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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안보 증대, 경제 성장, 환경 보호 등을
중심으로 수립 및 시행되어 왔음
- 과거 정부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자국 에너지 생산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

美 에너지 정책 시행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제 성장 기반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시행되었던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 에너지 생산성 증가, 환경
보호 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
- 또한 과거의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이었던 에너지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
되는 효과도 창출

역대 정부별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부시 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에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오바마 정부 당시 셰일 가스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자립도는 크게 확대
구분

정책기조

부시 정부
(2001∼2009)

에너지안보, 환경보호

오바마 정부
(2009∼2017)

핵심내용

법/제도

에너지 인프라 확충,

에너지 독립 및 안보

신재생에너지 증대

법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셰일 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 독립 추구,

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경제 성장, 기후변화

개발, 경제 성장, 기후변화

대응

적극 대응

‘미국 우선 에너지
트럼프 정부
(2017∼2021)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 확대와
신기후협정 탈퇴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에너지 독립을
추구, 신재생에너지 개발
인센티브 축소

‘전방위 에너지 전략’
(All of Energy Above
Energy Strategy)

기후 행동계획 및
청정전력계획 폐지,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에 관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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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때 환경보호 목적으로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이 주춤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지속적으로
화석 에너지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
더욱이 부시와 오바마 정권 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미국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부서인 에너지부
R&D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환경청은 다소 둔화
- 에너지부 R&D 지출은 ‘00년 95.3억 달러에서 ‘17년 163.4억 달러로 약 71% 증가
- 한편, 환경청 R&D 지출은 동 기간 7.6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34.0% 감소

에너지부의 세부적 R&D 지출 내용을 보면, 과학연구실과 원자력에너지부 중심으로
R&D 지출이 증가
- 과학연구실 R&D 지출은 ‘00년 36.5억 달러에서 ‘17년 54.3억 달러로 약 48.7% 증가
- 원자력에너지 방어 R&D 지출은 동 기간 43.9억 달러에서 69.6억 달러로 58.6% 증가

천연가스,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클린 에너지 개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 규모는 세계 2번째 규모임
-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친 미국의 클린 에너지 개발 투자는 ‘04년 104억 달러에서 ‘16년
588억 달러로 약 6배 증가

또한 북미 지역은 셰일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탐사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업스트림 민간 투자가 가장 많은 늘어난 지역임
- 북미 지역의 오일 탐사와 생산 비용은 ‘10년 150조 달러에서 ‘14년 270조 달러로 증가
하였으나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 축소로 ‘17년 130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

세계 및 미국에 미치는 영향
세계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 오일과 가스 매장량이 풍부해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등극, 이로 OPEC 국가들이 가진 에너지
패권이 분산됨
- 에너지 생산 능력 확충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이 가능해져 글로벌 측면에서 공급선이
다양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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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인 셰일가스 개발 확대로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개발 활성화로 미국
내 재생에너지 역할이 강화되고 생산량과 소비량도 지속 증가
- 전기 생산 에너지원에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미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면서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축소되고 향후에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
- 가스와 오일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해 고용이 창출되고 이는 미국 경제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대응 방안
시사점
- 美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 경제에 에너지 수입 비용의 감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 위축 초래 등 일부
부정적 영향도 상존
- 향후 미국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수출 확대, 셰일 가스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위축, 국제 기후 변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

대응과제
- 향후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함
- 화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로 자주 개발 물량의 확보와 화석에너지 개발에
따른 연관 산업의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
- 미국 산업의 경쟁력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향후 트럼프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 수출 기업의 대응 필요
- 트럼프 정부가 신기후체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나 한국은 일관된 감축 노력이 필요
- 마지막으로 미국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을 경기 부양 및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활용
하는 방안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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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 안보 증대, 경제 성장, 환경 보호
등을 중심으로 수립 및 시행되어 왔음
- 과거 정부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자국 내 에너지 생산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
- 1970년 오일 쇼크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을 중시
- 오바마 정부 시절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비전통 에너지 개발로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증대되고,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보임
- 트럼프 新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서 과거
정부의 목표와 부합되나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에너지 정책 >

※ 자료 : 저자 작성

에너지 정책과 미국 경제
美 에너지 정책 시행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제 성장 기반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에너지 정책 시행으로 미국 에너지 생산성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10% 증가1)
1) Bloomberg, Sustainable Energy in America, Fe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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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 가스 개발과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평균적으로 전기 가격이 2011년에 비해
3.9% 하락하면서 가정 및 기업의 에너지 소비 비용을 절감2)
- 또한 오바마 정부 당시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 개발 붐으로 천연가스와 오일
개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2008년 0.03%p에서 2013년 0.22%p로 증가했다고
분석3)
특히, 미국은 2009년부터 시행한 E3(Economy, Energy and Environment) 지원
체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
- E3은 지역 사회를 돕고, 제조업체 및 제조 공급망을 발전시키고, 그린 경제를 번성
하기 위한 연방 기술 지원 체계
-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 및 생산성 향상 등의 목표를 추진
- 이 정책에 동참한 지역들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5,000만 달러의 환경 보호
비용과 420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
- 그 외에 일자리 창출과 환경오염 방지 효과도 동시에 일어남
무역 수지 적자에서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 비중이 축소
- 미국 전체 무역 수지는 2000년 4,467.8억 달러에서 2016년 7,525.1억 달러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는 동 기간 1,232.6억 달러에서 636.5억
달러로 축소
- 따라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 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2000년 27.6%에서
2008년 50.9%로 증가한 후 2016년 8.5%로 축소
< 2009년부터 시행한 E3 정책 효과
구분

>

< 에너지 부문 무역 수지 적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창출된 이익

- 약 1.6억 파운드 공기 감소
약 3.3억 파운드 수질 오염 감소
환경 측면
- 약 3.8억 갤런 물 소비량 감소
- 5,000만 달러 환경 비용 절감

비용 절감 - 420만 달러 에너지 비용 절감
- 1.4억 달러 대기 시간 감소

고용

- 1,515 개 일자리 창출
- 2,802개의 일자리 유지

※ 자료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주) 참여한 지역들의 통계

※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Bloomberg, Sustainable Energy in America, Feb, 2017
3) White House, The All of the above Energy Strategy as a Path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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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별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가. 부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부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 등으로
요약
부시 정부는 에너지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증대 등을 통해 석유 의존 탈피를
위한 정책을 발표
- 부시 정부는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 및 경기 둔화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석유 의존도 축소를 위해 2005년에 에너지 정책 법안(Energy policy Act of 2005)을
발표
- 자동차, 가정용, 사업용 에너지 분야에 획기적인 기술 진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 미국의 對중동 석유 의존도를 2025년까지 75%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
- 운송 연료(하이브리드 및 수소전지 개발), 주거용(태양열, 풍력, 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 청정석탄 발전) 에너지의 기술 개발에 집중
- 원자력 분야는 보다 안정성이 높은 원자로 개발과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 계획에
적극 참여, 차세대 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추진
< 부시 정부의 선진 에너지 정책 방안 내용 >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에너지 절약

-

재생에너지

- 2012년까지 바이로 연료를 가솔린에 혼합하는 비율을 현재량의
3배 증가(2012년까지 75억 갤런)
- 파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원을 별개의 신재생기술로 규정

원자력

- 원자력 사고 시의 배상을 규정한 Price-Anderson Act를 2025년까지
연장

전통 에너지 개발
환경

2015년까지 연방정부 빌딩 에너지 소비 20% 삭감 의무화
Energy Star 계획 확대
서머타임 4주 연장
에너지 절약 시설을 추가하는 가계에 대한 조세우대 조치

- 걸프만(심해) 석유시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청정석탄 기술에 연간 2억 달러 지출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혁신기술(Innovation Technology)에 대한
지급 보증

※ 자료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ummary of the Energy policy Ac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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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가용성 향상을 위해 2007년에 ‘에너지
독립 및 안보에 관한 법률(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제정
- 미국은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목표가 내포되어 있고,
재생연료 생산 확대, 석유 의존도 감소,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로서의
전진을 의미
- 이 법은 2005년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보완하고, 2007년에 필요성이
대두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
- ｢2007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에서는 연비 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재생연료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에너지효율장비기준
(Energy Efficiency Equipment Standard), 석유 및 가스의 세금 혜택의 폐지
(Repeal of Oil and Gas Tax Incentives)등이 주요 내용임
- 그 외에도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와 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청 설치, 에너지 수송 및 기반 시설 마련, 스마트 그리드 현대화 등이
포함
< 부시 정부의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 주요 내용 >
주요 정책

주요 내용

평균 연비 제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자동차 연비 개선
- 2020년까지 연비 40% 개선을 요하는 수준인 갤런당 35% 마일로
향상
- 중과세 적용 트럭을 위한 연료 효율을 위한 프로그램과 영업용
트럭을 위한 별도의 연료 효율 기준을 정함

재생연료기준
(Renewable Fuel
Standard)

•대체 에너지 공급 확대
- 바이오 연료 사용을 2008년 90억 갤런에서 2020년 360억 갤런으로
늘릴 것을 요구
- 360억 갤런 중 210억 갤런은 에탄올, 셀룰로스 또는 새로운
바이오 연료에서 공급

에너지 효율성 기준 •새로운 기준 제시
- 조명과 전자 제품(가전제품, 전기 모터 등) 에너지 효율을 위한
(Energy Efficiency
다양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
Equipment Standards)
석유 및 가스의 세금
혜택 폐지
•평균연비제도(CAFE)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전제로써 필요한
(Repeal of Oil and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폐지
Gas Tax Incentives)
※ 자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Summary of Major
Provisions De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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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독립
추구, 경제 성장, 기후 변화 대응 등으로 요약됨
오바마 정부는 비전통 에너지 개발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제시
- 부시 정부 에너지 정책과의 차이점은 비전통 에너지(Unconventional Resources)
개발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강조
-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정책(New Energy for America)’ 선언을 통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 축소, 온실 가스 감축, 클린 에너지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등 연계된 포괄적
목표로 설정
- 2009년 ‘경제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을 통해 총 7,87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 자금을 투입, 이 가운데 약
10% 수준의 850억 달러를 에너지 관련 정책에 투입
- 더욱이 100년 동안 공급이 가능한 비전통 가스 개발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약
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정부 1기 주요 에너지 정책 >
주요 정책

전략

주요 내용

•미래 클린 에너지 개발

- 1,500억 달러 투자
- 500만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급률 확대

- 10년 이내 중동과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수입 축소

신에너지 정책
(New Energy for
•하이브리드 자동 보급
America, 2009년 1월)

- 2015년까지 100만대 생산

•재생 에너지 확대

- 전기 에너지원: 2012년까지 10%,
2025년까지 25%로 확대

•온실 가스 감축

-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율 80%
감축

•에너지 관련 투자
경제 회복 및
재투자법
•교통 및 운송 투자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기후 과학 투자
2009)
•에너지 관련 세제의 공제

- 420억 달러 투자
- 210억 달러 투자
- 5.7억 달러 투자
- 210억 달러 투자

※ 자료 : White house, Barack Obama and Joe Biden : New energy for America,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 Summary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ARRA)
4) 비전통 에너지(Unconventional Resources)는 기존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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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2기 정부는 ‘전방위 에너지 전략(All of Energy Above Energy
Strategy)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미국 경제 구조를 구축
- 오바마 1기 에너지 정책을 토대로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 에너지 정책임
-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경제 성장 활성화 등 주요
3대 목표를 확립
-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 우위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제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또한 오바마 정부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
- 기후변화 피해 저감 정책 추진 및 이를 위한 국제 공조와 함께, 청정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들을 연계하여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부문의 공공 투자와 세제 우대 지속
< 오바마 정부 2기 주요 에너지 정책 >
주요 정책

전략

주요 내용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에너지 개발

- 오일과 가스 개발 관련 법규를 친환경적
개혁
- 연안지역 내 석유 및 가스 자원의 75%
이상 개발 등

•에너지 독립

-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국
- 20년 이내 오일 수입량보다 많은 양을
국내에서 생산

•청정에너지 기술력 개발

- 탄소 포획 및 격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 2020년까지 연방 정부 빌딩의 에너지
2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메가와트 활용

•에너지 효율 극대화

-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600만 채 건설

•기후 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 규제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
주도 등

에너지 개발

환경 및 기후변화

※ 자료 : White House, The All of the Above Energy Strategy as a Path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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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트럼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 확대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반대 등으로 요약
트럼프 정부의 6대 핵심 정책 중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America First Energy Plan)’을 제시
- 미국 내 자원 개발·생산·수출 확대를 통해 고용 확대와 에너지 독립을 추구
-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특히 화석에너지 관련 규제의 철폐 주장
-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의 동반 추진 등을 제시
<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 주요 내용 >
주요 정책

주요 내용
- 기후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과 청정 수법(The Waters of
the U.S. rule) 폐지

규제 완화

- 美 환경보호청(EPA)는 다시 본연의 임무인 환경 보호에 집중
- 새로운 채굴 기술에 대한 제한 해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연방 정부 소유지에서 자원 개발 허가 동결 해제
- 석탄 산업 재생

전통 에너지 개발

- 캐나다와 키스톤 송유관 사업 재개
- 미국 內 개발되지 않은 자원 가치가 50조 달러, 이 경제적 가치를
사용하여 미국 인프라 재건

※ 자료 : White House, An America First Energy Plan의 내용을 요약

미국 내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에너지 독립 추구
- 셰일 자원 및 원유, 가스 등 자원의 개발 생산 수출을 통해 미국인의 고용 및
소득 증진을 추구
- 화석연료 생산 증대로 국제 석유시장을 조작하는 카르텔(OPEC)이나 미국
적대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독립성 강화
- 에너지 생산으로 얻은 수익으로 도로 및 학교 등 미국 인프라 재건에 활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바마 정부가 불허한 송유관 건설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함
- TransCanada社가 추진하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석유 공급 파이프라인을 추가
건설하기 위한 키스톤(Keystone)XL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 파괴
우려로 2015년 11월에 오바마에 의해 승인 거부되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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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키스톤
(Keystone)XL 파이프라인 건설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함
- TransCanada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경제에 약 34억 달러의 GDP
증가 효과와 연간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
- 다코다 액세스 파이프라인은 노스다코타 주에서 일리노이 주까지 수송하는 원유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공정률 90% 이상이나 원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음
< 파이프라인 건설 재개 행정조치 내용 >
일시

행정조치

주요 내용

2017.
01.24

•Construction of
the Keystone
XL pipeline

2017.
01.24

•Construction of
- 타코타 송유관
the Dakota Access
사업 재개
pipeline

2017. •Construction of
01.24 American pipeline

< 키스톤 XL 파이프 라인 경로 >

-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승인

- 미국산 재료와
장비 사용으로
송유관 건설

※ 자료 : White House

※ 자료 : TransCanada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 해소
- 트럼프 정부는 그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관련된 규제 축소 및 폐지
- 에너지 부문 규제 제거로 향후 7년 이상 약 300억 달러 이상의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
-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후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5)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
- 2017년 3월 28일에 에너지 규제 완화를 위해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림6)
- 특히,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7)에 의한 규제로 셰일
가스와 오일 산업과 함께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 혹은 철폐됨과 동시에
이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예고
5)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주요 방침으로 2013년 6월에 수립,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배로 확대,
발전소 온실 가스 배출 규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이 주요 내용임
6) White Hous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 2017.3.28
7) Clean Power Plan은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으로 설정하고
발전 부문의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기존 화력발전기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제도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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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반대
-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하며,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초래된다는 것으로 자체 부정
- 가디언즈에 따르면, 트럼프 내각 에너지 장관 릭 페리, 환경보호청장 스콧 프루이트
등 기존의 기후변화 협약의 대표적 부정론자들이 대거 기용됨8)
- 2017년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4일 트럼프 정부는 유엔에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
- 트럼프는 ‘파리협약은 미국에 불리하며, 향후 미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조건의 새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유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d) 지원 중단을 주장하는 등 기후변화 관련
재원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 기후재원 조성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축소
- 트럼프 대통령은 신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나 연방 정부의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중장
- 연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제도 등의 지원 정책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편애라고 주장
-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제 공약 같은 연방 세액 공제
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 대통령, 2018년 예산안 개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의회에 제출
- 이번 예산안은 국경 안보, 일자리 창출, 정부의 규제 최소화, 재정 균형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정책 과제들이 대부분 반영
- 또한 국방 예산은 530억 달러 증액하는 반면 비국방 예산은 비례하여 삭감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안 제시
환경청, 보건복지부, 상무부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
- 2017년 대비 환경청(-31.4%), 농업부(-20.5%), 노동부(-19.8) 둥의 예산 감축이
가장 두드러짐
에너지부는 예산은 2017년 297억 달러에서 2018년 280억 달러로 17억 달러 축소

8) The Guardian, Climate change denial in the Trump cabinet: where do his nominees stand?,
De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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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부 산하 과학연구실 예산 삭감, 첨단에너지연구프로젝트(ARPA-E), 첨단
자동차제조기술 프로그램 폐지를 통해 예산 축소
- 다만 핵발전소 폐기물 처리 및 저장 시설 재가동을 위해 1.2억 달러 배정
환경청은 2017년 예산 82억 달러에서 2018년 57억 달러로 25억 달러 축소
- 환경청이 운영 중인 50개 프로그램 폐지 및 3,200명 인원 감축
- 국제 환경 변화 대처 프로그램 지원 예산 폐지
- 환경보호청 산하 연구개발실 예산 삭감, Energy Star 인증 지원 폐지,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폐지
< 2018년 재량 지출 예산 증감 현황(‘17년 대비) >
(단위: 십억 달러)
부처

2017

2018

농업부

22.7

상무부

증감
규모

(%)

18.0

-4.6

-20.5

9.2

7.8

-1.5

-15.8

국방부

521.8

574.5

52.8

10.1

교육부

68.2

59.0

-9.2

-13.5

에너지

29.7

28.0

-1.7

-5.6

보건복지부

78.0

65.3

-12.7

-16.2

국토안보부

41.3

44.1

2.8

6.8

내무성

13.2

11.7

-1.4

-10.9

사법부

28.8

27.7

-1.1

-3.8

노동부

12.1

9.7

-2.4

-19.8

교통부

18.6

16.2

-2.4

-12.7

보훈처

74.5

78.8

4.3

5.8

재무부

12.6

12.1

-0.5

-4.1

환경청

8.2

5.7

-2.6

-31.4

우주항공

19.2

19.1

-0.2

-0.8

국가과학재단

7.4

6.7

-0.8

-10.7

중소기업청

0.9

0.8

-0.1

-4.9

※ 자료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 New Foundation For American Greatness, Fiscal Yea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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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가. 에너지부와 환경청의 R&D 추이
미국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부서인
에너지부와 환경청의 R&D는 지속적으로 증가
다만, 2000년 이후 에너지부의 연방 정부 R&D는 지속 증가한 반면, 환경청에
관련된 R&D는 축소
- 에너지부 R&D 지출은 2000년 95.3억 달러에서 2017년 163.4억 달러로 약 71%
증가
- 한편 환경청 R&D 지출은 동 기간 7.6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34.0% 감소
지난 10년간 에너지부 R&D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부처별 R&D 지출 증가폭을 비교하면, 에너지부 56.9%,
상무부 49.2%, 내무부 41.8% 순으로 증가
- 동 기간 국토안보부–50.0%, 환경청 -21.6%, 국방부 -21.0% 순으로 감소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에너지부 R&D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환경청 R&D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연방정부 전체 R&D 지출 중 에너지부 비중은 2006년 6.3%까지 하락 후 2017년
11.1%로 증가
- 환경청 R&D 투자 비중은 2000년 0.7%에서 2017년 0.3%로 감소
< 에너지부 및 환경청 부문 R&D 지출 추이 > < 에너지부 및 환경청 R&D 비중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단위: %)

※ 자료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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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의 세부적인 R&D 투자 현황
에너지부는 과학연구실과 원자력에너지부 중심으로 R&D 지출이 증가
- 과학연구부 R&D 지출은 2000년 36.5억 달러에서 2017년 54.3억 달러로 약
48.7% 증가
- 원자력에너지 방어 R&D 지출은 동 기간 43.9억 달러에서 69.6억 달러로 58.6%
증가
- 2007년 미국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에 의거하여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식 설립된 첨단에너지 연구사업 사무국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ARPA-E)9) 프로그램 지출은 2011년
1.8억 달러에서 2017년 3.4억 달러로 약 90% 증가
- 에너지 과학부는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국은 응용
및 상용화 개발 담당을 하는데 ARPA-E는 기초와 응용 개발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
에너지 분야의 기초 연구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과학연구실은 기초 에너지 과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10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
- 기초 에너지 연구는 2000년 10.4억 달러에서 2017년 19.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2017년 기준 전체 연구 중 약 38% 차지
- 재생에너지 고급 과학연구는 2007년 3.2억 달러에서 2017년 6.5억 달러로 약
105%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에너지부 산하 기관 R&D 지출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과학연구실 R&D 지출 세부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자료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9) GPS, 스텔스, 컴퓨터 네트워킹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를
모델로
2005년
미국의회는
에너지부에서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설립을 권고, 이는 석유소비 세계 1위국인 미국의 외국산 에너지 수입을 10년 동안 20%까지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첨단 에너지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임무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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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클린 에너지 개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액은 세계 2번째로 큰 규모임
미국은 공공 및 민간을 합친 클린 에너지 개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글로벌 측면에서 2016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큼
- 미국의 클린 에너지 개발 투자는 2004년 104억 달러에서 2016년 588억 달러로
약 6배 증가
- 2011년 이후 클린 에너지 개발 규모는 평균적으로 5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경제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의해 크게 증가
- 2016년 기준으로 전체 투자액의 50%인 293억 달러는 태양 부문, 155억 달러는
풍력, 106억 달러는 에너지 스마트 기술에 투자함
- 글로벌 클린 에너지 개발 투자액은 2016년 기준으로 2,870억 달러로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6%임

지역별 화석연료 탐사와 생산 비용 비교
북미 지역은 셰일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탐사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업스트림
민간 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임
- 북미 지역의 오일 탐사와 생산 비용은 2010년 150조 달러에서 2014년 270조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 축소로 2017년 130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클린 에너지 투자 현황 >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Bloomberg, Sustainable Energy in America,
Fe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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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오일 투자 현황 >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Statista
주) 탐사와 생산의 Upstream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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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및 미국에 미치는 영향

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인 타이트 오일 및 셰일 가스 등 개발이 활발
해지면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등극. 이로 인해 과거
OPEC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패권이 분산됨
미국은 2014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
-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08년 680만 배럴/일에서 2016년 1,240만 배럴/일로 약
2배 증가
- 1990년부터 2000년 초중반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최대 생산국이었음
- 2016년 기준으로 원유 생산량은 미국 1,240만 배럴/일, 사우디아라비아 1,230만
배럴, 러시아 1,120만 배럴/일로 미국이 가장 많은 양을 생산
미국은 2009년부터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이미 등극
-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990년 5,043억㎥에서 2016년 7,492억㎥으로 약 48.7%
증가
- 2000년대 초중반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으나 2009년
미국의 생산량이 러시아를 추월
- 2016년 기준 천연가스 생산량은 미국 7,492억㎥, 러시아 5,794억㎥, 이란 2,024억
㎥으로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
< 국가별 오일 생산량 추이 >
(단위: 백만 배럴/일)

< 국가별 천연가스 생산량 >
(단위: 십억㎥)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7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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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 능력 확충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이 가능해져 글로벌
측면에서 공급선이 다양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음
미국은 비전통 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가스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고,
잉여분의 해외 수출을 추진
- 미국 천연가스(Henry Hub) 가격은 2008년 평균 백만 BTU10)당 8.9달러까지 상승
하였으나, 본격적인 셰일 가스 생산으로 2016년 평균 2.5 달러로 하락
- 독일, 일본, 영국 등의 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최근 하락하였으나 2016년
기준 미국 천연가스 가격과 여전히 백만 BTU당 2∼5달러 격차가 존재
미국산 LNG 수출로 기존의 가스 수입선을 대체할 전망이며,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큼
- 미국산 LNG 수출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가스 수입국들은
공급업체가 다양해짐
- 이로 인해 기존의 유가 연동 방식의 공급 가격 결정에서 공급자의 ‘가스 대(對)
가스' 가격 결정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LNG 수출은 세계 가스 가격 하락과 함께 가스 수입업자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스 수입국에 경제적 이윤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기존 LNG 수출국은 미국의 LNG 수출로 국제 가스 가격 하락과 거래처
변동에 따른 수출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수익 감소 위험에 노출 가능성
존재
< 지역별 LNG 순수출·순수입 현황 >
(2035년 기준) (단위: bcf/일)

※ 자료 : BP, World Energy 2017 edition

< 지역별 가스 가격 추이 >
(단위: $/백만 BTU)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7

10) BTU(British Thermal Unit)은 화력을 나타내는 영국식 열량 단위로 1 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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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NG 수출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소폭 증가한 반면 일본,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11)
최근 유가 하락으로 미국의 시추 광구수가 감소했으나,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함에 따라 시추 광구 수가 늘어나는 등 에너지 공급 조절이 가능
- WTI 국제 유가는 2016년 2월 중 배럴당 28.2달러까지 하락한 후 2017년 11월
4주 현재 51.5달러로 상승
- 유가 상승에 힘입어 동 기간 미국의 유류 및 가스 시추 광구 수는 541개에서
923개로 증가
- 향후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미국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늘릴 가능성 존재
최근 채굴 기술(Fracking & Horizontal Drilling)의 발전으로 비전통 에너지
생산에 따른 손익분기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기술 및 서비스 제공자의 비용 절감 효과로 손익분기점은
하락세
- 미국 셰일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Permian Midland, Permian Delaware, Eagle
Ford, Bakken and Niobrara의 손익분기점 가격이 지난 5년 동안 배럴당 $59∼
$37 하락
- 특히, 퍼미안 미드랜드(Permian Midland) 지역의 유정도 손익분기점을 2013년
배럴당 98달러에서 2016년 39달러로 약 60%로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
< 에너지 시추 광구 수 추이 >
< 셰일 지역의 유정도 평균 손익분기점 가격 >
(단위: 개, $/bbl)
(단위: $/bbl)

※ 자료 : Bloomberg

※ 자료 : CSIS, U.S. Oil in the Global Economy: Markets,
Policy, and Politics, April,2017

11) Deloitte, Exporting the American Renaissance: Global impacts of LNG exports from the United
States, J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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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인 셰일 가스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가 재편이 될 전망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0년 22.3조 BTU에서 2040년 45.3조 BTU로 약 2배 이상
증가, 동 기간 전체 에너지 생산 중 천연가스 비중도 31.2%에서 43.9%로 확대
- 한편 석탄 생산 비중은 동 기간 31.9%에서 12.2%로 축소될 전망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중 천연가스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석유와 석탄 소비는
줄어들 전망
- 석유 소비량은 2000년 38.3조 BTU에서 2040년 36.2조 BTU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나
2040년 기준 석유 의존도는 35.7%로 여전히 가장 높음
- 그러나 천연가스 생산 증가, 친환경 요소, 가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천연가스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
- 이에 따라 천연가스 소비량은 동 기간 23.8조 BTU에서 32.9조 BTU로 크게 증가
하며 의존도도 32.4%까지 증가하며 석유 의존도와의 격차를 축소
- 석탄 소비량 비중은 2040년에 10%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나 향후 트럼프 정부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에너지 생산 추이 및 전망 >
(단위: Quadrillion BTU)

< 미국 에너지 소비 추이 및 전망 >
(단위: Quadrillion BTU)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주) Quadrillion는 1천조이며, BTU(British Thermal
Unit) : 화력을 나타내는 영국식 열량 단위로 1
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임

주) Quadrillion는 1천조이며, BTU(British Thermal
Unit) : 화력을 나타내는 영국식 열량 단위로 1
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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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재생에너지에 지원 정책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개발 활성화로
미국 내 재생에너지 역할이 강화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량과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오바마 정부 당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활성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술 비용을 낮추어 기존 에너지와의 경쟁이 가능해짐
- 재생에너지 투자와 생산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태양광 개발을 위해 The Investment Tax Credit(ITC), 풍력과 기타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The Production Tax Credit(PTC) 등의 세제 혜택 프로그램이
2008-2016년 동안 시행
※ 2011년에 에너지부는 DOE's SunShot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태양에너지 가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 이로 인해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가격이 2010년 42센트/kilowatt hour에서 2016년
18센트/kilowatt hour로 하락했으며, 2020년까지 9센트/kilowatt hour까지 낮추는
목표치를 설정
- 또한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시스템의 가격은 2010년 27센트/kilowatt hour에서
2016년 7센트/kilowatt hour로 하락
< 클린 에너지 기술 비용 변화 >
(단위: 2008년 기준 가격 하락률, %)

※ 자료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merica's
Clean Energy Success by the Numbers, June
29,2017

< 수력과 풍력으로 전기 생산량 추이 >
(단위: 백만 kilowatt hour)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
Monthly Energy Review, June 2017
주) 수력발전양은 저장분과 기존 수력 발전의 합을
의미함

풍력발전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수력 발전 생산량과의 격차를 축소
- 수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량은 2008년 2,611억 kilowatt hours에서
2016년 2725.2억 kilowatt hours로 4.3% 증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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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풍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량은 동 기간 553.6억 kilowatt hours에서
2,269억 kilowatt hours로 약 4배 증가
- 풍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 생산 에너지
믹스에 변화를 가져옴
또한 거주용 태양광 시스템 보급이 늘어나고 태양광 및 열로 생산되는 전기
생산량도 크게 증가
- 미국 전체로 거주용 태양광 시스템 보급이 확산되면서 생산되는 전기량도 증가세
-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 전기 에너지 생산량은 2008년 86.4만 kilowatt hours에서
3,676 만 kilowatt hours로 약 40배 증가
- 오바마 정부 이전에는 태양광 에너지 생산이 많이 부족하였으나 에너지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
- 이를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 생산 규모는 2008년 7.6만 kilowatt hours에서 2016년
3,336.7만 kilowatt hours 약 400배 이상 증가
< 거주용 태양광 시스템 보급 현황 >
<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전기 생산량 추이 >
(단위: Megawatts, 고객 수)
(단위: 백만 kilowatt hour)

※ 자료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Electricity,
Status of Residential Deployment of Solar and Other
Technologies and Potential Benefit and Challenge, Feb, 2017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 Monthly
Energy Review, June 2017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 재생에너지 생산량도 2000년 6.1조 BTU에서 2040년 16.4조 BTU로 3배 증가
-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2017년 현재 9.2%로 2040년에 14.3%까지 확대될 전망

따라서, 전기 생산하는 에너지원에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이로 인해 미국 내 전기를 생산하는 주요 에너지원 중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에너지 믹스 변화가 일어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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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7,700개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1.5억 명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
-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원 중 석탄 비중이 2008년 48.0%였으나 2016년
30.4%로 축소
- 이에 반해 천연가스 비중은 동 기간에 21.4%에서 33.8%로 증가하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로 등극
- 이는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타 지역보다
낮고, 비전통 에너지인 셰일 가스 매장량이 풍부해 공급이 수월해진 데 원인이
있음
- 또한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인해서 풍력과 태양열의 비중이 각각 2008년
1.3%, 0.02%에 불과했으나 2016년 5.6%, 0.9%로 크게 증가
< 전기 생산 에너지 믹스 >
(단위: %)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 Monthly Energy Review, June 2017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입어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면서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축소되고 향후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 생산에 힘입어 2026년에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전환
- 원유, 가스 등 모든 에너지 수입 규모는 2000년 28.9조 BTU에서 2007년 34.7조
BTU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 현재 25.1조 BTU로 줄어듬
- 에너지 수출 규모는 2000년 3.9조 BTU에 불과했으나 2017년 현재 14.3조 BTU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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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에너지 수출이 수입을 추월하는 시점은 2026년이며, 수출 규모는 23.1조
BTU, 수입은 22.7조 BTU가 될 전망
세부적으로 보면, 천연가스는 순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석유 부문은 순수입 규모가
크게 축소될 전망
- 천연가스는 2018년부터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2027년 이후부터 5조
BTU 규모의 순수출을 유지할 전망
- 석유 순수입 규모는 2000년 22.3조 BTU에서 2017년 현재 11.5조 BTU로 절반
이상 감소, 2040년 시점에서 순수입 규모는 5.9조 BTU로 줄어들 전망
< 미국 에너지 수출과 수입 현황 및 전망 > < 석유, 천연가스, 기타 순수출 현황과 전망>
(단위: Quadrillion BTU)
(단위: Quadrillion BTU)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주) Quadrillion는 1천조이며, BTU(British Thermal
Unit) : 화력을 나타내는 영국식 열량 단위로 1
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임

주) Quadrillion는 1천조이며, BTU(British Thermal
Unit) : 화력을 나타내는 영국식 열량 단위로 1
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임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가스와 오일 개발로 인해 투자와 고용이 창출되고 이는 미국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오일과 가스 산업이 미국
전체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 차지
- 오일과 가스 산업의 총 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2011년 8%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 7.6%로 다소 축소
- 그러나 오일과 가스 산업 발달로 창출되는 고용이 2007년 923.7만 명에서 2015년
1,034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의 약 7%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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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창출로 인한 노동자 소득 증가도 2007년 5,583억 달러에서 2015년 7,142억
달러로 증가
< 오일과 가스 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단위: 명, 십억 달러, %)
구 분

2007

2009

2011

2015

운영 과정 영향
미국 전체
규모
대비

자본투자 영향
미국 전체
규모
대비

전체 영향
미국 전체
규모
대비

고용

7,818,437

4.4

1,418,944

0.8

9,237,381

5.2

노동자 소득

477.3

5.4

81.0

0.9

558.3

6.3

부가가치

915.4

6.6

121.7

0.9

1,037.1

7.5

고용

7,978,636

4.6

1,181,930

0.7

9,160,566

5.3

노동자 소득

466.9

5.3

66.7

0.8

533.5

6.0

부가가치

966.3

6.8

115.4

0.8

1,081.7

7.7

고용

8,445,200

4.9

1,388,100

0.7

9,833,200

5.6

노동자 소득

515.4

5.4

82.2

0.9

597.6

6.3

부가가치

1,073.6

7.1

135.8

0.9

1,209.4

8.0

고용

8,072,700

4.3

2,268,000

1.2

10,340,700

5.6

노동자 소득

580.1

5.5

134.1

1.3

714.2

6.7

부가가치

1,097.9

6.3

219.9

1.3

1,317.9

7.6

※ 자료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Impacts of the Oil and Natural Gas Industry on the US Economy in
2015, July, 2017

더욱이, 최근 세계 경기 회복으로 에너지 시장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미국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오일과 가스 부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가 늘어난다면
2035년까지 1.5조 달러에서 1.9조 달러의 美 GDP를 창출
- 고용은 2017년부터 2035년까지 평균적으로 82.8만 명에서 104.7만 명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오일과 가스 부문 인프라 투자로 2035년까지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
(단위: 명, 조 달러)
구 분

투자 규모
(2017-2035)

고용
(2017-2035 평균치)

GDP
(2017-2035)

기본 시나리오

1.06

828,357

1.50

최대 시나리오

1.34

1,047,222

1.89

※ 자료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 OIL AND GAS INFRASTRUCTURE INVESTMENT THROUGH 2035,
April, 2017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 개발로 안정적으로 오일과 가스 공급이 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제조업 비용이 절감
-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 개발 전과 후로 나누어 본다면, 비전통 에너지 개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제조업 생산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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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업 가운데 천연가스와 전기 사용이 많은 화학 산업의 경우, 비전통 에너지
개발 이전에 화학 산업의 비용 중 천연가스와 전기 사용 비중이 17%였다면, 비전통
에너지 개발로 비용 비중이 9%로 하락
- 그 외 산업도 천연가스 개발로 인한 단가 하락과 전기 가격 하락으로 3% 이상의
비용 개선 효과를 있음
이처럼 미국의 제조업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짐
- 미국의 제조업의 비용 구조 중 천연가스와 전기 비중이 다른 주요 수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미국을 100으로 본다면, 독일 116, 일본 110보다
낮은 수준
- 한편, 중국은 95로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격차가 크지 않음
< 미국 제조업 비용 중 천연가스 및 전기 비중 > < 주요 수출국의 제조업 비용 구조 비교 >
(단위: %)
(2015년 미국 기준, 단위: 미국=100)

※ 자료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Harvard
Business School, America's Unconventional Energy
Opportunity, June 2015

※ 자료 : "U.S. Manufacturing costs are almost as low
as China’'s, and that’'s a very big deal,”" Fortune,
June 2016

제조업 부문의 비용 절감 효과와 에너지 개발로 관련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증가
- 낮은 가격의 천연가스 공급은 낮은 전기료를 유지시켜 제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으로 제조업에서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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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으로 제조업 취업자 변화 >
(단위: %)

※ 자료 : American Energy Innovation Council, The power of Innovation : Inventing the Future, June 2017

더욱이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 관련 고용 창출
- 에너지 효율성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직접 고용은 총 271만 명으로 2016년 미국
전체 고용자 14,040만 명의 약 2% 차지
-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성 부문의 취업자 수가 2017년에 9∼11%
정도 증가가 예상
- 가정용 기기 분야는 2016년 기준으로 총 140만 명이 고용이 되어 에너지 효율
부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빌딩 건설 분야의 고용 창출은 총 650만 개 중 약 21% 고용이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고용이며, 그중에 그린 빌딩 건설 고용이 44.7만개, 재생에너지 난방과
냉방 관련 고용이 11.6만개 창출
- 자동차 분야에서는 수소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생산에 관련된
고용이 21.5만개 창출
< 에너지 효율 부문 취업자 수 현황 (2016년 기준) >
(단위: 명)
에너지 효율성 부문

직접고용

가정용 기기 (난방, 환기, 냉방 )
가정용 기기(Energy star, 고효율 난방, 환기, 냉방 )
가정용 기기(고효율 라이트)
빌딩(건설, 소재,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과
냉방)
대중 교통
에너지 저장
스마트 그리드와 마이크로 그리드
차량
전체

520,572
552,147
327,792
563,241
402,978
90,831
34,635
215,094
2,707,290

※ 자료 : Department of Energy, Job i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Fe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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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태양 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
- 태양 에너지 부문 고용자 수는 2015년 30.0만 명에서 2016년 37.3만 명으로 약
7.3만 명의 신규 취업자가 창출
- 풍력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 고용자 수는 동 기간 각각 7.7만 명, 1.9만 명에서
10.1만 명, 2.6만 명으로 32.0%, 33.0%씩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한편, 수력, 화석 에너지 부문의 2016년 고용자는 2015년 대비 각각 6.7%, 8.9%
증가 수준을 보임
< 기술별 전기 에너지 생산 관련 고용자 현황 >
(단위: 명)

※ 자료 : Department of Energy, Job i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Feb, 2017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재생에너지 확대,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크게 감소
- 전 부문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2008년 2.37억 메트릭톤(metric tons)에서 2016년
1.82억 메트릭톤(metric tons)으로 약 23% 감소
- 또한 동 기간 순전기 발생량은 시간당 3,974백만 메가와트(megawatt)에서 3,920 백만
메가와트(megawatt)로 1.4% 감소
- 순전기 1단위 발생량 대비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나타내는 이산화탄소 집중도는
1.67억 메트릭톤(metric tons)에서 1.3억 메트릭톤(metric tons)으로 약 22%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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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속도가 에너지 소비량 증가 속도를 상회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이 점차
증가
-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98.9조 BTU에서 2016년 99.5조 BTU로 소폭 증가
- 따라서, GDP 1달러 당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집중도는 동 기간 6.7에서
2016년 5.79로 약 13% 감소
< 이산화탄소 집중도 전기발전 부문 >
(단위: Million Metric Tons of Carbon
Dioxides per Quadrillion BTU)

< 미국 에너지 집중도 12) >
(단위: Quadrillion BTU/GDP)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
Monthly Energy Review, June 2017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
Monthly Energy Review, June 2017

12) 에너지 집중도(Energy Intensity) : 한 국가 경제의 에너지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GDP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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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 방안

가. 시사점
美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 경제에 에너지 수입 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다수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긍정적 영향】
미국 에너지 개발 활성화로 미국산 가스 및 오일 수출이 확대된다면 국제 에너지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
에너지 수급선이 기존 중동 중심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어, 에너지 수급 불안정 해소에 도움
화석연료 투자 활성화에 따라 각종 기계 및 장비 등 관련 산업 부문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출 기회가 발생
【부정적 영향】
에너지 수급 안정화, 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국내 제조업 위축을 초래
에너지 수급 구조 전환으로 발생되는 비용 발생 가능성 상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수출 활성화
-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투자 확대로 원유
및 가스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원유 및 가스 증산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큼
- 미국산 원유와 셰일가스를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수출 관련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 대상국과 양자 및 다자 협상 등을 추진
할 것으로 보임
셰일 가스 기반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이 예상되며, 특히 가스 기반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급증하여 수출시장 경쟁이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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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위축 우려
- 세액 공제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지원 정책이 확장되거나 연장될 가능성이
낮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큼
- 다만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수요가 높아 민간을 중심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고 주 정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음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온실 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약화
- 국제적 리더십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녹색기후기금
(GCF)에 제공하는 재원 공여도도 축소할 가능성이 큼

나. 대응 과제
향후 트럼프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함
정부, 민간, 공기업이 협력하여 생산광구 인수 및 M&A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화석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여 자주개발 물량 확보 전략이 필요하며, 화석 에너지
개발에 따른 연관 산업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함
- 국내 LNG, 원유 도입은 중동 지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함
-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對韓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여주는 전략을 한미
FTA 재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채널 구축을 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산업
발굴 전략이 필요
- 화석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수출 증대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함
- 비전통 에너지 생산, 저장, 운송, 소비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가스 시추관, 파이프라인용 강판, 굴삭기, 가스 압축기 등 관련
자재와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는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수출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현지 기업과 합작,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진출은 가능
- 북미 지역의 비전통 에너지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LNG와 에탄 운반선 등의 발주
증가와 해운 물류산업 수혜 기대
- 단기적으로 청정 석탄 개발 수요 확대로 한국의 우수한 청정 석탄 발전 기술 기반을
적극적으로 수출

31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제 29호

또한 미국 산업 경쟁력 상승에 대비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
- 비전통 에너지 개발에 따른 제조업 생산비용 하락은 美 제조업 활성화 등으로
세계의 공급사슬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 특히 저가 원료인 에탄 가스 기반의 설비투자 증설 실현으로 국내 화학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저가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미국에서
업스트림 산업과 연계한 석유화학 설비투자 기회를 검토
-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으로 전환하며 투자를 유도
-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확대하여 통한 제품 고부가치화, 기술 경쟁력 제고,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전략 필요
-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따른 제조업 첨단화, 친환경 제조업 확산 등 산업별
파급효과와 전략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 더불어, 미국 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투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대응 전략이 필요
한편, 향후 트럼프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 수출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내수 확대 정책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유럽
등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해외 진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 정부가 신기후체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나 한국은 일관된 감축노력이 필요
- 기후 변화는 인류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며, 글로벌 측면에서 신기후체제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미국 에너지 개발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 주목
- 미국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첨단 제조업 육성, 화석연료 의존도를 축소한
것처럼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진흥기구 설립, R&D 클러스터 조성, 그린 에너지 펀드 조성
등 육성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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