 기존 미분탄 화력 발전 효율보다도 높은
42~53% 정도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청정 환경성의 측면에서 석탄가
스화 복합발전설비는 기존의 유연탄 화력발전 방식에 비해서 SOx, NOx 및
분진 등의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ash)를 분진형태
가 아닌 용융된 후 엉긴 슬랙형태로 수거하므로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슬랙과
탈황공정에서 만들어지는 황원소를 회수하여 경제성 있는 부산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21세기 석탄 이용시 적용될 환경규제치를 가장 현실
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석탄화력발전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음

¡ 가스화용융 기술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해가스 측면에서 환원성 분위기 반응으로 인해, 공해물질인 SOx와
NOx가 발생하지 않고, 대신 H2S와 NH3로 발생하여 후처리가 용이하고, 고유
황 시료일수록 소각에 비해 경제성 유리하며, Dioxin생성을 억제하고, 공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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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스량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음

- 둘째, Ash처리 측면에서 보면 슬랙으로 발생하여 중금속 용출문제 해결 및
재활용이 가능하고, 미연탄소 0.5% 이내, ash내 유기물질 완전 파괴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셋째,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시료 내 열량을 CO/수소의 chemical energy 로
변환하고, 급냉 등 후속공정에서의 에너지손실이 최소라는 장점이 있음

2. 법령상 대상 신재생에너지의 가변성

o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변화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라는 제명으로 우리나라의 법률로서 위치를 점하
게 되었음

¡ 이 법률은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기존에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법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나 이용과 보
급촉진에 관한 방향으로 정책적 요소를 추가하게 되었음

¡ 2004년 12월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현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
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
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설정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상의 변천>
법률명

제개정년도

제개정내용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1
987.
12. -대체에너지의 개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19
97.
12

-대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
용·
보급촉진법

20
04.
12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지원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제

¡ 현행 법률의 제정당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2조는 대체에너지의 개념
과 동법률에 의하여 촉진의 대상인 에너지를 열거하였고, 이에 의하면 "대체
에너지"는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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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

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
너지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로 규정되었음

¡ 동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열거된 대체에너지 외에 추가적으로 석탄에 석탄외
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연료(다만, 석탄외의 물질 중 석유가 포함되는 경우
에는 그 석유의 함유량이 가연성물질 전 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의 것에 한
함), 지열, 수소에너지, 동력자원부장관이 대체에너지로서 그 기술개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로 규정하였음

¡ 1997년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

법”으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개발촉진을 법률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대체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추가적인 촉진법
정책으로 결정하게 되었음

¡ 기존의 화석에너지원 중심사회를 순환에너지경제중심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대체에너지개발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을 인식하게 되었고, 대체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
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음

¡ 법률상

대체에너지는

1987년

제정당시

“석탄액화․가스화”를

“석탄을

액

화·가스화한 에너지”로 개정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표현의 개정이었고, 실질
적인 대상인 에너지에 대한 변경은 아니었음

¡ 또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1988년 7월 16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제정당시
에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동력자원부장관이 대체에너지로서 그 기
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를 삭제하였음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정당시 대통령
령에서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연료”를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로 표현을 다르게 하여 규정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법령상 대상인 에너지에 대한 변경은 없었음

¡ 2002년 3월에 동법률은 국제적으로 유가가 불안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기본협약」이 강화되어 이산화탄소를 유발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
음

¡ 정부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

- 66 -

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이용을 의무화하고, 대
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하게 되었음

¡ 2002년 3월의 개정에 의하여 기존에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었던 지열에너지, 수
소에너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고, 시행령에서는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만을 규정하게 되었음

¡ 또한 2002년 개정법률은 “석탄을 액화․기체화한 에너지”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 되면서 대상에너지가
확대됨으로써 화석연료인 석탄과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새로운 대
체에너지에 포함하게 되었음

¡ 2004년 12월 동법률의 개정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
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였음

¡ 2004년 개정에서 기존의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4년 12월에 다시 법률의
개정으로 대체에너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지
않았으나, 2004년 12월의 개정 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적
인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에너지를 법률에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
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
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게 되었음

¡ 2004년 12월의 개정에서 기존의 대상인 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 석탄을 액
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폐기물에너지에 대하
여는 법률에 의하여 개발․이용․보급촉진의 대상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가 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게 되었음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도 “석
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개정함으로써 신에너지로서
석탄의 액화․가스화에너지와 중질잔사유의 가스화에너지에 대한 일정한 제한
을 두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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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률의 개정에 따른 동법시행령의 개정에서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령에서
대체에너지 또는 신에너지로 규정되었던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
해 물질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가 삭제
되었음

법률명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법률상 대상인 신재생에너지의 변천>
제개정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년도
법률
1.태양에너지
2.바이오에너지
3.풍력
4.소수력
5.연료전지
6.석탄액화·
가스화
7.해양에너지
8.폐기물에너지
석 유 ·석
시행령
1.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
탄 ·원 자
한 유동상연료(
석탄외의 물질
력 ·천 연
19
87.
12.
이 석유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가 스 가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
아닌 에
연성물질 전중량의 10
0분의
너지로서
7
0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2.지열
3.수소에너지
4.동력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체에
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법률

대체에너지개
발및이용․보
급촉진법

석 유 ·석
탄 ·원 자
력 ·천 연
19
97.
12.
가 스 가
아닌 에
너지로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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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태양에너지
2.바이오에너지
3.풍력
4.소수력
5.연료전지
6.석탄액화·
가스화
7.해양에너지
8.폐기물에너지
1.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
한 유동상태의 연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 함유하는 경우
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
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
분의 70이상인 것을 제외)
2.지열
3.수소에너지

법률

대체에너지개
발및이용․보
급촉진법

석 유 ·석
탄 ·원 자
력 또는
20
02.3. 천 연 가 스
가 아닌
에너지로
서

시행령

법률

신에너지및재
생에너지개발
·
이용·
보급촉
진법

기 존 의
화석연료
를 변환
시켜 이
용하거나
햇 빛 ·물 ·
지 열 ·강
수 ·생 물
유 기 체
20
04.
12.
등을 포
함 하 는
재생가능
한 에너
지를 변
환 시 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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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태양에너지
2.바이오에너지
3.풍력
4.소수력
5.연료전지
6.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
너지
7.해양에너지
8.폐기물에너지
9.지열에너지
10
.수소에너지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석탄외의 물질
이 석유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연성물
질 전중량의 1
00분의 7
0 이상인
것을 제외)
1.태양에너지
2.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
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3.풍력
4.수력
5.연료전지
6.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
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
너지
7.해양에너지
8.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
지
9.지열에너지
10
.수소에너지
11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
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3.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대상
(1) 재생에너지 요건의 정립방향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은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동법률에

의할

때에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
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
에너지, 지열에너지”임

¡ 동법률은 재생에너지를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햇빛, 물, 지열, 강수 또는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중 어떠한 에너지를 재생에
너지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방향정립이 필요함

¡ 이러한 방향정립은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에서 이용․보급의 촉진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도 동시에 고려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전적인 의미에서 재생에너지는 “계속 사용하여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로서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재생주기가
짧으며 인간의 능력으로 소모할 수 없는 에너지를 말함

¡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요건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시간적인 관점으로서 재생에
너지라고 하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및 바이오매스도 수십억
년 후에는 고갈될 뿐만 아니라 화석에너지도 수백만 년 안에는 재생될 수 있
음

¡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요건을 정립함에 있어 재
생주기가 중요하고, 재생주기는 생명이 유한한 인간의 차원에서 에너지의 고
갈시점이 중요함

¡ 현재 화석에너지의 고갈을 수십 년 이후로 예측되고 있으나 고갈된 후에 수
백만년이 지나면 다시 지구에는 화석에너지는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
년이라는 재생주기는 지구의 수명에서 보면 길지 아니한 시간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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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긴 시간임

¡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를 개념정립하고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에
너지의 재생주기는 인간의 차원에서 감당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함56)

¡ 또한 재생에너지의 개념정립과 요건의 확립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재생주기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포함
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외에 고갈될 수 없는 에
너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함

¡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요건에 고갈불가능성을 포함하게 되면, 폐기물이나 탄광
가스를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개발․이용․보급의 대상인 재생에너지는 태
양열·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
너지로 한정되어 있음

(2) 폐기물에너지의 개념정립문제

¡ 폐기물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로서 폐플라스틱, 폐유, 고철, 음식물 쓰
레기, 폐유리병,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임

¡ 이러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특히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
용할 수 있으면 심각한 폐기물처리와 에너지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
음

¡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에너지화기술이 필요하고, 폐기물
에너지화기술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기술임

¡ 폐기물의 에너지화기술(소각, 고체연료, 재생연료유, BIO연료 등)을 이용하여
대체에너지로 사용하면 자원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많은 이익을 얻
을 수 있어, 폐기물을 에너지자원으로 재활용은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
용하고, 동시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됨

¡ 폐기물에너지는 원료(폐기물)의 가격이 낮거나 도리어 처리비를 받을 수 있어
에너지 회수의 경제성이 비교적 높고, 쓰레기 매립지의 문제가 심각한 요즘
쓰레기를 에너지화 함으로써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폐기물에 의한
56) 이종영, 독일의 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2004/12),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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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에 반하여 단점으로는 첫째, 고도의 기술과 연구 개발이 요구되고, 둘째, 폐
기물 에너지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공해)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문화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많은 처리 기술이 필요함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폐기물에
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속하나 법률상 정의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용어정의를 하고 있음

¡ 동법률 제2조제1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라고 정의하고, 법률상 정의에서 볼
때에 폐기물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재생에너지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법률상의 용어정의가 사회적으로 개념정의가 문제되는 것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법률에서 용어
정의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정의에 가능한 적합하게 정의하여야 하고,
해당 법률에서 불가피하게 다르게 정의하거나 제한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사
용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폐기물에너지가 신에너지에 속하는가 아니면 재생에너지에 속하는가에 관하
여는 해당 국가에 따라서 다르나, 위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는 경우에 폐기물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없고, 신에너지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음

¡ 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 원자력에너지에 속하지 않으나 자연상태에 존재하
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이어야 하고, 인간의 능력을 완전하게 소모할 수 없
어야 하나 폐기물에너지는 인간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

¡ 미국과 유럽도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신에너지에

포함하지

않고,

제3의

영역인

Recycle형 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폐기물발전, 폐기물열이용, 폐기물연
료제조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음

¡ 해당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신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전
략적 수단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 폐기물에너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
여 개발․이용․보급 촉진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동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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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에너지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이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또는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법률상 대상이 되
는 폐기물에너지는 폐기물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
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
물에너지로 취급하고 있음

¡ 폐기물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규율을 받음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활용가능자원은 사
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하므로 폐기물에너지는 동시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
함

¡ 동법 제1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율을 정하도록 하고, 제18조에서
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고(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함

¡ 폐기물에너지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
의무율을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폐기물에너지는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개발․이용․보
급 촉진의 대상인 동시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재활용의무에 속함

¡ 양 법률은 규제와 촉진이라는 상반된 수단을 통하여 폐기물에너지의 활용을
증대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폐기물에너지는 실질적으로 다른 신에너지나 재
생에너지에 비하여 특별한 지원을 국가적으로 받는 문제가 발생함

¡ 실제 양 법률에서 규제와 촉진을 수행함으로써 폐기물에너지가 국가전체의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폐기물에너지의
활용이 증대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지향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로 인하여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면 정책적 방향을 양 법률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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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서 이에 관한 정책적 방향은 폐기물에너지
의 개념정립에서 출발하여야 함

¡ 폐기물에너지를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포괄적으로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다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와 다른 정책적 대안으로 모
색할 필요성이 있음

(3) 신에너지의 개념정립방향과 연료전지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신에너지는 기존
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한 에너지로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및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임

¡ 연료전지는 연료의 산화에 의하여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지를 말하므로 연료전지는 일종의 발전장치임

¡ 연료전지는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화학전지와 동일하나
닫힌 계내에서 전지반응을 하는 화학전지와 달리 반응물이 외부에서 계속적
으로 공급되어, 반응생성물이 계외로 제거되는 점에서 화학전지와 구별됨

¡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물로 만들면서 전기를 얻는 장치로서 메탄, 천연가
스, 메탄올에서 풍족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사용
은 공해가 없고 효율이 높은 점이 신에너지로 각광받는 주요한 이유임

¡ 연료전지는 저공해 고효율 에너지원으로서 도심지에서 자동차에 활용되는 되
는 경우에 자동차운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현격히 줄일 수 있고, 동력원
의 시스템 효율이 기존 내연기관이 25% 이하인데 반해, 연료전지의 시스템
효율은 50% 이상이고, 유해가스의 배출이 1% 이하인 청정 고효율 발전 시스
템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연료
전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료전지는 에너지를 활용
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장치이지 그 자체가 에너지라고 할 수 없음

¡ 법률상 에너지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서 정의하지 않고, 「에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 의한 에
너지는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하므로 연료전지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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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자체가 연료, 열 또는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법」상 에너지에
속하지 않음

¡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라서 다
르게 정의할 수 있으나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에서 에너지에 대하여 특별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법률
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개념을 「에너지법」에 따르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함

¡ 왜냐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에너지에 관
하여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련되는 에너지법분야의 기본법인

「에너지법」에 의하여 간접적인 규율을 받기 때문임
¡ 「에너지법」 제5조 적용범위에 의하면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료전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함

¡ 연료전지는 수소경제사회에서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수소에너지의 활
용과 연계될 수 없고,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은 동시에 연료전지와 동일
한 숙명적 결합체가 됨

¡ 연료전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신에너지에
서 제외함으로서 연료전지의 기술개발은 보다 다양한 법률에서 지원의 대상
이 될 수 있음

¡ 「에너지법」은 제11조에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12조에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제14조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15
조에 에너지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제16조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
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법정책인 기술개발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음

¡ 연료전지의 기술개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서 신에너지에 제외하면, 「에너지법」에 의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원을 받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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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의 촉진정당성
(1) 에너지의 다원성확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입법목적은 에너지다원
성확보와 환경보호로 집약될 수 있음

¡ 입법목적은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과 관계에서 수단의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
성을 가지고 있어, 법률에서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확정함에 있어 확정
된 에너지원은 법률의 목적실현에 적합하여야 해당 에너지원을 법률에서 규
정하는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

¡ 동법률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에너지다원성의 확보는 에너지자원에 대
한 해외의존도가 약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 중요한 법적 가치를 가짐57)

¡ 에너지는 “절대적인 공공재화”58)이고, 에너지의 공급은 인간존엄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국가에 부여된 생존배려의무영역에 속함59)

¡ 에너지자원의 다원화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에너지 안보차원에 속하
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므로 국가는 다양한 에너지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에너지다원성은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화석에너지와 고갈이 얼마 남지 않은
국제 에너지자원의 급속한 부족과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국내의 경제적인
타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에너지다원화를 입법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가 절대적 공공재
화로서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어 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인한 에너
지 위기 시에 기존 에너지원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에너지원의 탄력성을 확보

57)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소비는 1981년 45,718천TOE에서 2005년에는 약 5배 증가한 229,333천TOE를 기록하여
1981년~2005년 기간 중 연평균 7.0%의 빠른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고, 1980년대(1981년~1990년)에는 연평균
9.0%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에너지 소비증가율도 연평균 8.2%의 높은
수준에 달하였고, 1990년~1997년 기간 중에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높은 경제성장세(연평균 경제성장률
7.2%)가 이어지면서 총에너지소비는 연평균 9.9%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1998년~2005년에는 경제성장률
이 연평균 5.8%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전시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2000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은
4.5% 수준을 기록하여 경제성장률이 1980년~1990년대의 고 성장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1998년~2005년 총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4.7%를 기록하여 이전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에 비해 확연히 둔화된 증가세를 나타
났다. 이 기간 중에는 총에너지소비 원단위가 계속 개선 추세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소비증가율의 둔화 속도는
경제성장률의 둔화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타났다.
58) BVerfGW 30,292,323.
59) Ch. Theobald, Rechtliche Steuerung von Wettbewerb und Umweltverträglichkeit in der Elektrizitätswirtschaft,
AÖR 122(1997), 372 ff.(37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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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기반이 에너지다원성에 있기 때문임

¡ 에너지다원성의 확보는 에너지가 거의 모든 국민의 생활과 관련되고 있어 변
화하는 외부적 요소로부터 경제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
록 하는 경제안정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

(2)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정당성

¡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시장경쟁력의 약화로 시장
경쟁에 맡겨 두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는 기술혁신이 경쟁력제고의 핵심요소인 반면 시장이 확대되
어야만 기술도 빠르게 진보되는 특징이 있어 기술혁신을 통해 신·재생에너
지의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초기에는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주어야 함

¡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다지원은 연료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비
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
지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차원과 환경문제 대응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은
에너지안보의 외부성을 감안할 때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60)

¡ 이러한 정당성을 근거로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면, 국가는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능한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에너지원을 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원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현행 법률에서 열거된 신재
생에너지 외에 열거되지 않은 미활용에너지, DME나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
너지 분야에 대한 개발·이용·보급에 노력하여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신재생에너지의 저탄소 녹색적 가치

¡ 에너지사용과 저탄소 녹색의 관련성은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최종
자원의 사용과 지역적 또는 지구전체적 환경침해로 구별될 수 있음
60) 류지철,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과 대응방안, 국제평화 제2권 1호(2005. 6), 161-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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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에 의한 환경침해는
에너지원의 획득과 에너지원이 2차 에너지로 사용된 후에 발생하는 현상에서
나타남

¡ 미래의 자원사용과 자원매장에 관한 대부분의 예측은 정확하지 않으나 인간
의 역사에서 에너지자원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발전의 상황은 무시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설득력을 가지는 예측은 충분하
지 않음61)

¡ 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에 의한 환경침해는 에너지원의 획득과 결합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이용과 생활영역의 손실, 원료사용과 대량저장, 지표
의 변화(산지의 평지화), 수문학적-수문지질학적인 손상, 지하수의 수문화학적
부담, 석유 및 천연가스의 천공에 의한 바다의 오염, 메탄ㆍ라돈 및 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및 원료획득으로 인한 공장의 가동중단과 토양오염 등임

¡ 화석에너지원의 이용은 화석에너지원의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화석에너지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문제점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화석에너지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온실효과,
대기오염물질배출을 들 수 있고, 에너지사용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토양을 산
성화하고, 지표수를 부영양화하고, 오존층을 파괴하여 부분적으로 인간과 환
경에 대하여 독성을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 옴

¡ 원자력에너지는 온배수로 인한 환경생태계 변화, 방사성누출 리스크, 방사성
폐기물처분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물론 재생에너지원의 이용도 환경부담으
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함

¡ 풍력의 이용 시에 자연보호의 이익, 바이오매스의 생산에서 비료의 투입이라
는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에너지
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적게 유발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
도적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음

61) 개념적으로 보존자원(Reserven)과 자원(Ressourcen)은 구별된다. 보존자원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기대되
는 조건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명백히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장물이다. 이에
반하여 자원은 보존자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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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정당성 관점에서 확대가능한 에너지원
(1) 법률의 체계정당성

¡ 법률의 체계정당성은 입법활동에서 법규범 상호간에 규범구조 또는 규범내용
이 상호 상치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칙이고, 헌법재판소의 판
례62)에 의하면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
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
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
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 재량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였음

¡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입법권자가 입법을 하면서 헌법에서 부여받은 입법재량
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체계정당성은 국가권력 중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원
리에서 도출됨63)

¡ 개별 법률은 다른 법률과 완전하게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
령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하여 전체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개별 법
률규정은 상호 간에 조화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체계정당성원리가 헌법상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 법
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민주적 정당성에 의하여 입법형성권을 보장받고 있는 국회의
권한의 합리적인 행사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음

¡ 헌법의 기본원리는 민주성에 의존할 수 없고, 합리성과 체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원칙을 바라보는 데에 있음

¡ 체계정당성에 대한 요구는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입
법재량을 제한함으로서 입법활동의 성과물인 법률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법
률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

62) 헌재 2004.11.25, 2002헌바66, 판례집 제16권 2집 하, 3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63) 홍완식,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9집(2005/12), 461면 치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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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정당성에 의하여 한 국가의 법률이 상호간에 충동하거나 모순되지 않은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할 때에 국민은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방향을 개별법률
규정을 알지 못하여도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됨

(2) 체계정당성의 내용

¡ 입법권자는 법률의 제정함에 있어 항상 입법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결정이 국
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입법권자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적 대안 중 가장 정당한 대안을 결정
하여야 하고, 결정할 때 비교되는 다른 대안의 적합성도 고려하여야 함

¡ 입법권자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고려사항은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과 이에 대
응하는 체계정당성 적합성 의무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측
면에서 입법형성권을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며 방임된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라고도 함

¡ 체계정당성원리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한계이고, 입법권자는 일관
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체
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입법권자의 자기구속원
리”를 위반하여 위헌의 가능성이 있게 됨

¡ 입법권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선택한 가치기준을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일
관되게 유지하여야 하고, 입법권자가 특정된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면서 선
택한 하나의 가치기준을 하나의 법률에서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하고, 가능하
면 다른 법률에서도 이를 유지하여야 함64)

(3) DME

¡ 디메틸에테르(DME: Dimethyl Ether)는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열분
해 하여 제조한 화합물로서 독성이 없고 취급이 용이하며, 용도가 다양한 에
너지임65)
64) 전광석, 한국헌법론, 2005, 206면.
65) 중국은 LPG에 DME를 약 20~30% 혼합, 가정용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10년까지 총 1천만톤 생산확대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둥성은 DME차량, 오토바이, 가스레인지, 보일러 등 다양한 이용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지원하에 JFE, Mitsubishi그룹, Mitsui그룹 3개사가 수행 중이다. LPG인프라 및 각종기기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01~’08)하고 있으며, ‘10년 상용화 목표로 3개 그룹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이다.
유럽은 Volvo(스웨덴), BP, Haldor Topsoe(덴마크) 등에서 DME를 디젤 대체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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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E는 6기압, -25°C 상태에서 액화되어 운송과 저장이 용이하며, LPG와 물
성이 유사하고 대량 생산 시 가격이 LPG보다 약 20%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
상되어 LPG혼합 사용 시 LPG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음

¡ 세탄가가 높아 디젤엔진의 디젤연료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효
과 등 환경성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우수하여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
경규제 대비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DME는 천연가스에 이산화탄소를 넣고 개질 반응하여 생성된 합성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한 후 합성하고,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에너지로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수율도 지속
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DME는 산소함유 화합물이기 때문에 연기를 내지 않고 연소하며 유황분, 질
소분 또는 시커먼 연기의 원인이 되는 벤젠 등의 방향족 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연료라고 할 수 있음

¡ 분해성이 커서 대기 중에서 수십 시간 내에 쉽게 분해돼 지구온실효과나 오
존층 파괴와 같은 것은 없다고 보며 또한 공기 중에 상승한 물질이 강우에
의해 지상에 내리게 되는 분량은 매우 적음

¡ 가스터빈에서 연소시험을 한 결과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천연가스보다 적고
디젤자동차에서 디젤과 비교하면 매연 분진 발생량이 0에 가까울 정도로 극
히 적고 질소산화물 발생량도 디젤에 비해 적은 클린 에너지(Clean Energy)임

(4) 미활용에너지

¡ 미활용에너지(Unutilized Energy)는 글자 그대로 이제까지 활용하지 않았던 에
너지로서

바다·강·하수가

가진

열,

공장의

폐열,

지하철·변전소·발전소·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 등 이들과 같이 도시 가까이에서 방치되거나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함

¡ 미활용에너지는 전부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더욱이 미활용에너지
는 우리들 가까이에 이와 같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에너지임

¡ 미활용에너지는 도시폐열과 같이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자연계로 돌아가
는 에너지와 자연에너지 중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온도차 에너지를 포함하
이다. 미국은 Amoco사와 Navistar사가 주관이 되어 디젤엔진용 DME연료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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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임

¡ 도시폐열은 각종 쓰레기소각장과 공장에서 나온 폐열과 지하철이나 변전소
등 도시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말하며 온도차 에너지는 하천수나 해수,
하수처리수, 지하수 등을 말함

¡ 온도차에너지는 대기온도와 같은 기준상태와 비교하여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잠재에너지를 말하며 특히 온도차가 직접 냉난방이나 발전 등에 활용하기에
는 부족한 경우를 말함

- 대표적인 미활용에너지로는 목욕탕의 하수, 굴뚝의 연기, 발전소의 온배수, 하
천수, 지하수 등을 들 수 있음

¡ 온도차에너지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우선 열원의 기원에 따라 자연열원과 인공열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연열원
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온도차에너지를 의미하며 지하수나 하천수, 해수가
대표적이고, 인공열원은 인간활동에서 투입된 에너지가 사용 후 배출될 때 발
생하는 것으로 발전소 온배수, 목욕탕의 폐수, 하수처리수 등을 들 수 있음

- 다음으로 열원의 종류를 기준으로 공기열원과 수열원으로 나눌 수 있고, 공기
열원은 굴뚝 폐열, 송풍기 냉각열과 같이 기체의 형태로 발생하며, 수열원은
지하수, 하천수, 해수와 같이 액체의 형태로 발생함

- 마지막으로 목욕탕 폐열을 이용한 온수공급과 같이 소규모 온도차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자가소비방식과 하천수를 이용한 지역냉난방공급과 같
이 대규모 온도차에너지를 외부에 공급하는 외부소비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이러한 열원은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활용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활용
하지 않고 있으나 그 규모가 커서 열량이 많은 것이 특징임

¡ 현재 미활용에너지는 지역 전체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용 에너지로 보내는
지역열공급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있고, 지역냉난방으로도 불리는 지역열공급사
업은 한 개소 또는 수 개소의 집중 플랜트로부터 복수의 건물에 배관을 통하
여 높은 효율로 냉수, 온수, 증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함

¡ 지역열공급사업은 집중 플랜트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
에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 있고, 여러 건
물에서 직접 화석 연료를 사용해 난방, 급탕을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CO₂, SOx(유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를 적게 발생시킴
¡ 지역열공급사업은 각 건물의 옥상으로부터 냉각탑이나 열원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실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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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각각의 건물에 개별적으로 냉난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재에
의한 화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지역열공급사업의 장점을 더욱 높이는 시스템으로 미활용에너지의
이용시스템은 실용적인 의미를 가짐

¡ 미활용에너지 이용시스템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미활용에너지를 집중
플랜트로 도입하여 지역열공급시스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효과와 환경보전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시스템임

¡ 미활용에너지에 속하는 온도차에너지 이용시스템으로 바닷물, 강물, 하수 등
을 사용해 냉방, 난방을 공급하는 것으로 에어컨 시스템과 같이 밖의 차가운
공기로부터 열을 뺏어와 냉난방을 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원리를 활용하면 바다나 강으로부터 열을 뺏어와 냉난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기에 비해 온도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높은 효율
의 냉난방을 할 수 있음

¡ 미활용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 이용시스템은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소각폐열은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을 보일러에서 흡수
해 증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온열, 흡수식냉동기에 의해 냉열 제
조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이용잠재력이 높은 도시의 귀중한 에너지자
원임

¡ 폐열 이용시스템은 주변에 있는 공장 등의 폐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것
으로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약 45%가 산업부문에 소비되고 있
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현상을 분석해 보면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소
비량 가운데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40% 정도이며 나머지 60% 정도가
폐열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증가와 막대한 폐열의 발생은 국가 경제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등 환경문제를 유
발시킴

¡ 폐열의 회수이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적당거리에 있는 열 수요처의 부족, 저유
가에 의한 경제성 부족, 폐열회수 기술의 미흡 등이 있음

¡ 폐열의 보다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위에 나열한 각종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주는 것이 필요함

¡ 기후변화 협약이 추진되면 우리나라도 에너지소비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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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국민생활의 쾌적성 지향에 따라 향후 냉난방과 급탕의 열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에너지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역냉난방 열원
으로 미활용에너지를 이용한 열공급부문에서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미활용에너지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미활용에너지를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
요한 상태로 이용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서 명시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
지절약효과, 환경보호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7. 신재생에너지 대상의 개선방안
(1) DME의 법률상 신에너지로 체계정당성에 적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석탄을 액화·가스
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음

¡ 중질잔사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잔재물로서 감압증류과정에서 나오
는 감압잔사유․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타르․피치 등임

¡ 법률상 이 에너지는 현재 가스화 복합발전기술(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에 사용되고 있고, 이는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함께 한정된 산소로 불완전연소 및 가
스화 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
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등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신기술에 의하여 에너
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률상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음

¡ 석탄 또는 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기술은 고효율 발전을 함으로서
경제성을 높이고, SOx를 95%이상, NOx를 90% 이상 저감하는 환경친화에너지
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저급연료(석탄, 중질잔사유, 폐기물 등)를
고부가가치의 에너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원 수급면에서 석유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석유파동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
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미분탄 연소방식에 의한 화력발전이 석탄 내 함유된

S, N 성분을 SOx 및 NOx로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데 반해 불완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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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반응에 근거한 석탄가스화에서는 석탄 내 S와 N성분이 H2S와 NH3 형태로
발생되어 이들 가스의 정제가 SOx 및 NOx에 비해 대단히 용이하고 그 효율
도 또한 높은 것이 특징임

¡ 신에너지에 석탄을 액화하거나 가스화한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
지는 법률상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음

¡ 현행 법률이 추구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촉진이라는 목표
그리고 에너지다원성에 근거하는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
운 에너지로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가 실현할 수 있다
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근거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에너지에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가 된다는 점을 반영
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행사는 헌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
나 입법권자가 신에너지에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를
포함함으로 인하여 신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에너지를 우리는 충분하
게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상의 신에너지가 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권자가 설정한 기준적
합성에 따른다는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가스화 복합화력
(IGCC)에 의한 발전을 특별하게 신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은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분야에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에
너지라고 고려한 측면도 있으나 현재 가스화 복합화력(IGCC)에 대한 기술력
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에 반하여 DME의 생산기술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술
이기 때문에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이에 적용할 때에도 법률에서 IGCC를 신에
너지로 규정하였다면, DME도 당연히 신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에 DME가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보다 환경친화적
이고, 에너지다원성을 확보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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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법률이 됨

(2) 미활용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필요성

¡ 미활용에너지는 열은 높지 않으나 그 규모가 커서 열량이 높은 에너지원이고,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열은 실제사용량의 약 60%가 폐열로 소비되고 있어, 미
활용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개발․이용․보급 촉진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로 명시하면, 존재하는 다양한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됨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열에너지를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
하여 냉방열과 난방열을 전기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전기수급에 어려움이 발
생하고 있고, 여름에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조업을 일시적
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일반 국민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냉방온도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 미활용에너지는 활용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유용하고,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가 될 수 있어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명시적으로 미활용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음

Ⅱ.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보급촉진제도
1. 발전차액지원제도
(1) 제도의 도입배경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국제유가상승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에
대비하여 2003년까지 총 사용에너지의 2%(2001년 1.11%)를 대체에너지로 공
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게 되
었음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제정당시에는 도입되지 아니한 제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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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도임

¡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설정한
목표연도의 기본계획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의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데에서 출발하였음

¡ 전력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행 전력의 거래가격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의 발전원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은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 이러한 이유로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의
원별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이 고시된 기
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발
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발전차액제도임

¡ 신․재생에너지발전 전기도 전기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하고, 신․재
생에너지발전 전기에 대하여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하는 제도는 다른 연료발
전 전기에 대하여 차등적 대우를 하게 되고, 시장가격이 가지는 에너지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66)

(2) 일본과 독일의 발전차액제도와 비교

¡ 일본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회사에서
전량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일본에서는 이
를 “고정가격매입제도(FIT)”라고 한다)가 일본에서 2012년 7월부터 시작됨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육성, 확대와 그것에 의한 전력의 중
장기적인 안정 확보를 위해 불가결한 제도로 인식하여 기존의 의무할당제도
를 폐기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독일은 2000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후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는 순조롭게 확대되어 당초 6%에 지나지 않았던 재생에너지가 전력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에 20%, 2012년 상반기에는 24%에 달하게 되었음

66) 이에 관하여 이종영,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제도, 환경법연구, 제27권제1호(2005), 207면; Scheer,
EU-Einspeiserichtlinie und Einspeisegesetz für Energie versus Einführungsquoten, ZNER 2/1998, S.3 ff.; 김경
선,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 - 의무비율활당제와 녹색가격제도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7/6, 76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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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독일의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2011년에는 1220억kWh까지 확대되
어 원자력발전량(1080억kWh)을 처음으로 상회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는 이
차이가 더 확대되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원자력발전의 1.5배 가까이에 이르
게 되었음

¡ 독일은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에 관한 장기 목표를 2020년
40%, 2030년 66%로 설정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하여 독일의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실제로 2000년에 14센트/kWh에서 2011년에는 25센트/kWh로 대폭 상승하였
고, 25센트 중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2011년 부담액은 3.53센트(4.2엠)이나
일본에 비하여 저렴함

¡ 독일의 전력 수입 추이를 보면 2000년대 들어 수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
고, 수출은 성장하고 있음

¡ 2005년부터 2010년에 걸쳐 전력 수출량이 수입량을 연평균 168억kWh 상회하
고 있음

¡ 독일이 탈원자력발전을 결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한 것은 저렴한 전
력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
되고 있음

¡ 독일의 재생에너지는 다양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량 구
성을 보면 풍력 38%, 바이오매스 30%, 태양광 16%, 수력 16%(2011년)임

¡ 독일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은 2010년에 37만 명으로 6년 전 16만 명에 비
해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태양광분야에서 고용확대는 가장 현저했으나
바이오매스와 풍력 분야에서 고용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투자는 30조 2000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2010년 투자액 내역을 보면 태양광이 20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
하고 있으나 태양광 설비투자액 중 패널 부분은 50% 정도고 나머지 인버터나
가대, 건설의 대부분은 독일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시공도 독일 건설사에 의
하여 추진되고 있음

¡ 풍력발전기와 바이오매스 발전기·연소기기 등은 독일이 세계 톱클래스의 강
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단순히 설비를 팔 뿐 아니라 시설관리·운영에 이르
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열어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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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태양광 패널이 모두 외국산이라 해도 독일 국내에서의 투자액은 20조원
에 달하는 규모여서 거대하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나 독일 태양광 패널 메
이커가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태양광 패널은 전
세계 어디에서 만들어도 동일하게 커머디티(Commodity)화한 상품이어서 독일
이 국내 제조에 계속 얽매이면 일본 액정TV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태양광에서는 패널과 나란히 인버터도 중요한 부품으로 이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40%를 자랑하는 SMA와 2위인 KACO 모두 독일 기업으로 강한 경쟁
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메가솔라의 경우 각국의 전력 인프라에 적합한 시
스템 설계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독일이 선행한 우위성이 있음

¡ 독일 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은 재생에너지법에 기초해 연방의회에서 결정하고,
독일 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의 큰 특징은 규모별로 매우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
다는 점임

¡ 독일에서 매입 가격을 규모에 따라 설정함으로써 지역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서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풍력발전에 관해서는 풍향에
의한 발전효율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전실적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는 당초 비교적 비쌌지만 학습효과에 의해 비용은 계속하여 낮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독일 매입제도에서는 신규 설비에 대해 매년 일정
한 비율로 매입가격을 낮추도록 설계되어 비용 삭감을 촉진하는 제도로 구성
되어 있음

¡ 풍력과 태양광 매입 가격은 체감률을 반영해 실제로 낮아지고 있고, 수력, 바
이오매스 매입 단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수력과 바이오
매스 모두 소규모 사업이 활발해져 발전량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매입 단가
가 올라간 데에 원인이 있음

¡ 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비용과 채산성 실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독일은 연구기관과 민간 컨설턴트가 건설
비용과 가동 실적 등의 상세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현실에 입각한 비용, 채
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2009년 kWh당 1.3센트에 머물렀던 가정의 부담은 2010년에는 2.1센트로 상
승, 더 나아가 2011년에는 3.53센트로 급증하였음

¡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은 2008년 15.1%, 2008년 16.4%
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는 비용부담이 1센트 대에 머물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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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독일 재생에너지가 수력을 토대로 해 우선 비용이 저렴한 풍력, 이어서
바이오매스 순으로 확대되어 온데에 원인이 있음

¡ 다른 한편 가격이 비싼 태양광 보급이 억제되어 온 것도 주요 요인이고, 실제
로 재생에너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태양광의 비율은 2009년에도 7%에 불과했
음

¡ 그러나 태양광 시스템 가격의 하락과 투자수익률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인해
2009년 7%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태양광의 비율은
2010년에 11%, 2011년에 16%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음
¡ 매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태양광이 이만큼 증가하면 부담이 증가하는 것
도 당연하고, 실제 부담액은 2009년 561억 유로에서 2010년 808억 유로, 2011
년 1229억 유로로 대폭 확대됨으로서 2009년에 kWh당 1.3센트에 머물렀던 가
정의 부담도 2.05센트, 3.53센트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음

¡ 독일은 재생에너지 총발전량을 2011년 1220억kWh에서 2020년에는 2300억
kWh로 증가시킬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육상풍력 290억kWh, 해상풍력 325억
kWh, 태양광 250억kWh, 바이오매스 130억kWh임
¡ 2020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는 해상풍력 비
용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인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이 점에서 2012년 개정된 매입 가격에 따르면 해상 풍력 매입가격은 2017년
까지 15센트/kWh가 되어 비용 면에서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재생에너지 중에서 비용이 저렴한 풍력발전과 태양광 매입가격은 독일에 비
해 일본은 2배 이상 높고, 일본은 재생에너지 고비용 체질이 정착되면 재생에
너지의 본격적인 보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태양광은 계획에서 설치까지의 리드타임이 짧고 설치하면 발전할 수 있기 때
문에 매입 제도가 시작되면 태양광분야는 급속하게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본의 경우에 태양광 설치비용이 너무 높아서 태양광이 대량으로 도
입되면 매입 부담이 대폭 확대될 위험성이 있음

¡ 이런 점에서 독일의 태양광 매입제도가 규모별로 설정되어 있는 점과 태양광
비용 저하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
음

¡ 풍력발전분야에서 일본은 적절한 운영을 실시해 가동률을 높이고 실적을 높
이는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사업체에서도
보조금으로 설치하고 운영자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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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2000년 중반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이 급속히 확대되어 2011년에는 바
이오매스 발전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총 재생에너지 비율 중 30%, 이 중에서
목질 바이오매스 13%, 바이오가스 17%에 이르고 있음

¡ 독일에서 바이오매스 발전 매입은 모두 발전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코
제너레이션(co-generation)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다른 한편 일본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코제너레이션에 의하여 지역 열공급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대형 지열 열공급망이 거
의 존재하지 않는 일본에서는 지역 열공급망을 구축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공급하는 양보다 수요가 적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독일에서 바이오가스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 지대에서의 지역 분산
형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고, 바이오가스 발전량은
목질 바이오매스를 30% 정도 상회하고 있음

¡ 바이오가스는 2000년대 전반 실증실험을 거쳐 2000년대 중반에 기술이 확립
되어 단번에 보급되어, 바이오가스에 의한 코제너레이션을 축으로 풍력과 태
양광을 현지 자본으로 건설, 운용해 지역 재생을 꾀하는 것이 독일 농촌 지역
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형이고, 현재 독일 전역에 7000개가 넘는 플랜트
가 존재하고 있음

¡ 독일과 달리 일본은 보조금에 의해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몇 개 건설되었지만
가동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재생에너지 시장 리더가 된 독일은 새로운 산업이 발흥함과 동시에 해상 풍
력이나 집광형 대규모 태양열 발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활발해지고 있어
에너지 분야가 지역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생에너지 비즈니스가 본격화되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본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
야 하는 정책은 재생에너지별 표준가격, 벤치마크를 구축하고 이론, 기술, 노
하우를 공유하는 것임

¡ 우리나라와 일본 및 독일의 발전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제도의 근본적
인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의무할당제도로
제도를 변경한 데에 있음

¡ 우리나라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의무비율할당제도로 전환한 근본적인 이유
는 발전차액을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소모된 데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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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인 이유가 있었음

¡ 일본과 독일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발전단가만을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가격으로 발전사가 매입할 의무를 부
여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음

¡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증가되는 발전단가
는 전력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으로 부담되었음

¡ 우리나라와 일본 및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또 다른 차이점은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중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촉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하였다는 것에 있음

¡ 독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재생에너지원별로
소요되는 비용과 운영비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태양광의 경우에 패널가격이
비싸서 설치를 하게 되면, 경제적이지 않으면 설치에 들어가는 가격이 낮아
질 때까지 기다려서 가격이 낮은 풍력이나 바이오에너지에 우선적으로 투자
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였음

¡ 결과적으로 발전차액제도를 포기한 우리나라도 세부적인 항목에서 재생에너
지원에서 우선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원을 분석하여 적합한 전략
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장점을 충분하게 살릴 수 있
었다고 할 수 있음

(3) 발전차액의 산정기준

¡ 2007년 말 기준으로 총 발전설비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1.03% 정도에 이르고
있었음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2002년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기준가격과 실제 전력거
래가격과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08년 말 기준 1,015개 발전소에 총 1,777억원의 발전차액을 보전하였고,
2009년도에는 총 2,400억원 가량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는 신․재생에너지발
전가격의 고시와 차액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이고, 이에 의하면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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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식경
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
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
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
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한 전력산
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때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동법률에 근거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발전가격의 발전원별
산정기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운전유지비․투자보수비 및 제
세공과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이용률, 수명기간, 사고보수율과 발전
소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신․재생에너지 발
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 이용요금,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기술 상용화 수준 및
시장보급여건, 운전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운전실적,
전기요금과 전력거래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거래가격의 수준 등임

¡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정하여 고시한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06. 10. 11 이후)”는 다음 표와 같음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태양광

3
㎾이상

풍력

구 분
30
㎾이상
30
㎾미만

10㎾이상 일반

수력

5
㎿이하
기타

기준가격(
원/
㎾h)
고정요금 변동요금
6
77.
38
7
11.
25
1
07.
29

1
㎿이상
1
㎿미만
1
㎿이상
1
㎿미만

폐기물 소각
20㎿이하 (
RDF 포함)
㎿ 이상
LFG 50㎿이하 20
20
㎿ 미만
15
0㎾ 이상
바이오 바이오
50㎿이하
15
0㎾ 미만
에너지 가스
바이오
50㎿이하 목질계 바이오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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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04
94.
64
66.
18
72.
80

SMP+15
SMP+20
SMP+5
SMP+10

-

SMP+5

68.
07
74.
99
72.
73
85.
71

SMP+5
SMP+10
SMP+10
SMP+15

68.
99

SMP+5

비고
감소율 4%
(
3년 이후)
감소율 2%
(
3년 이후)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해양
조력
에너지

연료전지

최 대조 방조제유
차8.
5m
방조제무
이상
50㎿이상
최 대조 방조제유
차8.
5m
방조제무
미만
바이오가스 이용
20
0㎾이상
기타연료 이용

62.
81
76.
63
75.
59
90.
50
2
34.
53
2
82.
54

감소율 3%
(
2년 이후)

¡ 기준가격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 전기에 대하여 지원하는 지원기준에
관하여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이
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에서 정하고 있고 있으나 이 조문은 2011년 12
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이에 따르면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
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6조제1항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
를 대상으로 함

¡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하고 있음

¡ 발전차액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적 절차에 관하여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
력의 기준가격지침」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
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
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업운전개시일 이전에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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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의무할당제
(1) 개념과 기능

¡ 2009년 6월 17일 현재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분야에서 현재의 발
전차액제도를 발전의무할당제로 전환하는 것이었음

¡ 현재 발전의무할당제가 도입되기 전의 발전차액제도는 정부가 기준가격을 미
리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시장참여 여부 및 공급량을 결정하고
사전에 손익예측이 가능하며 정부의 차액보전을 통해 손실위험을 낮출 수 있
는 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고 가격이 경직
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이에 반하여 발전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정부가 사
업자에게 공급의무량을 지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공급규모 예측이 가능하
고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시장원리에 의해 판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반면,
사업자는 경제논리와 무관히 강제적으로 설비투자 등을 하여야 하고 손실위
험 부담이 가중되며 경제성이 낮은 발전원은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특정 신
재생에너지의 공급편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의무할당제도는 경제성이 높은 분야부터 투자를 선호하게 되므로 경제성
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부분부터 경제성이 낮은 부분으로 차례대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골고루 발전하는 형상을 보이게 됨

¡ 위와 같이 각 제도는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환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을 정한 후
그 발전 방향에 맞추어 현행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발전의무할당제도 또는 발전차액제도와 발전의무할당제도를 병행
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발전분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관한
제도적 쟁점이었으나 국회는 최종적으로 발전의무할당제에 손을 들어 주었음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필요성, 발전차액지원
제도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요구 등과 같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현안을 고려
한다면 발전의무할당제도 도입 자체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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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발전의무할당제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
담을 줄이고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을 제어하는 제도적 조치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발전의무할당제도의 비교>
구분
메카니즘
보급목표설정
에너지원별
공급차별화
가격설정

장점

단점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결정 → 공급물량결정
공급규모예측불확실
전원별 차별화 가능
-정확한 공급가격 산정 어려움
-사업자의 비용절감 인센티브
-초기시장 형성에 효과적
- 투자이익의 확실성보장 및 산
술의 단순성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설정
및 달성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 가격의 경직성(
주기적 조정 필
요)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유인 부
족
- 지원금 규모 및 예산 설정 곤
란

발전의무할당제도
의무물량부과 → 공급물량결정
공급규모 예측용이
전원별 차별화 어려움(
경제성이
높은 전원이 경쟁력이 있음)
-수급여건에 따른 가격 형성 및
변동
- 사업자간 가격 경쟁 인센티브
효과
- 시장여건 형성시 비용효과 발
생가능
-가격 수준의 유연성 확보
- 사업자 투자 불확실성 상존(
가
격,시간 등)
- 거래메카니즘 등 관련 장치의
필요
- 경제성 높은 특정에너지에 편
중

(2) 외국 사례

¡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분야에 대한 지원제도로 유럽지역은 발전차액
지원제도, 영미지역은 발전의무할당제(RPS)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등이 1991년경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취하고
있고, 미국․영국․일본․벨기에․호주 등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없이 2002년 경
부터 곧바로 발전의무할당제를 도입하였음

¡ 미국은 1983년 아이오와주, 1994년 미네소타주, 1996년 애리조나주에서 도입
하였고, 2008년 연방차원에서 발전의무할당제를 소위 “Waxman Markey

Bill(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에서 도입을 시도하였으
나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 미국은 2010년 현재 29개 주 및 D.C.에서 발전의무할당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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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정 책

해

당

국

가

RPS

미국(
텍사스,캘리포니아 등 29개주)
,영국,스웨덴,캐나다,이탈리아(
발전
차액 → RPS전환)
,일본 등 16개국

발전차액
지원제도

미국(
2개주)
,독일,스위스,덴마크,인도,스페인,그리스,스리랑카,포르
투갈,노르웨이,슬로베니아,프랑스,라트비아,호주,브라질,체코,인도
네시아,리투아니아,사이프러스,에스토니아,헝가리,대한민국,슬로바키
아,이스라엘 등 34
개국

병행 실시 이탈리아(
태양광 부문 발전차액제 유지;‘
10년부터 발전차액 폐지)

¡ 해외 발전의무할당제의 운영사례를 확인해 보면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발전의무할당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제도를
통해 1999년∼2010년 사이 4,000MW의 신재생발전능력(풍력)을 형성하였음

¡ 텍사스 주 발전의무할당제의 성공요인으로는 주정부의 정책 지원과 강력한
패널티(부족분에 대한 MWh당 50달러 이하 또는 평균 RECs가격의 200% 지
급), 제도의 유연성(연간 이행기간, 3개월의 현실화 단계, 2년의 RECs 유효기
간) 등이 해당함

¡ 발전의무할당제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인정될 경우 의무비
율할당제도의 의무공급량 충족과 배출권 거래제 하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있음

¡ 발전의무할당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여 운영한 영국의 경우 UK-ETS에서
RECs에 대해 전환계수를 적용하여, 배출권으로 환산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다만, 배출권 구매를 통한 발전의무할당제의 목표량 준수는 허용되지
않았음

¡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을 실패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2003년∼2009년 동안
의무목표량의 91%인 8.59TWh를 생산하였으나,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목표량에 해당하고 보조금 지원제도의 폐지로 인한 태양광 및 태양전지 생산
량이 하락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이로 인하여 일본은 현재까지 시행해 오던 발전의무할당제를 폐지하고 2012
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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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발전의무할당제도>
구분

도입현황

공급의무대상

목표량
(
달성량)

인증서가격
(
MWh당)

비고

미국

영국

-20
02년
1월
도입(
텍사스의
-2
002년
4월
경우)
도입
-주 정 부 별
-스 코 틀 랜 드 ,
RPS와 FI
T의
북아일랜드,
선택적 운영
잉글랜드, 웨
-29개 주 에 서
일즈로 구분
RPS 채택,4
하여 운영
개주에서는
권고사항
판매사업자

텍사스
기준
5.
5%(
20
13년)

-$40
∼50
(
캘리포니아)
-$13
∼15
(
텍사스)
주정부의 강력
한 지원 및 패
널티로 제도운
영 성공

판매사업자

이테리

일본

20
01년 1
월
도입

2
003년 4월
도입

발전사업자

전기사업자

-2001년 목표
2
002년 3%에서
량
2%에서
2
016년 15.
4%
매년
0.
35
% 2003년∼2009년
로 확대운영 예
목표량 증가
8.
59TWh달성
정
-2012년 목표
량 7.
55%

₤m48(
20
05)
초과달성량에
대해 배출권 거
래제에서 판매
가능

€1
25.
3(
2006
)
부가세별도

¥4,
900(
20
06)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FI
T제
도 운영

2012
년 RPS 폐
지 후 FI
T 재도
입

(3) 발전의무할당제도의 체계

¡ 발전의무할당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공급의무량의 의무할당으로 정
책목표량 달성이 용이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간 경쟁 촉진으로 비용
저감이 달성될 수 있음

¡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제1항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일정량을 발전하여야 할 의무자로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
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동법률에 근거하여 총 13개 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음[한국
수력원자력(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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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K-Power, Posco Power,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GS 파워, GS EPS, MPC(율촌)]

¡ 동법률 제12조의5제2항에 의하면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의무공급량)의 합계는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균형 있는 이
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음

¡ 발전의무할당제도의 공급의무대상자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공급의무량(공급의무량 = 총발전량 × 의무비율)은 2012년 제도
도입 첫 해 전체 발전량의 2%로 하고 연차별로 공급의무량을 증가시켜 2020
년 10%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태양광의 경우 사업 발전단가를 고려하여 초기 5년(2012년부터 2016년)동안의
별도 할당량을 지정하고 있음
-의무대상자:설비규모 500
MW이상의 발전사업자
-공급의무량(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
016
의무량
2
2.
5
3
3.
5
4
-태양광에 대한 공급의무량
연도
2
012
태양광공급의무량
2

201
3
2
.
5

2014
3

2
020
8

20
21
9

2015
3.
5

20
22
1
0
2
016
4

-의무유예:공급의무량의 일정분을 차년도로 이월
당행연도 의무량의 20%범위 안에서 가능함
-예치:의무이행 초과달성을 차년도로 이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인증서(
RECs
)
는 3년만 유효
-과징금:RECs
의 평균시장가의 150%이내

¡ 발전의무할당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전력판매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
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쟁효과를 위해 공급의무대상자를 발전사업자로
정하고 있음

¡ 현재 한국전력 소속 발전 6사를 포함한 13개 업체가 공급의무대상자에 해당
함

¡ 발전의무할당제는 비용효율적으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였다는 증명서인 신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s) 거래제가 운영되고 있음
¡ 인증서는 거래시장을 통해 공급의무대상자가 공급의무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구입하여 공급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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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발전 인증서는 발전원별 적정 보급을 위해 전원별 가중치를 다
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원별 인증서 가중치>
전원
신재생
에너지
일반

태양광
에너지

가중치
0.
25
0
.
5
1
.
0
1
.
5
2
.
0
0
.
7
1
.
0
1
.
2
1
.
5

대상전원
I
GCC,부생가스
폐기물,매립지 가스
육상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조력1(
방조제 유)
,RDF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
해상풍력(
연계거리 5k
m이하)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조력 2(
방조제 무)
,해상풍력(
연계거리 5k
m 초과)
,연료전지
5대 지목(
전,답,과수원,목장,임야)
23개 지목(
30k
w 초과)
23지목(
30
k
w 이하)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이용

(4) 인증서거래제도

¡ 발전의무할당제도의 운영은 공급의무자에 대하여 발전의무량 부과, 목표량 이
행, 이행여부 판정, 벌과금 부과 및 납부의 순으로 시행됨

¡ 발전의무량을 초과달성한 부분은 차년도로 이월(banking)이 가능하고, 공급의
무량의 일정분을 차년도로 예치(borrowing)도 가능함

¡ 발전의무공급량에 대한 이행여부 판정 이후, 부족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의 경우에 평균 인증서의 시장가격 대비 150% 내에서 결정함

¡ 발전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공급의무자는 스스로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구매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공급비율을 충족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편으로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전한 전력을 전
력시장에서 화석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원에서 발전한 전력과 동일한 조건하
에서 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인증서를 교부받아서 인중서 거래서시장에서 판매하여
또 다른 수익을 얻게 됨

¡ 공급인증서(RECs) 거래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법
령에 의하여 부여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의 이행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도입된 공급의무화제도의 구성분야임

¡ 공급인증서 거래는 공급의무자가 스스로 신재에너지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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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
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시스템임

¡ 현행 법령에 의한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위한 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
로 구성되어 있고, 현물시장은 태양광 공급인증서시장과 비태양광 공급인증서
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고, 2012년 2월에 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
로 현물 공급인증서시장이 개설되었음67)

(5) 발전의무할당제도와 공급의무자간의 영향관계

¡ 2012년에 발전의무할당제도의 도입으로 공급의무자는 2011년 말까지 2012년
의 의무공급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발전설비를 우선 구비하여야 하고, 매
년 1% 정도씩 증가하는 의무공급량에 맞추어 매년 발전설비를 늘려야 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해당 연도의 의무공급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
에는 다음 연도 초에 부족분만큼 과징금을 부담하게 됨

¡ 2012년 3%, 2020년 10%의 의무공급량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단가가 낮은 풍력
(200만원/kW)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발전설비를 구비한다고 가정하면, 2012
년까지는 10.3조원, 2020년까지는 48.3조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음
<공급의무량에 필요한 풍력 설비규모 및 누적설비투자비>
구

분

2012년(
3%)

2020년(
10%)

누적 풍력발전설비

5.
17GW

24
.
1
6GW

누적 설비투자비

10.
3조원

48.
3조원

¡ 대형 발전사업자 7개 기관(중부․남부․서부․동서․남동 발전, 한수원, 지역난방공
사)은 200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자율적 공급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를 하고 있음

¡ 제1차 자율적 공급협약(2006년~2008년)에 따른 투자액은 총 5,204억원,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7개 기관 발전량의 0.3%를 차지하게 되었음

¡ 2009년 초에 제출한 제2차 자율적 공급협약(2009년~2011년)의 계획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22%로 높이는데, 총 1조 8,886억원이
67) 2012년 2월의 현물거래시장은 총 1,122REC이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되었다. REC거래시장에는 태양광발전소
19개, 비태양광 발전소 7개가 입찰에 참여하여 1,049REC가 낙찰됨으로써 전체 등록 REC양의 약 93.5%가 거래
되었다(조규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첫 거래 결과와 향후 전망, ecosian 리포트, 2012/3/21,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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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러므로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1.03%를 차지하고 있고,
대형 발전사업자는 2011년 말까지 자체 발전량 중 1.22% 정도만을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12년부터 3% 이상으로 공급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자원 부존량,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건설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의무공급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발전의무할당제도와 전기요금간의 영향관계

¡ 발전의무할당제도는 공급의무자의 설치비용 부담분 등을 전기사용자의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정책으로서 발전의무할당제도 도입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3%, 2020년 10%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달성을 가정하면, 2008년
말 기준으로 2012년에는 1.12%, 2020년에는 4.77%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발전의무할당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1% 내외, 영국․이태리의 경우에는
2~3%의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RPS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율 예상 추이>
구

분

의무공급량 (
%)
전년 대비
요금인상률(
%)
누적
요금인상률(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3

3.
5

4

5

6

7

8

9

1
0

1.
12

0.
28

0.
28

0.
54

0.
54

0.
56

0.
55

0.
55

0.
55

1.
12

1.
38

1.
64

2.
16

2.
69

3.
21

3.
73

4.
24

4.
77

(7) 발전의무할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 화석연료나 수력 등의 전원에 비해 높은
발전단가를 지님으로써 기타 보조적 지원을 받지 않을 시 전기요금 상승 등
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목표관리제나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온실가스 배
출량이 높은 발전부문에 제도가 집중됨에 따라 이중규제의 문제를 불러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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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현재 목표관리제와 발전의무할당제는 상호 연계방안이 없는 관계로 동일 법
인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한 경우에만 목표관리제 하의 목표
달성 평가 시 실적에 반영됨

¡ 현재 발전부문에 가중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운
영할 필요성이 있음

¡ 발전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적인 정책
에 해당하고, 에너지의 다원성확보, 자주성확보, 환경보호, 이산화탄소의 감축
이라는 다양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함

¡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부문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법률 제12조의5제2항에서 발전사에 부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할당
율을 총생산전력의 10%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부문에서 장기적으로도 10%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동법
률 규정은 해석됨으로 상한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될 필요성이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부문
에서 2020년에 40%로 설정하고, 2030년에서 66%로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법률에서 발전의무할당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
정하고,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할 것임

¡ 공급인증서의 가중치의 산정원칙을 기술경제성, 환경친화성, 보급잠재량, 산
업효과, 정책방향 적합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가중치의 확정
은 경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오히려 환경을
보다 많이 침해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

¡ 조력발전의 경우에 현재 방조제가 있는 조력발전에 대하여는 가중치 1로 정
하고, 방조제가 없는 곳에 조력발전을 설치하는 경우에 가중치 2로 정하고 있
음

¡ 조력발전을 위하여 방조제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이를 고려
하여 방조제가 있는 조력발전보다 높은 가중치 2를 부여하고 있으나 조력발
전을 위하여 방조제를 설치하게 되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어 종합
적으로 볼 때에 방조제가 없는 곳에 조력발전을 하는 경우에 가중치 2를 부
가하는 것은 법률의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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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열분야의 보급촉진제도
1.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무
(1) 개념과 기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의한 신재
생에너지설비의무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
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
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을 촉진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실효성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법률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발
전차액지원제도를 전환한 발전의무할당제도와 공공기관의 의무적 설비설치제
도라고 할 수 있음

¡ 발전의무할당제도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분야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
는 제도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의 의무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제도는 열분
야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공공기관의 의무적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설치제도는 반드시 신․재생에너
지의 열분야에 제한되도록 하지는 않으나 현행 법률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
용과 보급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제도로서 열분야와 관련된 제
도는 공공기관의 의무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설치의무대상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함

¡ 공공기관의 건축물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를 지는 건축물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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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음

- 첫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내지 제7호, 제8호 나목 내지 아목, 제
9호 내지 제12호, 제19호 가목·나목·라목 내지 아목, 제20호 또는 제21호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건축
목적·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설
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경우에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에 사용하여야 함

- 둘째,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건축물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사용하여야 함

¡ 총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이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함

¡ 공공건축물의 경우에 대상건축물의 설계 시에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건축분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비율
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불만에 기인함

¡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의무를 부과함은 민간
건축물에도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증대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됨

(2) 설치의무이행의 절차

¡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의무설치의 대
상이 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
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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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동법 제18조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의하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
과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함

(3) 문제점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
는 제도는 동제도가 도입할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총 공
사비용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를 하도록 하였음

¡ 건축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는 다
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였음

-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질서에서 건축공사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역동
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격도 해당 분야의 성능이 지
속적으로 발전하여야 하고, 보다 성능이 개선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시장
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시장을 통한 기술개발촉진을 효율적으
로 달성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
치하게 되면, 보다 많은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를 하여야 하지만,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를 부여받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러한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제품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유
도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 반하는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었음

-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는 동일한 것이라고 하여도 유통경로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시장경제의 당연한 현상이고, 이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
제가 있음

¡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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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임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화석에너지의
사용억제에 있고, 화석에너지의 사용억제는 에너지절약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도 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의무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의 기준을
공공기관의 신축건축물의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도간의 충돌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공사비용을 보다 많이 지출하게
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신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에 대하여 보
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 공공기관의 의무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설비가격의 결정에 대한 문제와 제도간의 상충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총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신․
재생에너지의 의무적 사용시설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 이 경우에도 해당 공공기관의 총에너지사용량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
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의 정당성은 자원보호, 환경보호 외에 에너지원
의 다원성보장에도 둔다면, 현행과 같이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에너지원의 다원성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
지간의 다원성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간에도 다원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가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무적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원성 확보에 대한 사
항을 고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의 궁극적인 목적인 에너지의 다원
성 확보에 부합할 수 있음

¡ 현재 공공기관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예상되는 에
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여야 함으로써 향후
의무대상 공공기관은 건축비부담을 고려하여 단위 설치비가 낮고 에너지효율
이 높은 지열, 태양열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으
로 예상됨

- 107 -

<에너지원별 에너지 환산량 및 설치단가>
구 분

에너지 환산표

설치단가

비 고

태양광

0.
29
2t
oe/
k
W․년

7,
000천원/
k
W

고정식

태양열

0
.
0
64t
oe/
㎡․년

900천원/
㎡

평판형

지열

0.
618t
oe/
RT․년

1,
140천원/
k
W

수직밀폐형

¡ 당초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신재생에너
지 보급촉진에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에너지사용량 기준으로 규율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입법조치라 할 수 있음

¡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가 상호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에너지효율 및 설치단가 등에 따라 특정
분야 에너지설비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
발 및 투자를 위축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해야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난방에 필요한 열을 신재생에너지원에서 공급하도록 하
는 재생에너지 이용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의 정책에 부합 여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우선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적 수단을 파악하여, 국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건물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권고제도 및 신축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사용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
할 필요성이 있음

2. 독일의 건축분야 신재생열 보급촉진 법제
(1) 입법배경

¡ 독일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의
전선망에 연결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재생
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을 이미 2000년부터 제정하여 운영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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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법제의 모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재생에너지법」을 다
른 국가에 전파함과 동시에 자국의 재생에너지제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함으
로써 재생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새
롭게 창출하였음

¡ 독일은 2000년에 「재생에너지법」을 독립된 단일 법률로 제정하기 전에 동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인 전선연결을 의무화한 제도를 이미 1980년 경쟁법에
서 도입하였음

¡ 1980년 당시 독일 경쟁법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발전사업자는 다른 에너지공
급자가 자기의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는 때에는 경쟁
법상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음

¡ 기존에 자가 발전자는 발전한 전기를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다른 전
기수요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시켜 왔으나 이로 인하여 자가발전사업자
에 의하여 발전된 잉여전기의 낭비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
음

¡ 경쟁법의 개정은 자가발전사업자가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전기수요자에
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
음68)

¡ 1990년 독일의회는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된 전기를 전기사업자 소유의 전선
에 연결하여 전기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전기연결법

(Stromeinspeisungsgesetz)」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이 현재 독일 「재생에너지
법」의 실질적인 전신에 해당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01년 9월 27일 결의한 역내 시장에서의 「재생 에너
지 자원에 의한 전력생산의 촉진에 관한 지침(2001/77/EC)」을 제정하고, 2002
년 10월 27일부터 발효시켰음

¡ 이 지침의 목적은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기여하고 유럽의 총 에
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당시 6%에서 2010년까지 12%까지 2배로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이 지침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원에서 발전된 전기의 사용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녹색 전력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구축하
68)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종영, 독일 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환경법학
회,2004/12, 235면 이하; Steinberg/Britz, Energieliefer- und Erzeugungsmarkt, S.110 ff.; Krebs/Plesch, Mittelbare
Behinderung von Überschusseinspeisung wegen unangemessener Vergütung, RdE 1997, 214 ff.; 가격감독에 관
하여는 Müller-Achterwinter/Schulz/Seifert/Starmann, Die Bewertung des in Kraft-Wärme-Kopplung erzeugten
Stroms im Rahmen des Strompreisgenehmigungsverfahren, ZfE 1997, 23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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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음

¡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절대적인 우
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을 재생에너
지원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를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음69)

¡ 유럽연합의 동 지침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에서 발전된 전기를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독일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이행하
기 위하여 발전분야의 「재생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ierbarer

Energien)」을 2009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음
¡ 이와 더불어 독일은 2009년에 열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
하고자 하는 제도적 성과로서, 열부문에 속하는 냉방과 난방분야에서 재생에
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법」과 병행하여 「재생열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을 제정하였음
¡ 이 법률은 2020년까지 열에너지사용부문인 난방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14%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2050년까지 난방
에너지의 50%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70)

¡ 독일은 2006년 1차 에너지원 중 35%를 석유, 24%를 석탄, 23%를 천연가스에
서 사용하고 있었고, 2006년 1차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는 5.8%에 지나지
않았음

¡ 독일은 에너지공급의 지속가능성,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수입의 해외의존성
의 축소를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중을 가능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어,
독일정부가 2007년 12월 5일 발표한 “통합에너지와 기후프로그램(IEKP:

Integrierte Energie- und Klimaprogramm)”의 목표는 최종에너지사용분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음

¡ 이에 의하면 최종에너지사용의 20%를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에서 충당하
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갈 것을 계획하고, 재생에너지원으
로 충당하는 발전율은 전체 발전량에 비하여 2009년 당시 약 12%에 이르고
있었음

69) J.-P.Schneider, Energieumweltrecht: Erneuerbare Energien, Kraft-Wärme-Kopplung, Energieeinsparung, in:
ders./Ch.Theobald, Handbuch zum Recht der Energiewirtschaft, S.1054 f.
70) G. Britz, Klimaschutz und Versorgungssicherheit durch Energieeffizienz – Neuerungen durch das dritte
Energiebinnenmarktpaket, ZUR 2010, 12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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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발전되는 전기의 비중이 이 정도로 증대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연결법」에서 시작하여 「재생에너지법」이 효력을
발한 시기에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발전의 붐을 일으킨 데에 있음

¡ 결과적으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생산의 비
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음

¡ 독일정부는 동법률을 개정하여 2020년까지 전기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의 비
율을 기존의 25%에서 30%로 증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였음

¡ 수송연료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도 2006년에 6.6%까지 확대되었고,
수송연료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증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법
률은

소위

「바이오연료비율법(Gesetz

zur

Einführung

einer

Biokraftstoffquote durch Ände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und
zur Änderung energie- und stromsteuerrechtlicher Vorschriften vom
18.12.2006)」임
¡ 독일은 열에너지분야인 난방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증대할 수 있
는 통일된 법적 수단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서 2009년 중반까지 난방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은 6%에 지나지 않았음

¡ 독일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냉열과 온열을 얻는 비율이 낮고, 이것도 대부
분 전통적이고 비교적 비효율적인 나무보일러를 사용하여 열에너지를 얻고
있는 실정이었음

¡ 그러나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3분의 1이 건물과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열
에서 발생하고 있었고,71) 열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증대할 수 있
는 제도적 수단의 흠결로 인하여 독일정부가 전체에너지의 50%를 재생에너지
원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열부문은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잠재성도 크다고 할 수 있어, 독일정부는 열부문에서 2020년까지
최소한 14%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고, 2050년에는 열부문의 전체 50%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조달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음
¡ 독일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1%를 감축할 의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원 사용의
71) J.Fischer/S.Klinski, Modelle für eine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markt aus rechtlicher Sicht,
ZUR 2007, 8 ff.

- 111 -

촉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열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

¡ 또한 독일은 국민경제적ㆍ에너지수급의 측면에서도 독일에서는 재생열의 적
극적인 사용촉진이 요구되었고, 수입되는 에너지원(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존성을 축소할 필요도 있었음

¡ 독일에 수입되는 화석에너지 중 석유와 천연가스를 정치적으로 분쟁이 심한
중동지역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재생열의 사용을 촉진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원에서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기술을 발전시켰고, 이를 통하여
재생에너지분야에 관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 독일은 재생열분야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경
우, 재생열분야에 관하여 독일의 산업이 국제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국제적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음72)

¡ 이를 위하여 독일은 우선적으로 열부문에서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정책이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

(2) 재생열 사용의무제도의 도입논의

¡ 전기, 수송연료 및 난방에너지는 서로 상이한 에너지사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
어, 각각의 상이한 에너지사용 시스템 중 일부는 동일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전혀 다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에너
지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시스템임

¡ 독일에서 발전부문은 재생에너지 중 풍력에너지,73) 수력, 태양광 및 바이오매
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송용 연료는 재생에너지 중 대부분 바이오디젤, 바이
오에탄올을 사용하고, 난방용 열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 태양열,
지열을 사용하고 있고, 난방분야인 열에너지는 이외에도 미활용에너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음

¡ 열부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74)의 이용률은 다른 재생에너지
72) V.Oschmann/A. Rostankowski, Das Internationale Klimaschutzrecht nach Kopenhagen, ZUR 2010. 59 ff.
73) W.Köck, Planungsrechtliche Anforderungen an die räumliche Steuerung der Windenergienutzung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Repowering –, ZUR 2010, 507 ff.
74) 바이오매스는 나무, 숯, 동물 폐기물, 농업 폐기물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바이오매스는 태양의 광 에너지를 유
기물로서 고정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와 달리, 바이오매스를 원료로써 에너지를 얻으면, 지구의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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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고, 바이오매스는 고체형 바이오매스에 해당하는 우드펠릿, 액체형 바
이오매스에 해당하는 식물유 그리고 기체형 바이오매스인 바이오가스가 존재
하고 있음75)

¡ 바이오매스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전체에너지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임

¡ 바이오매스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법률에서 바이오
매스의 사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열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약 94%를 바이오매스에서 충당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전체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열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에 있으며, 난방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석유, 석
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가격보다 비싼 데에 이유가 있음

¡ 바이오가스와 식물유의 사용비용은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높고, 바이오에너지
의 가격이 화석에너지의 가격보다 높은 것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데에 근
본적인 원인이 있음

¡ 비록 재생에너지원을 열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난방시설의 설치비용이 초
기에는 높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초기설치비용
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난방시설
을 하지 않게 되었음

¡ 독일정부는 난방용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기존의
에너지시장구조, 주식시장구조 및 재생에너지원 사용에 관한 부족한 지식으로
파악하였음

¡ 독일의 입법자는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시장유인적 프로그램을 통
하여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76) 독일정부가 사용한
시장프로그램은 2000년에 시작하였고, 소위 생태적 조세개혁에서 징수된 수입
에서 시장유인적 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지출하여 왔음

¡ 독일은 2007년에만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하여 2억 1300백만 유로의 재정
을 지출하였고, 난방분야인 열에너지사용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계를 순환하는 탄소량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진행의 억제에 기여하게 되어 재생에너지로 취급된
다. 바이오매스의 구체적인 이용법은 목재 등을 직접 연소하는 방식이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메탄, 에탄올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75)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SRU), Klimaschutz durch Biomasse,
sondergutachten, Juli 2007, BT-Drs. 16/6340, Tz. 3 ff.
76) 이에 관하여는 V.Oschmann/F.Sösemann, Erneuerbare Energien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Recht - Ein
Überblick, ZUR 2007, 1 ff.; J.Fischer/S.Klinski, Modelle für eine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markt aus rechtlicher Sicht, ZUR 2007, 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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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인식한 독일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포
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음

¡ 즉, 난방부문에서 간접적인 조정정책 특히 재정지원이라는 수단으로 재생에너
지의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까지 증대할 수 없을 것으로 독일정부는
파악하였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난방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
적 수단으로 의무사용을 법률에 도입하는 방안이 독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
였음

¡ 난방분야인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원의
의무사용을 독립된 법률에서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건축법」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방법에 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었음

¡ 난방에너지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은 독
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 외에 독일 「건축법」 제9조제1항제23호에 근거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의 확정시에 재생열을 사용할 수 있는 난방시
설을 설치할 의무를 도입하는 사항을 고려하게 되었음77)

¡ 그러나 「건축법」에 근거하는 도시계획에서 난방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사
용비율을 의무화하는 방법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
르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독일 연방환경부는 「건축법」에 근거하는 도
시계획에서 이를 고려하는 방법 보다 독일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재생에너지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유인적 모델을
고려하였음

¡ 독일은 열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촉진에 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의 도입에 관한 장기간의 논의를 정치적ㆍ사회적 차원에서 진행하였음

¡ 우선 독일 연방정부는 2007년 8월 메세베르그성(Schloss Meseberg)에서 개최
된 각료회의에서 신축건물과 대수선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음

¡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부터 법률제정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
되어, 독일 연방환경부는 2007년 10월 18일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12월 5일 연방정부의 동법률안은 독
일 “에너지통합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다른 법률과 같이 연방의회를 통과
하였음78)
77) 이러한 방향의 주장은 A.Schmidt, Klimaschutz in der Bauleitplanung nach dem BauGB 2004, NVwZ 20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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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에 의한 열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법률의 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의 각 주도 주법률을 제정하였음

- 바덴-뷔르텐베르그(Baden-Württemberg)는 2007년 말 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인 「재생열 사용에 관한 법률(Gesetz

zur Nutzung erneuerbarer Wärmeenergie in Baden-Württemberg)」을 제정하
였음79)

(3) 재생열 사용촉진 법제

¡ 독일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축은 재생열의 사용의무부과이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재생열의 사
용을 위한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로서 이 두 개의 축은 그 적용대상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음

¡ 독일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동법률의 목적을 규정하
고, 제2조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구성은 우리나
라의 법률구성형태와 다른 점이 없음

¡ 동법률은 제1조의 목적조문에서 2020년까지 최소 열부문에서 총 사용에너지
의 1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동법률 제

18조는 2011년 말까지 실행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연방정부에
부여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촉진제도는 유럽
연합의 지침80)에 근거하고, 재생열의 사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형태는 재
생열 사용시설에 대한 일정부분의 보조금지급, 저금리에 의한 시설자금의 융
자임

¡ 재생열을 사용하기 위한 보일러시설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
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재생열의 사용시설에 대한 높은 비용은 사실
독일에서 재생열의 사용 증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러한 문제의 극복은 재생열 사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부와 지
78)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bmu.de/klimaschutz/downloads/doc/39875.php 참조.
79) 독일은 연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는 연방과 주가 협력이 잘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를 독일 환경
연방주의 혁신촉진력이라고 한다.
80) Richtlinie zur Förderung von Maßnahmen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v.12.6.2006. BAnz. Nr.113
v.2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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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었고, 다른 재생열 사용촉진
을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사용된 제도는 조세감면제도임81)

¡ 원칙적으로 재생열에너지 사용비율의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제도는 재정지원
의 정도에 재생열의 사용비율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재정지원에 의한 재생열 사용촉진 제도는 국가의 재정부실을 가져 올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음

¡ 국민경제적으로 볼 때에 재생열 사용촉진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개인
에 의하여 유발되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납세자가 부담한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소위

“내부비용의

외부화(Externalisierung

interner Kosten)”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
¡ 바로 이와 같은 시스템은 환경법의 원칙인 원인자부담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시스템에 의한 재생열 사용
촉진제도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지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정부는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항
상 예산을 확정하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므
로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게 지배하는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다른 사업
으로 인하여 필요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이유도
있었음

¡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생열 사용시설에 대
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음

¡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재생열 사용촉진제도는 또한 유럽연합법에 따른 기
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원칙에 반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하여 재생열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유럽연합협
약」 제8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금지의
원칙에 위반할 수 있음

¡ 재생열 사용촉진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재생열 사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정
부의 지원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지급금지를 직접 위반하지 않아도, 독
일의 경우 최소한 「유럽연합협약」 제87조제3항에 따라 유럽연합위원회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함
81) H.Ginzky/J.Rechenberg, Die Ökonomisierung im Umweltrecht – von der dunklen Seite der Macht! – zugleich
eine Reaktion auf den Beitrag von Guido Wustlich »Ökonomisierung im Umweltrecht«, ZUR 2010, 25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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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위원회의 예외적 허가를 위한 한계는 국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의 경우에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투자비용의 40%까지
가능하고, 전통적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대체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의

100%까지 가능함82)
¡ 재생열 사용의무는 질서법적 의무로서 독일의 전통적인 환경법적 제도에 합
치하나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재정지원제도는 간접적
인 행위조종제도로서 독일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제도에 속함

¡ 이에 따라 재생열 사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동법률 제13조제1문은 2012년까지 매년 최소 5억 유로를 열에너
지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촉진에 지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은 2000년부터 시장촉진적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
를 마련하고 있고, 현재까지 환경세에서 징수된 재정수입에서 시장촉진적 재
정지출을 하여 왔음

¡ 그런데 재생열 사용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지출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신
온실가스배출권 할당법」에 따라 제2차 배출권거래기간 동안 연방환경부 예
산으로 귀속된 배출권판매수익인 4천만유로로 충당됨

¡ 이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연방행정규칙으로 제정된 「열시장부문의 재생에너
지 사용촉진에 관한 지침(Die Richtlinie zur Förderung von Maßnahmen zur

Nutzung erneuervarer Energien im Wärmenmarkt)」임83)

(4) 재생열 의무사용제도의 내용

¡ 독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촉진법」에
의하여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필요한 제품, 특히 태양광에너지에 필요한 제품
과 풍력에너지의 사용에 필요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독일의 경제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경험한 바 있음

¡ 독일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요인을 재생에너지 사용의무제도에
서 찾고 있어, 의무사용비율에 의하여 환경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는 이
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1990년에 도입한 경험이 있음
82) J.Fischer/S.Klinski, Modelle für eine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markt aus rechtlicher Sicht,
ZUR 2007, 9 ff.; ABI.EG 2001 Nr.C37, 3 ff.
83) 이에 관하여는 Die Richtlinie zur Förderung von Maßnahmen zur Nutzung erneuervarer Energien im
Wärmenmarkt in der Fassung vom 5.12.2007; http://www.erneuerbare-energien.de; http://www.baf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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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캘리포니아 주는 자동차 회사에 대하여 2003년까지 환경오염물질을 배
출하지 않는 자동차 10%를 시장에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였고,84) 이 제도를
독일은 재생열 사용촉진에 변환하여 도입하였음

¡ 국민생활의 쾌적성 지향에 따라 가정 및 상업용 난방ㆍ급탕 열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지구환경문제로 에너지공급에 대한 강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동법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재생열의 사용의무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재생열의 사용의무자에 관한 것
임

¡ 입법과정에서 재생열 사용의무자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집
단특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고, 여기서 원
칙적으로 원인자원칙(Verursacherprinzip)에 따라 온실가스배출에 책임이 있거
나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기로 결정하였음

¡ 이외에 중요한 사항은 어떠한 규율이 효율적으로 재생열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재생열사용 의무자와 국민경제에 대하여 가능한 적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인가를 결정하게 되었음

¡ 우선 난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열공급자에게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었
음85)

¡ 결국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완공되
는 신축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자체적으로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일부를 재생열에너지로 사용할 의무를 부과
하고 있음

¡ 동법률에 의하면 모든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생열 사용의무를 지지 않고,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면적이 50㎡이상인 경우에 재생열 에너지의 사
용의무를 부담함

¡ 또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생열의
사용의무를 면제하고, 동법률은 제4조제1호부터 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
축물에 대하여는 재생열의 사용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84) 이에 관하여는 Institut Wohnen und Umwelt GmbH / Zentrum für integrierte Verkehrssysteme,
Null-Emission-Stadt, Sondierungsstudie im Auftrag des BMBF, Darmstadt, Oktober 2002, S.112.
85) Bundesministrium für Umwelt, Konsultationspapier zur Entwicklung eines Instruments zur Förderung der
erneuerbaren Energien im Wärmemarkt v.24.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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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열 사용의무를 면제받는 건축물은 장기적ㆍ종합적으로 볼 때에 재생열
사용이 비경제적인 경우이고, 이러한 재생열 사용의무의 면제를 받는 건축물
은 이미 「에너지절약명령(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
되는 건축물임

¡ 재생열 사용의무의 대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완
공된 모든 건축물이고, 동법률의 효력발생에도 불구하고 재생열 사용의무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예외를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이 법률이 효력
을 발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의 신청을 하였거나 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임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은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입법과정에서 재생열 사용의무의 대상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었음

¡ 특이한 사항으로 거의 동일한 시점에 제정된 바덴-뷔르텐베르그주의 「재생
열 사용에 관한 법률」은 이미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과하였음

¡ 바덴-뷔르텐베르그주는 난방시설의 교체를 하는 것은 난방열의 사용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실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에서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정당성이 있음86)

¡ 그런데 연방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독일 연방정부도 입법과정에서 기존
의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
토를 하고, 법률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생열 사용의무의
도입을 고려하였음

¡ 신축 건축물에 대해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독일에서 연 평균
200,000㎡ 이하의 건축물만이 신축되어 독일이 설정한 재생열 사용목표를 달
성할 수 없는 데 이유가 있음

¡ 독일 연방정부는 2007년 8월 메세베르그성(Schloss Meseberg)에서 개최된 각
료회의에서 기존 건축물도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과하
는 방향에 관하여 고려하였음

86) 이에 관하여는 die Gesetzesbegründung, LT-Drs.14/1781, S.1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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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 난방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와 지붕이나
외벽을 대폭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정책적 결정이 되었음

¡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07년 10월 18일 연방정부의 법률초안은 기존의 건축물
에 대하여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연방정부는 이
에 관한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정책방향을 바꾸었음

¡ 독일 연방정부가 갑자기 입법방향을 변경한 이유는 재생열 사용의무를 기존
의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에도 부과하게 되면 건축주가 대수선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음

¡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대수선을 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낡은 건축물에
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비효율성이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고, 반드시 대수선이
필요한 건축물도 대수선을 가능한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재생
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오히려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독일 연방정부는 판단하였음

¡ 독일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대수선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생
열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으나 독일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대하여 연방과 동일한
정책결정을 강요하지 않았음

¡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생열
사용의무에 관하여는 주의 상황에 적합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에서 기
존 건축물에 대한 재생열 사용의무가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파악의 결과는 연방차원에서 「재생
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2011년에 발행될 실행보고서에 평
가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동법률 제3조제1항은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용에너지의 일부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음

¡ 열에너지의 사용량은 건축물의 완공시점에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난방비율이
확정되고, 동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열사용량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한
전체 열사용량은 주택의 경우 온수와 난방을 포함하고, 비거주용 건축물의 경
우 온수와 난방에 추가적으로 환풍에 필요한 에너지도 포함함

¡ 냉방에 사용되는 열사용량은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
여 생태학적 관점에 산업공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공정열도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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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음

¡ 왜냐하면 독일에서 사용된 열사용량의 약 3분의 1이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기 때문에 동법률은 엄격하게 건축물의 열사용과 관련한 법률이므로 의
식적으로 공정과정에 발생하는 열은 법률에서 고려하지 않았음

¡ 동법률에 따른 재생열 사용의무는 재생에너지원을 난방용과 온수에 필요한
열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고, 동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재생에너지
원의 사용의무비율은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름

¡ 동법률은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동법 제5조와 별표에서 에너지원별로 상
이한 의무비율을 부과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비
율을 달리하고 있음

¡ 태양열을 온수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5%, 바이오가스의 경우 30%,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바이오매스, 지열 및 미활용열의 경우 50%임

¡ 다수 건축물 소유자는 동법 제6조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7조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5조에 규정된 비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적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음

¡ 즉, 재생에너지원에 따른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폐열
또는 열병합발전열을 최소 50% 사용하거나 에너지절약조치를 하거나 지역난
방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음

¡ 동법률 제6조는 다수의 건축물 소유자에 의한 공동이행에 관하여서도 규정하
고, 건축물 소유자는 공동이행의 방식을 통하여 동법률에서 부여된 재생열 사
용의무를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동법률 제8조는 여러 종류
재생에너지 간의 조합을 허용하고 있음87)

¡ 태양열88)로 재생열 사용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된 크기의 태양열
장치를 지붕에 설치하여야 하고, 태양열을 온수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건축
물 소유자는 열에너지사용의 15%를 사용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태양광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고, 태양열 장치89)는
87) 이에 관하여는 BR-Drs.9/08, S.43.
88) 태양열이 별로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날씨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간헐적이고 밀도가 낮아 집약하지 않으면
큰 에너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태양열 이용의 기술이 개량되어 장래성이 크다. 현재는 태양복
사를 이용하는 효율이 태양전지 5~15%, 열원으로서의 직접이용은 20~80%, 식물의 광합성으로 0.2~2%라고 한
다.
89) 태양열 장치의 핵심적인 부분은 태양열을 붙잡아두는 집열장치(collector)다. 집열장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
너지를 열로 바꾸어 모아두는 장치로써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집열장치도 여러 부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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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나 난방을 위하여 사용됨90)

¡ 태양열장치는 유럽연합의 인증마크인 “Solar Keymark”를 부착한 것만 사용
될 수 있음

¡ 미활용에너지(Umweltwärme)로서 도시폐열은 각종 소각장과 공장에서 나온
폐열과 지하철이나 변전소 등 도시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말하며 온도
차 에너지는 하천수나 해수, 하수처리수, 지하수 같은 것을 말함

¡ 미활용열원은 저온이지만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열량이 많아서 미활용열을
열펌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음

¡ 난방ㆍ급탕 열수요의 온도는 60℃ 미만의 저온이며, 이러한 열수요에 대해 수
백도 이상의 고온의 열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화석연료의 연소를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환경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함

¡ 하천수, 해수, 하수처리수 등의 수온은 대기기온과 약간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기온보다 약 5℃ 정도 낮
고, 겨울철에는 기온보다 약 10℃ 정도 높음

¡ 미활용열을 이용하여 재생열의 사용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자는 열펌프를
사용할 수 있고,91) 동법률 제2조제1항제4호는 미활용열에 관하여 “폐열과 대
기 또는 하천에서 얻어진 열”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폐수에 포함된 열도 전통적인 의미에서 하천의 개념에 부합하지
는 않으나 미활용열이 되는 데 이러한 미활용열은 특정된 효율성에 관한 법
루어져 있다. 집열장치의 핵심 부분은 빛을 흡수하는 장치인 데, 모든 집열장치에는 흡수장치(absorber)가 반드
시 들어 있다. 집열장치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평판형 집열장치(집열판)이다. 이것은 빛을 투과하는
윗부분의 투명판(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이 빛을 흡수하는 내부의 흡수장치를 덮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
져 있다. 태양빛이 투명판에 들어오면 그 속에서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뜨거운 열이 생성된다.
90) 독일의 함부르크의 브람펠트(Bramfeld) 신주거 단지는 주택들의 지붕 남쪽면에 집열판으로 설치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브람펠트 주택단지 집열판의 전체 면적은 3000제곱미터이고, 집열판에서 얻어지는 온수를 보관하는
콘크리트 축열조는 지름이 26미터, 깊이가 12미터, 부피는 4500세제곱미터에 달한다. 축열조가 이렇게 큰 이유
는 뜨거운 물이 대부분 난방과 온수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4월부터 9월에 생산되고, 난방과 온수가 많이 필요
한 겨울에는 햇빛이 적은 데에 있다. 햇빛이 강한 여름에 물의 온도는 섭씨 95도까지 올라간다. 이 열을 대형
축열조에 보관하여야 겨울에 난방용 및 온수용으로 열을 이용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물이 사용할 정도로 온
도가 높지 않으면, 가스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사용한다.
91) 난방 및 급탕열의 필요온도는 40~50℃로 비교적 낮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온, 고질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
도 냉방과 난방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에 해당하는 미활용에너지가 존재할 경우는 열펌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직접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열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5℃이상의 열원만 있어도 가능하나 열펌프의 특성상 온
도가 높을수록 성적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의 대기보다도 온도차에너지가 더 좋다. 한편, 냉방을 위한 실
내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24~27℃ 정도이며, 이를 위한 냉풍온도는 13~18℃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13~18℃의 냉
풍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0~10℃ 정도의 열매체(냉수, 냉매, 얼음 등) 온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
은 난방, 급탕 열수요에 대해 수백도 이상의 고온의 열을 얻을 수 있는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공급하는 것
은 에너지·환경면에서 불합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히트펌프 등 저온의 열회수기술에 의하여 저
온·저질의 온도차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급탕 열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활용에너지의 이용필요성이 대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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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동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열에너지사용량은 이러한 열펌프에 의
하여 50%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법률상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
될 수 있는 이유는 열펌프를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체에 필요로 하는 열사용
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에 있음

¡ 지열92)로 열사용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활용열을 이용하
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건축물의 열에
너지사용량의 절반은 이러한 시설에 의하여 충당되어야 함

¡ 바이오매스93)는 태양열, 지열 및 미활용열은 무한정으로 존재하여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바이오
매스는 재배잠재력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에 한계가 있
어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동법률은 바이오매스에 의한 열생산에 대하여는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에 의한 열사용에 대하여 특별히 효율적인 보일
러 또는 연소장치만을 사용하여야 함

¡ 우드펠릿과 같은 고체형 바이오매스는 특정된 온도 이상의 보일러에서만 연
소되어야 하고, 액체형 바이오매스에 대하여 현재 사용되는 최고수준의 기술
을 사용한 보일러에서 연소될 것을 동법률은 요구하고 있음

¡ 가스형 바이오매스는 최대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소시설에서 사용되
어야 하며, 동법률은 바이오매스에 대한 추가적 요건으로 지속가능성을 요구
하고 있음

¡ 액체형 바이오매스는 토지에 지속적인 재배에 대한 요건과 자연적 생활공간
의 보호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동법률은 특이하게 「지속가능성
명령(Nachhaltigkeitsverordnung)」이 효력을 발할 때까지 과거에 바이오매스
로 취급되었던 개발도상국가에서 생산되는 팜오일과 콩기름은 동법률에 따른
바이오매스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92) 지열은 방사성 물질과 마그마의 작용으로 생성된다. 지구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약 99.8%는 태양
에너지 또는 태양에너지가 변형된 에너지이다. 그러나 지열과 조력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지열은 직접적인
난방, 전력생산, 열펌프를 통한 난방과 냉방, 제조용 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열이
용시스템은 지하에 존재하는 또는 지하에서 데워진 뜨거운 물을 지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열공급장치, 끌어올린
열을 난방용 또는 산업제조용으로 전달하는 기계장치 그리고 사용된 후 냉각된 물을 배출하는 장치로 구성되
어 있다.
93) 바이오매스는 19세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에너지원이다. 지금도 개발도상국가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바이오매스에서 얻고 있다. 현재 일차 에너지 소비 중에서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의 비율
은 세계에서 약 10%에 이르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나무, 곡물, 식물, 농작물 찌꺼기, 축산분뇨, 음식 쓰레기 등
이 모두 바이오매스로서 에너지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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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정부에 의하면 바이오매스로 사용되는 팜오일이나 콩기름은 개발도
상국가에서 수입하게 되는 데, 이를 바이오매스로 허용하게 되면 수입량이 증
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개발도상국은 팜이나 콩을 재배하기 위하여 산림을
벌채하도록 유도하게 됨

¡ 이러한 메카니즘은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증대
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동법률의 입법자가 판단하였음

¡ 동법률 제9조는 재생에너지원별로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법률 제5조를
비례원칙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예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동법률 제9조제1호에 의하면 재생열 사용의무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문화
재보호법」상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열 사용의무는 면제됨

¡ 동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르면 재생열 사용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재
생열 사용의무의 이행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
능하거나 과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등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때에는 행정청
에 이를 신청하고, 행정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재생열 사용의무가 면제됨

¡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
고, 일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재생열 사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가 투자한 비용이 해당 시설의 내구연한동안 재생열의 사용으로 충당되지 않
는 것으로 보고 있음94)

¡ 입법자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
았고, 현실적으로 태양열 사용을 위한 설비는 비교적 다른 재생에너지원을 사
용하는 설비보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독일의 현실임

¡ 뿐만 아니라 석유나 가스보다 현재로서는 가격이 비싼 바이오가스와 식물유
의 사용도 경제성은 없음

¡ 동법률에 의한 재생열 사용의무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시스템은 재생열 사
용의무를 지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생열 사용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행정청
으로부터 검증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행정청은 재생열 사용의무자를 샘플링 심사를 통하여 검증하고, 검증 후에는
특정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현행 독일

「에너지절약 시행령」의 집행흠결에 관한 문제가 더 이상 「재생열 사용촉
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생하지 않게 됨
94) G.Wustlich, Erneuerbare Wärme im Klimaschutzrecht, ZUR 2008, 113 ff.(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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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생열 사용의무제도와 지원제도의 관계

¡ 재생열 사용의무제도와 지원제도의 관계는 동법률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재생열 사용의무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음

¡ 동법률 제15조는 재생열 사용의무제도와 재정지원제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3개의 분야는 상호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
음

- 첫째, 심도지열을 사용하는 경우
- 둘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특별하게 촉진할 가치가 있는 기술로써 비용이 비싼
경우(혁신기술을 사용한 심도지열을 사용하는 경우)

- 셋째,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상으로 재생열을 사용하는 경우

(6) 온실가스감축 관련 법률과의 관련성

¡ 동법률 제4조제10호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와의 구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 대상인 건축물의 일부 또는 부속시설인 건축물은 동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생열 사용의무를 지지 아니함

¡ 이러한 이유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의 대상인 시설물의 일부 또는 부속시설물
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은 온실가스배출량에 관하여 측정을 받을 때에 이미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이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에 의하여 반영된다는 데에
있음

¡ 그러므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시설물 운영자는 이미 온실가
스배출권거래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화석에너지 사용비율의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인을 부여받고 있어,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추가적으
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음

¡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호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의 대상과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모든 건축물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거나 「재생열 사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열의 사용에 관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
음

¡ 이로써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의무사용을
지는 건축물은 없게 됨으로써 어떠한 건축물이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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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는 건축물인가 아니면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
생열의 사용의무를 부담하는 건축물인가에 관한 구별은 독일의 「임미시온방
지법」에 따른 허가(Immissionsschutzrechtliche Genehmigung)에 따라서 명확
하게 하고 있음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의무의 대상인 시설의 운영자는 과거에는 가능한 한 「온
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
으나, 앞으로는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인하여 이러한 시
도가 의미 없게 될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은 「재생열 사용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열 사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설
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임

¡ 열병합발전소(Kraft-Wärme-Kopplungsanlage)는 하나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열
과 전력을 동시에 발생시켜 용도별로 적절히 공급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
대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임

¡ 열병합발전은 에너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절약시설로
서 에너지의 고효율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선진국인 유럽의 국가들은 총
발전량에서 열병합보급비중이 30%를 초과하고 있음

¡ 열병합발전소를 일반적인 발전소와 비교할 때에 장점은 “에너지 효율성”이
고, LNG를 연료로 2개의 가스터빈(G/T)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500℃이상의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버리지 않고 폐열
회수보일러를 통해 스팀을 만들어 증기터빈에서 2차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최종여열을 가지고 지역난방에 사용하는 방식임

¡ 독일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에너지효율성을 인정하여 환경정책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의 경우와 같은 촉진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생열 사용촉
진에 관한 법률」은 열병합발전소의 열을 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는
재생열을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다만, 건축물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효율
성이 높을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유럽연합의 「열병합발전 지침」95)에 합치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
성이 높은 열병합발전소의 열을 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재생열 사

95) Richtlinie 2004/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1.2.2004 über die Förderung einer am
Nutzwärmebedarf orientierten Kraft-Wärme-Kopplung im Energiebinnenmark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1992/94/EWG, ABI.EU Nr.L52, 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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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열공급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의무의 확장은 집단에너지시설96)에서도 중
요한 사항임

¡ 집단에너지시설은 개별 건축물에 각자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아서 개별 난방보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적
고, 온수의 저장시설이 커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시설
임

¡ 그러므로 집단에너지시설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성된 열이나 재생에너지에서
생성된 열을 보다 경제적이고 에너지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임

¡ 집단에너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음

- 첫째,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서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
법 제14조제4호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둘째, 집단에너지시설의 열공급망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이나 재생에
너지원에서 생산된 열을 연결하여 열공급을 받는 경우 동법 제7조제3호에 따
른 대체조치에 해당하여, 이러한 열을 공급받는 건축물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재생열 사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동법률 제16조에 따라 동일한 범위에서 재생열 사용의
무를 부과하거나 연결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3. 신재생에너지 이용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1) 제도의 의의

¡ 민간부문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
하고 있음

¡ 동제도는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96) 집단에너지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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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임

¡ 동제도의 도입목적은 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함으로써 민간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유
도하는 데에 있음

¡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약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
산․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 이산화탄소의 배출 최소화 등 신․재생에너
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인증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추진할 때 우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 측에서 신축․증축․개축하려는 1천㎡ 이상
건축물이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 인증신청
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
음

¡ 공공기관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기 어려운 민간부문에서 국가
보조금 지원, 인증홍보․활용 가능성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 동
기를 유발하는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됨

(2) 건축물의 인증과 등급화

¡ 동법 제1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건축물인증기관"이라 한다)으
로부터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
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이하 "건축물인
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임

¡ 인증제도는 인증의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의 가부를 정하는 제도인데,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인증제도는 법률에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하
도록 하고 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시스템에 부합하게 인증의 여부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근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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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에 따라 5등급화하고 있음

- 즉, 1등급을 20% 초과하는 건축물, 2등급을 20% 이하 15% 초과하는 건축물,
3등급을 15% 이하 10% 초과하는 건축물, 4등급을 10% 이하 5% 초과하는 건
축물, 5등급을 5% 이하 3% 초과하는 건축물로 등급화하고 있음

¡ 인증제도와 등급화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적합하도록 개정
할 필요성이 있음

(3) 임의인증제도의 의무인증제도로의 개정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와 에너지다원
성,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됨

¡ 이를 위하여 발전분야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또는 발전의무할당제도를 도
입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나 열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은 공공기관의 소유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의
무적으로 최소한 일정한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
이 있음

¡ 실제 민간건축물에 대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일정한 양의 에
너지를 수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도 있음

¡ 독일은 「전기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산업
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만
들어서 자국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이러한 경험을 가진 독일은 또 다시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
하여 열공급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부여된 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
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고 있으나 독일과는 달
리 개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설비의 설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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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개인소
유의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열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강제성이나 의무성이 없는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개인소
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독일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도입하고 있는 재생열 사용시설에 대한 일정부분의 보조급 지급과 저금
리에 의한 시설자금의 융자를 통한 재정지원제도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개정하
면서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재생열 사용의무를 부여한 독일과 달리 신재생에
너지사용 건물인증제라는 소극적인 제도의 도입에 만족하는 것은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열에너지분야에
서의 온실가스배출감축에 관한 필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음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
너지사용 건물인증제는 「건축법」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현행 「건축법」 제65조는 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고, 동법 제66조의2는 국토해양부ㆍ환경부ㆍ지식경제부 공동소관
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규율하고 있음

¡ 이러한 법률의 현실에서 볼 때에 개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
용 건축물 인증제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보임

¡ 개인 소유의 건축물은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
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
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민간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
은 건축물에 대하여 다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
성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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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고려할 때
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
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보다는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서 채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
으로 보임

¡ 산업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열사용의무를 지는 건축물 소유자를 현
실에 적합하게 신축건물과 열사용시설을 개수하는 건축물로 제한한다면,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비례원칙에 반하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으로 절약되는 열에너지사용비용은 신재생열 사용
시설의 설치비용을 장기적으로 상쇄하게 될 것이므로 설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단기적으로 신재생열의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데 투입될 일시적인 많은
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방법으로
신재생열 사용의무를 신축ㆍ개축ㆍ증축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제
도의 사회적 수용이 쉽게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건축법」과의 관계에서 ① 건축법이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건축
설비의 일부인 점, ③ 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건축법
제65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건축법 제66조의2, ‘09.2. 개정)를

「건축법」에서 국토해양부․환경부․지식경제부 공동소관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를 이법에 규정하는 것
이 적정한지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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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에너지효율성 향상 법제
I.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효율성 향상 법제 필요성
1.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동향
¡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으
며, 에너지가격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에너지수급안전성은 많은 다양한 도
전에 직면하여 있음

¡ 또한 에너지소비는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에너지
중에서 유일하게 환경적 침해가 적은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음

¡ 에너지정책에서 지금까지 간과한 것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의한 신속
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적인 잠재력임

¡ 오늘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냉장고는 약 10년 전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지 않
은 기존의 냉장고보다 전기를 약 3분의 2 정도 절약할 수 있음

¡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는 기존주택의 약 20%의 에너지로 충분한 냉난
방이 가능하고, 에너지효율적인 난방시설은 열순환장치의 최적화를 통하여 기
존 난방시설의 약 90%까지 에너지를 절약하게 함

¡ 그러므로 에너지절약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수급에 관한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정책이 됨

¡ 에너지 수요관리 중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자원으로 에너지절
약은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음

¡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미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으로 에너지절약을 에너지수급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제품에 특화된 제도적 수단으로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Eco-Design),
에너지절약서비스를 지원하는 수단 및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도적 수단은
에너지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제도적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음

¡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는 기후변화, 사용증가로 인한 화석에너지원의 고갈, 에
너지수급안전에 관한 문제 및 에너지수출국가에 에너지수입국의 정치적․경제
적 종속성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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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와 관련된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는 에너지사용의 개선을 점차 중요한
지속가능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 지구온도가 섭씨 2℃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는 이산화탄소
의 배출을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약 50% 내지 85%로 감축하여야 함97)

¡ 우리나라도 2008년도 말에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자립사회
의 구현, 에너지저소비․저탄소로 전환, 탈석유사회로 전환, 더불어 사는 에너
지사회구축, 녹색기술과 클린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정부는 에너지자립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2005년 4.1%에
서 2030년 40%로 증대하고, 에너지저소비․저탄소로 전환을 2006년부터 2030까
지 에너지효율을 47%개선하고,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를 2006년 0.307에서

2030년에 0.164로 높이여, 탈석유사회로 전환을 위하여 석유의존도를 2006년
43.6%에서 2030년에 33%로 줄이고, 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빈곤층 비율을 2005년 7.8%에서 2030년에는 0%로 낮추며, 녹색기술과
클린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4년 60%에서 2030년에

90%로 설정하고 있음
¡ 유럽연합도 2007년 유럽연합정상회의에 결정된 사항98)을 유럽연합위원회가
“20-20-20”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0-20프로그램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20%
줄이고, 사용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로 높이고 에너지효율을 2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99)

¡ 유럽연합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기존의 「최종에너지효율성 및 에너지서비
스지침(EDL-RL: Endenergieeffizienz- und Energiedienstleistungsrichtlinie)」100)
에 따른 에너지효율목표를 초과한 것임

¡ 독일도 유럽연합의 “20-20-20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위 “통합에
너지 기후프로그램(IEKP: Integrierte Energie- und Klimaprogramm)”101)을 수
립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은

국가에너지효율실행계획(EEAP:

Nationale

Energieeffizienz- Aktionsplan der Bundesregierung)102)과 연방환경부에 의한
97) 이에 관하여는 2004년 IPCC 제4차 보고서(http://www.ipcc.ch/ipccreports/ar4-wg3.htm) 참조.
98) 이에 관하여는 Sanden, Energiewirtschaftliche Tagesfragen(ET) H.5(2007), 36.
99) 유럽연합의 “20-20-20 프로그램”은 2008년 12월 17일 유럽연합의회 1독회를 통과하였다.
100) Richtlinie 2006/32/EG v.5.4.2006 über Endenergieeffizienz und Endenergiedienstleistungen, ABlEU Nr.L 114,
S.64 ff.
101) 이에 관하여는 Bosecke, EurUP 2008, 122; Wustlich, NVwZ 2008, 1041.
102) h t t p : b m wi . de / B M Wi / R e d a t i o n / P DF/ P ub l i k a t i on e n/ na t i o na l e r - en e r g i e ef f i z i en z pl a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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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효율계획-전략을 2008년 10월 16일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음

¡ 에너지효율성103)은 새로운 테마라고 할 수 없으나 기후변화시대에서 가장 시
사적이고 매력적인 주제의 하나에 속함

¡ 기후변화시대에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축으로 재생
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성으로 구성되는 3개의 요소를 들 수 있음

¡ 법학분야에서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개념은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의대상으로 거론되지도 않고 있음

¡ 일반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은 에너지의 획득, 변환, 분배 및 이용을 하는 때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의미함104)

¡ 에너지효율성은 열, 전기 및 연료로 대변되는 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요
소와 관련되고 에너지의 종합적인 가치창출연계체계와 관련됨

¡ 에너지효율은 첫 번째 단계로 발전 시에 발전소의 효율을 증대하는 것을 의
미하고, 발전효율의 증대는 효율성이 낮은 발전소의 시설을 효율성이 높은 첨
단화된 시설로 교체를 통하여 가능함

¡ 에너지효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기송전 시에 발생하는 전기손실(누수)을
감소하기 위하여 집중적 전기공급을 분산적 전기공급으로 교체하여야 함
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
103) 에너지효율성의 향상이 곧바로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는 소위 “리바운드 효과
(rebound effect)”에 기인한다. 리바운드 효과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게 되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저감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연비와 가전제품의 효율 향상으로 절약되는 에너지의 10-30%는 리바운드 효과에 의해 상쇄된
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형 냉장고가 나오게 되면, 소비자는 보다 큰 냉장고를 사고, 냉장고를 2개씩 사용함으로써 에너지효
율성의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 이는 에너지효율성 증대에 관한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저감노력이 수
포로 돌아갈 수 있다. 자동차 연비와 가전제품의 효율 향상으로 절약되는 에너지의 10-30%는 리바운드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리바운드 효과의 발생원인으로 비용이 싸질수록 그것을 더 사용하려는 욕구는 대부분
늘어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도덕적인 면죄부’로 작용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을 줄이게 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난방온도를 1℃ 낮추고 5km 이내 거리는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
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3분의 1가량 적게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세 가지 실
천을 함으로서 절약했다고 생각하는 돈을 물건구매 등 추가적인 소비에 쓴다면 리바운드 효과는 34% 정도가
된다. 리바운드 효과의 더 큰 문제는 소비자 개인 수준이 아닌 생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리바운드 효과이다. 철
강 생산에서 효율이 높아지면 가격이 낮아지고 낮아진 가격은 더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에너지 효
율 향상만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른 관련된 제도나 정책과 연관하지 않은
에너지절약 정책이나 기술이 더 많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전기료가 너무 싸 전기를 절약하려는 동기
부여에 실패한 데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난방온도를 낮추자는 식의 일회성 시책만으
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임에 틀림없다. 리바운드 효과를 줄이려면 단 하나의 정책만으로 성
과를 거둘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한 정책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시
행되어야만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J.Jenkins/T.Nordhaus/M.
Shellenberger, ENERGY EMERGENCE - REBOUND & BACKFIRE AS EMERGENT PHENOMENA,
BREAKTHROUGH INSTITUTE, FEBRUARY 2011.
104) G. Wustlich, Energieeffizienz: Recht zwischen Ökologie und Ökonomie?, ZUR 2007, 28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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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경우에 열 수송관의 첨단화된 단열장치에 의하여 열전달의 효율성을 증
대할 수 있음

¡ 에너지효율의 3단계로 소비적인 측면에서 최종에너지는 에너지서비스의 조달
을 위하여 에너지투입을 줄임(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사용 등)으로써 명
백하게 개선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 소비단계에서 에너지효율성의 증대는 소비자의 행위와 관련되고, 에너지효율
성은 건물의 단열시설의 개선, 난방기기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교체, 에너
지효율성이 높은 전구나 램프로 교체, 전기제품의 대기전력의 감소, 에너지효
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의 사용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용이나 연비가 높
은 자동차의 이용 등으로 소비분야에서 실현가능함

¡ 에너지효율성은 사실 모든 분야에서 실현가능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에
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은 대단이 높다고 할 수 있음105)

¡ 에너지효율성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고전적인 분야에
해당하며, 에너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사람은 에너지사용에 대한 비용절감
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음

¡ 모든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소비를 줄여서 에너지생산과 전달로 인한 환경영
향을 감소하고자 하는 이익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 에너지효율을 증대하
고자 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않을
수 있음

¡ 인간의 수많은 활동은 비록 적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하여도 고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경제의 모든 영역은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상
황을 결정하게 됨

¡ 에너지효율성의 증대와 관련하여서는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 소위 Negawatts
또는 Negajoule이 가장 중요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106)

¡ 여기서 에너지단절(에너지투입의 포기)과 에너지효율을 구분할 수 있고, 에너
지단절(Energiesuffizienz)은 에너지사용을 증대를 필요불가피한 정도로 제한하
는 것임

¡ 이에 반하여 에너지효율은 에너지절감과 차별화되며,107) 에너지절약은 유럽연
105) 유럽연합위원회는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실행계획(Aktionsplan Energieeffizienz)”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절
약을 20%까지 도달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독일도 2020에는 1990년대비 에너지효율성을 두배로 증가시켜서, 경
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1차 에너지의 소비를 1990년대비 20%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
다.
106) 독일은 2020년까지 잠재절약양을 111Terawatt/S로 산정하고, 이산화탄소를 6천8백만톤을 감축하고, 96억 유
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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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최종에너지효율성 및 에너지서비스지침(EDL-RL)」 제3조의b에 따른
에너지사용 시에 비용과 수익의 관계개선을 의미함

¡ 에너지사용을 증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에너지사용으로 얻는 수익률을 향상
시키는 것이 에너지효율이고, 에너지효율은 에너지의 공급의 측면에서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수요의 측면에서 에너지소비를 할 때에 에너지절
약을 말함108)

¡ 이 보고서에서는 잠재적 에너지효율성을 개선에 관한 제도적 수단을 파악하
여 이에 대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합한 법률개선방안을 제시함

¡ 특히 에너지사용제품과 에너지서비스 활동에서 에너지사용의 특정된 관점으
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109) 에너지생산,110) 건축물의 에너지효율,111) 산업체․
수송분야112)에서 에너지효율에 관하여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에너지소비단계에서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현행 법률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법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에너지효율성 향상 법제
¡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적 수단은 개념적으로 에너지절약적 행위가 유발되어
특정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명령적 방식이나 유인적 방식임

¡ 이러한 제도적 수단은 이러한 제도적 수단으로 달성된 사실상의 기술적 또는
조직적 전환과 관련되는 구체적 조치와는 다름113)

¡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이용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의 선택이

107) 이에 관하여는 Linz, Weder Mangel noch Übermaß, Über Suffizienz und Suffizienzforschung, Wuppertal
Papers Nr.145, S.8 f.; 에너지절약을 절대적 에너지절약과 상대적 에너지절약으로 구분하는 견해로는
Scherhorn, Hartard/Schaffer/Giegrich(Hrsg.), Ressourceneffizienz im Kontext der Nachhaltigkeitsdebatte, 2008,
S.21; Keyhanian, Rechtliche Instrumente zur Energieeinsparung, 2008, S.48ff.
108) Schomerus/Sanden/Benz/Heck, Rechtliche Komzepte für eine bessere Energienutzung, Berichte des
Umweltbundesamts 1/2008, S.16.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Madlener/Alcott, ET H.10(2007), 70.
109) 이에 관하여는 Schomerus/Sanden/Benz/Heck, aaO., S.16.
110) U.Jacobshagen, Energieeffizienz in der Energieerzeugung – Die Novelle des Kraft-WärmeKopplungsgesetzes, ZUR 2008, 449.
111) 이에 관하여는 M. Schmidt, Energieeffizienz im Mietrecht: Der neue Energieausweis, ZUR 2008, 463; R.
Sparwasser/D. Mock, Energieeffizienz und Klimaschutz im Bebauungsplan, ZUR 2008, 469.
112) Keyhanian, aaO., S.175 ff.; Schomerus/Sanden/Benz/Heck, aaO., S.288ff.
113) Schomerus/Sanden/Benz/Heck, aaO.,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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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기 때문에 에너지이용개선을 위한 제도적 수단에 관한 개념은 명확하
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이미 기존에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실질적으로 전환가능한 제도
적 수단들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지금까지 논의된 제도적 수단의 효과를 고려할 때에 규제법적인 명령과 강제
제도는 환경세, 조정가능한 이용권, 자기선언을 통한 자발적 의무와 같은 자
기조절적 수단 등 경제적 수단과 구별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의 조합이
며,114) 에너지이용개선을 위한 법정책으로 다양한 제도적 조합은 특정된 제도
의 장점이 다른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게 됨

¡ 분석된 제도적 수단은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115) 에너지효율
성은 효과성 즉 실행력을 의미함

¡ 실행력은 에너지절약목표달성에 대한 적합성과 절약잠재성의 실현을 의미하
고, 대내외적 연관성의 측면에서 개별 제도의 실행상 문제도 중요한 관점이
됨

¡ 에너지효율성은 개별제도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관계를 의미하고, 전체비용
과 전체의 이용을 고려할 때에 특정된 제도형태의 목적과 수단은 중요한 요
소임

¡ 에너지효율성은 정확하게 계량화될 수 없으나 평가는 될 수 있고, 중요한 것
은 개별 제도의 경제적 부담, 실무적 유용성, 투명성 및 명확성이며, 법적인
일치성은 고전적 법학평가기준이 됨

¡ 이것은 개별 제도가 구체적인 규율형성에서 형식적․실질적으로 국제규범과 국
내규범과 합치하는가의 여부임

¡ 현행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에너지이용을 위한 개선정책이 현행
국제규범과 국내규범과 합치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항임

¡ 에너지이용개선에 관한 제도의 정책적 실행가능성은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됨116)

¡ 이러한 평가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기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114) 이에 관하여는 G.Lübbe-Wolff, Instrumente des Umweltrechts - Leistungsfähigkeit und Leistungsgrenzen,
NVwZ 2001, 481 ff.
115) Roßnagel/Sanden/Benz, UPR 2007, 361 ff.
116) Dose, Problemorientierte politische Steuerung, in: Burth/Görlitz(Hrsg.), Politische Steuerung in Theorie und
Praxis, 2001, S.31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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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관한 평가는 제
외하는 것이 적합함

Ⅱ.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표시제도
1.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1) 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의 의미

¡ 전기제품의 에너지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에너지사용제품을 시
장에서 퇴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소비자제품의 환경적 영향은 제품의 원료선택에서부터 생산, 운송, 저장, 설
치, 사용, 재활용, 재사용 및 폐기까지의 전주기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유럽연합위원회는 제품의 전주기적 환경영향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에 의하지 않고는 소비자제품에 적합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통한 환경보호는 특정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소
비자제품과 관련된 모든 국민의 문제에 해당하고,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제조
자는 제품의 원료를 가능한 적게 사용하여야 하고, 보다 질 높은 제품을 생산
하고, 생산에 필요한 전기와 용수를 적게 사용할 때에 생산한 제품이 환경친
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117)

¡ 소비측면에서 볼 때에 소비자는 사용하는 제품의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소비자는 개선된 정보와 투명성
과 같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품표시에 의하여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인식
할 수 있음118)

¡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성이나 소비량 또는 온실가스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제조자
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제조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17) R.Wägenbaur, Umweltfreudliche Produkte durch intergriete Produktpolitik, EuZW 2001, 194.
118) 유럽연합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마크가 표시된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를 감소시키는 조세법적인 정책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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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성이 높거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에너지사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성이 높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적은 제품의 개발과 제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됨

¡ 또한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원천적인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판매 및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에너지사용제품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의 주요한 요인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환경침해를 유발하고 있음

¡ 시장에 출시되는 대다수 에너지사용제품은 기능상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에너지효율성, 환경친화성 등의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사용제품의 전반적인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사용제품의 에너지효율성 향상 목표는 에너지소비에 부정적 요인을 파
악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제품의 설계는 유럽연합의 경우에 통합적 제
품정책에서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사전예방 접근방식으로써 제품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
의 환경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설계를 제조자, 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진정
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정책적 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전력의 소비효율성을 증대하여, 온실가스감축목
표의 효율적인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사
용량은 가장 빠르게 증대하는 에너지에 속하고, 전기사용의 증대추세에 대처
할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유일하게 에너지효율성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
급정책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대상이 되는 에
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정의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효율기자재는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
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에서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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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함

¡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제는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전기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제품군의
지정과 등급화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 규
정하고 있음

(2)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에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자동차,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효율
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로 규정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규정」은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를
총 36개를 정하고 있음

¡ 즉,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
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
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
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
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
대, 전기라디에이터, 자동차 (36개 제품)

¡ 그러므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라고 하여도 지식경제부령과 「효율관리
기자재의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36개 제품 이외에는 효율관리기자
재에 속하지 않아서 에너지효율등급화를 할 필요성이 없게 됨

¡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는 36개 제품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36개 제품
중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에 따라 정격소비전력이나 크기를
제한하여 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전기냉장고의 경우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에 의하여 “전기냉장고: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 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 140 -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
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

×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음
¡ 에너지효율관리대상이 되는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는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에
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
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
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
을 말한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표시의무

¡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의 받
은 경우에 자체측정을 하여 해당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등
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함

¡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에너지 소비효율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승인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
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적용 시 해당하는 등급(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
지)을 말함

(4) 표시사항

¡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에너지효율 측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 에너지효율관
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은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로서 각
제품에 따라서 상이함

¡ 예를 들면, 전기냉장고의 경우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 사용시 CO2배출
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이나 전기밥솥의 경우 1인분소비전력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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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시간 사용시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
급이며,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냉난방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보조
히터용량, 소비효율등급임

¡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도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그 결과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CO2 배출량 및 연간에너지비용 표시 시행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구

분

시행일
0̀9.
07
.
0
1

CO2배출량
표시

1̀0.
01
.
0
1
1̀1.
12
.
1
5
1̀1.
12
.
2
7
1̀2.
04
.
0
1
1̀2.
07
.
0
1
1̀0.
07
.
0
1

연간에너지
비용 표시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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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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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대 상 품 목
전기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식기
건조기,전기진공청소기,선풍기,공기청정기,백열전구,안
정기내장형램프 (
10품목)
전기냉동고,전기냉방기,식기세척기,전기냉온수기,전기밥
솥,형광램프,삼상유도전동기,상업용전기냉장고 (
8품목)
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 (
2품목)
전기장판,전기온수매트,전열보드,전기침대,전기라디에이
터 (
5품목)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1품목)
텔레비전수상기,제습기 (
2품목)
전기냉장고,전기냉동고,김치냉장고,전기냉방기,전기세탁
기,전기드럼세탁기,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전기밥솥,전
기진공청소기,선풍기,공기청정기,상업용전기냉장고 (
13품
목)
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 (
2품목)
전기장판,전기온수매트,전열보드,전기침대,전기라디에이
터 (
5품목)
전기냉온수기,삼상유도전동기 (
2품목)
텔레비전수상기,제습기 (
2품목)

(5) 시행현황

¡ 에너지기자재 효율등급표시제도는 이미 199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동
제도가 정착하여 감에 따라 대상에너지기자재의 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 2012년 4월에는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추가하였고, 2012년 7월에는 변압
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제습기 등 4품목을 추가하였으며, 2012년 12월부
터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이에이터 등 7품목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동제도는 에너지효율관리대상의 제품만을 확대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품목
별 효율등급 기준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현재 고시를 개정하여 효율등급 기준을 30~50% 상향 조정하여, 1등급 비중
5% 이내로 관리하고 있고 있는 제품을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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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백열전구(퇴출), 상업용전기냉장고 등 7품목으로
확대하고 있음

- 2012년 1월부터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프리미엄효율기준을 제정하여 프리
미엄효율기준(IE3)을 고효율기준(IE2) 보다도 효율이 2% 더 높은 초고효율 삼
상유도전동기를 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1월부터 에너지효율기자재의 효율등급화 중 1등급 기준보다
30~50% 더 높은 초고효율제품 기준으로 에너지효율목표를 부여하고,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할 경우 별도의 라벨링 부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위 에너
지프론티어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그 대상을 에너지다소비제품인
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전기드럼세탁기․텔레비전수상기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2.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기자재의 판매금지
(1) 제도의 목적

¡ 에너지효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는
해당 기자재를 사용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최소에너지효율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
과하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
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달성하
는 데에 목적을 둔 제도임

¡ 최저소비효율기준은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를 위하여 일정 효율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수준 이상 제품의 생산․
판매를 제한하고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규정」에서 설정한 최저소비효율,
최대소비전력량, 최대소비전력, 최대대기전력 또는 최대열관류율 기준을 말함

(2) 시행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판매금지를 하여야 에너지사용제품에 의한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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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실현할 수 있음

¡ 조명기기는 그 자체가 에너지사용량은 많지 않으나 밤에는 상당한 시간동안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특별한 에너지효율관리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라고 할 수 있음

¡ 정부도 동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 시
장퇴출을 목적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 불가능한 수준(20lm/W 이상, 현
재 백열전구 효율수준: 10~15lm/W)으로 강화하여 백열전구 퇴출 추진하고 있
음
구

최저소비효율기준 (
l
m/
W)

분

25W 이상 40W 미만
40W 이상 70W 미만
7
0W 이상 150
W 이하

1단계 퇴출(
’
12.
1.
1～)

2단계 퇴출(
’
14.
1.
1～)

8.
3
11.
4
20.
0(
퇴출 기준)

20.
0(
퇴출 기준)
20.
0(
퇴출 기준)
20.
0

* 1단계 퇴출(70~150W: 전체 시장의 26%) → 2단계 퇴출(25~70W: 전체 시장
의 74%)

3.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제도
(1) 제도도입 배경

¡ 유럽연합위원회는

2001년

통합적

제품정책에

관한

녹서(Grünbuch

zur

intergrieten Produktpolitik: IPP)를 발간하고, 제6차 환경실행프로그램의 방안
으로 녹서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에 유리한 시장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시장수요의 확대와 에너지자원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
여 도입된 개념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물질효율성과 에너지효율성
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유럽연합은 사전연구를 통하여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제품사용
단계에서 에너지소비를 주요한 환경요소로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요구사항
으로 대기전력과 에너지효율에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 유럽연합은 2005년 7월 6일에 제정된 유럽연합 「에너지사용제품에 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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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2005/32/EG)」으로 인하여 에너지사용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여 있음

¡ 이 지침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하여 제품생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에너지사
용제품 그 자체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통한 환경친화적 제품을 요구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하여 제품전주기(원료
에 폐기까지의 전주기)과정에 대한 환경친화성을 요구하고, 공산품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을 개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소위 통합제품정책에 관
한 원칙을 확장하는 구체적 규범임

¡ 산업분야에서 환경보호는 지금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운영에 대
한 통제와 제한에 중점을 두었고, 산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환경영향의 고려와
평가는 공기, 물, 토양과 같은 매체에 따라서 분리하여 통제하고 규제하였음

¡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입법권자의 법정책적 방향이 생산시설에서 생
산된 제품과 그 제품의 전주기적 환경영향으로 이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환
경적인 관점은 유럽연합에 수입․생산․사용․폐기되는 에너지사용제품으로 점차
적으로 이전되었음

¡ 특히, 이러한 환경관점의 이전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유럽연합에서 온
실가스배출의 감축과 관련되며, 유럽연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40%
가 에너지사용제품의 생산과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음119)

¡ 에너지사용제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사용감축은 에너지정책적․환경
정책적 의미를 더 증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유럽 기후변화 프로그램(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보고서에서 제시된 것처럼 에너지소비의 현저한 감소는 실
현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기후변화는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 Decision No.1600/2002/EC에 규정된 제6
차 환경실천계획(the Six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의 주요항목 중
의 하나임

¡ 에너지효율성향상과 에너지 절약은 유럽연합에서 공급의 안정화를 증대시키
고,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하므로
119) 유럽연합의 지침을 제정할 때에 지침제정의 타당성에 관한 논거에 관하여는 Begr. der Kommission zum
RichtlinienE in: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Schaffung eines
Rahmens für die Festlegung von Anforderungen an die umweltgerechte Gestaltung energiebetriebener
Produkte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92/42/EWG des Rates, KOM(2003) 453, Nr, 3.1.2.

- 145 -

유럽연합은 에너지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

¡ 에너지사용제품의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
한 비용은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에너지사용제품의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제품설계 요구사항의 적용을 위한 일관된 기본
시스템은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보장과 이들 제품의 전반적인 환경영향 개선
을 목적으로 수립되고 있음

¡ 이러한 유럽연합의 제품의 친환경적 요구사항은 공정한 경쟁과 국제무역의
준수이고, 동 지침은 에너지사용제품의 잠재적 환경부담을 저감시켜 높은 수
준의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및 기타 최종 사용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은 건전한 경제활
동과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120)의 필수조건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에너지사용제품의 에너지효율성 향상은 에너지수요관리 측면에서 적합한 정
책으로 유럽연합이 설정한 환경친화적 제품설계(Ökodesign, Eco-design)는 제
품의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사용제품의 환경성과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품설계
에 환경측면을 통합한 것임

¡ 소비자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에너지수요관리의
정책수립자는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절약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
함으로써 에너지수요관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은 이미 이러한 관점에서 1992년 9월 22일에 통일된 표시와 제품정
보를 통한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자원에 관한 소비항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121) 소비자의 행위형태와 관계없이 에너지절약의
목표달성은 에너지제품의 생산측면과 제조공정과정에서 출발하는 방안도 필
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2005년 7월 6일 발효한 에너지사용제품지
침122)을 제정하여 에너지사용제품의 환경적합적 설계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120)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보건․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121) Vgl. Kommissionsvorschlag, KOM(2003) 453, Nr.5.4.: Die Richtlinie 92/75/EWG des Rates vom 22.9.1992 über
die Angabe des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Ressourcen durch Haushaltsgeräte mittels einheitlicher
Etiketten und Produktinformationen.
122) 이 지침의 공식적인 제명은 Richtlinie 2005/3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Rates vom 6.7.2005 zur
Schaffung eines Rahmens für die Festlegung von Anforderungen an die umweltgerechte Gestaltung
energieberiebener Produkte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92/42/EWG des Rates sowie der Richtli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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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은 소위 통합제품정책의 실현을 위한 유럽연합의 일련의
입법활동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통합제
품정책은 「폐자동차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00/53/EG)」, 「전기 및 전자장
비 폐기물에 관한 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2002/96/EG)」,123) 「전기 및 전자 장비 내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 2002/95/EG)」124) 및 「제품의 화학물질등록명령 (REACH:
Die Verordnung EG Nr.1907/2006)」과 동일하게 에너지사용제품지침도 제품
의 전주기(gesamte Lebenszykus) 동안 환경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에 목적
을 둔 지침임

¡ 유럽연합은 에너지사용제품의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고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제품지침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제
품에 대한 소위 환경디자인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포괄적인 법규를 제정하고
자 하였음125)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은 에너지사용제품에서 발생하는 환경부담을 줄어들고, 에
너지수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유럽연합의 역내시장에서 에너지사용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하여 국가 간의 규범조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제도적 수단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은 통합제품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생산의
공정과정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획․개발․디자인 단계에서 환경․건강친화를 요구
96/57/EG und 2000/5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Rates (ABlEG Nr.L 191, S.29).
123) WEEE는 2005년 8월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다. 2005년 8월부터 유럽역내 시장에 출고되는 제품들은 WEEE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WEEE는 제품의 사용 후에 처리가 쉽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배터리의 재활용, 텔레비전스크린 유리의 재활용에 관한 방법을 제품의 사용설명
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24) RoHS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한
유럽연합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유럽연합의 역내시장에 제품을 출
시하기 위하여 전기 및 전자 신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PBB),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PBDE)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25) 이에 관하여는 Jepsen/Schilling/Böttcher-Tiedemann, Hintergrundpapier zum Diekussionsforum EuP-Richtlinie
anlässlich der Fachkonferenz Ökodesign und Energieeffizienz - Potenziale für nachhaltige Konsum- und
Produktionsweisen
am
28.
10.
2005,
S.
1
f.,
in:
http://www.bund.net/lab/reddot2/pdf/knu_06_jepsen_hintergrundpapi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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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제품의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정을 채택하도록 하는 정책은 생산정향적 환경
보호(produktionsintergrierter Umweltschutz)라고 할 수 있고, 제품의 기획․개
발․디자인

단계에서

환경친화적인

방식의

정책을

제품정향적

환경보호

(produktintergrierter Umweltschutz)라고 할 수 있음
¡ 환경정책에 대한 이와 같은 트랜드의 변화는 제품의 기획단계에서 해당 제품
의 사후적인 환경부담과 제품과 관련된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데에 기
인함

¡ 하나의 제품이 유발할 수 있는 환경부담은 제품정향적 환경보호정책으로 제
품개발의 기획단계에서 이미 약 80%까지 확정될 수 있으며,126) 에너지사용제
품지침이 추구하는 목적인 제품의 환경친화성 증대는 동 지침 제2조제23호에
의한 “환경적합적 디자인(umweltgerechte Gestaltung)”에 의하여 즉, 제품의
기획단계에서 환경적 요소의 고려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음

¡ 유럽연합은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유럽
연합공동체적 환경디자인의 요구사항을 확정하였고, 에너지사용제품(컴퓨터,
세탁기, 난방기기 등)의 개별품목 간에 기술적 차이점은 극복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 있음

¡ 과학과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지침에서 규정하는 환경
친화적 요구사항은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의 효력이 발하는 시점에 이미 낡은
규범으로 전략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은 소위 “새로운 접근방법(New

Approach-Ansatz)”127)에 따라서 대강지침이라는 규율수단을 선택하게 되었
음

¡ 유럽연합의 다른 지침과 같이 에너지사용제품지침도 유럽연합협약 제249조제
3항에 따라 각 회원국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구속력 있
는 이행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회원국의 이행법은 2007년 8월 11
일까지 제정되어야 하여, 독일도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의 국내이행
법의 제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제품의 환경적합적 디자인에 관한 법률
126) Tischner, in: Umweltbundesamt(Hrsg.), Was ist EcoDesign?: Ein Handbuch für ökonomische Gestaltung, 2000,
S.9.
127) “새로운 접근방식”에 관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하나의 지침으로 수많은 제품의 규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
는 것이다. 이 지침은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라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의무지우는 것에 제한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조화된 규범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Umweltbundesamt(Hrsg.), Ökodesign von Produkten - Gestaltungsauftrag für mehr Umweltschutz und
Innovation,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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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umweltgerechte

Gestaltung

energiebetriebener Produkte: EBPG)”을 2007년 3월 23일 연방의회에서 제출
하였음128)

(3) 적용범위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은 적용대상제품을 우선 에너지사용제품으로 제한하였고,
적용대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제품은 제품의 유통 또는 사용 후 제품의 기능유
지를 위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제품임

¡ 공급하는 에너지에는 전기, 화석연료 또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하고, 제품의 유
통은 유럽연합 역내시장에 해당 제품을 처음으로 유상 또는 무료로 출시하는
것을 말함

¡ 사용은 유럽연합 역내시장에 있는 최종사용자가 해당 제품을 이용되는 것을
말하고,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2조제1의a호 “E"목에 따른 제품의 경우에 해
당 제품이 에너지사용제품을 위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충전하여도 에너지사
용에 속함

¡ 여기에는 에너지가 제품에 보충되어야 하고 에너지사용제품지침에 속하는 에
너지사용제품에 설치되도록 하는 부품도 포함하고 있으나 에너지사용제품지
침 제1조제3항에 의한 교통수단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에 따른 의무를 지는 자는 모든 에너지사용제품의 관계인
이 아니라 소위 실행조치에 의하여 확정된 제품의 관계인임

¡ 실행조치는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2조제3호에서 “특정된 에너지사용제품을
위한 환경디자인-요구사항의 확정 또는 특정된 환경관점을 위하여 이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의 사
실상 사안적 적용범위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특별한 제품군이 이행할 의무
를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함

¡ 실행조치는 1999/468/EG 유럽연합이사회 결정129)과 유럽연합의회 제16차 회
의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수단에 해당하고, 기본지침130)의 제정 후
에 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되었음
128) http://www.oekopol.de/de/themen/eup/druckversion_user/EBPG_Entwurf.pdf.
129) 위원회에 전가된 실행권한의 행사를 위한 양식의 확정에 관한 1999년 6월 28일의 이사회의 결정(Beschluss
des Rates v. 28. 6. 1999 zur Festlegung der Modalitöten für die Ausübung der der Kommission übertragenen
Durchführungsbefugnisse).
130) Art.1 des Beschluss 1999/468/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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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468/EG 이사회의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와 결합된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5조제1항제2문, 제15조제3항제1문, 제19조에 따라 유럽연합위원회는 소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소위원회는 1999/468/EG 결정 제5조에 따라 회
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됨

¡ 실행조치는 모든 회원국가에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유럽연합회원국에 의하
여 자국의 법률로 전환되는 규범은 실행조치의 법적 형식에 해당함

¡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은 법적인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제품에 특
수한 세부사항은 실행조치로 확정하도록 하는 2단계 규범제정 구조로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2단계적 규범제정구조는 유럽연합위원회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수의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하여 현행 환경정책적 우선순위를 결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131)

¡ 이러한 이유는 실행조치의 제정은 에너지사용제품의 디자인을 요구함으로써
제품사업자의 영업자유에 대한 환경정책적 목표실현이라는 정책적 개입을 하
는 데 있음

¡ 제품사업자의 영업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하여 실행조치를
제정하기 전에 제품군에 따라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실행조치를 하도
록 하여야 하고, 실행조치를 효과에 관하여 조사, 분석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
여야 함

¡ 에너지사용지침에 규정된 완전포괄적인 규율은 실행조치에서 그 대상범위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정하고, 기간적으로 장기간 조사한 후에 적합한 결정을 하
여야 하므로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의 실행조치로 기대되는 실현효과는 개별적
인 문제영역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제품군에 대한 적합한 특화된 실행조치의 제정은 문제점이 적은
제품군부터 순차적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한 실행조
치의 제정이 동시에 비례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함

¡ 이러한 점은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에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을 정하는
방법이나 최소효율등급을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
음

¡ 유럽연합위원회는 적용대상인 에너지사용제품에 관한 기준을 지침에서 정하
였고,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5조제2항은 구속적․누적적으로 충족하여야 최소
131) Kommissionsvorschlag, KOM(2003) 453, Begr.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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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유럽연합공동체 역내시장에서 판매량과 거래량이 현저하게 많아야 함
(매년 200,000개 이상일 것)
- 둘째, 유럽연합결정 1600/2002/EG132)에 의한 유럽연합역내시장에 유통․사용량
에서 에너지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함

- 셋째, 높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품의 환경친화적 개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함. 특히 시장에 나와 있는 동일 종류의 제품군에서
에너지효율성의 정도에서 차이점이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하여도 이로 인한 법적 또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
어야 함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에 따라 이미 3개의 실행조치가 제정되었으며, 에너지사용
제품지침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실행조치로 인정된 「형광등의 점등관에 관한
지침」,133) 「보일러에 관한 지침」,134) 「가전제품 및 냉장고에 관한 지
침」135)이 여기에 속함(지침 제21조)

¡ 그 밖에 실행조치의 제정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6조
에서 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유럽연합위원
회는 3년 안에 우선적으로 실행조치를 제정하여야 하는 제품군 목록표에 속
하는 제품을 늦어도 2007년 7월 16일까지 작업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공
표하여야 함

¡ 2006년 초 유럽연합위원회는 이를 위한 과제수행의 전단계가 어떠한 제품과
제품군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속할 것인가에 관한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전단계 작업에서 현재 14개의 구체적인 제품군136)이 포괄적으로 분석되고 환
경적 개선잠재력을 조사하고 있음

132) 유럽연합공동체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유럽연합공동체의 제6차 환경실행프로그램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의 1600/2002/EG 결정과 2002년 7월 22일의 유럽연합이사회의 결정.
133) Richtlinie 2000/5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 18.9.2000 über
Energieeffizienzanforderungen an Vorschaltgeräte für Leuchtstofflampen.
134) Richtlinie 92/42/EWG des Rates v. 21. 5. 1992 über die Wirkungsgrade von mit flüssigen oder gasförmigen
Brennstoffen beschickten neuen Warmwasserheizkesseln. 이 지침은 1993년 7월 23일의 Richtlinie 93/68/EG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135) Richtlinie 96/42/EG des Europö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 3.9.1996 über Anforderungen im Hinblick
auf die Energieeffizienz von elektrischen Haushaltskühl- und Gefriegeräten und entsprendenden
Kombinationen.
136) 여기에 속하는 분야는 보일러, 온수저장기, 개인컴퓨터, 컴퓨터모니터, 그림기계, 소비전기제품, TV, 대기전
기, 바테리제품, 외부전기공급체, 사무실전등, 가로등, 온방기계, 전기모터, 영업용냉장고, 냉동고, 가정용냉장고,
가정용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http://ec.europa.eu/energy/demand/legislation/eco_design_en.htm#studies,
http://www.oekopol.de/de/theme
n/eup/druckversion_user/Zeitplan%20EU-Com%20Vorstudi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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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단계에서 이미 2개는 결정됨으로써, 첫 번째의 실행조치가 이행되었
고,137) 나머지 12개는 늦어도 2007년 3/4분기까지 결정되어야 했고, 그 밖의 5
개는 가까운 시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5조제4항 제d목 및 제18조에 따라 유럽연
합회원국의 대표자와 산업체,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사전단계의 결정과 실행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협의방식이 결
정되었음

¡ 에너지사용지침 제17조에 따른 [부속서 Ⅷ]는 산업체가 자율적 조치를 함에서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기준은 참여의 개방,
부가가치, 대표성, 개량적․단계적 목표, 시민사회의 참여, 모니터링과 보고, 운
영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인센티브 등임

¡ 첫째, 참여의 개방은 준비단계와 이행단계에서 제3국의 운영자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는 자율규제의 기준임

¡ 둘째, 부가가치는 해당 에너지사용제품의 전반적인 환경성과개선을 통하여
(통상의 “비즈니스”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자율규제의 기준
임

¡ 셋째, 대표성은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산업과 산업단체는 가능한 한 예외
없이 관련 경제 부문의 대다수를 대표해야 하며 경쟁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자율규제의 기준임

¡ 넷째, 개량적․단계적 목표는 이해관계자들이 설정한 목표가 정확한 근거에서
출발하여, 분명하고 명백한 의미로 표현되어야 하고, 자율규제가 장기적이라
면 중간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 자율규제의 기준임

- 자율규제는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최종목표와 중간목표의 달성에 관하여 통제될 수 있어야 하고,
연구정보 및 과학적․기술적 자료는 이러한 지표들의 개발에 도움을 주게 됨

¡ 다섯째, 시민사회의 참여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정보전달 수단으로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는 자율규제의 기준이고, 중간 또는
최종 모니터링 보고서도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며, 유럽연합회원국, 산업계,
환경관련 비정부기구 및 소비자 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도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여섯째, 모니터링과 보고는 산업과 독립적 조사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137) 사전단계에서 논의된 것은 가로등, 바터리기기 및 외부 전기공급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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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자율규제의 기준이고, 자율규제의
당사자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목적달성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는데 협력해
야 함

- 모니터링과 보고계획은 상세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이어야 하고, 자발적 협약을
비롯한 자율규제의 목적달성 여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동 지침 제19조제

1항에서 규정한 전문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함
¡ 일곱째, 자율규제운영의 효율성이라 함은 자율규제의 운영비, 특히 모니터링
과 관련된 비용이 그 목적과 기타 사용가능한 정책 도구와 비교할 때에 과도
한 운영상의 부담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자율규제의 기준임

¡ 여덟째,

지속가능성

기준은

자율규제

제도는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등 이 지침의 정책목표에 합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사
회적 측면과 부합해야 한다는 자율규제의 기준이고, 소비자 이익(건강, 삶의
질, 경제이익)의 보호는 통합되어야 함

¡ 아홉째,

자율규제는

‘시장압력’,

‘세금’,

‘국가차원의

법규’

등

다른

요인과 인센티브가 참여자들에게 상충되는 신호를 보낼 경우에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고, 인센티브의 양립성은 이러한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
므로 자율규제의 효과를 평가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자율규제의 기준임

¡ 산업체는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7조에 따라 산업체 자율적으로 자기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한 실행조치를 차단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자율규제는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의 정책적 목표를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함

¡ 왜냐하면 자율규제는 실행조치를 위한 법규제정에 필요한 시범방법이 개발되
지 않고도 자율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임

¡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5조제3항 제b목에 의하면 실행조치 또는 자율규제를
통한 구체적 목표의 달성 여부는 자율규제가 정책적 목적을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됨

¡ 에너지사용제품지침 [부속서 VIII]은 유럽연합위원회가 임의적 자율의무를 사
실상 실행조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해당함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의 사안적 적용범위에 의하여 어떠한 제품이 관련되는가
가 확정되고, 확정된 후에 에너지사용제품지침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결정됨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은 우선 에너지사용제품의 제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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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에너지사용제품의 제조자는 지침 제2조제6호제1문에 의하면 이 지침에
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사용제품을 생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자신의 상호․상표명 또는 자체사용을 위해 시장출시 및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에 동 지침에 대한 적합성에 책임을 지는 자임

¡ 정의한 제조자가 없거나 또는 동 지침 제8호에서 정의하는 수입업자가 없을
경우 지침이 규정하는 에너지사용제품의 시장출시 및 서비스를 개시하는 모
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제조자로 봄

¡ 제조자가 제3국에 사무소를 두고, 유럽연합 역내에 권한대리인을 임명하지 않
은 경우에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4조에 따라 수입업자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
함

- 첫째, 수입업자는 유통되거나 운영되는 제품이 에너지사용제품지침 및 적용되
는 집행조치와 합치하도록 하여야 함

- 둘째, 적합성보고서와 기술적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2조제6호제2문은 제조자와 수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에 에너지사용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운영하는 모든 자를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에 따른 제조자로 보기 때문에 에너지사용제품의 단순한 판매자도 에너지사
용제품지침에 따른 의무가 될 수 있음

¡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1조에 따르면 부품 및 중간재를 유통시키거나 운영하
게 한 자는 제조자, 대리인으로 보고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
조치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지침 제11조에 의하면 “이행방안은 부품/중간재의 시장출시 및 서비스
개시를 한 제조자 또는 권한대리인은 이행방안에 있는 에너지사용지침의 제
조자에게 부품/중간재의 물질구성(material composition) 및 에너지․재료․자원의
소비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자 등의 의무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에 따라 완제품 또는 부품․중간재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
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을 회원국의 법률로
이행하는 법률에서 구체화됨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품의

제조자는

적합화의무

(Konformitätspflicht), 적합평가의무(Konformitätsbewertungspflicht), 적합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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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Konformitätskennzeichnungspflicht), 보존의무(Aufbewahrungspflichten), 적
합선언의무(Konformitätserklärungspflicht), 설명의무(Aufklärungspflichten)를 부
담함

¡ 제조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과 이를 자국에서 이행한 법률(독일의 경우, 「에너지사용제품법

(안)」 제4조제1항 제a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사용제품만을
유통시키는 것임

¡ 지침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유럽연합회원국은 이행방안에 포함된 에너지사
용제품이 이행방안을 준수하고, 제5조에 따른 CE 마크138)를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시장진출 및 서비스 개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조가가 수행할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지침 제8조에 의하
면 제조자 또는 대리인은 에너지사용제품의 시장출시 및 서비스개시 전에 적
용될 이행방안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 에너지사용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하
여야 함

¡ 적합성평가 절차는 이행방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제조자가 적합성평가
절차를 [부속서Ⅳ]의 내부설계관리(Internal design control)와 [부속서Ⅴ]의 경
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위험요소를

대비한

경우에

적합성평가

절차는

「Decision 93/465/EEC」에 규정된 관련 모듈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유럽연합회원국은 에너지사용제품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상당한 정황이 있
을 때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실시한 에너
지사용제품의 구체적인 적합성 평가를 신속하게 공표해야 함

¡ 유럽의 “환경경영 및 감사제도(EMAS)”139)에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Regulation (EC) 761/2001)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에너지사용제품을 설계
하고 그 설계 기능이 등록범위에 포함될 경우에 해당조직의 경영시스템은 동
지침 [부속서Ⅴ]의 요구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행방안에 있는 에너지사용제품이 제품설계 기능을 보유하는 한편 관보 게
재번호가 있는 통일표준에 따라 시행되는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의해 설
계된 경우에 동 기관의 경영시스템은 [부속서Ⅴ]의 상응하는 요구사항을 준수

138) 이종영, 독일 소비자제품안전법, 소비자문제연구, 제22호(1999/6), 138 면 이하; 이종영,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보고서, 1998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
139) 이에 관하여는 이종영, 환경경영감사제도의 내용, 법제연구, 통권 제14호(1998), 18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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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봄

¡ 이행방안에 있는 에너지사용제품의 시장출시 및 서비스 개시 이후, 제조자 또
는 대리인은 마지막으로 제조된 에너지사용제품의 제조시점을 기준으로 회원
국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과 관련된 문서를 10년
간 보관해야 함

¡ 관련문서들은 회원국 관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
해야 하고, 동 지침 제5조에서 규정한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 관련문서
는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함

¡ 유럽연합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5조제5항부터 제8항은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5조제6
항에 따른 [부속서 I] 및 [부속서 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에코디자인
요건과 특정한 에코디자인 요건은 집행조치에 의하여 확정됨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특성에 대하여는 특별하고, 구체적이고 보
다 엄격한 에코디자인요건, 예를 들면 허용한계치를 충족하여야 함

¡ 이러한 디자인요건은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5조제6항제2문에 따른 [부속서
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된 제품에 대하여 허용한계치를 확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때에는 에너지사용제품지침 [부속서 I]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규정사항이 적용됨

¡ 일반적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은 동 지침 [부속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
반 친환경제품설계 요구사항은 에너지사용제품의 주요한 환경성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제품의 환경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일반적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은 검토 중인 제품군에 대한 한계 값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적용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동 지침 제19조에 규
정된 전문위원회에 제출할 이행방안의 초안을 준비할 때 이행방안에 구체화
될 주요한 환경성을 파악하여야 함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일반 친환경제품설계 요구조건을 규정하는 이행조치
를 마련할 때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행조치가 다루게 될 에너지사용제품
에 적합한 ‘제1장(Part I)’의 친환경제품설계 요소와 ‘제2장(Part Ⅱ)’의
정보제공 요구사항 및 ‘제3장(Part Ⅲ)’의 제조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파
악함

¡ 제1장(Part 1)에 따른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제품설계 파라미터는 첫
째, 제품의 설계와 관계있는 범위에서 주요한 환경성으로 제품의 전주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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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에 원자재의 선택과 사용, 제조공정, 포장․운반․배송, 설치와 유지, 사용,
폐기(제품의 이용이 종료된 시점부터 최종 폐기까지 상태)를 파악함

¡ 각각의 단계별로 관련된 환경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은 원자재, 에너지 및
기타 천연자원(예: 용수)의 예상소비, 대기․물․토양으로 예상되는 배출, 소음․진
동․방사능․전자기장과 같은 물리적 영향에 의한 예상되는 환경오염, 폐기물의
예상되는 발생, 유럽연합 지침 2002/96/EC을 고려한 원료 및 에너지의 재사
용․재활용․재생가능성임. 특히, 위에서 언급한 환경성의 개선가능성을 평가하
기 위해 다음의 요소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다음의 요소는 제품의 무게․부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의 사용, 제
품의 전주기에 걸친 에너지․용수 및 기타 천연자원의 소비,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라벨부착과 관련된 법률․명령․행정규정에 관한 유럽연합지침(67/548/EEC,

1967.6.27)과 지침 76/769/EEC 및 2002/95/EC와 같은 특정 물질의 사용과 마케
팅에 관한 법을 고려한 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의 사용,
적절한 사용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비재의 특성과 사용량, 재사용 및 재활
용의 용이성,140) 재사용된 부품의 결합, 부품 및 완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솔루션 지양, 최소 보장수명, 예비부품의 최소 이용가능
시간, 모듈성 등에 대한 제품수명연장․업그레이드 가능성․수리가능성,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 발생량, 대기배출물,141) 수계배출물,142) 토양배출143) 등임

¡ 제2장(Part 2)에서는 정보제공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행방안
에서는 제조자 이외의 다른 자가 에너지사용제품을 취급하거나 사용 또는 리
사이클링 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조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
며, 이를 적용될 경우 동 정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 첫째, 설계자의 제조공정과 관련된 정보임
- 둘째, 에너지사용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제품의 환경성을 소비자가 비
교할 수 있도록, 제품의 주요한 환경적 특성과 성과정보를 제품과 함께 제공
하여야 함
140) 이를 나타내는 요소는 사용된 원료의 재질 및 부품의 수, 표준부품의 사용, 해체에 필요한 시간, 해체에 필
요한 도구의 복잡성, 재사용 및 재활용에 적합한 부품/재질의 파악을 위한 부품/재질 분류 표준의 사용(ISO에
따른 플라스틱 부품의 재질 표시 포함),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사용, 유가가치 및 재활용 가능한 부품/재질
에 접근 용이성,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부품/재질에 접근 용이성이다.
141) 여기에는 온실가스, 산성화 유발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 물질, 난분해성 오염물, 중금속, 미세
및 부유 먼지이다. 다만, 비 도로 운행기계류에 장착된 내연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상태 및 입자상태의 오염
물 측정과 관련된 지침 97/68/EC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142) 여기에는 중금속, 산소균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 난분해성 유기 오염물이 포함된다.
143) 여기에는 특히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위험물질이 유출 및 누출, 폐기물로 처분 시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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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에너지사용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평균수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치․사용․유지․보수에 관한 방법과 수명을 다한 제품의 반환
방법에 관한 정보 및 제품의 업그레이드 가능성 및 예비부품의 이용가능 기
간에 관한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넷째, 폐기단계(end-of-life)에서 해체, 재활용 및 최종처분에 관련된 처리시설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보는 가능한 경우에 제품 자체에
표시해야

하며,

그

밖에

유럽연합

규범의

의무사항(예를

들면,

지침

2002/96/EC)을 고려해야 함
¡ 제3장(Part3)에서는 제조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첫째, 에너지사
용제품의 제조자는 제품설계를 통해 실질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는 환경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에너지사용제품 모델의 전주기에 걸친
평가를 하여야 함

¡ 이 때에 제품사용의 정상적인 조건과 목적에 대한 사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해야 하고, 여타 환경적 고려사항은 자율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평가에 기초하여 제조자는 제품의 환경성 분석표(ecological profile)를 작성함

¡ 제품의 환경성분석표는 제품의 환경관련 특성과 제품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계량 가능한 물리적 양으로 표현된 투입/산출량을 토대로 함

¡ 에너지사용제품의 제조자는 이러한 평가를 이용하여 대안이 되는 설계 솔루
션 및 기준제품 (benchmark) 대비 달성된 제품의 환경성과를 평가해야 함

¡ 기준제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이행조치 준비 기간 중에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이행조치에서 규정하고, 특정 설계 솔루션의 선택은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성 간의 합리적 균형과 환경성과 안전․보건․기능에
대한 기술적 사항, 품질․성능․생산비․시장성과 같은 경제적 측면 등 여타 관련
사항들 간의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5조에 근거하는 [부속서 Ⅱ]는 특정 친환경제품설계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정 친환경제품설계 요건은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특정
친환경제품설계 요건은 특정자원의 소비감소를 위한 요구사항의 형태를 규정
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에너지사용제품 전주기의 다양한 단계에서 자원의 적절한 사용 제
한(예를 들면, 사용단계에서 용수소비에 대한 제한, 제품에 들어가는 특정재
료의 양에 대한 제한 또는 재활용 원자재의 최소 요구량)과 같은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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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침 제15조에 근거한 특정 친환경제품설계 요건을 제시하는 이행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행방안이 다루는 에너지사용제품
에 적합하도록 [부속서 I]의 ‘제1장(Part 1)’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 있는
친환경제품설계 요건을 파악하고 동 지침 제19조제2항의 절차를 따라 요구사
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첫째, 기술적․환경적․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사용제
품의 대표모델을 선정하고 제품의 환경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파악하고, 이 경우 대안들의 경제적 유용성을 고려하고 환경성과 또는 소비자
효용성의 현격한 손실이 없어야 함

- 기술적․환경적․경제적 분석은 또한 고려중인 환경성에 관하여 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최고 성능의 제품 및 기술을 파악하여야 하고, 요건수립뿐만 아니라
분석도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성능과 다른 국가들의 법령에 정해진
기준제품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분석과 개선가능성 및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 할 실질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에너지 효율 또는 소비수준은 다른 환경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에너지사용제품의 대표모델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전체 사용기간 동안의 비
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하여야 함

- 제품의 전주기적 비용분석방법은 유럽연합 중앙은행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질 할인율과 에너지사용제품의 실제수명을 이용함

- 전주기적 비용은 해당 에너지사용제품의 대표모델의 전체 수명기간에 걸쳐
할인된 구매가격(산업비용의 변동에 따른 비용) 및 운영비(서로 다른 기술적
개선 대안에 따른 비용)의 변동양의 합계에 기초하고, 운영비는 일차적으로
에너지 소비 및 여타 자원(예를 들면, 용수, 세제)의 부가비용을 포함함

-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가격, 원자재비 또는 생산비, 할인율 등과 같은 관련
요소 및 적절한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회피와 같은 외부환경비용을 다루는 민
감도의 분석은 상당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결론에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둘째, 기술적․환경적․경제적 분석의 개발을 위해 기타 유럽연합의 활동 범위
안에서 도출된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의 경제 파트너국가와 교역되는 에너지사용제품의 특정 친환경제품
설계 요건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적용되는 기존 프로그램
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정보도 사용할 수 있음

- 159 -

- 셋째, 요구조건의 발효 시기는 제품의 재설계 주기를 고려해야 함
¡ 적합성평가의무는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8조에 따라 적합성의무의 이행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유통․운영시키기
전에 집행조치에서 요구하는 에코디자인-요건과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
고 감독하여야 하여, 이 경우 제조자는 내용적으로 한편으로 조사의무와 점검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기록의무를 부담하게 됨

¡ 제조자는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침 [부속서 Ⅳ]에서 규정된 소위 “내부적 초안통제” 또는 지침

[부속서 Ⅴ]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따를 수 있음
¡ 에너지사용제품의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내부적 설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부속서 Ⅳ]에서 다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첫째, [부속서 Ⅳ]는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제조자
및 권한 대리인이 해당 에너지사용제품에 적용되는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을
만족했음을 보장하고 선언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적합성 선언은 하나 이상의
제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제조자에 의해 준수되어야 함

- 제조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내부적 설계관리를 채택한 경우에 에너지사용
제품지침 [부속서 Ⅳ]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품이 각각의 집행조치의 요
구사항과 합치여부의 평가를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서류를 수집하여야 함

- 기술서류에는 에너지사용제품 및 사용용도에 대한 일반적 기술, 제조자가 수
행한 관련 환경성 평가 연구결과 및/또는 제조자가 제품 설계 솔루션을 평가
및 문서화하고 결정할 때 사용된 환경성평가 문헌과 사례연구, 이행방안이 요
구할 경우에 환경성 분석표, 제품의 환경성 설계와 관련된 제품설계사양의 요
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된 동 지침 제10조에 따른 적절한 표준목록 및
동 지침 제10조에 언급된 표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표준의 이행방안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을 만
족하기 위해 채택된 해결안, [부속서Ⅰ]’의 ‘제2장(Part 2)’에 규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된 제품의 환경성 설계에 관한 정보의 사본, 수행된 친환경
제품설계 요구사항의 측정결과144)를 포함함

- 그 밖에 제조자는 제품이 위에서 언급된 사항과 각각에 적용되는 집행조치의
요건에 적합하게 제조되도록 제품공정을 구축하고 감독하여야 함

¡ 동 지침 제8조의 에너지사용제품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경영시스템에 관한 세
부적 사항은 [부속서 Ⅴ]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부속서 Ⅴ]는 [부속서
144) 여기에는 이행방안에서 설정된 친환경제품설계 요구사항과 비교한 측정의 적합성 상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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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2항의 의무사항을 충족한 제조자가 해당 에너지사용제품이 적용되는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고 선언하는 절차를 기술하여
야 하며, 자기 적합성 선언은 하나이상의 제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조자가
이를 보관해야 함

¡ 에너지사용제품의 제조자가 동 [부속서 Ⅴ] 제3항에 명시된 환경요소를 이행
하는 것을 전제로 에너지사용제품의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경영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음

¡ 경영시스템의 환경요소는 경영시스템의 요소 및 에너지사용제품이 적용되는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제조자가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
하고 있음

- 첫째, 환경적 제품성과 정책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자는
적용되는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전반
적으로 제품의 환경성과의 개선을 위해 제품성과의 환경적 목표와 지표를 설
정하고 검토할 프레임워크를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제조자는 이행방안에서 요구할 경우에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 에너지사용제
품의 전반적인 환경성과를 개선하고 환경성 분석표를 작성하기 위해 채택한
모든 조치를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절차 및 지시의 형태로 문서화해야 함

- 둘째, 제조자는 기획에 관하여 제품 환경성분석표의 작성절차, 기술 및 경제
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기술적 대안과 관계있는 환경적 제품성과의 목표 및
지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함

- 셋째, 제조자는 이행 및 문서화(Implementation and documentation)에 관한 요
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경영시스템에 관한 문서는 에너지사용제품의 일
반적 설명과 사용용도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넷째, 제조자는 검사 및 사후보완을 하여야 하며, 제조자는 에너지사용제품이
설계사양 및 이에 적용되는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제조자는 비적합성을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
며, 또한 교정활동을 통해 서류절차에서의 변경내용을 반영해야 하여, 환경요
소에 관한 경영시스템의 전체 내부 감사를 최소한 매 3년 마다 수행해야 함

¡ 구체적인 제품과 관련된 내부적 초안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제조자는 포괄
적 환경경영시스템을 에너지사용제품지침 [부속서 V]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건에 적합하고 전체적 운영진행이 환경적 관점에서 최적화되도록 제조공정에
도입하여야 함

- 161 -

¡ 관리시스템에는 예들 들면, 환경정향적 제품방침에 관한 포괄적인 기록의무도
포함하고, 환경정향적 제품방침은 개략적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품의 환
경정향적 기획, 제작 및 점검을 포함하여야 함

¡ 제조자는 제작과정을 해당 제품이 각각에 적용되는 집행조치의 사항과 요건
에 합치하고 흠결을 파악하도록 구축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시스
템의 효과성에 대하여 최대 3년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포괄적으로
내부적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그 밖의 개별적 사항은 에너지사용제품지침

[부속서 V] 제3항에 합치하여야 함
¡ 적합성평가에 근거하여 제조자는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5조제1항(독일의 경
우 에너지사용제품법(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제가 되는 제품(또는 일
련의 제품)이 각각에 적용되는 집행조치의 해당조문과 합치하는 것을 보장하
는 적합성선언을 공고하여야 함

¡ 지침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적합성선언은 에너지사용제품지침 [부속서 VI]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해당집행조치의 이행을 포함하여야
함

¡ 적합성 선언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제조자 또는 권한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명확한 규명을 하기에 충분한 모델의 설명, 적용한 통일표준에 대한 언
급(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여타 채택한 기술표준 및 사양(관련된 경우에 한한
다), CE마크 부착과 관련하여 적용한 여타의 유럽공동체 법령에 대한 언급(관
련된 경우에 한한다), 제조자 또는 권한 대리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있
는 사람의 신분증명 및 서명임

¡ 제조자는 지침 제8조제3항(독일의 경우 에너지사용제품법(안) 제4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선언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생산 후 10년
동안 보존할 의무를 지고, 열람하도록 할 의무를 지고 관할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서는 10일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자는 해당 제품을 유통 또는 운
행시키기 전에 유럽연합의 적합성표시인 “CE”를 부여받아야 함

¡ 이에 관하여는 지침 [부속서 Ⅲ]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품이 “CE”마크를 부
여받게 되면, 지침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은 해당하는 모든 규정에 합
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제품은 관할 행정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통
제받지 아니 함145)

145) BMU, Ökodesign von Produkten,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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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정효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관계인은 관할행정청에 제품의 적합
성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알릴 수 있고, 유럽연합위원회는 동 지침 제9조제4항
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푸른천사(Blauen Engels)”와 같은 다른 확고한 환
경표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음146)

¡ 에너지사용제품의 제조자는 집행조치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침 제14조에 의한
관련된 제품의 지속적 이용가능성과 제품의 환경프로필 및 에코디자인의 장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이 경우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지침 [부속서 I] 제1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을 회원국의 모국어로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수입업자는 지침 제4조에 따라 유통 또는 운영되는 에너지사용제품이 지침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에너지사용제품의 적합성선언과 기술서류를 갖추어
야 하며, 제조자가 유럽연합에 입주하지 않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만 수입
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게 됨

¡ 부품과 중간재 제조자는 지침 제11조에 따라 제정된 집행조치에 의하여 에너
지사용제품의 제조자에게 부품과 중간재와 관련된 원료결합사항, 에너지소비
사항, 원료와 자원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의무를 짐

¡ 부품 또는 중간재의 제조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은 완제품의 제조자가 제
품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5) 시사점

¡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 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 제조자에 대하여 제
품의 에코디자인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적 제품을 만들 것. 둘째, 제조자에 대
하여 에코디자인의 적합성에 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 셋째, 제조자는

CE마크를 하고 에코디자인 제품임을 선언할 것. 넷째, 제조자는 제품의 환경
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다섯째,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에너지사용제품지
침에 따라 자국의 이행법을 제정할 것 등임

¡ 에너지사용지침은 에너지사용제품의 환경적합적 제조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
고 있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접근(New Approach)”원칙에 따라 지침은 목
표설정과 절차규정을 확정하고 있음

¡ 실행조치 또는 사업자의 자기의무와 같은 특별한 이행조치에 의한 개별적 의
146) Jepsen/Grahl, Der Umweltbeauftragte, 2006,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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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적용범위는 구체화되었고, 유럽연합의 역내시장의 조화 외에 지침의 의
미와 목적은 에너지사용기기의 분야에는 통합적 제품정책의 실현임

¡ 이 지침은 제품전과정에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통하여 유럽연합에서 기후
변화대응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침의 기준은 전
기․전자산업의 입장이 반영되어, 환경정향적 지침의 전환으로 가져오는 생산
비용의 증가는 경쟁력을 상실시키지 않고도 보전될 수 있음147)

¡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정립하
기 위한 유럽연합의 기본법령이기 때문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설계는 사실
상 법적인 의무로 되었고,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임

¡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의 시행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
하는 전자산업에서 대유럽 비중이 약 17%인 만큼 관련 산업계에 에너지효율
성이 높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은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와 상
황이 다른 각국의 형편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으로써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현재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에서 중요한 것은 표준화를 이룬 다음 그에 맞는
방법으로 이뤄진 환경디자인만을 승인받고 있어 가용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제품의 에코설계를 위해 환경경영감
사제도와 연관되어 있음

¡ 제품에 대한 다양한 규제는 안전성과 환경성에 집중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성도 이제 핵심적인 제품설계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

¡ 기업은 친환경제품 개발이 전세계 모든 산업분야의 주된 흐름이라는 것을 인
식하고 에너지사용지침을 규제가 아닌 에코디자인에 정향된 제품개발 프로세
스혁신을 이루는 기회로서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지침은 국내 모든 수출산업이 에코디자인 역량을 갖추
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저가 제품으로 인하여 에너지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최저에너지효율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에너지사용제품의 사용제한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147) Stellungnahme des Zentralverbandes ElektrotechnikRichtlinienentwurf v. 14.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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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Elektronikgeräteindustrie

e.V.

zum

달성을 성공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저에너지효율등
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Ⅲ.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
1. 제도도입의 의미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기자재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여
고효율제품 시장을 확장하고 보급을 가속화하여 에너지효율향상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둔 제도임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에너지기자재에 관하여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
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우선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임의적 인증제도로 강제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기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제도도입의 목적은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
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특히,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
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음

2. 인증대상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인증대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
조제1항에서 5개를 정하고 나머지를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은 동제도를 도입한 1996년에
6개 품목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여
현재 LED조명, 인버터 등 39개 품목을 고효율기자재인증 대상 기자재로 지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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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조명(메탈할라이드 램프 등 7품목), LED조명(컨버터내장
형 LED램프 등 12품목), 전력설비(인버터 등 4품목), 유체설비(펌프 등 5품목),
보일러(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등 4품목), 냉난방설비(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6품목), 단열설비(고기밀성 단열문) 총 39개 품목임

3. 인증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지원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임의인증제도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못한 에너지기자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표시하지 못함

¡ 또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기자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무사용화 추진에
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음

¡ 또한 「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에 따라 조달구매시에 고효율인증제
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조달구매를 할 때에 에너지소비제의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소비효율 최고등급제품, 대기전력감소 대상제품 등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9호, 2012.02.23)」에
의하여 공동주택 및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건물 등의 신축시 고효율 조
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
금을 소요자금의 80%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효율에너지기자
재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 있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하는 경우 당
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
조의2에 따라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등 11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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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중 인버터,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LED램프에 대하여
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고효율기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4. 현황
¡ 2011년 12월 31일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업체수
모델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81

237

354

3
83

455

510

57
1

671

863

1046

1,
301 1
,
67
4 2,
261 2,
619 3,
278 3,
4
49 4,
512 5,
116 5
,
23
1 6760

¡ 연도별 판매량 및 에너지절감량은 다음과 같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증가율

판매량(
만대)

3
,
13
1

3
,
34
6

3
,
66
9

3,
489

3,
243

1,
415

-56.
4%

절감량(
천t
oe)

592

625

700

695

875

883

1
.
1
%

구

분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중 26mm 32W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 램프 등 기존 조
명제품이 2010년 고효율인증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2010년 판매량이 감소
되었고, LED 조명품목 판매량은 2009년 234천대에서 2010년 1,460천대로 급
성장하면서 기존 조명품목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Ⅳ.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제도
1. 제도의 의의
¡ 대기전력은 컴퓨터, 셋톱박스 등 전자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상태
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함

¡ 동제도의 목적은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
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표시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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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대기전력경고표
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
을 촉진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하는 데에 있음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려
는 제도로 1999년 1월 자발적 신고제도로 시작하여, 2008년 8월 TV부터 경고
표지 표시 의무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19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음
시행일

경고라벨 표시 대상대품

20
08.
08.
28

TV(
1개 품목)

20
09.
07.
01

컴퓨터,모니터,프린터,복합기,셋톱박스,전자레인지(
6개 품목)

20
10.
07.
01

팩시밀리,복사기,스캐너,비디오,오디오,DVD플레이어,라디오,도
어폰,유무선전화기,비데,모뎀,홈게이트웨이(
12개 품목)

¡ 대기전력경고표지 의무제도 는: "Standby Korea 2010" 수립을 통한 정책 운
용 계획으로 수립되었음

¡ 동계획에 따라 1단계(자발적 정책(‘05~’07)) → 2단계(의무정책 전환준비
(‘08~’09)) → 3단계(의무적 정책(‘10~))으로 발전하였음
¡ TV는 2012년 7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하여 운영 되고
있음

2. 대상제품
¡ 동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
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총 21개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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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등의 의무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
상제품에 대하여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하여야 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측정결과를 대기전력
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4. 운영현황
¡ IT 및 네트워크기기 중심으로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 신규품목 지정이 증대
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2012년에 디지털컨버터와 절전소프트웨어가 2012년 7월부터 대상
에 포함되었음

V. 에너지사용제품의 효율향상 제도의 개선방안
1. 에너지효율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에너지기자재의 에너지효율 등급제도는 에너지효율성의 최소기준을 정하여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에너지사용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EbP-Richtlinie:

energiebetriebene-Produkte-Richtlinie)」 제1조제3항은 에너지사용제품이 충
족하여야 하는 에코디자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은 2009년 7월 현재 19개 제품군에 대하여 에코디자인 요건을 계획하고
있고,148) 2009년 말까지 가정전등에 대하여 전통적인 원형모양의 전구는 더
148) http://www.umweltbundesamt.de/produkte/oekodesign/EbP-Aktuel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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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기준을 정하였음

¡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등급표시제도와 질서법적으로 분류된 최저효율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에너지기자재에 대한 판매금지제도는 에너지기
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적합한 제도임

¡ 동제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기기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
록 하는 데에 적합하고, 대상이 되는 에너지기자재의 선택과 에너지효율성요
건의 확정을 위한 절차는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도 아주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기자재의 효율등급표시제도와 최저효율기자재의 판매금지제도는 에너
지효율이 낮은 에너지기자재를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본적
으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는 전통적인 원형모양의 전구에 대한 사용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불필요한 대기전기를 금지시켜서 에너지효율성을 증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에너지 최저효율등급 이하의 기자재의 판매금지는 에너지절약에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과 대기전력이 절감되는 제품이 에
너지효율성이 낮은 원형전구와 대기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시장에
서 퇴출시키게 됨

¡ 그러나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에너지기자재를 직접적으로 판매금지하는 조치
는 사업자의 직업자유와 비례의 원칙에서 볼 때에 헌법적인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의 경우에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에너지기자재의 판매
금지를 실제적으로 한 사례가 없음은 동제도의 헌법적인 문제를 고려한 결과
하고 할 수 있음

2. Top-Runner제도의 도입 필요
¡ 에너지효율기자재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는 소비자의 경제적 이해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의식있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적인 조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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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등급화 표시의무는 에너지소비에만 관련될 수도 있고, 제품의 라이
프사이클의 측면에서 사용제품의 원료, 제조, 재활용 및 처리와도 관련될 수
있음

¡ 현행 에너지기자재 효율등급화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서
동제도를 도입하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에너지기자재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꼼꼼하
게 표시된 항목을 보면서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본다고 하여도 등급이 지나
치게 많고, 항목이 많아서 표시된 항목의 기능을 실제적으로 잘 알지 못함으
로서 표시제도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함

¡ 이러한 문제는 유럽의 경우에 동일한 비판에 직면하여 있으며, 유럽연합의 경
우에 3개의 규범에서 표시제도가 동시에 병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
고 있음

¡ 앞으로 에너지기자재의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는 1998
년 일본에서 도입된 Top-Runner-Ansatz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에너지사용제품과 관련된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가장 강
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동제도는 제품의 에너지효율향상 경쟁제도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특정제품군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을 해당 제품군에서 가장 에너
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같은 종류의 에너지기자재 제품군
에 대하여 특정된 기간동안 최소기준이 확정되고, 확정된 에너지효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에너지기자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게 됨

¡ 일본의 경우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모든 제품이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
으로 대체되는 필요한 기간을 5년 정도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Top-Runner
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요건으로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표시제도,
에너지효율성 최고제품의 동태적 변경, 에너지효율성이 가장 높은 제품에 대
한 지원제도를 들 수 있음

¡ Top-Runner제도는 에너지절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규제법적인 수단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하여 기업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에너지효율성 높은 에너지사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가능성은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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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게 되고, 에너지효율성과 관련하여 정태적인 에너지
효율성수준에 관한 제도적 수단보다 Top-Runner제도는 기본적으로 동태적인
에너지효율성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
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동인을 부여함

¡ 에너지효율성과

관련할

때에

정태적인

최소에너지효율기준과

대립되는

Top-Runner제도와 같은 동태적 최소에너지효율기준은 역동성이 크다는 장점
이 있으나 저탄소 사회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의 경우도 에너지효율성기
준을 일본의 동태적 에너지효율성기준제도인 Top-Runner제도를 도입하는 데
에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음

¡ 독일도 대부분의 제품이 유럽연합의 EuP-지침과 표시지침에 따라 곧 제조되
기 때문에 일본의 Top-Runner제도의 도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합리적
이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유럽연합협약 제95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유럽연합이 제정하는 지침에 자국법
을 일치시켜야 하고,149)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제품지침

(EuP 지침) 제15조의 요건은 소비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제품지침은 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효율성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데, 이것은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동지침에서 요구는 가장 앞선 에너지기자재 제조자의 기술수준을 일반적으로
시장판매되는 제품으로 하여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음

¡ 동지침의 목적은 만일 에너지효율성이 가장 높은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게
하면, 자연적으로 해당 분야의 산업은 가장 선두기업만이 살아남아서 결과적
으로 해당 분야의 시장은 독점으로 변질되고, 독점이 된 기업은 더 이상 에너
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
게 된다고 함

¡ 유럽연합은 일본과 같은 Top-Runner제도가 법제화될 수 없으나 일정부분 변
형된 제도가 도입될 수 있고, 에너지기자재 종류별로 분류할 때에 에너지효율
이 가장 높은 제품이 해당 제품군의 에너지효율기준이 되지 않고, 유럽연합에
서는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약 25% 정도가 즉 에너지효율등급이 상위에 있는
정도가 에너지최저효율등급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음
149) Schomerus, EurUP 2008, 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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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일본과 같은 Top-Runner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다고 하겠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목표를 2020년에 BAU대비
30%로 설정하고 있어, 에너지기자재에 에너지최저효율기준을 특별하게 강화
하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달성이 어려움

¡ 또한 현재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효율등급을 5단계로 하고 있어 소
비자에게 혼란이 되고 있어, 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것이 적합하고, 최저효율
등급을 현재보다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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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법의 규율대상
¡ 기후변화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는 이제 가능한 최소한으로 배출을
줄여야 하는 대상이 되었음

¡ 온실가스의 감축을 지구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2005년 2월

16일 발효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
명 이후부터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
축을 확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 2002년에 비준하였음

¡ 경제규모와 온실가스배출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이고 전지구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
었고, MB정부는 녹색성장을 정권의 핵심 아젠다로 부각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에 “에너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에너지수급과 수요관리 등에 관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에 관한 조문을 이관하였음

¡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저
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화석에너지의 감축, 에너지효율성 향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만이 아님

¡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격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에서 안전성보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에너지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명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주된 에너지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고, 부수적으로

「에너지법」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특이한 형태의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음

¡ 에너지법분야에는 두 개의 기본법을 가지게 되는 법체계가 현행 「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등장한 것은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
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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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 포함되지 않아도 동법률은 충분하게 저탄소 녹색성장분야에서 기본법으로
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현행 「에너지법」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의 상태인 “에너지기본법”으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를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에너지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실체적인 효력보다는 선언적이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보다는 “에너지기본
법” 또는 「에너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함

¡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의 긴밀도가 높은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에너
지기본법” 또는 「에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현행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면 제명도 “에너지
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은 기본
법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o 목표관리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
¡ 현행 목표관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고, 기본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대체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11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를 정하는 데에서 출발
하고,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관리업체는 국가 전체 온
실가스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고, 산업계 배출량의 90%이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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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도보다
는 목표관리제도가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다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써 양 제도간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배출권거래제도가 정착되면 목
표관리제는 실제적 기능이 거의 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단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업체가 아닌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비교
적 적은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량의 감축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목표
관리제도는 법치국가원칙에서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적지 않게 있음

¡ 특히 목표관리대상업체 또는 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에 대한 목표설정에 관하
여는 중요한 사항을 대부분 환경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점은 법률유보원
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목표관리대상업체에 대한 목표설정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과 목표설정기준 등
에 관한 사항도 최소한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어야 하고, 목표설정의 기준도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의 할당을 독립
된 법률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정도의 최소한 규정이 필요함

o 전기요금과 지능형전력망에 의한 에너지절약
¡ 에너지법상의 또 다른 이슈로는 2011년 혹한기에 발생한 전기사용량의 증대
로 인한 전기부족에 대한 원인으로 제기된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관한 문제임

¡ 현행 전기요금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용도별로 가격기준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고, 특히 교육용전기에 대하여 저렴한 전기요금기준이 적용되므로 인해 학
교의 냉난방기기를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교육청이 유도하고 있음

¡ 그 결과 급격하게 증대한 전기냉난방기기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혹한이
나 혹서기간동안에 전기사용량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설정에 관한 적절한 수준이 요구되고, 전
기요금의 책정에 관한 절차에 있어 현행 「전기사업법」은 국회의 개입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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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으나 국회는 필요한 경우에 상시적으로 전
기요금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어, 「전기사업법」에서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
아도 충분하게 전기요금에 관한 국회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음

¡ 전기요금은 전기소비자의 행위를 직접 전기를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높은 수단이 됨

¡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전기절약 또는 에너지절약을 국가가 유도할 수
없고,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여도 현실화는 요원하
게 됨

¡ 저탄소 녹색성장과 전기요금과의 관계를 보면, 저탄소는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적으로 절약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고, 녹색성장은 전기용품의 제조자에 대하
여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전기용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므로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물가상승이라는 가치보다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기구온난화의 방지, 에너지주권의 확립,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기 때
문에 현실적이지 아니한 전기요금의 인상을 인가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기획
재정부장관의 재량권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발전의 분산화와 실시간 전기요금제를 통하여 전기에너지의
절약과 전기제품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가 산발적으로 분산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필요전력에 대한 통제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분산화된 발전소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시설
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며,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바로 분산화된 발전
소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함

¡ 지능형전력망은 실시간요금제(RTP: Real Time Pricing)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
고 있으나 현재의 주택용 단일요금제는 지능형 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제품개
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은 환경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여, 지능형전력망은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러다임을 보다 합리적
으로 바꿀 수 있음

¡ 지능형전력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법은 「전기사업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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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분
야의 경제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으로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사업의 형태는 전기저
장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지능형전력망은 전기요금의
실시간 변동을 원칙으로 함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현행 「전기사업법」은 조화되지 못하는 사항이 존재
하고 있고, 전기저장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전기사업
법」은 수용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전기사업법」은 지능형전력망이
극대화되고 사업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o 신재생에너지 법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개발․보급․촉진의 대상
이 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정화를 위하여는 대상에너지의 에너지수급에 대
한 기여도, 에너지의 환경친화성, 기술개발의 효과 등을 고려하고, 법적으로
는 체계정당성 원칙을 고려하여 확정할 필요성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중질잔사유를 신에너지로 포함하고 있고, 가스화 복합발
전기술(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의 연료로 사용을 촉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법적으로 신에너지의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
체계정당성을 준수하여야 함

¡ 현행 법률이 추구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촉진이라는 목표
그리고 에너지다원성에 근거하는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
운 에너지로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가 실현할 수 있다
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근거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에너지에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가 된다는 점을 반영
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행사는 헌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
나 입법권자가 신에너지에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를
포함함으로 인하여 신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중질잔사유를 신에너지로 확정하였다면, 화석에너지를 변환한 DME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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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이 헌법상 체계정당성에 합치함

¡ DME 생산기술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체
계정당성의 원칙을 이에 적용할 때에도 법률에서 IGCC를 신에너지로 규정하
였다면, DME도 당연히 신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에 DME가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보다 환경친화적
이고, 에너지다원성을 확보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미활용에너지는 열은 높지 않으나 그 규모가 커서 열량이 높은 에너지원이고,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열은 실제사용량의 약 60%가 폐열로 소비되고 있어, 미
활용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개발․이용․보급 촉진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로 명시하면, 존재하는 다양한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됨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열에너지를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
하여 냉방열과 난방열을 전기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전기수급에 어려움이 발
생하고 있고, 여름에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조업을 일시적
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일반 국민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냉방온도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 미활용에너지는 활용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유용하고,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가 될 수 있어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명시적으로 미활용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 화석연료나 수력 등의 전원에 비해 높은
발전단가를 지님으로써 기타 보조적 지원을 받지 않을 시 전기요금 상승 등
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목표관리제나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온실가스 배
출량이 높은 발전부문에 제도가 집중됨에 따라 이중규제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

¡ 현재 목표관리제와 발전의무할당제는 상호 연계방안이 없는 관계로 동일 법
인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한 경우에만 목표관리제 하의 목표
달성 평가 시 실적에 반영됨

¡ 현재 발전부문에 가중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운
영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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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적인 정책
에 해당하고, 에너지의 다원성확보, 자주성확보, 환경보호, 이산화탄소의 감축
이라는 다양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함

¡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부문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제2항
에서 발전사에 부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할당율을 총생산전력의 10%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부문에서 장기적으로도 10%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동법
률 규정은 해석됨으로 상한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될 필요성이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부문
에서 2020년에 40%로 설정하고, 2030년에서 66%로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법률에서 발전의무할당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
정하고,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할 것임

¡ 발전인증서의 가중치의 산정원칙을 기술경제성, 환경친화성, 보급잠재량, 산
업효과, 정책방향 적합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가중치의 확정
은 경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오히려 환경을
보다 많이 침해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

¡ 조력발전의 경우에 현재 방조제가 있는 조력발전에 대하여는 가중치 1로 정
하고, 방조제가 없는 곳에 조력발전을 설치하는 경우에 가중치 2로 정하고 있
음

¡ 조력발전을 위하여 방조제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이를 고려
하여 방조제가 있는 조력발전보다 높은 가중치 2를 부여하고 있으나 조력발
전을 위하여 방조제를 설치하게 되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어 종합
적으로 볼 때에 방조제가 없는 곳에 조력발전을 하는 경우에 가중치 2를 부
가하는 것은 법률의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개정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와 에너지다원
성,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됨

¡ 이를 위하여 발전분야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또는 발전의무할당제도를 도
입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나 열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은 공공기관의 소유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의
무적으로 최소한 일정한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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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

¡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
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고 있으나 독일과는 달
리 개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설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개인소
유의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열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강제성이나 의무성이 없는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개인소
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나라는 독일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도
입하고 있는 재정지원제도로 극복하고자 하며, 우리나라가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사용
건물인증제라는 소극적인 제도에 만족하는 것은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열에너지분야에서의 온실가스배출감
축에 관한 필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음

¡ 열분야에 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민
간건축물에 대하여 임의인증제도를 개선하여 공공건축물과 같이 사용에너지
총량 중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사용비율제도를 도
입할 필요성이 있음

o 에너지효율향상 법제
¡ 에너지기자재의 에너지효율 등급제도는 에너지효율성의 최소기준을 정하여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에너지사용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EbP-Richtlinie:

energiebetriebene-Produkte-Richtlinie)」 제1조제3항은 에너지사용제품이 충
족하여야 하는 에코디자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 개선에 일차적으로 정책적 고려대상은 에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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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라고 할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에너
지기자재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유럽연합은 에너지사용제품 지침에서 소위 에코디자인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환경단체 EEB 에코디자인 제도가 다른 어떤 기후정책보다 효용성이 높을 것
이며, 이를 통하여 베네룩스 국가들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만큼 많은 양의 에
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등
급표시제도는 시험기관에서 측정된 에너지효율등급을 해당제품이나 광고 시
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쟁을 높여서 제조자로 하여금 제품개발 시에
에너지효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에너지기자재의 효율등급표시제도와 최저효율기자재의 판매금지제도는 에너
지효율이 낮은 에너지기자재를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본적
으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는 전통적인 원형모양의 전구에 대한 사용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불필요한 대기전기를 금지시켜서 에너지효율성을 증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과 대기전력이 절감되는 제품이 에
너지효율성이 낮은 원형전구와 대기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시장에
서 퇴출시키게 됨

¡ 그러나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에너지기자재가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하여 퇴
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소비자가 에너지기자재의 에너지효율성이 제
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여야 함

¡ 소비자가 에너지기자재를 선택함에 있어, 제품의 품질, 성능, 디자인, 가격 등
으로 선택하는 데, 에너지효율성은 선택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성을 핵심적인 선택요소로 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소비자
교육이 중요함

¡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에너지기자재라 하더라도 해당 기자재를 최소 5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
기자재의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
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이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 동안 지속적으로 낭비된 에너지의 비중이 적지 않
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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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기자재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는 소비자의 경제적 이해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의식있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적인 조치에 해당함

¡ 에너지효율등급화 표시의무는 에너지소비에만 관련될 수도 있고, 제품의 라이
프사이클의 측면에서 사용제품의 원료, 제조, 재활용 및 처리와도 관련될 수
있음

¡ 현행 에너지기자재 효율등급화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서
동제도를 도입하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에너지기자재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꼼꼼하게 표시된
항목을 보면서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본다고 하여도 등급이 지나치게 많고,
항목이 많아서 표시된 항목의 기능을 실제적으로 잘 알지 못함으로써 표시제
도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함

¡ 이러한 문제는 유럽의 경우에 동일한 비판에 직면하여 있으며, 유럽연합의 경
우에 3개의 규범에서 표시제도가 동시에 병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
고 있음

¡ 앞으로 에너지기자재의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는 1998
년 일본에서 도입된 Top-Runner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에너지사용제품과 관련된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가장 강
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동제도는 제품의 에너지효율향상 경쟁제도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특정제품군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을 해당 제품군에서 가장 에너
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같은 종류의 에너지기자재 제품군
에 대하여 특정된 기간동안 최소기준이 확정되고, 확정된 에너지효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에너지기자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게 됨

¡ 일본의 경우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모든 제품이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
으로 대체되는 필요한 기간을 5년 정도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Top-Runner
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요건으로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표시제도,
에너지효율성 최고제품의 동태적 변경, 에너지효율성이 가장 높은 제품에 대
한 지원제도를 들 수 있음

¡ Top-Runner제도는 에너지절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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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규제법적인 수단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하여 기업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에너지효율성 높은 에너지사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가능성은 제품이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게 되고, 에너지효율성과 관련하여 정태적인 에너지
효율성수준에 관한 제도적 수단보다 Top-Runner제도는 기본적으로 동태적인
에너지효율성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
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동인을 부여함

¡ 에너지효율성과

관련할

때에

정태적인

최소에너지효율기준과

대립되는

Top-Runner제도와 같은 동태적 최소에너지효율기준은 역동성이 크다는 장점
이 있으나 저탄소 사회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의 경우도 에너지효율성기
준을 일본의 동태적 에너지효율성기준제도인 Top-Runner제도를 도입하는 데
에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음

¡ 독일도 대부분의 제품이 유럽연합의 EuP-지침과 표시지침에 따라 곧 제조되
기 때문에 일본의 Top-Runner제도의 도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합리적
이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유럽연합협약 제95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유럽연합이 제정하는 지침에 자국법
을 일치시켜야 하고,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제품지침

(EuP 지침) 제15조의 요건은 소비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제품지침은 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효율성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데, 이것은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동지침에서 요구는 가장 앞선 에너지기자재 제조자의 기술수준을 일반적으로
시장판매되는 제품으로 하여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음

¡ 동지침의 목적은 만일 에너지효율성이 가장 높은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게
하면, 자연적으로 해당 분야의 산업은 가장 선두기업만이 살아남아서 결과적
으로 해당 분야의 시장은 독점으로 변질되고, 독점이 된 기업은 더 이상 에너
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
게 된다고 함

¡ 유럽연합은 일본과 같은 Top-Runner제도가 법제화될 수 없으나 일정부분 변
형된 제도가 도입될 수 있고, 에너지기자재 종류별로 분류할 때에 에너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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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은 제품이 해당 제품군의 에너지효율기준이 되지 않고, 유럽연합에
서는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약 25% 정도가 즉 에너지효율등급이 상위에 있는
정도가 에너지최저효율등급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일본과 같은 Top-Runner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다고 하겠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목표를 2020년에 BAU대비
30%로 설정하고 있어, 에너지기자재에 에너지최저효율기준을 특별하게 강화
하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달성이 어려움

¡ 또한 현재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효율등급을 5단계로 하고 있어 소
비자에게 혼란이 되고 있어, 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것이 적합하고, 최저효율
등급을 현재보다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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