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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EU 에너지전략」
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의 정책결정방식과 에너지부문 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을 자세히 논의하고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구조화시킴으로써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분야별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EU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시장의 조성’
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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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주진홍 ․김균태 ․이현진

EU 집행위원회는 EU 정상회의의 요구로 2006년에 녹서(Green Paper)
라는 형태로 ｢EU 에너지전략(Green Paper: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바 있다. 그 이후 집행위원회
는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거쳐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
문서나 각종 입법안들을 제출하여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복잡한 데
다 2000년 이후 EU 에너지정책의 추진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고 에너지 부문 자체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EU 신에너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로 EU 에너
지정책의 정책수립 절차와 EU의 신에너지정책 결정과정 즉, 법제화 과정
을 추적하였다. EU는 2007년에 발간한 ｢EU 에너지정책(An Energy
Policy for Europe)｣,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등의 정책문서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의 정책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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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며 정책분야별로는 ｢제2차 에너지효율성 행동계획｣,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 ｢기후행동｣ 등의 정책문서를 내놓았다. 또한 실제로 주
요 입법안들인 ｢제3차 전력․가스 종합법안｣, ｢기후행동 종합법안｣, ｢에너
지 효율성 종합법안｣ 뿐만 아니라 개별 입법안들을 통해 EU 공동규범으
로 확정해 가고 있다. 정책들이 법안으로 확정되어 가는 동안 일부 정책
들의 방향이 최초의 제안과는 다소 달라졌지만 전반적으로는 EU가 제안
했던 신에너지정책의 방향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EU의 신에너지정책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에너지 공급
안정성(Security of supply)’, ‘경쟁력(Competitiveness)’ 확보라는 목표 아
래 에너지 부문을 모든 EU 공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며,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정책수단들을 신에
너지정책에 맞게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조정․적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 EU의 신에너지정책은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정책수단들을 조정․적용
하였기 때문에 목적상 중복되는 면을 가지고 있지만 3대 목표 아래 유기
적으로 결합된 잘 정비된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U는
역내 에너지정책을 대외 에너지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책의 효과
를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다. 역내 정책으로는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공
급안정성’을 확보하여 역내 에너지시장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20-20-20
구상(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증진)’을 통
해 EU 역내에 새로운 에너지체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를 위한 역내 기반
구축 정책으로 ‘단일시장 조성’, ‘기술개발’, ‘금융지원’ 정책을 조합하여
추진 중이다. 역외정책으로는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기후변화 공조, 에너지 효율성 공조)’을 강화하고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을 확대하며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 강화’를 통
해 EU 역내에서 확립된 안정적인 에너지시장을 역외로 확산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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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이 궁극적으로는 ‘EU 에
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장’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에너지 효율성 정책 등을
통해 EU 역내시장을 보호하고 둘째, 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EU 역내에 시장을 조성하며 셋째, 역내에서 조성된
시장 구조를 역외에 이식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EU는 기후변화
억제라는 시대적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저탄소 고효율사회로 적극적인 에
너지체제 전환을 추구함과 동시에 값싼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이 경쟁력의
바탕이던 구체제에서 에너지 신기술이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체제
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EU 역외에도 동일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하는 ‘녹색성장’ 정책은 에너지 부문을 활
용한 신성장 동력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
적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EU 신에너지정책 내의 개별 분야
정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향후 실질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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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EU 집행위원회는 EU 정상회의의 요구로 2006년에 녹서(Green Paper)라
는 형태로 ｢EU 에너지전략(Green Paper: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1)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
지정책2)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바 있다. 그 이후 집행위원회는 EU 내 기구
들과의 협의를 거쳐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나 각종 입법
안들을 제출하여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
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복잡한 데다

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r(2006.3.8), “Green Paper: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 COM(2006) 105.
2)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이후, EU 정상들의 요구에 의해 수립․추진되고 있는 EU 공동의 에너지정책이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잘 조정된 최초의 종합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의 에너지정책들과
구분하여 ‘EU 신에너지정책’으로 정의하였음. ‘EU 신에너지정책’의 특징은 제3장 1절의 ‘EU 신에너지정책의 목
표 및 특징’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이전 시기의 에너지정책들의 특징은 제2장 1절의 ‘EU 에너지정책의 역사’
에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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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EU 에너지정책의 추진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고3)
에너지 부문 자체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2006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해 국내에
서 발간된 종합적인 자료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07년 3월에 발간한 연
구자료인 EU 에너지정책4)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자료
는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어 EU 신에너지정책
의 포괄성과 신에너지정책 내 분야별 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를 제대로 보여
주고 있지 못하여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EU 신에너지정책의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입법
화되고 있으며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형되어 결
론지어졌는가의 문제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즉 최초의 방향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EU가 최후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지는 보
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EU의 정책결정 과정과 실제로 EU 신에너
지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입법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자료는 시기적으로 2007년에 발간되었
기 때문에 이후에 발간된 추가적인 에너지정책 문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EU 신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입법안들이
2007년 1월 이후에 제출되었고 법제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중요
한 정책법안들의 경우 2009년에 입법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가 2007년에 개정증보판으로 발간한 EU 정책브리핑5)이라는
자료에서도 에너지정책에 관해 간략히 기술하고 있으나 EU 신에너지정책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에너지정책 중 주요 이슈

3) 백 훈의 다음 논문은 2000년 이전의 EU의 에너지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음. 백 훈
(2006),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시장통합: 유럽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참고.
4) 에너지경제연구원(2007.3), EU 에너지정책.
5) 외교통상부(2007.6), EU 정책브리핑, 2007년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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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선택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EU 신에너지정책의 포괄적 특성이나 신에
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U 신에너지정책이 다루는 다양한 정책영역을 분야별로 분석한 연
구자료들도 일부 존재하나 환경정책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연구를 시행
하여 EU 신에너지정책의 포괄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어 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도 EU가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단
일에너지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
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사실이나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구조
기금(Structural Fund)이나 결속기금(Cohesion Fund) 등을 활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의 단일에너지시장 정책
중 전력․가스 시장의 통합이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
는지는 대외정책만을 연구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은 해외에서 연구된 자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단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부족하고 EU에서 나온 자료일지라도
정책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뿐 실제로 최종 입법된 정책내용을 포괄적으
로 설명하지 않든지6) EU 신에너지정책 내용 중 개별 정책분야만을 설명하
든지7) EU 신에너지정책 내용을 선택적으로 설명하는 등8)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EU 신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중요 입법안들이 최종
적으로 채택되는 시점9) 이전에 쓰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책내용이 반영되

6) European Commission(2007.9), “Combating climate change: The EU leads the way.”
7) 예를 들어, Richard Young은 아래 글에서 대외정책 분야만을 다루어 비판하고 있음.
Richard Youngs(2007.11), “Europe's External Energy Policy: Between Geopolitics and the Market,” CEPS
Working Document, No. 278.
8) Paul Belkin이 2008년 1월 작성한 “The European Union's Energy Security Challenges”가 그런 경우 중 하
나인데 그는 이 보고서에서 대외정책, 역내에너지 활용,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등의 주제에 대해서만 EU 에너
지정책을 설명하고 있으며 Herbert Reul이 2009년 1분기에 작성한 “EU Climate and Energy Policies Which Path Ahead?”의 경우,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기후변화 대책, 에너지 공급안정성에 관련한 주제에 대해
서만 설명하고 있음.
9)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에 관한 법안, 기후행동 종합법안 등은 2009년에 입법완료되었음.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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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다.
해외자료 중에서는 IEA에서 발간한 IEA Energy Policies Review: The
European Union 200810)이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
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료가 워낙 방대하여 EU의 신에너지정책을
구조화하여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고 역시 시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2009년 현재가 EU 신에너지정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하며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이해를 시도해야 하는 시점
이라고 판단된다.
EU 신에너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EU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이다.11) EU라는 조직의 특
성은 EU의 신에너지정책 결정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EU 기관들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하는 각 입법안이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실제
로 EU는 에너지정책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먼저 정책문서의 발간을 통해 공
동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이후 관련 입법안을 법제화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신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다룬 정책문서로는 2007년에 발
간된 ｢EU 에너지정책｣12)이나 2008년에 발간된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13) 등이 있고 개별 정책분야별로 정책문서들이 다시 발간되기도 하

최근의 가장 적합한 평가는 Herbert Reul의 “EU Climate and Energy Policies - Which Path Ahead?”이라고
판단됨.
10)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08), IEA Energy Policies Review: The European Union 2008.
11) 본 보고서에서는 리스본 조약 발효 이전에 전개되고 있는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을 다루고
있으므로 리스본 조약 발효 이전의 정책결정 과정만을 논의함.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EU 내 기구들의 권한
과 조직, 정책결정 과정이 다소 달라지게 됨.
1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1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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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이 정책문서들에 일부 입법안들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과 입법안들과의 연관 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
아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둘째, EU의 신에너지정책 자
체에 대한 이해이다. EU 신에너지정책의 포괄적인 내용을 구조화시키고 EU
신에너지정책 내의 개별 분야 정책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개별 정책들의
내용 중 상세한 추진 수단을 최종 입법안과 함께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EU의 에너지정책 수립절차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을 살펴본 후, 그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문서와
입법안들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 다음,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EU 신에너지
정책의 내용과 개별 분야 정책의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EU 신에너
지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EU 신에너지정책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
로 기본적으로 EU가 정책 추진을 위해 발간하고 있는 문헌들에 대한 상세
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EU 집행위원회가 에너지정책을 논의할 기본 자료로 발간한 ｢녹서:
EU 에너지전략｣ 문서와 2007~09년 간 EU가 추진할 ‘에너지행동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EU 에너지정책｣ 문서, 그리고 추가적인 행동계획을 포함하
고 있는 2008년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를 EU 신에너지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검토하였다. 또한 EU 신에너지정책과 관련된 개
별 분야의 정책문서들14)과 제안된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
출한 입법안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정된 공동규범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15

제1장 서론 │

입법안들이 개별 분야별 정책문서와 함께 제출되기도 하였는데 입법안들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정책문서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함께 검토하였다.
검토한 주요 입법안으로는 단일에너지시장 구축과 관련된 ｢제3차 전력․가
스 종합법안｣, 기후변화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기후행동 종합
법안｣, 에너지 효율성 향상 대책으로 제시된 ｢에너지 효율성 종합법안｣ 등이
있으며 이 밖에 EU 신에너지정책에서 제안된 법안들을 가능하면 모두 검토
하려 하였다.
두 번째로 EU 신에너지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EU 신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책 추진을 독려해 온 EU 정상회의의 결과
문건들15)을 기본 자료로 검토하였다. 또 관련 입법안의 추진과정에서 에너지
정책 논의를 담당하는 EU 이사회 내 ‘교통, 통신, 에너지 이사회(Transport,
Telecommunications and Energy)’의 논의결과 문서를 검토하여 에너지정
책의 추진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에너지정책에 관한 주요 입법안
들이 유럽의회의 최대 3차까지의 독회가 필요한 ‘공동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유럽의회의 입장도 함께 파악하려 하였다. 유럽경제
사회위원회나 지역위원회가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해 발간한 문서들은 각
기구가 자문기구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간략히 참조하였다. 입법안을 비
롯한 EU 내 정책문서들의 기구간 협의 진행과정과 발간된 문서를 함께 확
인할 수 있는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PreLex 시스템16)은 이러한 검
토에 매우 유용하였다. 정책문서 검토나 논의결과 문서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존의 연구자료들의 내용과 관련 뉴스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4) 예를 들어, ｢제2차 효율성 행동계획｣,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 ｢기후행동｣ 정책문서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
을 제시한 문서들을 지칭함.
15) EU 정상회의 후 발간되는 Presidency Conclusion 문서.
16) http://ec.europa.eu/prelex/apcnet.cfm?C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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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EU 신에너지정책 수립 이전의 에너지정책의 역사를 먼저 살
펴보고 EU의 에너지정책 수립절차를 파악하려 하였다. 수립절차 부분에서는
먼저 EU 에너지정책 수립에 EU 내 각종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 파악하려 하였으며 둘째로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즉, 에너지정
책에서 제시한 입법안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EU의 정책결정 방식
을 연구하였다.
제3장에서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먼저 기술하고 그 수립과
정을 시간 순으로 파악하려 하였으며 또한 정책문서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어떤 입법안으로 발의되었는지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법제화되었는지를 파
악하려 하였다.
제4장에서는 EU 신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문서들과 관련 입법
안들, 입법 완료된 EU 공동규범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EU 신에너지정책을
구조화하여 각 정책들의 역할과 유기적 연관 관계를 제시하려 하였다. 이 장
에서는 EU 신에너지정책을 크게 EU 역내 에너지정책과 EU 역외 에너지정
책으로 구분하였으며 EU 역내 에너지정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
지 사용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20-20-20 구상’과 ‘기존 에너지
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정책으로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정책’, ‘에너지기술 개발정책’,
‘금융지원책’을 배치하였다. EU 역외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 확대’, ‘EU 대내외 에너지시
장의 연계 강화’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EU 역외 에너지정책을 구조
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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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U의 에너지정책 역사와 정책
수립 절차

1. EU의 에너지정책 역사
EU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등 에너지를 다루는 공동체로부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정부가 초
기부터 에너지정책에 관한 주권을 EU에 이양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경향
은 유럽단일의정서(The Single European Act)가 체결되는 1986년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단일의정서가 결의하고 있는 ‘네 가지 자유(노
동, 자본 재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에너지 부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는 점이 그러한 평가를 가능케 한다.17) 1991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트 조약에
이르러서야 조약 내에 에너지 부문이 단일시장의 대상이라는 문구가 삽입되

17) 백 훈(2006),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시장통합: 유럽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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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이 역시 단일에너지시장의 추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일시장의
한 영역으로 에너지 부문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18)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87년에 UN의 환경과 개발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제시한 브룬
드란트 보고서(Brundlandt Report)의 기후변화 이슈와 1988년에 EU 집행
위원회가 발간한 ｢단일에너지시장 보고서(The Internal Energy Market)｣19)
때문에 처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부문에도 단
일시장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EU 내의 단일
에너지시장 구축과 관련하여 공동규범20)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집행위원회는 단일에너지시장과 관련된 두 가지 지침(directive)21)
을 발의하게 된다. 이 지침들이 1992년에 발의되어 각각 1996년과 1998년
까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단일에너지시장을 통한 경쟁의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가격 인하와 경제성장을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어떻게 조화시
킬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1992
년의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의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인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EU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EU의 장기적인 공동정책으로 에너지 효율성 부문과 신재생에

18) Herbert Reul(2009), “EU Climate and Energy Policies - Which Path Ahead?” CESinfo Forum, 1/2009, p. 50.
1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88.4.27), “Commission Working Document - The Internal
Energy Market,” COM(1988) 238.
20) EU 공동규범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부분은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등임. 규정
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 등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EU 규범으로, 제정됨과 동시에 특별
한 국내법으로의 편입절차 없이 각국 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됨. 지침은 규정과 달리, 이사회가 달성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개별회원국에 위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침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별도의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함. 결정은 적용대상이
한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21) 단일전력시장에 관한 지침: Directive 96/92/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1996.12.19).
단일가스시장에 관한 지침: Directive 98/30/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19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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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 필요함을 각각의 정책문서 발간22)을 통해 제안하
였다.23)
집행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단일에너지시장 정책, 에너지 효율성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각각 추진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집행위원회는 단일에
너지시장에 대한 공동규범이 입법화 과정을 통해 논의되던 1994년과 1995
년 중, 녹서(Green Paper)24)와 백서(white Paper)25) 발간을 통해 EU 공동
에너지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26) 녹서에서는 EU 내 에너
지정책의 협력,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EU 공동의 에너지정책 확대, 환경정책
고려를 EU 에너지정책의 방향으로 강조하였으며 백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 신재생에너지27) 사용 촉진을 위한 정
책,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아마도 이 문서들이 EU 최초의 종합적인 공동 에너

22) 에너지 효율성에 관해서는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98.4.29) “Energy Efficiency in the
European Community - Towards a Strategy for the Rational use of Energy,” COM(1998) 246.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97. 11. 26) “Energy for the future:
Renewable sources of energy - white Paper for a Community strategy and action plan,” COM(1997) 599.
23) 백 훈, 앞의 책, pp. 122~128.
2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95.1.11), “Green Paper ‘For a European Union Energy
Policy,” COM(1994) 659, 불어본만 존재(요약본 참고).
2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95.12.13) “white Paper ‘An Energy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 COM(1995) 682, 불어본만 존재(요약본 참고)
26) 녹서(Green Paper): 특정 정책분야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정책수립용 토론문서(discussion
paper)로 이해당사자(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되어 토론과 자문용으로 활용됨.
백서(white Paper): 특정 정책분야에서 EU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안을 담고 있는 문서. 경우에 따라
EU 수준의 자문 과정을 거치기 위해 발간되는 녹서의 후속 문서로 발간됨. 녹서에는 공공의 논의나 토론을
위해 여러 구상들이 포함되지만 백서에는 특정 정책분야 내의 공식적인 제안서 집합(official set of
proposals)이 포함되며 보통 이 제안서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
27) EU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라 지칭.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3종(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
과 재생에너지 8종(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을 신재생
에너지로 통칭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EU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풍력, 태양에너지(solar), 기열
(aerothermal), 지열(geothermal), 수열(hydrothermal), 해양에너지, 수력, 바이오매스, 매립가스(landfill gas), 하
수처리시설 가스(sewage treatment plant gas), 바이오가스를 포함시키고 있음(2009년 EU 신재생에너지 지
침 기준). 우리나라와 EU의 에너지 구분 기준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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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을 제시한 문건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가 EU의 에너지정
책의 진행 상황을 개관하기 위해 1997년에 발간한 정책문서인 ｢에너지정책
및 행동 개관(An Overall View of Energy Policy and Actions)｣28)을 살
펴보면 최초의 종합적인 EU 공동 에너지정책이 여전히 추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한 에너지 관련 정책수단의 집합체일 뿐, EU 회원국들의 협력을 위한
EU 공동의 구체적 목표와 일관된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 및 행동 개관｣ 문서에서 집행위원회는 구체적 목표 설정
을 통한 EU 회원국간 에너지 부문의 협력 강화와 이러한 협력을 실행할 일
관된 틀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기 때문이다.29) 그러나 이 문서는 최초로
EU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에너지 공급안정성, 경쟁력, 지속가능성으로 정
리하고 있어 ‘EU 신에너지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EU 최초의 종합 에너지정책이 공동의 구체적 목표와 일관된 틀을 제시하
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 분야의 에너지정책은 각기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
1992년에 발의된 2개의 단일에너지시장 지침은 1996년과 1998년에 최종
적으로 입법 완료되었다. ｢단일에너지시장 보고서｣(1988년 발간)로 촉발된
단일에너지시장 정책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30)는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하였으며 마침내 두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EU 공동의 정책으로 추진하
게 되었다. 하나는 전력시장에 관한 지침31)이고 다른 하나는 가스시장에 관
한 지침32)으로 두 시장에서의 경쟁시장 개방 원칙과 회원국들의 입장조율
방식을 제시하여 단일에너지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33) 전력시

2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97.4.23), “An Overall View of Energy Policy and Actions,”
COM(1997) 167l.
29) Ibid., p. 21
30) 백 훈, 앞의 책, p. 122
31) 위의 책, pp. 124~125; Directive 96/92/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1996.12.19).
32) 위의 책, pp. 124~125. Directive 98/30/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19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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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침과 가스시장 지침 모두, EU 집행위원회가 1992년 1월에 발의하였으
며 두 지침 모두 공동결정 절차34)를 거쳐 전력지침은 1996년 12월에, 가스
지침은 1998년 6월에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1996년 전력시장 지침의
채택으로 제1차 단일에너지시장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2차 단일에너지시장 정책의 추진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3
월, EU 정상회의의 요청을 바탕으로 2001년 3월,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전
력 및 가스 지침 수정안35)은 공동결정 절차를 거쳐 2003년 7월에 최종적으
로 채택36)되었다. 제2차 단일에너지시장 정책의 주안점은 회원국의 시장을
개방하여 EU 내 전력 및 가스 시장에 완전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국가간
의 규제제도를 일치시키는 것이었다.37)
1997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EU 공동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신재
생에너지에 관련된 최초의 정책으로 ｢발전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38)이 2001년에 제정되었으며 이어서 2003년에 ｢운송용 바이오연료 또
는 신재생에너지 운송연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39)이 제정되었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EU의 공동정책은 2000년에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효율성 행동계획｣40)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33) EU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통합을 단일에너지시장의 목표로 삼았는데 석유시장은 상대
적으로 경쟁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34) EU 정책결정 방식의 하나로 에너지 부문에 적용되며 최대 3차에 걸쳐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의 협의가 필요
함. 자세한 내용은 제2장 2절의 ‘나. EU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 항목에서 논의함.
3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1.3.13), “Proposal for a DIRECTIVE amending Directives
96/92/EC and 98/30/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natural gas.”
36) 전력시장 수정지침: “Directive 2003/54/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96/92/EC - Statements made with regard to decommissioning and waste
management activities.”
가스시장 수정지침: “Directive 2003/55/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and repealing Directive 98/30/EC.”
37) Herbert Reul(2009), “EU Climate and Energy Policies - Which Path Ahead?” CESinfo Forum, 1, p. 51.
38) Directive 2001/77/EC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39) Directive 2003/30/EC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biofuels or other renewable fuels fo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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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성 관련 정책들41)을 조율․강화하고 기타 EU 정책들(지역․조
세․관세 정책 등)과 통합․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EU는 이
시기를 제1차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 추진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2006
년에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EU 공동의 대책은 2003년에 제정된 ‘EU 배출
권 거래제(EU-ETS: EU Emission Trading System)’42)를 통해 추진되었다.
EU-ETS는 EU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하자는 방안이다. EU-ETS는 1단
계(2005~07년)와 2단계(2008~12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 그림 1-1. 부문별 에너지정책의 추진경과 및 계획 ❚

자료: Eurostat(2009), Panorama of energy에서 발췌.

4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0.4.26), “Action Plan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in the
European Community,” COM(2000) 247.
41) 에너지 효율등급표시제(Directive 92/75), 열병합발전 촉진(Council Directive 92/42/EEC), SAVE 프로그램
(Council Directive 93/76/EEC) 등.
42) Directive 2003/87/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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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에너지정책 수립절차
EU의 에너지정책 수립절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EU라는 조직과 정
책결정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EU를 단순히
국가처럼 생각하여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EU가 갖고 있는
특수한 연합체적 성격 때문이다. 먼저 EU 정책결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정책분야별로 EU의 공동규범이 적용되는 분야(강제적)와 개
별 회원국 소관인 분야(비강제적)로 구분될 수 있다. EU의 정책영역
은 크게 세 영역(Three Pillars)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유럽경제통화 공동
체(European Communities)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에 관련된
정책분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EU 공동의 규범이 적용된다. 둘째는 외교안
보분야, 셋째는 내무사법분야인데 이들 두 정책분야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자
가 개별 회원국으로 정부간 협력이라는 형태의 정책결정 구조를 갖게 된다.
EU 신에너지정책에는 에너지분야 이외에도 외교분야에서 회원국의 공동 대
응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U 공동규범이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인 동시에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분야에 따라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정에 적용해야 할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EU의 주요 입법절차로는 크게 공동결정 절
차(Co-decision procedure), 협의 절차(Consultation procedure),43) 동의 절
차(Assent procedure)44)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동결정 절차가 대부분의
EU 공동규범의 입법절차로 활용된다.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대부분의 EU 신
에너지정책 제안의 내용들에는 공동결정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43) EU 정책결정 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제안하면 이사회가 결정하는 형태임. 입법
내용에 따라 유럽의회나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유럽의회는 협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사회에 최종적인 채택권이 있음.
44) EU 정책결정 절차 중 하나로 협의 절차와 동일하나 유럽의회가 수정의견을 표명하는 대신 제안에 대한 찬성,
반대만을 할 수 있음. 유럽의회가 동의하면 이사회는 제안을 채택할 수 있으나 반대하면 채택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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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입법에서도 어떤 형태로 입법하느냐에 따라 정책 추진의 형태가 달
라질 수 있다.
EU 공동규범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EU의 1
차적 법원이 되는 조약(Treaty),45) 둘째는 이러한 조약을 바탕으로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가 제정하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
(Decision) 등이며, 셋째는 EU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 조약 등의 국제
법, 넷째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또는 해석을 통해 확립된 판례법이다. 그런
데 EU 공동규범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규정, 지침, 결정 등으로 기존 EC
조약에 명시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집행규범이다. 공동
외교안보정책(CFSP) 분야에서는 공동조치(Joint Action)를 채택하여 회원국
에게 구속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밖에 EU 공동규범에는 포함되지만 구속력
이 없는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결의안(resolution)46) 등도
있다.
EU 신에너지정책에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조치들은 해당 분야의 관련 규범47)을 제안하거나 수정하자는 내용의 행동계
획(Action Plan), 로드맵(Roadmap) 등의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종
류의 정책문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 관련 개별 규정(Regulation),48)
지침(Directive)49)들을 제정 또는 수정하자는 안이 직접 제시되어 있기도 하
다. 그런데 규정과 지침은 집행규범으로 다른 성격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
다. 규정의 경우,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 등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
장 강력한 EU 규범으로, 제정됨과 동시에 특별한 국내법으로의 편입절차 없

45) 가장 기본이 되는 조약은 EC 조약과 EU 조약(마스트리트 조약)이며 이들 기본 조약은 단일유럽의정서, 암스
테르담 조약, 니스 조약 등으로 수정되어 왔음.
46) 결의안은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해당 분야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천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47) 보통 규정 또는 지침임.
48) 예를 들어, ‘에너지 규제기구 협력청(ACER)’ 설립에 관한 규정(regulation)을 제안.
49)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Directive) 개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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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국 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지만 지침은 규정과 달리, 이사회가
달성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개별회원국에 위임하여 지침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회원
국이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즉 지침의 효력은 국내법이 제정될 때
까지 연기되는 것이다.50)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EU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
는51) EU 기구간의 자문, 상호 검토 등을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
게 되고 정책으로 결정되어 EU 규범으로 입법화된다고 해도 입법화된 규범
이 규정이냐 지침이냐에 따라 정책의 강도와 적용시점은 달라지게 된다. 규
정이라면 곧바로 국내법에 우선하여 실행되지만 지침의 경우, 정책의 적용이
국내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미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에너지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는 EU의 기구들과 기구별 역
할, EU의 정책결정 과정을 살펴본다.

가. EU 주요기구 및 기구별 역할
EU를 구성하는 주요기구로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사
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사
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등이 있으며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지
만 EU가 나아갈 정책방향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제시하는 EU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가 있다. 이 밖에 EU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
하는 지역위원회(CoR: Committee of the Regions), 경제사회위원회(EESC:

50) 지침에서 EU는 공동정책의 목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각국 정부에 위임함으로써 회원국의 특성을
존중하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공동규범의 효력이 연기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
고 있음. 실제로 제2차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한 지침의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2001년에 제안하여 2003
년에 최종법안으로 채택되었으나 독일에서 국내법으로 적용된 것은 2005년임.
51) 사실상 정책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EU 공동규범으로 입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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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등도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유럽투
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을 통해서는 EU 공동체의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U의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 에너지정책을 작성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는 EU 집행위원회52)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와는 독
립적으로 EU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며 입법을 제안하는 유일한 권
리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정책과 관련 법안에 대한 제안은 집행위원회 내
의 40여 개 총국 중의 하나인 교통․에너지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ergy and Transport)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규법안을 제정하려 할 때, 담
당 총국이 관련 산업계, 회원국 정부 및 기타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초안
을 작성하게 된다. 초안 작성 후, 집행위원회 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여타
총국과 협의를 하게 되고 법률국 및 사무처의 검토를 거쳐 실무 협의를 모
두 마친 제안은 집행위원단53) 회의에 상정된다. 총 27명 중 14명의 찬성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어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송부된다.
이러한 이유로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입법안의 경우 교통․에
너지 총국이 주도하였으나 신에너지정책의 내용이 여러 분야에 걸친 포괄적
성격임을 감안하여 관련 총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작성
되었다.
EU 각료이사회54)라 불리기도 하는 이사회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이

52) EU 집행위원회는 임기 5년의 집행위원장과 2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집행위원은 각 회원국이 한 명
씩 담당하는 구조임. 또한 집행위원회는 크게 1) 이사회에 공동정책을 제안하고 관련된 신규법안을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제안, 2) 이사회가 제정한 법령을 집행하고 행정법령을 제정, 3)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EU 내
EU법 집행을 수호, 4) 국제무대 등 대외활동에 EU를 대표하는 기능 등 4대 기능을 담당함.
53) 집행위원장과 26명의 집행위원을 말함.
54) 이사회의 6대 기능: 입법, 회원국간 경제정책 조율, 역외국가와의 최종적인 협정체결, EU 예산에 대한 승인,
공동 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개발, 내무사법 분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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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와는 달리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부간 협력
체의 성격을 띠며 정책 분야별로 9개의 이사회 형태(Council Configuration)
로 모임을 갖고 보통 논의 주제에 따라 회원국의 해당 정책분야의 장관급
대표가 참석하여 정책을 조율한다. 에너지분야의 경우, 교통․통신․에너지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 Energy) 이사회로 모여 정책을 논의
하고 관련 법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기반으로
유럽의회와 함께 협의, 동의, 공동결정 등의 정책결정 절차를 통해 집행위원
회의 제안을 입법화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의회55)는 일반 국가의 의회가 입법기관인 것과 달리 입법기능을 제한
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입법절차 중 하나인 공동결정 절차(co-decision
procedure)를 통해서만 이사회와 동등한 입법권을 갖게 된다. 그 밖에 협의
절차, 동의 절차 등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 EU의 에너지정
책 결정과정에서 유럽의회는 주로 공동결정 절차를 통해 의회의 입장을 반
영하고 있다.
EU 정상회의는 EU 조약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 기구이나 EU
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거나 장관급 이사회 회의에서 해
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EU 정상회의에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여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EU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체의
법률적․제도적 개혁, 확대 문제, 단일시장형성 과정 감독, 예산 문제 등에
대해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사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사회나 EU 기구의 입법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56)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상간 합의라는 정

55) 유럽의회는 제한적 입법기능 이외에 EU 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을 통한 EU 집
행위원회 해산권을 갖고 있으며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 승인권,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를 상대로 한 공동체 정
책과 운영에 대한 질의권, EU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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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중요성 때문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EU 신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도 EU 공동정책에 공식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EU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에 대한 합의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 EU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
EU의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추진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
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추진주체에 따라 EU의 정책영역은 EU 공동의 정책영역, 개별 회원국의 영
역으로 나뉜다. EU 공동의 정책영역에 대해서는 EU 규범이 적용되나 외교
안보(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내무사법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EU의 정책결정 과정의 일반적인 형태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EU
공동규범을 이사회, 유럽의회에서 공동결정 절차, 동의 절차, 협의 절차 등을
통해 법제화하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EU 공동규범을 제안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정책문서를
EU 공동규범안들과 동시에 발간하거나 먼저 정책문서 발간 후 해당 법안들
을 차후에 제안하기도 하는데 정책문서는 법안들이 목표로 하는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기관간의 조율을 통해 해당 법안의 입법을 돕는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정책은 EU 공동의 규범이 적용되는 EU 공동
의 정책영역이며 에너지 문제를 환경 문제와 연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결정 절차를 이용해 정책이 결정된다. EU 신에너지정책의 경우,

56) 유럽연합 조약, 니스 조약 등 중요한 조약의 주요 내용이 정상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중동구 유럽국가들의 신규
가입 협상, EMU 등의 중요 정책도 정상회의에서 전반적인 방향이 정해진 후, 이사회나 관련 회의에서 구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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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데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의 사용과 결속기금(Cohesion Fund)의 사용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이다. EU 신에너지정책에서 외교적인 부분은 EU가 대외적으로 체결하는 조
약(Treaty),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등의 국제법이나 외교안보상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공동행동(Joint action)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부분의 EU 입법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에너지정책 법안에 적용되
는 공동결정 절차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법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 기관의 동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
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유럽의회에 이사회와 동일한 입법 거부권을 부여
하고 있다.
공동결정 절차는 먼저 집행위원회 내의 해당 총국이 관련 국가나 업계 등
의 자문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며, 집행위원회 내의 논의 및 수정 과정을 거
쳐 집행위원회의 제안(Commission Proposal)으로 채택되어 이사회를 거친
후 유럽의회, 지역위원회, 유럽경제사회이사회로 송부된다. 이 중 지역위원회
와 유럽경제사회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의견(opinion)’을 제시
하게 되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유럽의회는 1차 독회(reading)를 거
쳐 이에 대해 서면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 의견에
대해 보통 가중다수결로 ‘공동입장(common position)’을 채택하여 유럽의회
에 이를 송부하고 유럽의회는 이를 접수하여 2차 독회에 들어간다. 2차 독
회에서 유럽의회는 공동입장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승인하거나, 절대 다수결
로 거부하거나, 절대 다수결로 수정제안을 하게 된다. 유럽의회가 공동입장
을 승인하면 이사회는 이에 따라 가중다수결로 입법안을 확정하게 되나 유
럽의회가 절대 다수결로 입법안을 거부할 경우 입법안은 폐기된다. 유럽의회
가 절대 다수결로 입법안을 수정제안하면 이사회는 의회안을 수용하거나 거
부할 수 있다. 수용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의회수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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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 따라 이사회가 의회안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며 집행위
원회가 찬성할 경우 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수정입법안을 확정하고, 반대할
경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만 유럽의회의 수정안으로 입법할 수 있다. 이사회
가 의회안을 거부하면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같은 숫자로 구성된 조정위원
회(Conciliation committee)가 소집되어 6주 이내에 절충 작업을 벌이게 되
고 절충에 성공하면 유럽의회는 단순 다수결로, 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합의
된 입법안을 각각 통과시켜 확정한다. 절충에 실패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조
정위원회의 구성단계를 3차 독회라 부른다.
EU 신에너지정책의 입법안들에 대해 EU 정상회의는 유럽의회에 신속히
법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는 EU 신에너지정책 추진의
긴급성과 유럽의회가 2009년에 새로이 구성된다는 사실을 감안한 요청이었
다.57) 실제로 유럽의회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기후행동 종합법안｣에
대해서는 모두 1차 독회에서 법안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에 관한 ｢제3차 전력․가스 종합법안｣은 모두 2차 독회를 거쳐 최종법
안으로 채택되어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에 대한 협의가 다소 어려웠음을 간접
적으로 보여주었다.

57) Council of European Union(2008.5.20), Brussels European Council 13/14 March 2008 Presidency
Conclusions,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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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U 신에너지정책의 특징과
수립과정

1.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1988년 이후, 기나긴 정책 논의와 함께 개별 에너지분야에서의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EU 공동의 에너지정책 추진이 시도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EU 공동의 에너지정책이 부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회원국에 있어 중장기적인 석유․가스 구매나 에너
지 인프라 개발, 에너지 믹스에 대한 결정이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58)
2005년에 EU 정상들이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요구하기 이전까지 EU의
에너지정책은 EU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제
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분야의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정책목표에

58) Paul Belkin(2008.1.30), “The European Union's Energy Security Challenges,” CRS Report for Congress,
p. 1.

32│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맞게 조정할 종합적인 틀도 갖고 있지 못했다. 다만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정
책, 에너지 효율성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정책 등 개별 분야의
정책들이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EU 신에너지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온 EU의 개별
에너지정책들을 기후변화 대책을 중심으로 에너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
려는 종합정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EU 신에너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에
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주목표로 에
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EU 신에너지정책의
준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춘계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정책을 개발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요구한 것
이 최종적으로는 EU 신에너지정책의 개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
변화 문제가 결국 에너지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에너
지, 경쟁력 문제를 포괄한 종합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EU 신에너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다는 것은
2007년의 ｢EU 에너지정책｣59) 문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EU는 이 문서에
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1) 에너지 소비절감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할 것이고, 2) 이는 결국 석유 및 천연가스 소비를 줄여 불안정한 석
유․가스 공급과 가격에 대한 EU의 노출 확대를 억제할 것이며, 3) EU 에
너지시장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자극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60)
EU의 신에너지정책에서는 이러한 핵심목표를 지속가능성(Sustainablity),
에너지 공급안정성(Security of Supply), 경쟁력(Competitiveness)61) 확보라

5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60) Ibid., p. 5.
61) ‘Competitiveness’는 EU 신에너지정책 내에서 역내 에너지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경
쟁 도입으로 인해 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함. 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경쟁 도
입의 궁극적 목표라는 사실과 용어 번역의 일관성을 위해 이 글에서는 ‘Competitiveness’를 ‘경쟁력’으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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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 가지 목표로 더욱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지속가능성 확보는 EU 신에너지정책의 핵심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을
재확인하는 목표이다. EU 내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원인
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EU 내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점유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목표는 BAU(Business As Usual)를 기준
으로 EU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2005년 50%에서 2030년 65%까지 증가
하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2005년 57%에서 2030년 84%, 석유의 경우
2005년 82%에서 2030년 93%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적 위기 억제를 위해 반드시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셋째, 경쟁력 확보 목표는 국제에너지 시장의 가격변동성과 가격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EU 내 에너지가격이 EU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증진
으로 기술우위 유지와 함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EU의 새로운 경제원동
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EU는 이러한 목표들을 ‘에너지 행동계획(Energy Action Plan)’이라는 구
체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들을 통해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 행동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1) 에너지 부문을 모든 EU 공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2) 에너지 부문을 신에너지정책 목표에 맞게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포괄적으
로 다루며, 3)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정책수단들을 신에너지정책에 맞게 일관
되고 통합적으로 조정․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EU 신에너지정책은 기존에 추진되어온 다양한 정책분야 중 미
진한 부분에 대한 정책수단을 추가하고 기존의 정책수단을 재조정키로 하였
으며 EU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EU가 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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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정책에서 먼저 공동의 에너지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후에 개별적인
정책분야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에너지정책 목표를 설정한
후, 기존에 존재하던 개별적인 정책분야의 목표와 수단을 조정하거나 조합하
는 방식으로 신에너지정책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
너지정책의 목표와 대응 수단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의 대응 수단
이 여러 영역에 걸쳐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되는 등 다소 중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EU의 신에너지정책 내의 분야별 정책수단들
은 기존 정책수단들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U 신에너지정책을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바탕으로 정책분야별로 크게 분
류하면 ①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정책, ② 에너지 효율성 정책, ③ 신재생에
너지 정책, ④ 에너지 공급안정성 정책, ⑤ 기후변화 대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⑥ 대외정책이 추가된다.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의 경우, 좀더
세분하면 EU 내 제도적 통합과 인프라 연계를 통한 물리적 통합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대외정책의 경우도 EU의 에너지 공동규범을 중심으로 한 인
근 에너지시장의 제도적 통합과 인프라 연계를 통한 물리적 통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단일에너지시장 정책 중 제도적 통합 문제의 경우, 관련 EU 공동규범이
법제화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제1차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시기를 1996년부터,
제2차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시기를 2003년부터, 제3차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시기를 2009년부터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차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한
입법안인 ｢제3차 전력․가스 종합법안｣이 EU 신에너지정책과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 정책은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Energy Efficiency
Action Plan)’의 추진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
이 최초로 제시된 2000년을 1차 시기로,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
(2007~12)’ 제시된 2006년을 2차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2008년에 발간된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와 함께 ‘제2차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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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안이 제시되었고 ｢에너지 효율성 종합법안(Energy
Efficiency Package)｣도 함께 발의되었다. 추가정책안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이사회 내에서 협의가 진행되어 ‘제2차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EU 신에너지정책 중 에너지 효율성에 대
한 정책은 ‘제2차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과 ｢에너지 효율성 종합법안｣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단일에너지시장 정책과 같이 관련 EU 공동규범이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 추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발전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62)이 제정된 2001년 9월부터를 1차 시기로 구분하
고,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2가지 지침인 ｢발전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과 ｢운송용 바이오연료 또는 신재생에너지 운송연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63)에 대한 수정지침64)이 채택된 2009년부터를 2차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시기 중 ｢운송용 바이오연료 또는 신재생에너지 운송연료 사용 촉
진을 위한 지침｣은 2003년에 제정되었다.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은 1차
시기에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침들에 대한 수정지침인 ｢2009 신재생
에너지 지침｣에 반영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책은 위의 에너지 효율성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외에 기
존 ‘EU 배출권 거래제(EU-ETS: EU Emission Trading System)’65)의 개
정66)이 중심이 되었다. EU-ETS는 1단계(2005~07년)와 2단계(2008~12년)
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EU 신에너지정책은 2013년 이후 진행될 EUETS 3단계(2013~20년)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었다.

62) Directive 2001/77/EC.
63) Directive 2003/30/EC.
64) Directive 2009/28/EC.
65) Directive 2003/87/EC.
66) Directive 2009/2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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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안정성 정책에서는 기존의 ｢천연가스 공급안정성 지침｣67)을
규정으로 수정․강화하도록 제안68)하였고 새로운 ｢석유비축 지침｣69)을 제안
하여 EU 신에너지정책을 반영하였다. 원자력에 관해서는 ｢원자력 안전에 관
한 기본협력 지침｣70)을 제안하여 논의 중에 있다. 에너지 공급안정성 정책
은 대외정책과 인프라 관련 정책, 기후변화대책을 통해서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대외정책 중 인근 시장의 제도적 통합에 관한 정책은 1994년에 체결된 ｢에
너지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에 체
결된 양자간 협정을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고 2005년 유럽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결된 ｢에너지 공동체 조약(Energy Community Treaty)｣을 인근
국가 또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에너지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EU 내부의 단일에너지시장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EU 역외의 에너지공
급국들과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에 제정되었고 2003
년에 개정된 바 있는 ‘트랜스 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EN-E: Trans-European
Energy Network)’71)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개정72)하고 TEN-E
프로그램에서 거론된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는 방식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67) Directive 2004/67/EC.
6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7.16), “Proposal for a REGULATION concerning
measures to safeguard security of gas supply and repealing Directive 2004/67/EC,” COM(2009) 363.
69) Council Directive 2009/119/EC.
7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26),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Euratom)
setting up a Community framework for nuclear safety,” COM(2008) 790.
71) ‘Trans-European Energy Network’의 약자로 보통 TEN-E 프로그램이라 부름. 1996년에 최초로 EU 내의 에
너지망 연계를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72) Decision 1364/200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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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은 EU 정상회의의 요구 시점과 주요 정책문
서의 발간 시점 등을 기준으로 대략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개발을 요구한
2005년의 춘계 EU 정상회의부터 ｢녹서: EU 에너지전략｣의 발간을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2006년 말까지이다. 이 시
기를 크게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 준비기’로 구분할 수 있지만 논의가 전
개되면서 일부 기존 법안은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에 따라 수정되기
도 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2007년 1월, EU 집행위원회가 ｢EU 에너지정책｣ 문서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에너지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종 입법안을 발의하여 구체적으로 법안을 논의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각종 개별 분야 정책문서(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 기후행동 등)와 법안들(제
3차 전력․가스 종합법안, 기후행동 종합법안 등)이 제안되어 ‘EU 신에너지
정책’이 수립됨과 동시에 정책추진이 이루어져 갔다.
세 번째 시기는 2008년 11월,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 발간
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추진해가는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에 발
의된 주요 법안들이 입법 완료되기 시작했으며 추가적인 입법안들(에너지 효
율성 종합법안 등)이 발의되었다. 또한 ‘EU 경기회복 계획’을 통해 EU 신
에너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지원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 준비
2005년 춘계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
결을 위해 EU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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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주요 정책문서 발간 및 입법안 발의) ❚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2005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2005년 동계 EU 정상회의에
서 다시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쟁력 문제에 대해 종합적(integrated approach)
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받았다.74) 즉 초기에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개발하던
중장기 전략을 에너지 공급안정성, 경쟁력, 고용 등의 정책과제를 포함한 종
합 전략으로 변경하도록 요구받은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녹서(Green Paper)의 형태로 2006
년 3월 8일, ｢EU 에너지전략｣75)을 발표하였다. 문서 형태인 녹서(Green
Paper)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문서는 에너지 문제에 관한 EU 수준의 토
론과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작성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 문서에서 EU가 추구해야할 에너지 전략의 핵심목표로
에너지 이용의 지속가능성(Sustainablity), 경쟁력(Competitiveness), 공급안

73) Council of European Union(2005.3.23), “Brussels European Council 22/23 March 2005 Presidency
Conclusions,” p. 16.
74) Council of European Union(2006.1.30), “Brussels European Council 15/16 December 2005 Presidency
Conclusions,” p. 4~5.
7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6.3.8), “Green Paper: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 COM(200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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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Security of supply)을 제시하고 6대 추진과제로 역내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완료, 단일에너지시장을 기반으로 한 공급안정성 확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며 다양화된 에너지 믹스76)의 추구,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종합적
접근, EU 역내 에너지기술 연구의 통합․조정 및 정책적 지원, 일관된 EU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제 해
결을 위한 조치들을 함께 제안하였다.
2006년 3월 24~25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2006년 춘계 EU 정상회의에
서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 에너지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집행위원
회에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EU가 추진해야 할 에너지정책을 제안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EU의 신에너지정책이 기반을 두어야 할 기본원칙으로 시
장의 투명성과 비차별성 보장, 경쟁 규정(competition rule)과의 일관성 유
지, 공공서비스 의무와의 일관성 유지, 회원국이 사용할 에너지원과 에너지
믹스 선택에 대한 자주권 인정 등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집행위원회가
녹서를 통해 제안한 정기적인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SER: Strategic
Energy Review)’ 발간을 2007년부터 실시하는 데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
안에 대외 에너지정책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행동계획(Action Plan)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다. 더불어 2007년 춘계 EU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행
동계획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시키도록 요구하였다.77)

나. EU 신에너지정책의 제안과 추진
2006년 하반기 동안, 녹서를 바탕으로 EU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

76) Energy Mix: 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각 에너지원의 구성을 의미함.
77) Council of European Union(2006.5.18), “Brussels European Council 23/24 March 2006 Presidency
Conclusions,” pp.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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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그 결과물로 2007년 1월, 집행위원회는 ｢EU 에너지정책(an
Energy Policy for Europe)｣78)이라는 문서를 발간하였다. 이 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집행위원회가 2007년부터 발간하기로 한 첫
번째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Strategic Energy Review)’이며 뒷부분은
2007~2009년 사이에 EU가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행동계획’이다.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 부분에서는 EU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지
속가능성(Sustainablity), 공급안정성(Security of supply), 경쟁력(Competitiveness)
면에서 진단하고 EU가 공동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
제 해결을 위해 EU가 취해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의 목표들을 제안하
였다.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의 미진한 부분들은 함께 발간된 분야별
정책문서로 보충되었다.79)
2007~09년간 에너지 행동계획 부분에서는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①
EU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② 회원국간 연대 및 석유․가스․전력의 공급안
정성 확보, ③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EU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장기적 추

7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79) 각 분야별 문서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서 제목

관련 내용

Towards a 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COM(2006) 847
Sustainable power generation from fossil fuels: aiming
for near-zero emissions from coal after 2020,
COM(2006) 843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COM(2006) 844
Priority interconnection plan, COM(2006) 846
Prospects for the internal gas and electricity market,
COM(2006) 841
Biofuels Progress Report, COM(2006) 845
Green Paper follow-up action report on progress in
renewable electricity[SEC(2007) 12], COM(2006) 849
Renewable energy road map, COM(2006) 848

에너지기술 개발
석탄연료의 이산화탄소 저
감 대책(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원자력의 이용
에너지 인프라: ‘우선순위
연계 계획’
전력․가스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
신재생에너지 발전(generation)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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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④ 획기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⑤ 신재생에너지에 대
한 장기 목표 설정, ⑥ EU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 추진, ⑦ 화석연료의 저
탄소화 추진, ⑧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 추진, ⑨ EU의 이익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는 국제 에너지정책 추진, ⑩ 효과적인 감시 및 보고 체제 구축
등이 그것이다. 행동계획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와 실
행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와 관련된 EU 공동규범의
제정, 국제협정의 체결, EU 내 기구 설립, 로드맵(Roadmap)의 수립 및 추
진 등이다.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 에너지정책｣은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7년
3월에 개최된 춘계 EU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행동계획 2007~09년(Energy
Action Plan for the period 2007~ 09)’으로 채택되었다. 이 에너지 행동계
획은 ‘전력․가스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공동의
국제 에너지정책 추진’,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온실가스 감축
내용 포함)’, ‘에너지기술 개발’ 등으로 추진과제를 구분하였으며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 에너지정책｣ 중 행동계획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80)
‘에너지 행동계획 2007~09년’의 내용들 중 입법화가 필요한 EU 공동규
범에 관련된 내용들은 집행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진행하였으
며 그 밖의 행동계획이나 로드맵 등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여 정책
을 추진하였다. 또한 EU 역외국가와의 협력은 협력 전략의 승인과 추진, 에
너지 파트너십 체결, EU와 해당 국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부문을
주요의제로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추진해 나갔다.
‘전력․가스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는 2007년 9월,
소위 ｢제3차 전력․가스 종합법안(Third legislative Electricity & Gas package)｣81)

80) Council of European Union(2007.5.2), “Brussels European Council 8/9 March 2007 Presidency Conclusions.”
81) 과거 EU는 1991년에 단일에너지시장에 관련된 EU 공동규범으로 전력 및 가스 단일에너지시장에 관한 2가지
지침을 제안하여 입법화한 바 있으며 2001년에 이 2가지 지침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여 최종적으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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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명명한 5개의 규정 및 지침82)을 발의하여 공동결정 절차를 통해 입법
화를 시작하였다. ‘에너지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에 ｢전략적 에
너지기술 계획(SET-Pl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83)을 발간
하여 향후 EU가 추진해야할 에너지기술 개발의 방향과 추진방법을 제시하
였다.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온실가스 감축 내용 포함)’에 대
해서는 2008년 1월에 ｢기후행동(Climate Action)｣이라 명명한 정책문서84)
를 발표하여 온실가스 저감목표85)와 신재생에너지 이용목표86)를 제시하고
｢기후행동 종합법안(Climate Action package)｣87)88)이라고 명명된 3개의 관

했다. 단일에너지시장에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동규범을 제정 및 수정하였으므로 이번 입법안을 제3차
전력․가스 종합법안으로 지칭한다고 판단됨.
82) 제3차 전력․가스 종합법안을 구성하는 5개 규정 및 지침은 아래와 같음.

제안서
Proposal for a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3/54/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COM(2007) 528
Proposal for a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3/55/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COM(2007) 529
Proposal for a Regulation establishing an
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ACER), COM(2007) 530
Proposal for a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C) No. 1228/2003 on condition for access to
the network for cross-border exchanges in
electricity, COM(2007) 531
Proposal for a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C) No. 1775/2005 on conditions for access
to the natural gas transmission networks,
COM(2007) 532

입법내용

최종법안

역내 전력시장 공동
규범 수정

Directive
2009/72/EC

역내 천연가스시장
공동 규범 수정

Directive
2009/73/EC

에너지 규제기구
협력청(ACER) 설립

Regulation(EC)
No 713/2009

국경간 전력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
조건 수정

Regulation(EC)
No 714/2009

천연가스 수송망
접근조건 수정

Regulation(EC)
No 715/2009

8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22), “A 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SET-plan) - Towards a low carbon future,” COM(2007) 723.
8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23), “20-20 by 2020 - Europe's climate change
opportunity,” COM(2008) 30.
85)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감축.
86) 2020년까지 총에너지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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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침 및 1개의 결정89)을 발의하였다. 에너지 효율성 정책은 2006년 10
월에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여 채택된 바 있는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
2007~ 12년(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90)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
였다.91)
2008년 춘계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에너지 행동계획 2007~09년’
의 추진 경과92)를 점검한 후, 추진 과정에서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모든 관
련 제안서들을 하나의 종합법안으로 취급하여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2008년

87) ‘기후 및 에너지 종합법안(Climate and energy package)’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기후행동｣ 정책문서와
함께 발간되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기후행동 종합법안’이라고 통일하기로 함.
88)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8.12.8~9), “2913rd Council meeting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and Energy, 16920/08,” p. 12,
89) 3개의 지침 및 1개의 결정은 다음과 같음.

제안서

입법 내용

최종법안

Proposal for a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ystem
of the Community, COM(2008) 16

EU-ETS 개정

Directive
2009/20/EC

Proposal for a Decision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COM(2008) 17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정

Decision No.
406/2009/EC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96/61/EC, Directives 2000/60/EC,
CCS 관련 지침
2001/80/EC, 2004/35/EC, 2006/12/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COM(2008) 18

Directive
2009/31/EC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COM(2008) 19

Directive
2009/28/EC

신재생에너지 지침

9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6.10.19), “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 Realising the
Potential,” COM(2006) 545.
91) 에너지 효율성 목표는 2020년까지 2020년 총에너지소비 전망치의 20% 삭감, 즉 에너지효율 20% 향상.
92) 추진경과는 이사회가 제출한 다음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8.2.25),
“European Action Plan(2007~09) - Energy Policy for Europe: State of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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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이전까지 모든 협의를 마치고 늦어도 2009년 초반까지는 모든 입법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에너지 행동계획 2007~ 09년’의 추진과정
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2008년 11월에
발간 예정인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SSER: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에 포함시키도록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는 2010년부터 추진될 새로운 ‘에너지 행동계획’, 즉 새
로운 EU 에너지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 ‘에너지 행동계획’은
2010년 춘계 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계획되었다. 특히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의 내용 중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안정
성과 대외 에너지정책에 중점을 두도록 요구하였다. 2008년 추계 EU 정상
회의에서는 에너지 공급안정성이 EU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강조하며
2008년 동계 EU 정상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해야 할 추가적인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다. EU 신에너지정책 추가조치 제안과 추진
이러한 요구들을 바탕으로 2008년 11월, 집행위원회는 ｢제2차 전략적 에
너지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고 ‘EU 에너지 공급안정성 및 연대를 위한 행
동계획(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93)을 부제로
정하여 이사회와 유럽의회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상회
의에서의 요청대로 에너지 공급안정성과 대외 에너지정책 분야에서 ‘에너지
행동계획 2007~09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계획과 2010년부터 추
진될 새로운 ‘에너지 행동계획’에 대한 정책의제들로 구성되었다.

9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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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보고서의 뒷부분에서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2010년부터의 새로운
‘에너지 행동계획’, 즉 새로운 EU 에너지정책의 바탕이 될 2030년까지의
정책의제들과 2050년에 대한 비전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7년에 제안된 EU 에너지정책이 2020년까지의 정책목표들로 구성
되어 있다는 사실과 비교된다. 2010년 EU 에너지정책에서 다루어야할 내용
으로 제시된 것들은 ‘2050년까지 EU 전력공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완전삭
감(Decarbonising)’, ‘운송 부문에서 석유의존성 종료’, ‘에너지소비 저감형
또는 에너지 생산형 건물로의 전환’, ‘지능형 전력망 개발’, ‘EU가 중심이
된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체제의 세계적 확산’ 등이다.
보고서의 앞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2009~10년간의 추가적인 행동계획에서
는 5대 추진과제로 ‘EU 에너지수요에 부응하는 필수 인프라 건설 및 에너
지공급 다변화’, ‘EU 대외관계에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 강화’, ‘석
유․가스 비축체제 개선과 효과적인 에너지 위기대응 메커니즘 구축’, ‘에너
지 효율성 향상조치 강화’, ‘EU 역내생산 에너지의 활용도 제고(신재생에너
지 및 기존 화석연료)’ 등을 제시하였다.
2008년 동계 EU 정상회의에서 요구받은 바94)와 같이 이사회는 집행위원
회가 보고한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2009년 2월까지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 2009년 춘계 EU 정상회의는 ｢제2
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가 제시한 여러 에너지정책 구상들을 승인하
였으며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에 추가적인 행동계획을 포함하여 EU
가 추진 중인 ‘에너지 행동계획 2007~09년’에 제안된 여러 EU 공동규범의
제정을 2009년 말까지 신속히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행동계획 2007~09년’을 추진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94) Council of European Union(2009.2.13), “Brussels European Council 11/12 December 2008 Presidency
Conclusions,”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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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에 담긴 추가적인 행동계획의 내용들 중
입법화가 필요한 EU 공동규범에 관련된 내용들은 집행위원회의 발의를 거
쳐 입법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EU 역외국가와의 협력도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EU 에너지수요를 채울 필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공급 다변화’에 대해
서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6대 우선순위 인프라 계획은 이미 2006년에 개정된
기존의 ‘트랜스 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EN-E: Trans-European Energ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EU 지원 인프라로 지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공동규범의 제정이 필요치 않았으나 EU 수준의 프로젝트 지원을 위
해서 필요한 TEN-E 프로그램의 예산이 연간 2,200만 유로에 불과해 집행
위원회가 새로운 금융지원책인 ‘EU 에너지 공급안정성 및 인프라 지원책
(EU Energy Security and Infrastructure Instrument)’에 대한 제안서를 준
비키로 하였다. 2009년 춘계 EU 정상회의에서는 이 제안서를 2010년 초반
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95) 그러나 위의 6대 우선순위 인프라 프로
젝트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EU 경기회복 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중 에너지투자 부문에 포함되어 진척되고 있다.
특히 우선순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분산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인프라
목록을 포함한 일명 ‘경기회복을 위한 EU 에너지 프로그램(EEPR: European
Energy Programme for Recovery)｣’96)을 규정(Regulation)으로 법제화하여
추진 중이며 총 40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
‘EU 대외관계에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 강화’에 대해서 집행위원
회는 국제협정 체결 등을 이용하여 EU 역외에 있는 에너지 관련 국가들과

95) Council of European Union(2009.4.29), “Brussels European Council 19/20 March 2009 Presidency
Conclusions,” p. 9.
96) Regulation(EC) No 663/2009, establishing a programme to aid economic recovery by granting
Community financial assistance to projects in the field of energy(200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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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EU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공동규범
수정97) 등을 제안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가스 비축체제 향상과 효과적인 에너지 위기대응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서는 2가지 공동규범의 입법안 발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는
석유 관련 지침으로 IEA 석유비축체제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원유 및 석유제
품의 최소 비축량을 유지토록 하는 규범이며 둘째는 천연가스 관련 규정으
로 천연가스의 공급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규범이다. 천연가스 지침 수
정안98)은 2009년 7월에 발의되어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석유지침 제정안
은 2008년 11월에 발의되어 2009년 9월에 최종적으로 입법 완료99)되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집행위원회가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정책 관련 정책
문서100)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종합법안(Energy Efficiency Package)｣101)
을 제시하였다.102) 에너지 효율성 정책문서는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
2007~ 12년’를 중간평가하고 좀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을 만들
기 위한 종합제안이다. 여기에서 집행위원회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수정안,103) ｢에너지 효율등
급 표시 지침(Energy Labelling Directive)｣ 수정안,104) ｢친환경설계 지침
(Ecodesign Directive)｣ 적용 강화105), ｢타이어 등급표시(a labelling scheme

97) 예를 들어, 2009년 7월에 Regulation 736/96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협의를 시작함. 이 수정안은 EU 역
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을 집행위원회에 고지토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9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7.16), “Proposal for a REGULATION concerning
measures to safeguard security of gas supply and repealing Directive 2004/67/EC,” COM(2009) 363.
99) Council Directive 2009/119/EC, imposing an obligation on Member States to maintain minimum stocks
of crude oil and/or petroleum products(2009.9.14).
10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Energy efficiency: delivering the 20% target,”
COM(2008) 772.
10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9.6.11~12), 2949th Council meeting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and Energy, 10850/0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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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yres) 지침｣ 제안106), ｢열병합발전 지침(Cogeneration Directive)｣의 기
술적 적용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과 열병합발전과 관련된 정책문서 발간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2009년 말까지 이사회 내에서 협의를 완
료하여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 2007~12년’ 수정안으로 제출될 계획이며
｢에너지 효율성 종합법안｣은 입법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EU 역내생산 에너지의 활용도 제고(신재생에너지 및 기존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107)

에너지 효율성 종합법안은 다음과 같음.

제안서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COM(2008) 780
Proposal for a Directive on labelling of tyres
with respect to fuel efficiency and other
essential parameters, COM(2008) 779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COM(2008) 778

입법 내용
건물의 에너지
성능지침 개정

진행 상황
1차 독회 후
이사회 논의
(2009년 6월 12일)

타이어 등급표시
2차 독회
(2009년 11월 25일)
지침 제안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지침 수정안

1차 독회 후
이사회 논의
(2009년 6월 12일)

102) Ibid., pp. 8-1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pp. 11-13.
10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COM(2008) 780.
10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COM(2008) 778.
10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7.16), “Proposal for a Directive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related products,” COM(2008) 399.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입법 완료됨.
Directive 2009/125/EC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2009.10.21).
10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Proposal for a Directive on labelling of tyres
with respect to fuel efficiency and other essential parameters,” COM(2008) 779.
107) Directive 2009/28/EC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200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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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등을 중심으
로 정책추진을 강화하고 재원조달 방안 마련108)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 2008년 11월에 제안된 ｢원자력 안전성을 위한 기본
협력 지침(Council Directive setting up a Community framework for
nuclear safety)｣을 협의 절차를 거쳐 2009년 6월에 이사회에서 채택하였다.

108) Sustainable Energy Financing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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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U 신에너지정책의 구조적 분석

1. 개요
앞 장에서는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 및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 수립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EU 신에너지정책이 수립된 복잡한 과정을 단
순화하여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는 EU 신에너지정책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기로 한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는 신에너지정책의 핵심목표로 지속가능성
(Sustainablity), 에너지 공급안정성(Security of Supply), 경쟁력(Competitiveness)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EU는 신에너지정책 안에 여러 정책들을
포함시킨 바 있는데 크게는 분야별 정책목표의 성격과 적용 범위에 따라 EU
역내정책과 역외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EU 역내정책은 주로 EU 역내에 적용되는 정책으로 ‘20-20-20 구상’과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정책’,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0-20 구상’은 EU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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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으로 삼아 에너지 효율성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
하여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며 ‘기존 에너지
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20-20-20 구상’에 매몰되지 않
고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려는 정책이다.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정책,’ ‘에너지기술 개발정
책,’ ‘금융지원 정책’은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정책으로 이 정책
들은 ‘20-20-20 구상’과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정책’의 추진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EU 역외정책은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강화’,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 확대’,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 강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EU는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강화’를 통해 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에너지 효율성 정책,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정책을 역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공조, 에너지 효율성 국제협력
강화,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자․양자간 협력강화 정책으로 연계
하여 공동대응하려 하고 있다.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 확대’를 통
해서는 EU 역내 에너지시장 규범을 인근 지역 에너지시장에 적용할 수 있
는 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근 지역 에너지시장을
EU 에너지시장에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
계 강화’를 통해서는 EU 역내외의 에너지망을 연결하여 에너지 공급안정성
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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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EU 신에너지정책의 구조 ❚

2. EU 역내 에너지정책
가. 20-20-20 구상
EU 집행위원회가 ｢EU 에너지정책｣ 문서109)와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
토 보고서｣를 통해 첫 번째로 제시한 EU 역내 에너지정책은 ‘20-20-20 구
상’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효율성 목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구
체적 수치로 제시한 것인데 2020년까지 각각 온실가스 20% 감축(1990년

10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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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대비), 에너지 효율성 20% 향상(2020년 전망치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총에너지 소비 비중)를 의미한다.

❚ 그림 4-2. 20-20-20 구상 ❚

1) 온실가스 감축정책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EU 배
출권 거래제를 지목하였는데 배출권 거래제의 장기적인 적용이야말로 온실가
스 배출로 인한 환경악화라는 외부비용을 시장 안으로 내재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메커니즘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110)
EU 배출권 거래제는 2003년 제정된 ｢배출권 거래제 지침｣111)을 바탕으
로 2005년 1월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요구를 바탕으로 2008년 1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기후행동 종합법안｣에
따라 2009년 4월에 재개정112)되었는데 국가별 온실가스 할당량을 EU 전체

110) Ibid., p. 11.
111) Directive 2003/87/EC.
112) Directive 2009/2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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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할당량으로 단일화하고, 무상으로 배분되었던 온실가스 할당량을 경매
(auction)를 통해 유상으로 배분하는 등 EU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2013년부터 온실가스 할당량을 전부 경매
를 통해 구매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산업계의 경우, 2013년부터
온실가스 할당량 20%를 경매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전량을 경매
로 구입하도록 규정하였다.113)
여기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도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집행위원회는 EU 전체 전력생산
의 약 3분의 1을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역내에 석탄자원이 풍
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대책과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동시에 만
족시킬 방안으로 2015년까지 CCS 기술을 적용한 최대 12개 시범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EU 차원의 시범사업
진행은 CCS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적용 단가를 낮춰 CCS 기술이 시장
으로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EU는
2008년 1월 제안된 ｢기후행동 종합법안｣을 통해 CCS 관련 지침114)을 제정
하였다.

2) 에너지 효율성 정책
에너지 효율성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제안되었다.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성 목표는 현재 EU가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한 20% 감축할 수

113) Herbert Reul은 “EU Climate and Energy Policies - Which Path Ahead?” p. 53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규
칙들에 대해 입법화 과정에서 수많은 예외규정을 허용했다고 비판함.
114) Directive 2009/3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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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2005년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녹서1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채택된 ‘제2차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에서 제시되었다. 2020년까지
총에너지소비의 최소 20%를 절약하여 에너지 효율성 20% 향상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목표는 구체적으로 ｢건물의 에
너지 성능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과 ｢에너
지 효율등급표시 지침(Energy Labelling Directive)｣, ｢친환경설계 지
침(Ecodesign Directive)｣ 등의 적용 강화, 열병합발전(Cogeneration)
촉진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효율성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여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의 경우,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이 EU 내 최종
에너지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EU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데 2020년까지 이 부문에서 EU가 약 30% 가량의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개정키로 한 것이다.116) 2002년 제정된 이 지침117)은 원래 건
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공통된 계산방법을 설정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통
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증명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발급
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고 노후 건물의 냉난
방 설비에 대한 정규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지침의 개
정을 통해 적용대상 건물을 확대하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 증명서’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1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5.6.22) “Green Paper on Energy Efficiency or Doing
More With Less,” COM(2005) 265.
11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Energy efficiency: delivering the 20% target,”
COM(2008) 772, pp. 8-9.
117) Directive 2002/9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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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현재 협의 중으로 입법화 과정에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친환경설계 지침｣118)은 ‘친환경설계(Ecodesign)’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에너지소비제품에 에너지 효율성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에너
지절약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기본협력(framework) 지침이다. 현재 이 지침
은 특정 제품에 대한 강제규정을 직접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강제
규정을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U
신에너지정책에서는 각종 전기제품에 대한 최소효율요건 채택을 통해 이 지
침의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1단계 적용제품으로 전구(전력소비가
많은 백열전구 퇴출 유도), 대기 및 전원 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장
치,119) 가로등 및 사무실 전등 기구, TV용 외부전원 공급장치 및 단순형 셋
톱 박스(set-top box) 등을 제안하였고 2단계 적용제품으로 세탁기, 식기세
척기, 냉장고, 보일러와 온수기, 원동기(motor), TV 등을 제안하였다.120) 이
들 제품의 최소효율요건에 대한 규정들은 ‘친환경설계 규제위원회(Ecodesign
Regulatory Committee)’의 논의를 통해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이사
회와 유럽의회에 제출되어 입법화되었다. 2009년 7월까지 서큘레이터
(circulator), 원동기, 냉장고, TV, 외부전원 공급장치, 전구, 단순형 셋톱 박
스, 대기 및 전원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 가정 및 업무용 전기장치 등에 대한
입법이 완료되었다.121) 대표적으로 전구의 경우, 2009년 9월 1일부터 이 지
침이 적용되어 협의된 관련 규정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성이 낮
은 전구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다.122)

118) Directive 2005/32/EC.
119) electrical equipment in standby and off-mode functions of devices.
12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p. 12.
121) 각 전기기구별 ｢친환경설계 지침｣ 실행 규정은 다음의 홈페이지에 있는 각 규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ec.europa.eu/energy/efficiency/ecodesign/legislation_en.htm(2009.11.1).
122) Commission Regulation(EC) No 24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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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최초로 제정된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지침｣123)은 ｢친환경설계
지침｣과 관련이 깊은데 ｢친환경설계 지침｣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소비제품에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다. 사무실용 장비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제도는 2008년 1월에
제정된 규정124)에 따라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Energy Star programme)’이
라는 이름으로 미국과의 협력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제도는 제조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제2차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에 기반을 둔 것이다. 2008년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
를 통해서는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지침｣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상업 및 산
업용 등의 광범위한 에너지소비제품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각 회
원국의 공공조달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공동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만들
도록 제안125)하였다. 현재 이에 대한 지침은 입법화 과정에 있다. 이 밖에 자
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지침도 제안126)되어 입법화를 진
행 중이다. 자동차의 연료 소비 중 약 20~30%가 타이어의 회전저항(rolling
resistance) 등에서 발생하므로 타이어의 에너지 효율등급표시를 통해 비효율
적인 타이어를 퇴출시켜 운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127)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병합발전(Cogeneration) 촉진도 EU
신에너지정책 중 에너지 효율성 정책에 포함되는데 이를 위한 ｢열병합발전
지침(Cogeneration Directive) 가이드라인｣128)을 2008년에 채택한 바 있으

123) Council Directive 92/75/EEC.
124) Regulation (EC) No. 106/2008.
12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COM(2008) 778.
12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Proposal for a Directive on labelling of tyres
with respect to fuel efficiency and other essential parameters,” COM(2008) 779.
127) Ibid., p. 2.
128) Commission Decision 2008/952/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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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좀더 개선된 조치는 2009년 말까지 제안될 예정인 ‘에너지 효율성 행동
계획 수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 그림. 4-3. EU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개정안 ❚ ❚ 그림 4-4. EU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

자료 : IEA(2008), IEA Energy Policies Review: 자료 : http://ec.europa.eu/energy/efficiency/
labelling/labelling_of_tyres_en.htm
The European Union, p. 131.

2006년 제정된 지침 2006/32/EC를 통해 집행위원회는 ‘국가 에너지 효
율성 행동계획(NEEAP: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의 제출
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2016년까지 9%의 에너
지 소비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별 행동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제1차 국가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제2차 행동계
획은 2011년 6월 30일, 제3차 행동계획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집행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 1일까지 총 17개국이 각 국
별로 에너지소비 절감목표와 그 방안을 ‘국가 에너지 효율성 행동계획’을 통
해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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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정책 중 하나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EU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EU의 총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소비의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된 1997년 당시, EU의 목표는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2%로 확대하여 1997년 수준의 2배에 도달하는 것이었다.129) 운송 부문의
바이오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목표는 2003년 제정된 지침을 통해
제시되었는데 2010년 말까지 운송용 휘발유 및 디젤유 시장에서 5.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130) 2005년을 기준으로 EU의 총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가 되지 못했는데 집행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가격과 EU 내의 일관성 없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
지 비중 확대에 대한 실패 이유로 제시했다.13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먼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위
해 제정했던 2001년132)과 2003년의 지침133)을 수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지
침 2009｣134)로 통합․제정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기존에 있던 2010년까지
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목표치 12%를, 2020년까지 20%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운송용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 확대 목표치도 2010년 5.75%에
서 2020년 10%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각 회원국에 대한 강제적 목
표수치로 제정되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행동계획

12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p. 13.
130) Directive 2003/30/EC 중 Article 3(b)의(ii).
131) Ibid., p. 14.
132) Directive 2001/77/EC.
133) Directive 2003/30/EC.
134) Directive 2009/2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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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의 표준안(template)을 제시하였
으며 2010년 6월 30일까지 각 회원국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행동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행동계획에서 각 회원국은 운
송, 발전, 냉난방 부문에서 국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EU 역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단일에너지시장 구축과도 관계가 깊은데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
생에너지의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전력의 경우, 대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한 지역(북해 지역 등)을
EU 역내의 단일전력시장에 연결하여 EU 전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U 신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프라 지원 내용의 일부는 ‘EU 경기회복계획’ 중 ‘경기회복을
위한 EU 에너지 프로그램(EEPR)’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항목에 포함
되어 2009~10년간 선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약 5억 7,000만 유로가 배
정되어 있다.
EU는 역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EU 역내 발전량의
1/3을 공급할 수 있고 냉난방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할
수 있으며 운송연료 부문에서도 바이오연료의 비중을 1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35)

나.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EU의 신에너지정책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
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EU 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소비의 약 80%가 화석연료였으며 석유의 80% 이상, 천연가스의 약

13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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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를 EU 역외에서 수입하였는데136) EU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에너지 효
율성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EU 에너지 수요의 절반을
석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에너지
효율성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하에서도 EU는 이 두 에너지원에 대한 수
입의존도가 2030년에 석유의 경우 약 90%, 천연가스의 경우 약 80%에 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석유의 경우도 중대한 기술혁신이 있지 않는
한 운송연료로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37)

❚ 표 4-1. 최근 EU 25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추이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EU 25

50.7%

53.2%

54.4%

53.6%

주: 1) 에너지 수입의존도 계산은 EU가 제시한 방법을 차용함.
2) 에너지 수입의존도 = 순에너지수입량 ÷(총 역내 에너지소비량 + 벙커링).
자료: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계산.

또한 2006년과 2009년 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발생한 가스분쟁,
2007년 초에 발생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석유분쟁은 에너지 공급안정성
에 대해 EU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환기시켰다.138)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EU 역내에서의 정책으로는 ‘비전통적 석
유․가스 자원(unconventional resources)’139)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
하고 적정 수준의 정유시설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136) Paul Belkin(2008.1.30) “The European Union's Energy Security Challenges,” CRS Report for Congress,
pp. 2-5.
13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 1. 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p. 10.
138) Paul Belkin, op cit., pp. 4-5.
139) 혈암유(oil shale), 토탄(peat) 등의 자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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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EU 25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전망 ❚
(단위: %)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6.3.8) “Green Paper: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 COM(2006) 105에 대한 부속 슬라이드.

EU는 ‘비전통적 석유․가스 자원’ 개발을 통해 EEA 내 천연가스 매장량
을 4배로 확대할 수 있어 약 600억toe140)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141) 또한 EU가 PNG(Pipeline Natural Gas) 공급에 크게 의존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LNG 수입설비를 증설하도록 제안하였다. 전략적
가스비축도 공급안정성을 위한 제안 중 하나였으나 석유비축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에 대한 전략적 가스비축 의무 부과
계획을 철회하였다.142)
특히 비상시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규범들이
제안되었다. 석유의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회원국들에게 원유 또는 석유

140) ton of oil equivalent: 석유 환산톤. 각종 에너지원의 발열량을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개념. 서로 다른
에너지 단위를 비교하기 위한 에너지 단위임.
14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p. 14.
142)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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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최소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143)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2012년 말까지 평균 일일 석유수입량의 90일 분이나 일일 평
균 석유소비량의 61일 분 중 큰 양을 비축해야 하는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
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가스 공급안정성 규정｣144)이 입법화 과정에 있는데
기존의 ｢가스 공급안정성 지침｣145)을 규정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 안
에는 각 회원국이 매 2년마다 ‘예방적 행동계획(Preventive Action Plan)’을
작성하여 가스공급 인프라의 안정성을 유지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가스공급
교란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비상 계획(Emergency Plan)’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은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해야
하고 EU 수준의 공급교란146)이 발생했을 때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이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EU 공동의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석탄의 경우, EU 발전량의 약 1/3을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과 EU 내 확인매장량이 약 400억 톤으로 매우 풍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탄발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EU 신에너지정책에서는 ‘이
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이용하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2015년
까지 12개의 CCS 시범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CCS 기술적용 단가를
낮추어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147) 이와 관련하여
‘EU 경기회복 계획’ 중 ‘경기회복을 위한 EU 에너지 프로그램(EEPR)’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 항목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는데 총 13
개의 프로젝트 중 12개가 석탄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EEPR을 통해 이 부문

143) Council Directive 2009/119/EC.
14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7.16) “Proposal for a Regulation concerning measures
to safeguard security of gas supply and repealing Directive 2004/67/EC,” COM(2009) 363.
145) Directive 2004/67/EC.
146) EU 수준의 공급교란은 역외에서 수입되는 일일 가스수입량의 10% 이상이 감소하였거나 회원국의 요구로 집
행위원회가 선언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상기한 ‘가스 공급안정성 규정’ 제안의 p.
16을 참고.
147) Paul Belkin, op cit.,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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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09~10년간 지원될 총 금액은 약 11억 유로이다.
원자력의 경우, EU 발전량의 약 1/3을 원전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주
요 기저전력이라는 사실,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가격이 전체 원자력발
전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우라늄이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 광
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점,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온실가스 감축에 유용하다는 점 때문에 EU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148) 그러나 향후 10~20년 안에 EU 내 대다수 원전의 설계수명
이 다하기 때문에 수명연장이나 신규 원전 건설 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원
자력발전에 대한 회원국의 호불호가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EU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스페인은 향후 원전
을 줄여나가는 대신 가스화력발전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으나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은 원자로를 추가 설치하려 하고 있다.149)
이 때문에 EU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각 회원국에 남겨
두는 대신 ｢원자력 안전성에 관한 기본협력 지침｣150)을 제정하여 원전 시공
및 운영방법, 원전 폐기물 관리에 관해서만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다. 단일시장 구축 ․ 기술개발 ․ 금융지원
EU는 EU 신에너지정책의 3대 목표인 ‘지속가능성’, ‘에너지 공급안정성’,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0-20 구상’의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단일에너지시
장 구축, 에너지기술 개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내용을 EU
신에너지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14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p. 17.
149) Paul Belkin, op cit., p. 22.
15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26)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Euratom)
setting up a Community framework for nuclear safety,” COM(2008)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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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정책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은 EU가 매우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 중의 하나
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제1차 단일에너지시장 구축기와 2003년의 제2차
구축기를 거쳐 EU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제3차 구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EU는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이 경쟁을 촉진하여 에너지비용을 낮추고 에너
지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또한 단일 경쟁시장이 구축되면 배출권 거래제 등을 효과적으
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소규모(micro)
발전소들과의 전력망 연계가 촉진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같은 비전통적
발전방식의 도입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이 EU가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151)
EU 신에너지정책에서는 EU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도
적 통합, EU의 공동규제, 그리고 개별 회원국의 에너지시장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제2차 단일에너지시장 구축기에 진전되지
못한 각 회원국의 에너지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152)
제도적 통합 및 EU 공동규제에 대한 내용들은 ｢제3차 전력․가스 종합법
안(Third legislative Electricity & Gas package)｣이라고 명명한 5개의 규
정 및 지침을 입법화하며 공동의 에너지정책으로 추진되었다. 단일에너지시
장 구축에 관한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은 전력․가스
부문의 수직통합기업에서 비경쟁적인 수송망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망 운영사 분리(unbundling)’의 문제와 역내 단일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제
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15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nergy Policy for Europe(2007.1.10) COM(2007) 1, p. 6-7.
152) Herbert Reul(2009), “EU Climate and Energy Policies - Which Path Ahead?” CESinfo Forum, 1/2009,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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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운영사 분리 문제는 전력망이나 가스수송관 등 에너지망을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회사가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수직통합기업일 경우, 시
장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수
있고, 에너지망 개발이 타사업자와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 에너지망 개발
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인해 EU 전체의 경쟁력이나 공급안정성 확보에 장애
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망 운영사를 에너지 수직통합기업에서 분리하자는
것이다.153)
집행위원회는 망 운영사 분리 문제에 대해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모델’과 ‘소유권 분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ISO 모델은 수직통합
기업이 망 자산을 소유하고 망에 대한 규정된 수익을 받는 대신 망 운영사
가 독립적으로 망에 대한 운영, 유지, 개발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소유
권 분리 모델’은 망 운영사를 에너지 생산회사와 공급회사에서 완전히 분리
하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모델들은 입법화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 등 대형
에너지 수직통합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저항에 부딪혔는데 이들 국
가들은 대신 ‘ITO(Independent Transmission Operator) 모델’을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이 모델을 법안에 삽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향후 각 회원국들은
망 운영사 분리 문제에 대해 세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나 ITO 모델이 추가되어 망 운영사 분리 문제는 최초의 집행위원회의
제안보다 다소 후퇴하게 되었다. ITO 모델에서는 수직통합기업이 에너지망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대신 감독권을 기업 외부에 이양하게 되고 에너지망에
대한 매일매일의 운영권만을 ‘독립적인 망 운영사(Independent Transmission
Operator)’에 이양하게 된다.154)
역내 단일에너지시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집행위원

15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p. 7.
154) http://www.euractiv.com/en/energy/liberalising-eu-energy-sector/article-145320, 좀 더 자세한 내용은
Directive 2009/72/EC와 Directive 2009/73/EC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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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모두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회원국 에너지 규제기구들의 협
력강화안, 둘째는 독립적인 회원국 에너지 규제기구들의 네트워크를 공식화하
는 안(일명 ERGEG155)+안), 셋째는 EU 수준의 새로운 규제기구 설립안이다.
집행위원회는 세 가지 안 중 ERGEG+안을 대안으로 지지하였으며 최종적으
로도 이 안이 ‘에너지 규제기구 협력청(ACER: 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설립에 관한 법으로 채택되었다. ACER이 단일에너
지시장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EU 단일에너지
시장 내의 기술적 문제나 국경간 인프라 문제 등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단독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경간 인프라의 운영 안정성과 관련하
여 6개월 이내에 당사국 규제기구 간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나 당사국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계약 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
그 밖에 ｢국경간 전력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 조건에 관한 규정｣156)과
｢천연가스 수송망 접근조건을 위한 규정｣157)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시장을 비차
별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ACER과의 긴밀한 협
력을 통해 2011년 3월 3일까지 ‘EU 망 운영사 네트워크(ENTSO: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및 ‘네트워크 법(networks
codes)’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ENTSO는 상시 및 비상시에 네트워크의 운영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동의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매 2년마다 10년
단위의 ‘망 개발 계획(Network Development Plan)’을 작성하고 EU와 제3
국의 망 운영자 간의 기술적 협력 권고 등을 담당하되 ACER의 정기적인
감독하에 있게 된다. 다만, ｢국경간 전력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조건에
관한 규정｣은 2011년 3월 3일부터 적용되는 반면, 천연가스 수송망 접근조

155) ERGEG는 European Regulators' Group for Electricity and Gas의 약자로 EU 회원국 규제기구들의 자발적
인 연합체임.
156) Regulation(EC) No. 714/2009.
157) Regulation(EC) No. 7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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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위한 규정은 2009년 9월 3일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도입이 다소 늦춰져 있는 상태이다.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당연히 EU 에너지망의 연계 강화가 필
요한데 EU 신에너지정책에서는 이미 4대 우선순위 프로젝트(독일—폴란드—
리투아니아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북해 해상 풍력발전소 전력망 연결 프로
젝트, 프랑스—스페인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나부코 프로젝트)에 ‘EU 조정
관(European Coordinator)’을 임명하여 EU 역내외 에너지망 연계 프로젝트
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있다.158) 4대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기존 프로젝트를
확대․개편하고 LNG 설비 건설 프로젝트와 중부 및 동남부 유럽 지역 내의
‘남북 가스․전력망 연계 계획’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6대 우선순위 프로젝
트159)로 변경되어 지정되었다. 과거 TEN-E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되었던 주
요 에너지망 연계 인프라 계획에 대해 2006년에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projects of European interest)’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총
15개의 에너지망 연계 프로젝트(전력망 9개, 가스망 6개)를 우선순위 프로젝
트로 지정하여160) 실제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한 바 있는데 6대 우선순
위 프로젝트는 이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6대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EU 경기회복 계획’ 중 ‘경기회복을 위한 EU 에너지 프로그램(EEPR)’ 내
에 일부가 포함되어 선도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EEPR을 통한 각 프로젝
트들은 2009년 말쯤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초부터 건설이 시작될 예
정이다. 이 밖에 EU는 ENTSO의 ‘망 개발 계획’을 통해 그 밖의 EU 역내
미연계 에너지망을 조사하고 이를 연결할 계획이다.

15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pp.
5-6.
15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pp. 4-5.
160) Decision 1364/200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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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기술 개발정책
에너지기술 개발은 EU 신에너지정책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0-20 구상’이나 기존 에너지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기술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U는 청정에너지의 가격을 낮추고 저탄소 기
술 분야에서 EU 산업계가 선도적 위치를 점유한다는 두 가지 핵심적인 목
표161) 아래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ET-Pl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수립을 바탕으로 EU 및 회원국 차원의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을 통
합․조정․실행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2007년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162)을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에너지기술의
단가를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켜 상업적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상기술로
는 제2세대 바이오연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신재생에너지 발전
소들의 전력망 연계, 건설․운송․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기술이
제안되었으며 이 부문들에 대한 연구 확대를 계획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새로
운 저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인데, 중점지원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차세대 핵분열에너지 기술, 핵융합에너지 기술 등이
제시되었으며 ‘트랜스 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EN-E)’ 발전을 촉진할 신기술
도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였다.
EU는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을 추진할 EU 차원의 집행그룹으로 회원
국의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전략적 에너지기술 운영그룹(Steering Group on
Strategic Energy Technologies)’을 2008년 6월부터 조직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16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p. 15.
16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22) “A 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SET-PLAN)-Towards a low carbon future” COM(2007)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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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 중 에너지기술 개발은 ‘EU 산업 구상(European
Industrial Initiative)’을 통해 추진될 예정인데 모두 여섯 가지 분야163)가 주
요 분야로 제시되었다. 풍력발전에서는 발전 터빈의 대형화와 대규모 풍력발전
시범사업 추진, 태양에너지 대규모 시범사업 추진, 차세대 바이오에너지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시범사업 추진, 지능형 전력망 개발
(저장시스템 포함), 제4세대 핵분열에너지 기술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EU 신에너지정책과 별개로 추진 중인 핵융합에너지 기술(ITER 프로그램)과,
‘공동 기술구상(Joint Technology Initiative)’를 통해 이미 개발 중인 연료
전지와 수소에너지(Fuel cells and hydrogen) 기술 등도 ‘전략적 에너지기
술’로 지목되었다.164)
이러한 기술 개발계획은 ‘제7차 R&D 기본계획(FP-7: 7th Framework
Programme)’에서의 에너지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EU 경기회복 계
획’ 중 ‘경기회복을 위한 EU 에너지 프로그램(EEPR)’에서 풍력발전 터빈의
대형화 프로젝트, CCS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추진 중이다.

3) 금융지원 정책
‘20-20-20 구상’이나 단일에너지시장의 인프라 구축, 에너지기술 개발 등
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내용도 EU 신에너지정책에 포함되었다.
EU는 EU의 기존 기금과 신규 조성 기금, 에너지 관련 조세, 배출권 거
래제를 통해 조성될 재원 등을 통해 EU 신에너지정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기존 기금으로는 ‘구조기금’, ‘결속기금’, ‘지역개발기금(Regional Development

16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22) “A 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SET-PLAN)-Towards a low carbon future,” COM(2007) 723, p. 10.
16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10.7) “Investing in the Development of Low Carbon
Technologies(SET-Plan),” COM(2009) 519,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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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지역개발을 위한 EU 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제7차 R&D 기본계획(FP-7) 예산, ‘인텔리전트 에너지-유럽 프로
그램(Intelligent Energy-Europe Programme)’, ‘지속가능 에너지에 대한 금융
지원 구상(Sustainable Energy Financing Initiative)’, ‘경쟁력 및 혁신을
위한 기본협력 프로그램(CIP: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등을 통해 에너지와 관련된 항목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의 내
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기금 중 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금 증
액이나 신규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FP-7 증액, 인텔리전트 에너지-유
럽 프로그램 증액 등이 제안되었고 규모가 작은 TEN-E 프로그램의 예산을
대체하는 ‘EU 에너지 공급안정성 및 인프라 지원책(EU Energy Security
and Infrastructure Instrument)’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규 기금으로 ‘에너지,
기후변화, 인프라를 위한 2020 EU기금(2020 European Fund for Energy,
Climate Change and Infrastructure Fund, 일명 Marguerite Fund)’, ‘인접
국 투자기금(Neighbourhood Investment Fund)’ 등을 조성하여 EU 신에너
지정책 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투자은행(EIB)이나 유럽부흥개발
은행(EBRD) 등의 대출, 투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EU 신에너지정
책을 추진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EU 경기회복 계획’ 중 ‘경기회복을 위
한 EU 에너지 프로그램(EEPR)’을 통해서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실질적
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3. EU 대외 에너지정책
가.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강화
EU는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EU 역외에 대해서도 공동의 에너지정책을 강
화하려 하고 있다. EU는 에너지 부문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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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목표가 역외국가와의 대외관계에
좀더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65) 이는 EU의 높은 에너
지 수입의존도를 감안할 때 에너지공급 안정성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정책의 핵심목표인 기후변화 대책
을 추진할 때 EU 내 국가들이 공조한다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정책의제
를 EU가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추진은 EU 역내의 단일에너지시장 구축과 맞물려 EU 회
원국의 개별 에너지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역외 에너지 공급
국들166)을 단일에너지시장에서 경쟁토록 하며 새로운 역외 에너지 공급국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에너지 공급국과 경쟁시키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167)
즉,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추진을 통해 ‘에너지 공급안정성’, ‘지속가능성’,
‘경쟁력’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책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조하고 에너지 효율성
에 관한 국제협력을 공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EU 신에너지
정책 제안과 EU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포스트-교토 체제에서 선진국
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1990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
다.168) 이러한 목표는 2009년 12월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EU 공동의 목표치로 제시될 예정이다. EU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온실
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주도함으로써 EU가 신에너지정책을 통

165) Richard Youngs(2007.11) “Europe's External Energy Policy: Between Geopolitics and the Market,” CEPS
Working Document, No. 278, p. 1.
166) EU 회원국들과 러시아 간 가스거래에서 러시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됨. EU-러시아 간 가스거래 특성 중
장기계약을 통한 가스공급, EU 회원국이 수입한 가스를 제3국에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목적지 제한
조항(destination clause) 등이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 또한 회원국의 가스거래 가격이 기밀로 유지
되는 것도 회원국간 가스가격 비교를 불가능하게 해 러시아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음.
16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pp. 18-19.
168) Council of European Union(2009.2.13), Brussels European Council 11/12 December 2008 Presidency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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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보하게 될 에너지 신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경쟁력 우위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EU는 이를 위해 ‘EU 배출권 거래제’를 전 지구적으
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169)
기후변화대책에서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국제협력 공조를 추진하는 이유
는 ‘20-20-20 구상’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효율성 목표가 관련
이 깊은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EU는 신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국제협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효율성 협력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IPEEC: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Energy Efficiency
Cooperation)’ 구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IPEEC 구성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EU 집행위원회와 G8 회원국, 중국, 인도, 한국이 동의하였으며 IPEEC
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될 계획이다.170)
에너지 공급안정성 정책에 대한 EU의 대외정책 공조는 현재 EU가 당면
한 최우선 해결과제이다. EU 신에너지정책 추진을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가
바로 EU에 대한 에너지공급 교란 사태였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EU는 2005년 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 사태와 2007년 초에
발생한 러시아—벨라루스 석유분쟁 사태로 인해 EU에 대한 석유와 가스 공
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에너지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171) 이로 인해 역외국
가 중 EU에 대한 가스 공급 비중이 45%, 석유 공급 비중이 29%에 달하는
러시아172)에 대한 EU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져 결과적으로 에너지 공급안정

16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6.3.8), “Green Paper: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 COM(2006) 105, p. 16.
17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9.8),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on the signing
of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Energy Efficiency Cooperation” (IPEEC)
and the ‘Memorandum concerning the hosting b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f the Secretariat
to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Energy Efficiency Cooperation’ by the European Community,
COM(2009) 438, p. 2.
171) Paul Belkin, op cit., pp. 4-5.
172)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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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협력보다는 EU 대
러시아라는 협력구도가 유용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성을 감쇄하고자 EU의 비교적 인근에 위치한 에너지 생산
국들인 중동 국가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로 에너지 수
입선을 다변화하여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EU는 역외국가들과 포괄적 협정을 체결할 때 에너지 공급안
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에너지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
의 기본원칙과 EU 에너지 공동규범에 기반한 에너지 조항을 삽입하여 에너
지 수입국과 수출국이 안정적으로 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 하고 있다. 즉 EU와 역외국가가 에너지시장에서의 규범을 명확히 설정함
으로써 에너지 관련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에너지 공급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자는 것이다.173)
러시아와는 기존의 ‘파트너십과 협력에 관한 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개정하여 에너지 부문 협력의 주요원칙들을 법
적 구속력이 있도록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러시아와의 논의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추진과 함께 전개되었으나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사태로 인
해 중단되기도 했다. 대신 우선적으로 2009년 11월에 러시아와 ‘EU-러시아
에너지 대화(EU-Russia Energy Dialogue)’를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 ‘조기
경보체제(Early Warning Mechanism)’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에너지
위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EU는 신에너지정책의 요구에 따라
2007년 6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EU 전략(An EU strategy for a
new partnership with Central Asia)’을 채택하였으며 카자흐스탄, 투르크메

17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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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과 에너지 부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이 EU
시장에 가스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EU 가스수입선을 다변
화하려 하고 있다.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2007년 12월, EU-아프리카 정상회담
을 통해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으며 EU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방향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나이지리아)에서의
석유 및 가스 공급 잠재력 확대와 개발원조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174)
중동 국가들과는 EU-OPEC 에너지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이라크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과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
다.175) EU는 풍부한 가스매장량 때문에 이란을 장기적인 에너지 협력국으
로 지목176)하고 있으나 이란의 핵 문제와 미국의 지속적인 반대 등으로 현
재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 확대
EU가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주요 에너지 생산국과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
의 관계에서 공동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외에도 EU 역내 단일에너지시
장의 공동규범과 ｢에너지헌장조약｣의 기본원칙을 인근 지역 에너지시장에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U의 에너지시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즉 EU 역내 단일에너지시장의 ‘시장 거버넌스(market-governance)’177)를

17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p. 9.
175) Ibid., p. 9.
17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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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이나 조약, 양자협정 등을 통해 EU 인근의 에너지시장으로 확산시
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거버넌스’의 확산은 인근 에너지시장 내의 전력․가스망 연계에 대한 지원
과 다시 그 전력․가스망을 EU 에너지망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과 맞물려 실제적으로 EU 에너지시장에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EU의 에너지 효율성 규범 등 EU의 에너지 공동규범을 확산
시키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장 거버넌스’의 확산 정책으로는 ｢에너지 공동체 조약(Energy
Community Treaty)｣ 확대, ‘EU-마그레브(EU-Maghreb) 전력시장’178) 개발,
‘EU-마쉬렉(EU-Mashrek) 가스시장’ 개발,179) ‘바쿠 구상(Baku Initiative)’
강화, ‘흑해 구상(Black Sea Initiative)’ 추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역외국가와 EU의 양자협력 노력에도 반영되어 있다.180)
｢에너지 공동체 조약｣은 2005년 10월, 동남부 유럽 지역의 9개 국가
들181)과 EU 간에 체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에 각 참여국가에
서 비준이 완료되었다. 이 조약은 동남부 유럽 지역에 위치한 EU 비회원국
들의 에너지망 재건이나 투자 보장 등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의 에너지시장을 EU 역내 단일에너지시장에 통합시키
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182) EU는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주요 에너지수송관

177) Richard Young, op cit, p. 1.
178) 여기서 마그레브(Maghreb)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를 지칭함.
179) 이집트와 아라비아반도 북부 지역으로 지중해와 이란 사이의 국가들을 지칭하는 아랍어로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을 일컫음. EU는 이 지역의 역내 가스시장 통합과 EU로의 통합을 위해 ‘The Euro-Arab
Mashreq Gas Market Project’를 추진 중임.
180) Ibid., pp. 1-3.
181) 알바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코소
보(2005년 당시 UN 임시행정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에 EU에 가입하여 당시에는 EU 회원국이
아니었음.
182) http://www.energy-community.org/portal/page/portal/ENC_HOME/ENERGY_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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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국인 터키, 우크라이나 등을 이 조약에 참여시켜 참여국의 국내시장 개
혁과 에너지시장 공동규범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183)
‘바쿠 구상’은 2004년에 EU 주도로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과 그 주변 국
가들의 참여로 발족되었는데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시장
개발, 에너지망 연계 추진, EU 공동규범을 바탕으로 한 지역 에너지 부문
개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 신에너지정책에서는 이러한 ‘바쿠 구상’
강화와 함께 카스피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184)
‘흑해 구상’ 역시 흑해 지역 국가들을 EU 단일에너지시장에 통합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바쿠 구상’에 참여하는 카스피해 국가들과
흑해 지역 국가들을 연계하여 EU ‘시장 거버넌스’의 적용지역을 더욱 확대
하려는 구상이다.185)

다.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 강화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 강화, 즉 에너지망의 연계는 EU의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EU 신에너지정책
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어야 할 6대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
는데 ‘발트지역 연계 계획(Baltic Interconnection Plan)’, ‘남부 가스회랑
(Southern gas corridor) 건설’, ‘LNG 시설 및 가스저장소 건설’, ‘환지중해
에너지망(Mediterranean energy ring) 구축 완료’, 중부 및 동남부 유럽 지
역 내의 ‘남북 가스 및 전력망’ 연계, ‘북해 해상 전력망 계획’ 개발 등이

18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pp. 7-8.
184) Richard Young, op cit., p. 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p. 9.
185) Richard Young, op cit., p. 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4.11), “Black Sea Synergy
- A New 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 COM(2007) 16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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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186) ‘발트지역 연계 계획’, 중부 및 동남부 유럽 지역 내 ‘남북 가
스 및 전력망’ 연계, ‘북해 해상 전력망 계획’ 개발 등은 유럽 지역에서 추
진되어 내용상 역내시장 연계와 가까운 편이라고 판단된다. 그 외 3개 계획
은 역내시장 연계와 역외시장 연계로 확연히 구분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면
이 있지만 계획의 목적상 EU 역외시장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 공급안정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계획은 ‘남부 가스회랑 건설’ 계획과
‘LNG 시설 및 가스저장소 건설’ 계획이다. EU 역내의 가스 공급이 주로
PNG(Pipeline Natural Gas)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EU 가스시장
은 석유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더구나 일부 회
원국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도가 높아 가스수입선
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러시아가 아닌 가스생산국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이 필요한데 ‘남부 가스회
랑 건설’과 ‘LNG 시설 및 가스저장소 건설’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남부 가스회랑 건설’ 계획은 카스피해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가스를 공급
받기 위한 것인데 ‘나부코(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계획에 세 가지 가스관 프로젝트187)를 추가한 계획으로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라크, 마쉬렉 국가들로 가스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계
획이다. 이 중 러시아산 가스의존도 감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나
부코 가스관 프로젝트’로 연간 310억㎥의 아제르바이잔과 이라크, 투르크메니
스탄산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TEN-E 프로그램
중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projects of European interest)’로 분

18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pp. 4-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Green Paper: Toward a Secure, Sustainable and Competitive European
Energy Network,” COM(2008) 872, pp. 13-14.
187) White Stream Project, ITGI Project, TA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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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어 EU 공동의 최우선 지원 프로젝트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09~10년간
진행될 ‘경기회복을 위한 EU 에너지 프로그램(EEPR)’에서 지원 프로젝트로
규정되어 2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LNG 시설과 가스저장소’ 건설 계획은 EU 역내에 건설되는 것이지만
PNG 중심으로 공급되는 EU 가스시장에 LNG을 공급하여 유동성을 확보한
다는 측면 이외에도 역외 신규 가스공급국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면에
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 건설 계획이다. EU는 향후 ‘LNG 행동계획(LNG
Action Plan)’ 작성을 통해 LNG에 관한 상세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
다. EEPR에도 LNG 시설과 가스저장소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폴란
드의 LNG 터미널 건설과 관련하여 8,000만 유로, 체코의 가스저장소 확장
에 3,500만 유로가 집행될 예정이다.
‘환지중해 에너지망’ 구축 계획은 EU와 지중해 남부 지역(북아프리카 지
역)을 전력․가스망으로 연결하려는 것으로 지중해 남부 지역의 막대한 태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의 잠재력 개발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수
입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지중해 에너지망’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
인프라 프로젝트 목록이 이미 2007년 12월에 ‘유로메드 에너지 장관회담
(Euromed Energy Ministerial meeting)’에서 채택되었으며 ‘지중해 태양에
너지 계획(the Mediterranean Solar Plan)’이 2008년 7월에 채택되는 등 순
조롭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EU는 이 계획을 통해서 EU와 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망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에너지공급국을 이라크, 중동, 아
프리카 사하라 남부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EPR 내에 배정된 예
산은 2억 유로로 아프리카—스페인—프랑스를 연결하는 가스수송망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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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평가

EU 집행위원회는 EU 정상회의의 요구로 2006년에 녹서라는 형태의 ｢EU
에너지전략188)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EU 내의 각 기관들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유럽의
회 등은 EU 신에너지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각기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사회는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2007년에 ｢EU
에너지정책(An Energy Policy for Europe)｣189)이라는 정책문서를 발간하여
EU의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EU가 2007~ 09년간에 추진해야 할 ‘행동계획
(Action Plan)’을 제시하게 된다. EU 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서가 발간되기까
지 EU 신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수단들에 대해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으며, 이 문서가 발간되자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정
책이 추진되도록 세세히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EU
정상들의 정치적 지지와 독려 속에 EU 신에너지정책에서 제시한 세부적인

18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6.3.8), “Green Paper: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 COM(2006) 105.
18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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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행동계획과 정책방향을 담은 정책문서, 그리고 각종 입법안들을 제출
하기 시작하였다.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 문서, 단일에너지시장 구축에 관
한 ｢제3차 전력․가스 종합법안｣, 기후변화대책을 담은 ｢기후행동 종합법안｣,
에너지 효율성에 관련된 일련의 법안들과 EU 신에너지정책에 맞게 변경해
야 할 기존 법안들에 대한 수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2008년 11월에
는 그 때까지의 ‘행동계획’에 대한 추진현황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추가
조치들과 2010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에너지 행동계획(Energy Action
Plan)’이 포함해야 할 의제들이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SSER: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190)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추가 조치들은, 이미 ｢EU 에너지정책｣ 문서에서 언급된 내용들이지
만 실제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새롭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로 주로 ‘에너지 공급안정성’에 관련된 우선순위 인프라 건설 계획의
추진이라든지 에너지 부문의 대외관계, 에너지 공급교란 시의 대응방안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문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
위원회는 다시 각종 입법안들을 제출하여 관련 공동규범의 제정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이처럼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EU 신에너지정책은 ‘지
속가능성(Sustainablity)’, ‘에너지 공급안정성(Security of supply)’, ‘경쟁력
(Competitiveness)’ 확보라는 목표 아래 에너지 부문을 모든 EU 공동정책
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며, 기존
의 에너지 관련 정책수단들을 신에너지정책에 맞게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조
정․적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U 역내의 에너지정책으로는 ‘20-20-20 구상’과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19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COM(2008)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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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정성 확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0-20 구상’은 202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의 20% 감축(1990년 대비)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되
상호연관 관계가 있는 에너지 효율성 20% 향상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EU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등의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안
정성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여 ‘20-20-20 구상’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EU 역내에 단일에너지시장을 구축하되 제도
구축과 역내 에너지망 연계를 병행하고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ET-Plan)’
을 통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기술을 확보하며 EU 금융기구들의 선도
적인 투자와 함께 EU 역내에 산재하는 기금이나 신규 기금을 활용하여 이
러한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기반구축정책을 동시에 펴나가고 있다.
EU 역외에서는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추진을 통해 EU가 역내에서 구
축하려는 저탄소 고효율의 에너지체제를 역외에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EU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위한 역외국가와
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
으로 EU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상을 주도하
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역외 에너지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EU 에너지시
장의 규범의 적용지역을 확대하려는 정책인데, EU 역내 단일에너지 시장의
공동규범과 ｢에너지헌장 조약｣의 기본원칙을 인근 지역 에너지시장에 적용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EU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시장을 확대하
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유럽 중부 및 동남부 지역에서
체결된 ｢에너지 공동체 조약(Energy Community Treaty)｣ 확대 정책이나
‘EU-마그레브 전력시장’ 개발 정책, ‘EU-마쉬렉 가스시장’ 개발 정책, ‘바쿠
구상(Baku Initiative)’ 강화 정책, ‘흑해 구상(Black Sea Initiative)’ 추진
등을 통해 적용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러시아와의 양자협력 관계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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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려 하고 있다.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 강화는 가스 등과 같은 기
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정책으로 ‘남부 가스회랑
(Southern gas corridor)’ 신설, LNG 도입시설 건설, ‘환지중해 에너지망
(Mediterranean energy ring)’ 구축 계획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
리카 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EU 신에너지정책 내의 역내외 인프라 관련 투자는 ‘트랜스 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EN-E: Trans-European Energ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이
루어지게 되는데 이 중 6대 인프라 프로젝트를 최우선 추진 프로젝트로 선
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2009~10년 동안에는 ‘EU 경기회복 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의 에너지 부문 투자 프로그램인 ‘경기회복을 위한
EU 에너지 프로그램(EEPR: European Energy Programme for Recovery)’을
통해 선도적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EEPR 내에는 EU 신에너지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관련 투자
부문도 선정되어 있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이다. 2009~ 10년간 총 투자금액은 약 40억 유로로 전력․가스망 연계에
약 24억 유로,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약 5억 7,000만 유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에 약 11억 유로 등이 배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을 평가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EU 신에너지정책이 매우 포괄적이고 비교적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에너지정책 내에 포함된 개별 분야의 정책들이 한 분야
에 치우쳐 있지 않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0-20 구상’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조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
으며, 석유, 가스, 석탄 등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기존 에너지원과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한 에너지정책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에너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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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금융지원 방안 등을 함께 조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EU가 역내에서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고효율 사회라는 정책
의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EU 역내 에너지시장의 ‘시장 거버넌스’를 기
본원리로 인근 에너지시장을 통합하여 EU 기업들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
려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EU가 대외 에너지정책을 역내 에너지정책과 깊
이 연관시켜 에너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EU의 신에너지정책 중 일부 안들191)이 최초의 안보
다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와 같은 주요 에너지 공급국과
의 관계 문제나 인프라 건설 문제에서 역내국가들 간에 다소 이견이 표출되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서도 원래 당면했던 문제보다는
일부 진척을 보였고 이 밖에 EU의 신에너지정책 내용들은 거의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EU의 신에너지정책이 역외국가들에게는 비관세 무
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효율성 정책이 이러한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EU 환경정책에 대해 EU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합의가 “환경보호
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평가192)가 EU 회원
국들이 환경정책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왔음을 잘 증명해 주듯이 EU 신에
너지정책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정책도 결국은 EU 역외
국가들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에너지 효율성 관련
입법안 중에는 각 회원국의 공공조달을 위한 공동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만
들자는 법안193)이 논의 중인데 이 기준이 정해지면 EU 회원국들의 공공조

191) 단일에너지시장 구축 제안 중 ‘망 운영자 분리’안, ‘배출권 거래제’ 안 등.
192) Herbert Reul(2009), p. 52.
19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COM(2008) 778.

85

제5장 요약 및 평가 │

달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성 지표가 제품 단가보다도 중요한 구매기준이 되어
에너지 효율성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역시 논의 중인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지침194)
도 EU 타이어 시장에서 에너지 비효율적인 타이어에 대한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이어의 에너지 효율성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게는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설계 지침｣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비효율적인 가전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는 EU 시장에서 낮
은 단가로 승부해 온 가전제품 제조기업들에게 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
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EU가 이러한 역내 정책을 역외로도 확산시
키려 한다는 데 있다. EU는 선진국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로 상향조
정하기로 한 EU 안을 확정하여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담을
주도하려 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부문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과 ‘에너지 효율성 협력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IPEEC: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Energy Efficiency Cooperation)’을 체결하여
에너지 효율성 향상 목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EU 역
내시장에 대한 무역장벽 구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EU 역외시장에서도 에
너지 비효율적 기업들의 도태를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
들의 에너지 효율성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EU의 신에너지정책을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일종의 시장조성 정
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EU는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환경이라는
‘외부비용(external cost)’을 내재화한 시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EU의 에너지기술 개발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정책, 에너지 효율성 정
책과 함께 EU의 산업경쟁력 강화나 신산업 성장을 추동할 핵심 정책으로

19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11.13), “Proposal for a Directive on labelling of tyres
with respect to fuel efficiency and other essential parameters,” COM(2008)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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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기술 시장 조성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에
너지기술 개발 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 에너지 효율성 정책을 추진
하여 에너지기술이 적용될 시장을 조성하고 기술 확산을 촉진하면, 에너지기
술의 적용 단가가 낮아지면서 결국 이 에너지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이 강화되고 이 에너지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EU의 신에너지정책에서는 이를 통해 개발하려는 새로운 에너
지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시장조성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방향의 국내 정책 추진이 가
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하나는 EU 에너지시장 조성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국
내 에너지기술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좀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내 에너지기술 개발기업의 EU 에너지시장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EU 에너지시장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한 국내 에너지기술 개발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U의 신에너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
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EU가 주도하는 에너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시장의
조성’일 것이다. EU는 기후변화 억제라는 시대적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저
탄소 고효율 사회로 적극적인 에너지체제 전환을 추구함195)과 동시에 값싼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이 경쟁력의 바탕이던 구체제에서 에너지 신기술이 경
쟁력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U는
이를 위해 첫째, EU 역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에너지 효율성 정책으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설정하여 EU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둘째, 에너지신기술
을 개발함과 동시에 ‘20-20-20 구상(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신

19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1.10),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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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신기술 적용시장을 조성하며 셋째,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정책,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강화 정책,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중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자간․양자간
협력강화 정책을 통해 역내 기존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단일
에너지시장 구축정책은 EU 역내의 에너지 신기술 적용시장 조성과 기존 에
너지시장의 안정 도모를 동시에 추구한다. EU는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역내
에서 강화된 EU의 상품경쟁력이 EU 역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EU 역내시장과 비슷한 환경으로 해외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 이를
위해 EU는 첫째,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중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주요 국가간 IPEEC 체결을 통한 국제적인 에너
지 효율성 정책의 강화로 ‘20-20-20 구상’으로 조성된 EU 역내시장의 환경
을 역외로 확대하고 둘째,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 확대를 통해 에
너지 효율성 공동규범 등을 중심으로 EU 역내에서 합의된 에너지 공동규범
을 역외에 적용함으로써 EU 역내에서 강화된 상품경쟁력이 역외에서도 인
정받을 수 있는 해외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결국 EU가 주도하는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시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
음 그림은 EU 신에너지정책의 구성요소인 분야별 정책들을 이러한 목표와
평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하는 ‘녹색성장’ 정책은 에너지 부문을 활용
한 신성장 동력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EU 신에너지정
책은 ‘녹색성장’ 정책의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EU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이해를 목
표로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위해서는 향후 세부 분야에 대해
좀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EU 신에너지정책 내의 개
별 분야 정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각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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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EU 신에너지정책 평가 ❚

원국의 에너지정책들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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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Review of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New Energy Policy’ of European Union
Since 2005
JINHONG Joo, Kyuntae Kim, and Hyun Jean Le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EU’s ‘New Energy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since 2005.
First, the procedures for policy decisions at the EU was examined
because the EU, as a consensual union of dozens of states, has unique
characteristics in its policy decision processes. And then, the history of EU's
‘New Energy Policy’ will be scrutinized. The EU has published many policy
documents (generally, ‘communication’ documents of European Commission)
and energy legislative packages related to the ‘New Energy Policy’ since
2005. Reviewed in this study are relationships between New Energy Policy's
‘communication’ documents and legislative packages published since 2005.
Second, this paper conducts an evalu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New
Energy Policy’, which was found to be very well-structured, although the
Policy was based on the existing policies of each energy-related sector. The
three goals of the ‘New Energy Policy’ are sustainability, supply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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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 these goals, EU has developed energy policie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e EU has also come up with the ‘20-20-20’ initiative (GHG
Reduction/renewable energy/energy efficiency) and the policy of securing
supplies of fossil fuels and nuclear energy. There is also a platform
established so that EU may implement the two previous policies effectively.
There are policies for creating a single energy market (especially for gas and
electricity),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tting up financial instruments
for the New Energy Policy.
As for the external policies, It will implement the ‘common’ policy for
climate change, energy efficiency, and security of energy supply in spite of
the structural weakness for the asserting power to the outside of EU. The EU
also wants to install ‘market governance’ based on EU energy rules and
Energy Charter Treaty in neighboring energy markets. Another external policy
is to link the EU energy market to neighboring energy markets (except the
current Russian energy market) through new gas and electricity networks.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New Energy Policy’ of EU is to found a new world market that is
based on EU's new energy technologies, which will be developed through the
‘New Energy Policy.’ This is the reason for the EU protecting its internal
markets with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as stated
in the New Energy Policy, so that EU can create a new single internal
market for new industries based o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The EU
will attempt thereafter to apply the structure and rules of EU's internal market
to the international market.
In short, EU wants to begin a new industrial revolution and create a
new world market based on EU's low-carbon and high-efficiency energ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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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 of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New Energy Policy’ of European Union Since 2005
JINHONG Joo, Kyuntae Kim, and Hyun Jean Lee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EU 에너지전략」
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의 정책결정방식과 에너지부문 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을 자세히 논의하고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구조화시킴으로써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분야별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EU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시장의 조성’
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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