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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관한 경합, 우연성, 정의의 문제1)
벤저민 K. 소바쿨(Benjamin K. Sovacool, Sussex 대학 SPRU 교수)
본고는 노르딕(Nordic)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역사와 동학을 탐구한다. 노르딕 지역
은 성공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기업, 국가가 단합한
현실 세계의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노르딕 국가들의 사례가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의 바탕이 되는 정치적, 제도적 동학(Westholm and Lindahl 2012;
Nilsson et al. 2011)과 전력 거래 및 국가 간 연결 활성화(Unger and Ekvall 2003), 나아가
기술 혁신과 재생 에너지 활용의 청사진으로 제시되어 왔다(Sovacool et al. 2008; Borup et
al. 2008; Sovacool 2013).
오늘날 노르딕 지역에 속한 5개국, 즉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는 아마
도 세계에서 가장 대담하고 진보적인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국은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정책 목표가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목표가 있으며, 완전히 또는 대체로
“화석연료 없는(fossil fuel free)” 또는 “탄소중립적(carbon-neutral)”인 국가가 되려는 노력
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률(renewable energy) penetration) 목표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100%, 핀란드는 80%, 아이슬란드는 50~75%를 공약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노르딕 에너지 연구(Nordic Energy Research)(2016)의
최근 연구를 보면 노르딕 지역의 전체 전력 생산 중 87%가 이미 “탈탄소(carbon-free)”이며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 경제가 GDP와 에너지 관련 CO2 배출 간의 탈동조화(decoupling)
및 에너지 공급에서 CO2 원단위 감소 추세를 꾸준히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로 연결된 다음 세 개의 연구질문을 통해 노르딕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살펴본
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에너지 정책에서 보다 보편적인 교훈은 무
엇이 있는가? 본고는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세 가지 기여를 하고자 한다. 첫째, 노르
딕 지역의 경험은 실제로 다른 국가들도 따를 수 있는 교훈 혹은 지침이 될 수 있다. 지금까
지 노르딕 지역의 탈탄소화가 성공하는 데에 핵심적이었던 주요인은 산업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강조, 화석연료 중심에서 저탄소 중심의 난방으로 전환; 전력원의 다양화 및 재생연료원 사용
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화석연료를 사실상 완전히 폐기하고 (단시일 내에 버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원자력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동시에 과감한 탄소세 부과와 강력
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주는 정책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노르
딕 지역의 에너지 전환은 통념과 달리 잠재적으로 에너지원 다양화, 유럽 통합 전력망, 그리
고 유연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 중앙화된 화석연료 에너지원 중심의 에
너지 시스템보다 저비용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과 정책적 함의는 다른 나라들도
받아들일 가치가 충분하다.

1) 이 논문은 다음의 논문을 저자의 허락 하에 번역한 것이다. Benjamin K. Sovacool, “Contestation,
Contingency, and Justice in the Nordic Low-Carbon Energy Transition,” Energy Policy 102
(March 2017). 동아시아연구원의 나지원 연구원(leora1769@gmail.com)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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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고의 두 번째 기여는 저탄서 에너지 전환의 우연성(contingency)과 어려움 그 자체
를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획이 온전히 실행된다고 해도 노르딕 지
역의 전환은 2050년까지 수십 년이 더 걸린다. 노르딕 국가들은 전력과 난방뿐 아니라 교통
수단에 대한 탈탄소화 요구에도 대처해야 하고, 신규 전력 생산 용량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
도록 상호연결장치(interconnector)도 마련해야 하며, 에너지 집약적, 탄소집약적인 산업체뿐
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들까지도 녹색화해야 한다. 또한 노르딕 지역은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사회적으로 환경 관련 목표에 전념하는 국가들로 구
성되어 있다. 노르딕 국가들은 자국 인구의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청정 에너지 자원
을 보유하고 있지만 몇몇 경우에는 크고 작은 사회적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국
가들은 아직 원유와 가스의 순수출국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경합적이고 우연적이며 그
결과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게 된다. 에너지 연구 분야에서도 전환이라는 소재가 점차 부각
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다른 소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연구는 역사적 경향
(Grubler et al. 2016; Smil 2016; Fouquet 2016a, 2016b), 정치와 거버넌스 (Kern and
Rogge 2016) 비용이나 하위분야 측면(Sovacool and Geels 2016)과 함께 전환이 일어나는
속도, 즉 시간 역학(temporal dynamics) (Sovacool 2016)측면도 탐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
연성, 경합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탈탄소화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아무리 대단한 선의조차
가로막는 강고한 저항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지에 관해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 기여는 미래지향성과 실용성이다. 노르딕 지역의 에너지 전환은 지금까지
최소 수십 년간 지속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다. 노르딕 국가들이 세운 기
후 및 에너지 관련 목표치는 2030, 2045, 205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노르딕 지역 에너
지 전환에 관한 담론에 당연한 듯이 따라오는 낙관론을 절제시키는 동시에 노르딕 지역 정책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과제의 막중함을 강조하고 기술, 정치, 사회 정의를 둘
러싼 여러 가지 우려 중에 간과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말해, 노르딕 지역의 정책이 아무리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다가올 수십 년간 일관된 경험적 성과 또한 그 정책에 부합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
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설계와 1차 데이터는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2016)와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2013)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노르딕 지역의 에너지와 탄소 기술 경로에 집중하고 있는 두 보고
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에너지 기술 전망(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반적인 방법론에 의거하고 있다. 이 방법론
은 현재 시점(첫 보고서는 2011년, 두 번째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50년까지 여러 가지 시
나리오로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재구성(backcast)하는 방식을 혼합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최적화 모델링을 통해 2050년까지 노르딕 지역이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바람직한 결
과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시도이다. 전기나 교통과 같은 서로 다른
부문에 흩어져 있는 심층 분석과 지식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모델링 접근법을 통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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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고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분에서
는 이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시나리오들을 복제했다. 이 시나리오들은 앞서 언급한 두
보고서의 저자 중 2명인 벤저민 도널드 스미스(Benjamin Donald Smith)와 마르쿠스 브라케
(Markus Wråke)와의 교신을 하면서 얻어낸 더 견고하고 심화된 분석뿐만 아니라 두 보고서
와 관련된 공개 데이터를 종합하여 뽑아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르딕 에너지 기술 전망(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모
델, 줄여서 NETP 모델은 네 개의 하위 모델, 에너지 전환, 산업, 교통, 그리고 (주거와 상업
시설을 포괄하는) 건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합한다. NETP를 통해 노르딕 지역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 분야(산업, 교통, 건물)의 에너지 수요 역학뿐만 아니
라 (일부 재생에너지 전력원의 간헐도와 같은) 에너지 공급 변수 차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결
과와 시나리오를 탐구할 수 있다. <그림 1>은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함
께 1차 에너지를 여러 수요 부문에 걸쳐 최종 에너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NETP가 어떻게 처
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IEA가 언급하고 있듯, NETP는 노르딕 에너지 시스템에 관해 "기술
집약적, 상향식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용 최적화 기반 모델이다.
<그림 1> NETP 모델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2016),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TIMES=The Integrated MARKAL=EFOM System, MoMo=Mobility Model
NETP가 IEA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최신 모델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다. IEA와
노르딕 에너지 연구 (2016)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비용 최적화 분석틀에는 잡히지 않는 여
러 미묘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선호, 실현가능한 램프업 속도(ramp-up rates),
자본 제약, 대중의 호응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현실을 완전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기보다는 특정한 면을 포착하는 도구 혹은 유용한 스냅샷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
절하다. 다시 말해, NETP에서 얻어낸 장기 전망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분석의 바탕
이 되는 가정들 중에는 미래에 달라질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따라서 정확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NETP는 적응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투자처럼 기후변화의 2차적
비용 중 일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끝으로 NETP가 혁신, 기술 학습, 여러 에너지 시스템의 비
용 감축 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2016년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에 맞는 시장 상

- 3 -

4

5

한양대학교 에너지 거버넌스센터 www.egskorea.org

황)에 의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 NETP는 급격한 기술 혁신의 등장을 가정하고 있지도 않고
2016년 현재로서는 상업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시스템에 의거하지도 않는다. 덕분에 이 모델은
점증적 변화를 연구하기에는 적합하지만 혁신적 변환은 완전히 포착하기 어렵다. 그렇기는 해
도,

NETP는

"정책

중립"을

표방하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과 같은 단체에서 내놓는 전망과 달리 노르딕 지역에서 이미 실행 중이거나
확약된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은 인정하고 있다(Gilbert and Sovacool 2016). 더불어 이 모델
은 통합의 복잡성 또한 반영하고 있다. 즉, 2050년에 가까워지면서 노르딕 지역의 에너지 시
스템이 더욱 다양한 기술 조합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대체로 각국의 지역 사정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하면서 최적화에 필요한 노력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본고의 후반부는 NETP에서 추출한 분석을 넘어서, 우연성, 경합, 에너지 정의라는 주제를 중
심으로 형성되는 여러 사회기술적 장애물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다(Geels 2004). 본 연구만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주제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소재에 관해 전문가 심사
(peer review)를 통과한 최근 문헌과 함께 (대체로 노르딕 5개국 국내 영어판 신문 기사를 중
심으로) 유명 매체 및 언론 보도 자료를 귀납적이고 양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했다.
지금까지 상술한 기본적 접근법, 방법론 그리고 한계를 바탕으로 본고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과 같이 구성된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분에서는 노르딕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사용과 함
게 네 가지 탈탄소화 경로, 즉 재생 에너지, 효율성, 교통, 산업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데에
집중한다. "어떤 과제가 있는가?" 부분에서는 그러한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도전과제,
이른바 기술적 우연성, 정치적 경합, 에너지 정의에 대해 논의한다.
3. 어떻게 하고 있는가?: 노르딕 국가들의 탈탄소화 경로
노르딕 5개국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의 사정은 동일하지 않다. 각국
에서는 서로 다른 시장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는 풍력의 가변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을 증진할 새로운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바이오매스와 임산물이
에너지 경제 부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는 에너지 순수입국이며 중공업
을 유치하고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디젤을 연료로 쓰는 대규모
어선단이 있고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패로 제도(Faroe Islands)과 그린란드는 디젤 전력 생산
에 의존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국내 수력발전에 여전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수력 자원의 경우 이윤이 크게 남지 않아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로서
는) 대체로 대규모 수력발전과 원자력에 기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역진성을 띨
우려가 있는 국가 녹색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NEPT가 제안하는 탄소세나 거래
제 등 비용최적화 접근법과는 상충된다. 5개국 모두 교통수단 분야는 여전히 탄소집약적이며
저탄소 교통수단을 위한 기반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5개국 모두 철, 철강, 화
학, 시멘트 산업 시설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2> 연료, 경로, 최종소비 부문별 노르딕 에너지 흐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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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이 5개국에는 흥미로운 공통적 특징들이 있다. <그림 2>에
나타나듯이 기후 목표가 수립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누적 에너지 공급(단위: PJ(페타
줄), 수출되는 석유 및 가스 자원 포함)을 보면 화석연료(3110 PJ)가 여전히 압도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교통수단 및 기타 최종사용을 위해 정제된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재활
용 에너지(2002 PJ)가 그 다음이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산업 수요(1610 PJ)이
주거 및 상업 건물 수요(1527 PJ)나 교통수단(1152 PJ)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거
의 비슷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노르딕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더 이상 강하지 않다는 통
념을 반박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드러지는 추세는 (전체 공급인 6060 PJ의
24.8%에 해당하는) 1500 PJ의 전환 및 효율성 손실이다. 이는 노르딕 지역이 세계의 다른 지
역에 비해서는 효율적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3>
은 국가별, 연료원별 1차 에너지 생산의 세부 항목을 보여주는데 총량으로 보면 노르웨이가
다른 나라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고, 천연가스와 석유가 여전히 이 지역 에너지 공급의
약 3/4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노르딕 에너지 전환의 주축 네
개인 재생에너지 발전 및 난방, 에너지 효율, 교통수단, 산업을 살펴보겠다.
<그림 3> 노르딕 국가들의 1차에너지총생산, 199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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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3 (Paris: OECD, 2013)에서 수정.
*주: EJ=엑서줄

3.1 재생에너지 발전 및 난방
현재 노르딕 국가의 전기 생산 중 약 87%가 저탄소이며 이 중 63%는 순전히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 발전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비중이 확대될 여지는 상당하며 특히 풍력, 바이오매스
와 폐기물, 수력 및 지열 발전 분야가 그러하다.
풍력은 이미 덴마크의 전력 생산에서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서 2050년 사
이에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운송과 배급과정에서 일부 열손실이 있음에도 오히려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이 더 큰 1차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있다. 생물에너지와 폐기물이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이런 경향은 (모든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비중이 가장 큰) 핀란
드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이 수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스웨덴에서도 나타난다. 반면 <그림
4>에서도 나타나듯이 노르웨이는 거의 전적으로 수력발전이, 아이슬란드는 지열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의 아래 표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 분야에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말하자면 공급 측면에서 6000 PJ을 대략 4500 PJ까지 줄이는 극적인 감축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력 순수출,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 풍력, 지열, 태양, 수력발전은 모
두 상당히 확대되는 반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은 줄어든다. 바이오에너지가 1600PJ로
석유를 제치고 최대의 에너지원이 되며 (석유를 대체함으로써) 배출 감축 전체의 40%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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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노르딕 지역의 수력 발전 또한 대규모 저수지 발전 시설을 중심으로 “강물의 흐름” 또
는 소형 수력발전기가 보완하는 형태가 대체로 자리 잡으면서 확대된다. 풍력 또한 화석연료
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한다. 사실 노르딕 지역의 풍력 발전은 2050년이 되면
현재 7%에서 거의 다섯 배 상승한 30%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여 국내 수요를 훨씬 웃돌
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감소하더라도 이 초과분을 유럽 시장에 수출하여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된다. 풍력 발전의 상당 부분(70%)은 덴마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2/3가 육상 발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 선정과 국민적 승인이 긴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는 육상 및 해상 (풍력) 설비의 예상 최대 부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풍력 발전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앞서 언급했던 수력, 유연한 공급과 수요 대응, 저
장 시설, 전기 거래 제도의 확대를 혼합한 균형 잡히고 통합된 시스템이 수반된다.
<그림 4> 노르딕 국가들의 전력 생산과 1차에너지공급, 2013-2050

<그림 5>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최대 부하 시간, 203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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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그림 6>은 전력 생산 조합의 대대적인 전환만으로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지역
난방용 발전과 열 공급에서 추가적인 탈탄소화 또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석유, 석탄, 천연
가스의 단계적 감축은 2040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지열, 전기 난방
이 증가해야 한다. 난방 공급망 전환은 화석연료를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 펌프 난방과
전기 보일러 사용 증가까지 이어짐으로써 전력과 난방통합 시스템의 유연성을 증진해야 한다.
한편, NETP는 2050년까지 지역난방의 비중이 건물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절반 이상을 차
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6> 노르딕의 전력 생산과 지역 열 공급, 201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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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두 패널 모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묘사. TWh=시간당 테라와트
3.2 건물 에너지 효율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저탄소 전력 및 난방 공급망의 확대는 에너지 전환의 네 기둥 중 하
나에 불과하다. 이 부문의 성장은 반드시 건물 (그리고 이후에 언급할 산업 부문)에서 최종 에
너지 수요 및 공급의 상당한 감축과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일하게 덴마크만이 OECD 회원국 1인 평균보다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얼마나 큰 도전과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OECD 평균보다 몇 배 이
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소비량도 평균을 훨씬 웃돈다. 이는 난방과 조명
수요가 높은 혹독하고 어두운 겨울 기후 때문만은 아니다. 코펜하겐, 헬싱키, 오슬로, 스톡홀
름 등 대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원인이다.
<그림 7> 노르딕 국가들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과 OECD 평균, 197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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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GJ=기가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처럼 비교적 높은 1인당 에너지 사용량 때문에 노르딕 지역의 탈탄소화에서는 효율성이 지
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노르딕 지역 건물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수요
부문의 관리와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2010년에서
2050년 사이에 1제곱미터 당 주거 및 상업 에너지 사용량에서 추가적으로 35% 감축이 일어
나야 한다.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이 과제는 대부분 난방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기준선 시나
리오와 비교하면 NETP의 전망은 건물에 대한 추가적 누적 투자가 대략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1550억 달러는 건물 외장에 투입되어 건물의 난방 수요를 극적으로
줄이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 (특히 건물 외장)과 난방망의 효율성 증진에 소요되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2013년에서 2050년 사이에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 및 상업 건물의 총 에너지 소비는 약 1400 PJ에서 1000 PJ로 떨어
져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탄소 집약도 및 에너지 집약도의 감소가 동반되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노르딕 국가들의 도시 지역 건물 용적이 25% 이상 증가했음에도 에너지 수요는 2050년
까지 1990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림 8> 노르딕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집약도, 배출량집약도, 1990, 20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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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두 패널 모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묘사. PJ=페타줄, kWh=시간당 킬로와트
이러한 전망에는 두 가지 암묵적 전제가 있다. 효율성에 관련된 여타 정책과 통합이 일어나고
기술 개량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다. 첫째, 2045년까지 건물의 배기가스
배출 집약도는 0으로 떨어진다고 했지만 이는 전력망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일어났
을 나고 (그리고 그 결과 노르딕 국가들이 잉여 전력을 수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율성 개선
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으며), 난방 부문에서 바이오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저온 지역
난방 등의 신기술이 확산될 때에만 달성가능한 목표다. 장기적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
은 도시 계획의 개선과 통합, 그리고 소비자의 역량을 증진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확산에
달려 있다. 둘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촉진해야만 한다. 도시 지역에
서 떨어진 또는 집중 지역 난방망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가전제품과
건물 개량 뿐만 아니라 난방 펌프와 태양광 난방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재래식
형광등과 할로겐 전구는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하며 가전제품과 장비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 도시 지역의 소비자들 또한 에너지 효율 개량에 동참해야 한
다. 특히 단열, 차단, (3중창, 저복사 창호와 같은) 고성능 단열 창호 등의 초고효율 건물 외장
등을 통해 최대수요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행태 과학과 사회과학은 이러한
효율성 개량과 개선이 가정과 직장에서 소비자의 관행에 유의미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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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Walker

et

al.,

2014;

Sdei

et

al.,

2015;

Kastner

and

Stern,

2015;

Sunikka-Blank and Galvin, 2016; Staddon et al., 2016)
3.3 수송
수송 분야는 노르딕 지역 탈탄소화의 네 가지 주축 가운데 특히 고약한 난제다. 현재 수송은
노르딕 이산화탄소 배출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가장 큰 배출가스 감축
잠재력이 있는 분야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림 9>에 나타나듯이 그만한 감축을 달성할 수 있
느냐는 재래식 가솔린과 잔류 연료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감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래식 디
젤과 제트연료를 엄청나게 감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반대로 전기, 바이오연료, 수소 연료
는 상당한 성장이 기대된다. 2013년 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대중교통의 전기연료화는 노르딕
지역의 저탄소 교통체계 건설의 주춧돌 [중 하나이다.]”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단 전체 판매량 중 30%가 전기 배터리 전용 차량이며 이 수치는 2050년이 되면 90%까지
오를 것이다. 재래식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 감축은 2050년까지 거의 완료되어야 한다.
2000년에 비해 2050년의 에너지 사용 총량은 20% 이상 감소하겠지만 대중교통 및 화물 운송
분야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무려 70%나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면 여기에 따르는 기술적
난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림 9> 노르딕 수송모델과 연료믹스, 2010-2050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두 패널 모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묘사. EJ=엑서줄, PLDVs=개인승용차(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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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Duty Vehicles), CNG=압축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그러나 <그림 9>에서 드러나듯이 전기를 사용한 동력이 모든 운송수단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용 경량 차량의 절반 이상과 철도교통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정도까지 확대될 것이다. 전기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기 공해와 소음 우려가
더 심각하며 충전 기반시설이 더 잘 갖춰진 도시 지역에서는 특히 매력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버스나 화물트럭, 장거리 열차, 항공기와 같은 중량 운송수단의 경우 전기로의 전환이 용이할
정도까지 기술이 아직 진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 수송은 앞으로도 최소한 수십 년간
은 여전히 제트연료, 바이오연료, 디젤, 가솔린을 사용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버스는 디젤
과 바이오연료를 함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 트럭 분야에는 전기 보급률이 약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공회전으로 상쇄될 것이다. 항공과 해상 교통은 운송 수요
대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바이오연료에 의존하게 된다. 항공 교통의 경우 액체 연료가 배터리
에 비해 여전히 에너지 밀도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며 , 해상교통의 경우 대부분의 컨테이너
선박은 여전히 대형 1행정 혹은 2행정 디젤 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Smil 2010)
이는 값비싼 엔진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생
각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연료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수적인데 특히 2050년이
되면 수송 부문에서 최종 에너지 총수요의 거의 2/3를 바이오 연료가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이는 더 중요하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송 연료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높은 비용에 대한
정치적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정책과 시민들의 행동 양식 또한 변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 바이오 연료를 통한 수송의 탈탄소화는 기존 바이오연료 시장에 참여하
는 것보다는 여전히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물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학습을 통해
노르딕 지역의 바이오연료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맞지만, 바이오매스 자
원을 사용하여 수송의 에너지 수요 전체를 충당하려면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과 거리를 두어야
만 한다. 따라서 노르딕 국가의 행정가와 소비자들이 바이오 연료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
달하거나 국내생산을 우선시하려고 한다면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NETP는 회피, 변화, 개량의 3 방향 전략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덜 탄소집
약적인 수송으로의 전환과 연료 및 기반시설의 개량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를 바꾸어) 수
송을 사용하는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피” 부문은 추가적인 통행료, 주차료
부과, 주차 제한, 대중교통 장려, 자전거와 도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운전 습관과 선
호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보는 한 가지 단순화된 방식은 단거리 수송으로서 화석연료를 사용하
는 자동차들이 빠르게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연료전지,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대체되는 한편, 바이오 연료의 확대(와 수입)은 기존 장거리 수송을 대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10>은 이러한 경로를 묘사하고 있다.
<그림 10> 노르딕의 차량유형과 수송용 바이오연료 수요, 20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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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두 패널 모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묘사. PJ=페타줄, CNG=압축천연가스, LPG=액화석
유가스, ICE=내부연소엔진
3.4 산업과 탄소 저장
IEA와 노르딕 에너지 연구는 산업 부문이 기후 목표 달성에 “결정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나머지 3개 부문, 즉 전기/난방, 효율성, 교통에서
는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반면, 노르딕 국가의 산업 구조와 자재 생산에서는 부차
적인 변화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르딕 지역의 산업 생산이 일자리와 경제 발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은 저탄소 사회가 되더라도 산업 활동이 반드시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르딕 지역이 청정 경제, 서비스 경제에 대체로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과 달리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노르딕 국가들은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OECD 평균보다 GDP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
<표 1>을 보면 인구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전망을 고려할 때 산업 생산은 향후 수십 년간 오
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제지 부문이 앞으로도 이 지역 전체에 걸쳐 가장 큰 생산
량을 자랑하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매년 2670만 톤의 종이가 생산되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생산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조강, 시멘트, 메탄올 또한 같은 기
간 동안 두 자리수 증가를 나타낸다. 이처럼 철과 강철, 시멘트, 화학, 알루미늄에서 상당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산업 가공 관련 가스 배출은 연료 전환이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표 1> 노르딕 국가의 산업 자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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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2050년 항목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임, Mt = 100만 세제곱 톤)
자재 생산(Mt)
조강(粗鋼)
종이와 판지
시멘트
알루미늄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암모니아
메탄올

2013
8.5
25.7
7.4
6.9
2.3
0.4
0.8

2050
9.9
26.7
8.3
7.0
2.5
0.4
0.9

% 성장률
16.5%
3.9%
12.2%
1.4%
8.7%
0.0%
12.5%

산업 생산의 이러한 성장 때문에 탄소 포집과 저장(CCS)이 탈탄소화 경로의 지속과 동시에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야가 된다. <그림 11>에서 나타나듯이 노르딕 국가
들은 적어도 2035년까지는 탄소 포집과 흡수를 시작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배출하는 탄소
보다 많은 탄소를 흡수-포집 및 격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IEA와 노르딕 에너지 연구
(2013)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CCS가 2030년 이후 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
이는 신기술 중에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CCS 실시 방법에 대한 불확실
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CS 시범 가동과 노르딕 국가 간의 긴밀한 협
력이 모두 필요하다.” NETP는 2050년까지 노르딕 지역 시멘트 공장의 최소 50%, 철과 철강,
화학 제품 공장의 30%가 CCS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CCS가 이 정도
로 보급되면 산업 부문 저체에서 이산화탄소 집약도 감축에 필요한 60%를 달성하는 데에 큰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두 패널 모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묘사.
이와 같이 산업 부문 전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추가적인 점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CCS가 산업 탈탄소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활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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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 부문 내의 에너지 효율 지표를 보면 산업 분야 최
종 에너지 소비가 2013년에서 2050년 사이에 약 9%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개선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새로운 시멘트 가마, 철강 생산에서 전기 아크로(arc furnace),
화학 및 석유 화학 제품 생산에서 공급원료 및 연료 전환, 적극적인 종이 및 펄프 재활용, 비
활성 양극 과정을 통한 알루미늄 생산과 같은 가공과 효율성 개량이 이 기간 동안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관련 분야의 자본집약도와 과정을 볼 때, 노르딕 국가의 산업
이 다른 모든 부문에 비해 훨씬 더 탈탄소화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2050년까지는 노르딕 이산화탄소 배출의 거의 50%를 산업 부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다.
4. 향후 과제: 우연성, 경합, 정의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노르딕 탈탄소화 경로는 그 자체로도 이미 단순하거나 쉽지 않다
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보게되는 것처럼 (표 2에 요약된) 우연성, 경합, 에너
지 정의라는 세 분야에 걸친 상호연관된 난제에도 대처해야 한다. 노르딕 에너지 전환은 기술
기반시설의 전환과 더불어 정치 기구와 경제 구조, 지구적 압력, 나아가 소비자 선호까지 바
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기술적(Geels 2004)인 과제다. 이 때문에 그 성과는 여러 가지 다
양한 요인에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향후 기술 발전, 강력한 정치적 지지, 사회적 수용 등
이 포함된다. 이러한 장애물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외에도 수많
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직면한 과제의 범위와 종류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
서 앞으로 보게 될 것은 여러 가능한 난점 중에 제한적으로 선별된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하
지만 우연성, 경합, 정의라는 주제는 가장 긴급한 과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한 에
너지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새로운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표 2> 노르딕 에너지 전환이 직면한 사회기술적 과제
측면

과제

설명
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 난방, 효율성, 수송, (가장 중
요한) 탄소 포집과 저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기술 혁

기술적

우연성

신에 의존.
화석연료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보다 강력하게 통합된
에너지망을 갖춘 유럽연합 공동 에너지 정책, 기후 변
화 완화와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세계적 노력에 의존.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한 정책 환경의 위험성

정치적

경합

탈중앙하된 에너지 시스템과 송전선 및 전선에 대한
사회의 수용 저하
탄소 및 에너지 목표에 대한 피로감 증가
화석연료 산업에서의 실직과 재교육 필요성
높은 에너지 문맹률과 노르딕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사회적

에너지 정의와 인식

대한 낮은 이해도
재생 에너지(와 기타 에너지) 관련 체화된 배출, 화석
연료 수출 및 역외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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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술적 우연성
노르딕 에너지 전환에는 역사적 우연성과 미래 우연성의 요소가 모두 있다. 전환의 실현 여부
가 일련의 조건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노르딕 국가들은 수십 년간 강력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특히 덴마크는 1970
년대와 1980년대부터 풍력 발전과 더불어 열과 발전, 지역난방, (탄소세 부과 및 해당 세수를
에너지 연구에 투입하는 방법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 증진을 추진해왔다 (Sovacool 2013). 뿐
만 아니라, 노르딕 국가들은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기 전부터 운 좋
게도 풍부한 수력발전과 (주로 삼림 지역의) 바이오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처럼
노르딕 에너지 전환은 주요한 세계적 위기 발생(OPEC 금수조치)와 더불어 1990년대 들어 기
후변화가 중요한 세계적 주제가 되기 전부터 저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었던 어느 정도
의 행운이라는 역사적 우연성에 힘입었다.
노르딕 에너지 전환은 또한 향후 다양한 시스템에 걸친 기술 혁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
다. 즉, 전환의 성공은 미래에 일어날 기술 혁신에 달려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당연하거나 이
미 예정된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전기와 난방 분야에서 바이오 에너지 채취 기술은 전환 과
정 및 효율성과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수력 발전의 발달과 함께, 육상 및 해상 풍력 터빈은
노르딕 지역 전기 생산의 30% 이상을 공급할 수 있으려면 더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
나 해상 풍력 발전은 (고정 터빈보다 유동 터빈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높은 설치 및
유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덴마크 호른스 레브(Horns Rev)에 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철
새 이동 경로에 놓일 위험이 있다(McCombie and Jefferson 2016). 1년 중 대부분이 간접이
고 부분적으로 직접적인 노르딕 지역의 태양 복사는 당연히 변변치 않은 수준이며(Haukkala
2015) 노르딕 지역은 겨울철에 전력 부하가 최고에 도달하는데 하필 이 시기는 일조량이 가
장 적은 시기이다. 아이슬란드는 물론 지열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이 에너
지의 상당부분은 알루미늄 제련에 쓰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배출량을 관리해야 할 육플루오
르황화물(sulfur hexafluoride)의 배출을 늘이게 된다(Krater and Rose 2009).
건물과 효율성 분야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고성능 열펌프와 태양 난방 설비, 초고성능
외장재, 그리고 공기 차단, 단열, 고성능 단열 창호 및 고효율 통풍과 같은 신기술을 채택(하
고 신뢰)해야만 한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열펌프 설치를 하려면 자연복사
에서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초 강화 공사가 필요하며 암반이 많은 노르웨이, 스웨
덴, 아이슬란드의 하부구조는 기구 설치를 어렵게 만든다(Levesque et al. 1997; Mata et al.
2013).
교통 영역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성능이 높아져야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은 연구의 향후 진로에
관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Andreasen and Sovacool 2015; Enevoldsen et al.
2014). 첨단 바이오연료의 공격적인 확대가 필요하지만 부지 사용 및 운송수단에 관한 우려가
있다 (Fevolden 2016; Fischer et al. 2010). 전기 자동차 및 관련 충전 기반시설에 대한 상
당한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다 (Borén et al., 2016; Graabak et al., 2016). 전기, 난방, 건
물, 교통 부문을 통합하려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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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있다(Zafirakis et al., 2016; Beaudin et al., 2010).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사업부문에서
는 CCS 기술의 성공적 시연으로 충분치 않고 노르딕 지역 산업체들이 상업적으로 이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Anthonsen et al., 2016; Lund
and Mathiesen, 2012; Teir et al., 2010; Van Alphen et al., 2009). 그러므로 노르딕 지
역의 경험은 기술 혁신과 저탄소 계획이 정치적 역량의 부족으로 좌절되는 보다 일반적이고
흔한 경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술 혁신의 부족으로 정치적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반직
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연성은 보다 공간적이면서도 넓은 “주변환경”의 압력을 가리킨다(Geels 2004). 특
히 유럽과의 전력망 통합과 관련하여 탈탄소화 경로의 적절성이나 실현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
는 부분이다. 현재 적절한 사례를 꼽는다면 NETP의 가정 중에 화석연료 가격이 꾸준히 상승
할 것이라는 전제를 들 수 있다. 사실 2016년 현재 유가는 역사적 추세선보다 아래에 있다.
주변환경에 관한 또 다른 전제는 노르딕 지역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독일이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을 지속하고(Zakeri et al. 2016) 유럽연합의 다른 회
원국들도 노르딕 전력 풀(Nordpool)과의 상호연결 강화를 촉진하는 공동 에너지 정책을 지속
한다는 전제인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브렉시트)는 이러한 공동 정책에 관한 전
체를 흔들고 있다. 유럽 대륙 전체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된다면 특히 문제는 더 어려워
진다. 여기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측면은 유럽 대륙 지역과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송전망과
고압 직류전선이다. Shafiei et al.(2014)가 경고하고 있듯이, “고도로 상호연결된 지역 에너
지 시장이 노르딕 에너지 시스템의 주춧돌이며 2050년까지 추가적인 배출가스 감축을 가능하
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Tenggren et al.(2016)은 “노르딕 전력 시스템이 유럽 나머지
지역과 더욱 통합되려면 노르딕 국가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의 협력국들과도 정책 기획
과정에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뿐만 아니라 IEA와 노르딕 에너지 연구(2016)
는 유럽 전력 시장과의 통합 강화는 가격상승을 초래하면서 노르딕 산업의 핵심 강점이었던
전통적으로 낮고 안정적인 가격이 아니라 높고 불안정한 가격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경
고한다.
4.2 정치적 경합
노르딕 에너지 전환은 또한 정치적 결과와 안정에 달려있다. 지방정부와 국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 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정책과 정책 공약들이
이러한 탈탄소화 경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는 노르딕 국가의 하부행위자들이 계속
해서 기후와 에너지 목표를 국가적 목표보다도 더욱 공격적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전제에 바탕
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도 중요한 변수인데, 한 정책 분석가
는 효과적 에너지 정책의 요소를 “3L”, 큰 소리로(loud), 길고(long), 합법적으로(legal) 추진
하는 것으로 요약한 바 있다. 즉, 큰 소리로 분명한 가격신호를 보내고 대중의 참여를 적극적
으로 장려하며,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예측가능해야 하며,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
로 위반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Hamilton 2009). 이러
한 세 가지 정책 강령 중 하나만 바뀌어도 정책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정치적 목표가 얼마나 빨리 변화할 수 있는지는 최근의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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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에 덴마크 정권이 교체된 후, 신임 기후 장관 라르스 크리스티안 릴레홀트(Lars
Christian Lilleholt)는 덴마크의 과감한 탄소 감축 목표를 후퇴시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
초 목표가 덴마크 기업들에게 너무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나 비싼 정책
이기 때문에 기업계에 추가적인 비용이 초래된다. 덴마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
니다.”라고 언급했다(Bagger 2015에서 인용). 더욱이 NETP는 스웨덴과 같은 국가가 원자력
에너지의 단계적 퇴출에 계속 전념하리라고 가정했지만 2016년에 스웨덴 정부는 신규 원자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Milne 2016).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는 2016년 6월 종료된 의회 위원
회가 스웨덴이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
다.)
이와 관련한 정치적 장애물 하나는 전기자동차, 전선 및 송전선뿐만 아니라 풍력에너지와 같
은 탈중앙화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덴
마크인들의 인식과 태도가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관한 불만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
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Ladenburg and Dahlgaard(2012)와 Ladenburg(2015)는 역설적
이게도 풍력 터빈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수록 오히려 풍력 터빈 수용 정도가 하락하는 경우
가 있었다고 언급한다. Noel and Sovacool(2016)은 (“Better Place”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
해) 노르딕 지역의 이동식 전력과 전기자동차 혁신 사업 모델의 전망을 연구한 결과, 녹색 교
통에 대한 명시적인 공약에도 불구하고 기업행위자들은 소비자 관심의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했음을 발견했다. 덴마크에서 실시된 또 다른 최근 연구에서는 여러 운전자와 통근
하는 직장인들이 녹색 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도 관심도 여전히 없음을 발견했다(Nielsen et
al. 2015). Klitou et al.(2015) 또한 노르딕 지역 전체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비교적 느리
기 때문에 충전 기반시설의 활용이 적고 추가적인 투자 유인도 덩달아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
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것은 곳에서는 신규 송전선 또는 전선 설치 계획에 대한 노골
적 반대, 혹은 적어도 확고한 지지의 쇠퇴가 감지되고 있다(Aas et al. 2014). 마지막으로 중
요한 점은 탄소와 에너지 목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인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문제다. 예를 들어, Klok et al.(2006)은 과거 설문조사 자료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덴
마크가 국제적인 환경과 사회문제 주도의 비용을 이미 충분히 지불했으며 덴마크는 (다들 그
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없고 이제 다른
국가들이 선도자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느낀다는 점을 발견했다. 노조 및 고용주 연
맹,

정부

조직과

비정부기구를

포괄하는

비정부

단체인

환경경제평의회(Council

of

Environmental Economics) 또한 환경세와 같은 강력한 에너지 환경 정책이 가계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Sovacool and Blythe 2015에서 인용).
4.3 에너지 정의와 인식
마지막 장애물은 에너지 정의와 인식이다. 이는 에너지 서비스의 혜택과 비용을 공정하게 배
분하며 대표성과 공평함을 갖춘 에너지 의사결정 기구를 갖춘 지구적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하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ovacool and Dworkin 2015; Sovacool et al. 2016a). 이러한
맥락에서 노르딕 저탄소 전환은 명백하고 가시적인 혜택이 있으며 여러 “승자”를 만들어내겠
지만 에너지 정의의 관점에서는 최소한 소수의 “패자”와 부정적 파급효과 또한 나타날 것이
다. 또한 취약 집단을 충분히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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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록의 1번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단계적 퇴출이 정말 일어난다면) 잠재적으로
원자력의 대체와 연관되어 일어날 것이 분명한 실업이 있다. 이러한 기술이나 직업의 일부는
다른 부문으로 전직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상 석유 굴착 플랫폼 기술자는 전문기술
을 사용해 해상 풍력 터빈 기반을 건설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는 그러한 전직이 불가능할 것이
다. 관련하여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자동차, 특히 에너지 제로 주택이나 더욱 비싼 가전제품,
효율성 개선 등 노르딕 기후 정책이 장려하고 있는 기술 중 일부는 하류층이나 중하류층이 대
체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다. 최신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 전체에 보급하는 방법과 관
련하여 이는 시급한 평등과 경제 여력의 문제로 대두할 수 있으며 이미 에너지 공급자와 사용
자 간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심각한 빈부 격차 확대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우려는 노르딕 기후 정책 기획에 관한 이해 부족 가능성과 대중의 반응에 관한 것이
다. Sovacool and Blyth(2015)는 덴마크 에너지 소비자들과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에너지 분야의 어려움을 적절히 평가하고 에너지 관련 사실 관계를 이해하는 능
력으로서의 대중적 지식이 대체로 부족한 경우가 압도적 다수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기후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 머무리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함의를 준다.
정의와 관련하여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마지막 우려사항은 내재적 배출에 관한 항목에서
NETP가 인정한 것으로서 노르딕 탄소 배출을 다른 지역으로 수출 또는 역외이전(offshore)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르딕 탈탄소화 경로가 화석연료 없는 지역 경제 건설
을 추구하고 있으며 화석연료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
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를 수출하고 있거나 해와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양대

기업인

정부

세계

연금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과 스타토일(Statoil)은 여전히 수억 달러를 수백 개의
석탄 및 석유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Jorde 2013). 이는 분명히 노르딕 국가들이 달성한 탄소
부문의 성과를 상쇄하고 화석연료 주기 전체에 걸쳐 다른 국가와 사회를 외부효과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 노르딕 국가들이 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다른 곳에 수출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NETP에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림 12>에서 드
러나듯이 노르딕 지역은 실제로 석유 제품, 천연가스, 원자재 교역에 주로 기반을 둔 1차 에
너지의 순수출국들로서 (교역량 기준으로) 국내생산량의 두 배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그림 12> 노르딕 1차에너지 수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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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PJ=페타줄, NGL=천연가스액
이러한 세계적 탄소 역외이전은 화석연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Sovacool et al.(2016b)는 노
르딕 지역에서 사용하는 해상 및 육상 풍력 발전 터빈 제조에서 비롯되는 외부효과를 연구하
여 풍력 에너지가 건설 및 제조 전반에 걸쳐 외부효과를 일으키며 이는 풍력 발전이 환경 문
제에서 주는 이점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가스 배출의 상당량을 중국과 한국에 역외이전하
는 결과로 나타남을 밝혔다. 이 연구는 “환경적 이득과 손실”을 고려하면 중국과 한국이 노르
딕 지역의 각종 터빈의 체현 배출가스(embodied emissions) 및 환경에 일으키는 피해의
80% 가량을 담당했다고 추정한다.
5. 보편적 교훈은 무엇인가? 결론과 정책적 함의
정책입안자,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석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섯 가지이
다. 첫째, 긍정적인 면에서 노르딕 에너지 전환은 재생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비용 효능과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노르딕 지역은 이미 전력 생산의 막대한 비중을 저탄소
에너지원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덴마크는 전력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풍력 발전에서 얻고
있다. <그림 13>은 에너지 효율, 바이오에너지, 수력발전, 풍력, 태양력, CCS를 포함하는 저
탄소 기술의 조합이 더욱 확대되어 전력 생산 부문에서 2030년까지 거의 2천만 톤, 2050년까
지는 9천만 톤 이상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육상 풍력 발전은 이 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24 TWh에서 2050년에는 네 배 증가한 TWh에 달하
고 해상 풍력 발전은 40 TWh로 여덟 배 성장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2/3가 감소하고 핀란
드에만 원자로가 남아 있게 된다. 노르딕 지역 전체 차원에서 원자력의 전력 생산 비중은
2013년 22%에서 2050년에는 6%로 떨어진다.
<그림 13> 노르딕 지역의 저탄소 전력시스템, 20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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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MT=백만메트릭톤, CO2=이산화탄소, PV=태양광, CCS=탄소포집·저장
NETP는 또한 탄소중립적 시스템이 정착되면 보다 중앙화된 원자력 및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시스템보다 광범하고, 통합되고, 유연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노르딕 에너지 전환의 총 예상비용은 대략 357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누적 GDP의 1% 미만이며 연료비용 절약으로 거의 전부가
상쇄된다. 물론 IEA와 노르딕 에너지 연구(2016: 25-26)는 노르딕 지역의 대기 오염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외부 비용(연간 약 90억-140억 달러로 추산)만으로도 탄소중립 시나
리오 달성에 필요한 추가 투자에 거의 맞먹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노르딕
에너지 전환은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것이다.
<표 3> 노르딕 지역 부문별 탈탄소화 누적 투자, 2016-2050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탄소 중립 시나리오
를 가정함.
부문
에너지 관련 건물 투자
산업
교통: 차량
교통: 기반시설
전력: 생산
전력: 기반시설
총계

$(단위: US 백만 달러)
326
103
1674
1121
197
151
3572

둘째, 노르딕 지역이 탄소와 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과의 교역 및 상호연결
이 필수적이다. 유럽 대륙의 평균 전력 생산 비용이 노르딕 지역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노르딕 지역은 2050년에 53 TWh의 막대한 전기를 수출하게 된다. <그림 14>가 보여주듯이
노르딕 전기 교역은 상당히 확대되어야만 한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
트비아, 에스토니아와의 병렬, 공조 전력망 개발과 상호연결 필요성이 커지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2050년까지 노르딕 지역 모든 부문(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연료가 석유를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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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통부문)의 총 바이오매스 수요 중 16%를 수출로 충당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노르딕 지
역 항구에서의 연료보급까지 포함된다. 에너지 성과 감사 기구와 관련하여 유럽과 공동 원칙
수립 및 국제 탄소가격 설정을 통한 국제 협력도 필요하다.
<그림 14> 노르딕 전력거래, 2015, 2050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Paris: OECD, 2016)에서 수정.
*주: 두 패널 모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묘사.

셋째, 전기와 난방, 효율성, 수송, 산업이라는 네 가지 탈탄소화 경로를 국가 정책과 지역 거
버넌스 원칙이 상당 부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를 주도하는 것은 국가 하부 행위
자들이다. 노르딕 지역의 도시화율이 지난 10년에 비해 두 배의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특히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신규 건물에 대한
투자, 기존 건물에 신규 설비 설치 후원,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건립, 난방 네트워크 최적
화 등을 담당하는 것은 도시다. 노르딕 국가의 수도는 규모의 경제, 기반시설 가용성, 높은 인
구밀도 덕분에 이미 전체 평균에 비해 건물은 30%, 수송은 40%가 더 효율적이다. 에너지 시
스템 통합 측면에서 독보적으로 발전하고 진보적인 것도 도시다. 난방과 냉방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고 중간 규모의 발전소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노르딕 사례는 에너지 전환에 여러 세대가 걸린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비교적 부유하고
작으며 참여도가 높은 국가들조차도 전환에 최소 30-40년이 걸린다. 성공 여부는 여러 가지
강력한 기술적 우연성과 혁신에 달려 있고 각각의 혁신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예로는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퇴출, 해상 및 육상 풍력 발전의 빠른 증가, 전기자동차의 급격한 확산,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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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의 대규모 증가, 산업용 탄소 포집과 저장의 상업화 등이 있다. 이에 더해 가정과
소비자들은 더 나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채택해야 하며 산업 기획자들은 신형 시멘트 가마,
전기 아크로, 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제지 및 펄프의 원료 교체 등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다섯 번째 결론으로는 노르딕의 에너지 전환이 온갖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연적이고 경합적이며 잠재적으로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한 가지
제약요인으로 노르딕 에너지 전환에는 이 지역의 사회기술적 환경에만 고유한 요소들이 있다.
즉, 풍부한 화석연료 부존자원 덕분에 이를 수출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다시 국내의
탈탄소화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강력한 에너지 및 기후 계획, 높은 연
료와 전기 가격을 이어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더욱이 노르딕 지역의 청사진은 세계적으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히 당파 정치가 악영향을 미치는 미국(Hess et al.
2016)이나 온갖 종류의 에너지원을 얻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Green and Kryman
2014), 에너지원의 종류에 무관하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인도(Palit
et al. 2013) 같은 국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우리는 화석연료가 퇴출되면서 일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에너지와 기후 문제에 관해 이해가 부족한 여러 시민들, 체
화된 탄소 배출이 해외로 역외이전되는 것과 같은 실로 심각한 정의와 인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요컨대 세계의 모범이라 일컬어지는 노르딕 탈탄소화의 역사와 미래는 사실 에너지 전
환이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적 우연성, 특정 맥락, 정치적 과정에 좌우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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