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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대안적 에너지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화 하는 것은 기후위기 해결에 있
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실패를 거듭
하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되었던 기온상승 2도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는 에너지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하고 지불가능하며, 안정적이고 탈탄소
화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에너지
는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에너지 자유화는 실패했다. 

- 에너지 자유화의 목적은 경쟁을 도입하고, 시장독점을 제거함에 
있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는 에너지 시장의 개방이 국가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소비자 가
격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증적 데이터에 기
초한 학술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자유화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
는 것에 실패하였다. 

- 에너지 자유화의 한계가 인정되는 와중에서도, 비판은 주로 시장



에 대한 규제 및 그에 따른 시장왜곡(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만 치우친다. 자유화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
는 내재적인 한계보다는 자유시장에 대한 개입만이 비판받고 있
는 것이다.  

- 에너지 자유화는 기존 공기업의 독점을 제거하기는커녕, 소유구
조의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2000년대 중반 무렵 유럽의 소
규모 발전기업 및 소매기업들은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대형 전
력기업에 인수되었고, 2000년대 말 경에는 이른바 대형 5개 에너
지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재생에너지 확산에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영화 및 자유화 정책의 결과였으며, 이는 자
유화 정책이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번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형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종종 주장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이다.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
는 EU가 재생에너지를 국가보조금규칙(state-aid rules)에서 면
제시켜 주었기 때문이며, 시장 바깥에서의 계약을 통하여 재생에
너지는 확산될 수 있었다. 보조금이 재생에너지를 촉진시켰으며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호는 EU의 에너지 자유화 정책
과 상충된다.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시장구조와 맞지 않으며, 전력
도매시장의 가격폭락으로 이어진다. EC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
한 보호정책을 줄이려고 한다. 



- 에너지 자유화 및 민영화의 결과에 따라 전력 및 가스의 가격이 
기대한대로 하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소비자 가격은 상
승하였다. 전 유럽에 걸쳐 에너지 빈곤이 10년 간 두 배로 상승하
였다. 2014년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은 그들 소득
의 약 9%를 에너지에 소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빈곤은 소득수
준이 낮은 동부유럽 지역 및 재정긴축정책으로 타격을 받는 남부
유럽 지역에서 심각하다. 

에너지 자유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 에너지 자유화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1999년부터 2004년
의 기간 동안 EU 15개 주요국에서 전력부문의 일자리가 약 25%
에서 30% 가량 감소했다.1) 에너지 자유화 및 민영화의 선두주자
인 영국에서는 1990년 초반부터 2001년까지 약 60%의 일자리
가 사라졌다.2) 에너지 자유화는 일자리 감소에만 그치지 않고 일
자리의 질에도 영향을 끼쳤다. 기술직과 설비관리직은 대체적으
로 감소했으며 아웃소싱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3) 그 와중
에 법률, 마케팅, 판매 관련 직원이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점차 
자유화된 시장에서 고객유치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 아웃소싱과 함께 에너지 생산의 분절화(fragmentation)는 노동
조합의 협상력과 노동자의 권리악화를 가져온다. 노동조합이 주
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정책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익 및 
고용에 중점을 둔다. ‘정의로운 전환’ 운동은 저탄소경제로의 이



행이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며 이는 곧 노동자와 공동체
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현
재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공동체가 새로운 대안적 경제활동
을 개발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위한 기
술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EC는 최근 발표한 “모든 유럽인을 위한 청정에너지”(Clean 
Energy for all European) 정책패키지에서 약 900,000개의 새로
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투자수준에 따라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늘어난다는 통계
적 모델링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링에서는 돈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투자되든지 간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가정
된다. 이러한 모델링은 제한된 자본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대체 어디에서 창출되는지 등에 대한 중요한 질
문에는 답을 주지 않는다. 

에너지 자유화는 탈탄소화와 양립할 수 없다.

- 5대 대형 에너지 기업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측면에서 저조한 성
적을 보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자유화는 저탄소 시스템
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독일
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공영화(re-municipalisation)의 물결은 사
적 소유권이 얼마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공존가능한지에 대
한 물음을 제기한다. 또한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의 공공소유, 소



유권 모델,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다. 에너지 자유화는 재생에너지 보조정책 및 에너지 부문의 탈탄
소화를 촉진시키는 정책과 양립불가능하다. 보조금 없이 재생에
너지는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재생에
너지의 부흥은 시장 자유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시장 
자유화로부터 보호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
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결과로 에너지 도매시장 가격은 
떨어졌고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하였다. 이는 시장논
리가 재생에너지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공공소유가 중요하다. 

-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통하여 민간부문도 재생에너지와 ‘정의로
운 전환’에 투자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긴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공기
관이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 

- 공공적으로 소유된 에너지 시스템은 민주적 통제역량을 회복시
키고,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적계획의 역
할을 확장시킨다. 

- 공공소유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공공소유가 반드시 예전
과 같은 거대하고 중앙집중적인 국유화된 모델일 필요는 없다. 공



공소유는 지자체에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요 행위자들에 대
한 민주적 통제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 EU 전역에 걸쳐 지자체/지역사회공동체 소유를 통하여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지역참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분산화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노동자들로 하여금 협동조합형태로 
에너지 시스템에 참여하게끔 하는 초기 공간을 만들어 주지만, 그
와 동시에 기업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에너지협동조합은 빈곤한 계층은 배제되고 오로지 
부유한 시민들이 그들만을 위해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에너
지 폐쇄 공동체’(energy gated community)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 공공소유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보편적 접근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분산화는 국가적, 지역적 공공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 론
제1장

 

유럽공공서비스노조연맹(European Federation Public Service 
Unions)은 지난 20년간의 EU의 에너지 자유화를 평가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EU 에너지 자유화 정책에 대한 개괄
- 에너지 자유화에 대한 문헌에 대한 평가
- EU 에너지 자유화 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
- 에너지 자유화를 대신할 대안적 정책 제안

이 보고서는 주로 전력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슷한 종류의 
자유화 정책이 전력 이외 가스 등의 부문에서도 이루어졌다. 전력
의 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들은 비슷하게 가스에도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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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망(network)과 관련된 이슈는 전력이 가스보다는 좀 더 
복잡하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의 에너지 자유화의 과정과 그 결과를 비판적
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시도는 EC가 최근 보다 진전된 자유화 정책
을 발표한 이 시점에 더욱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에너지 자유
화 정책이 당초 세웠던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으며, 기후변화
에 대한 대응도 자유화된 시장구조 하에서는 쉽게 성공하지 못했음
을 EC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에너지 자유화 및 그것의 예상된 결과에 대한 연구
문헌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 후 본서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그
리고 배전망의 이슈에 대해 개괄한다. 

제3장에서는 EU의 에너지 자유화 정책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소유구조와 에너지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 그리고 환경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
펴본다. 이 장에서는 에너지 자유화가 가져오리라고 기대되었던 긍
정적인 기대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했으며, 사실상 에너
지 자유화는 실패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에너지 자유화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했
고, 많은 이들이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에너지 자유화는 
또한 시장집중을 가져왔으며, 몇몇 대규모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3  제1장 | 서론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에너지 자유화는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취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 자유화
는 탈탄소화와 양립할 수 없다. 

제4장에서 본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대안적 정책을 위한 로드
맵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서는 오직 공공소유를 통해서만이 안
정적(secure)이고, 지불가능(affordable)하며, 저탄소(low-car-
bon)인 에너지로의 급속한 진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자유화
제2장

 

에너지는 EU 탄생 이래 EU의 가장 중심적인 정책 의제 중의 하나
였다. 사실상 에너지는 EU 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주요한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을 둘러싼 협력은 유럽 각국
의 경제발전 및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베네룩스 3국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는 유럽통합의 첫 번째 협정이 되었다.   

자유화 이전, 전력시스템은 국가단위로 조직되었다. 몇몇 EU국가
들(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에서는 
국가소유의 기업이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모두 통제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전력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완전 수직통합형 체제를 가지
기도 하였다. 몇몇 다른 국가에서는 전력산업이 발전/송전회사와 
지역배전/판매회사로 양분되기도 하였다.4)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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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 국가소유의 대규모 발전/송전회사가 있었고, 많은 수의 
지역/공영 배전/판매회사가 있었다. 반면에 스페인과 벨기에의 경
우에는 소수의 민간소유 수직통합 기업이 시장을 지배했다. 독일은 
위의 두 사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독일은 소수의 민간소유 수
직통합 기업과 지역단위 공영기업들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였다. 자
유화는 공공소유와 수직통합을 약화시켰고, 가장 큰 기업의 지배력
을 약화시켰다.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자유화의 선두주자였다.5) 전력의 자유
화는 이른바 ‘분리’(unbundling)를 수반했다. 이는 자연독점 부문인 
송전 및 배전부문으로부터 경쟁이 가능한 영역인 발전부문을 분리
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잘라내는 것을 의
미한다.6) 그리하여 도매시장의 참여자는 발전회사, 판매회사, 대규
모 산업용 고객, 그리고 상품 트레이더 등이 된다. 발전회사는 전력
을 도매시장에 팔고, 소매회사는 전력을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최
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제1절 EU 에너지 자유화 20년의 경험

EU의 자유화된 역내 전력시장은 1996년 법령패키지를 통해 설립
되었으며, 1998년에 의무화되었다(가스는 1998년 법령패키지 도
입, 2000년 의무화). 법령은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개정되었
다. 역내 전력시장을 위한 규칙은 1990년대(Directive 96/92/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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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음 만들어졌다. 1998년부터 모든 EU회원국들은 전력산업을 
분리하고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자유화하도록 요구받았다.7) 
2003년 전력시장은 새로운 전력판매회사의 진입을 위해 개방되었
다(Directive 2003/54/EC). 2009년에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시장
자유화가 보다 진전되었다(Directive 2009/72/EC). EU 시장자유
화의 기본원칙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서의 경쟁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에너지 부문의 자유화는 민간기업 간 경쟁을 숭상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진되었다. 신자유주의의 가정은 에너지 부문
의 자유화 및 민영화가 경쟁을 가져와 더 큰 효율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완전히 개방된 유
럽 단일시장이 개설되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고객들은 저렴한 가
격의 혜택을 받고, 유럽의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8) 한편,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기
업의 소유권은 EC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자유화가 반드시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도매시장에 진출하
여 공공소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9) 이런 의
미에서 자유화는 에너지 부문이 가지는 기본적인 철학을 ‘공공서비
스’에서 ‘단기적 수익극대화’로 바꾸게 되었다.10) 

Copenhagen Economics(2005)11)와 Booz&Company(2013)가 수
행한 EC의 에너지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실제 데이터보다는 
미래 영향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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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서는 일반적인 성공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고서에
서는 자유화로 인해 생산성이 약간 향상되었으며, 도매가격이 일부 
인하되었으나 소매가격의 인하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
다.12)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고려해보면 자유화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조
차도 EU의 에너지 자유화의 결과가 여전히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
에 없다. EU의 에너지 자유화 과정을 오랫동안 분석한 Pollitt 교수
는 2018년 연구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구조 및 제도적 변화의 수준은 인상적이었지만, 단일시장의 비용
과 편익의 계량화는 매우 어려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통해 지난 25년 기간을 고려한다면, 가격, 비용 및 서비스 영향의 
품질 면에서 전반적인 이득은 미미하다.”13)

EU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 에너지 자유화 및 민영화는 긍정적인 결
과 대신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즉, 공공소유는 가격
을 낮추는 경향을 보이며, 수직분리는 가격을 높이는 경향을 보인
다.14) 에너지 빈곤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다. 유럽의회는 포
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의 에너지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가격상승은 
국가 에너지시장의 자유화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15) 또한 
2011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력자산의 민간소유는 전력산업에 대
한 대중의 불만족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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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는 자유화의 실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에
서 가격 붕괴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지역적 도
매시장 설립 실패를 비판한다.17) 이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자유화
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는 시장 경제학자들의 저작에 부합
하는 것이며, 특히 유럽에서 자유화에 내재한 문제가 아니라 자유
시장에 대한 개입의 결과로 문제를 보는 것이다. 

제2절 도매시장

도매시장의 참여자는 발전회사, 판매회사, 대규모 산업용 고객, 그
리고 상품 트레이더가 있다. 도매시장의 동향은 전력수요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이해될 수 있다. 2008년과 2015년 사이 EU 28개 
주요국의 에너지 수요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전력소비가 
다시 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경기회복 및 인구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현재 전력은 유럽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의 중
요한 몫을 차지한다. 2016년 전력은 EU 전체 가정용 에너지 수요
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고, 가스는 37%를 차지했으며, 재생에너
지는 15%를 차지했다(그림 1).18) 2017년 전력소비는 0.7% 상승
했다. 이는 유럽의 전력소비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이었다.19) 이러
한 경향은 저탄소 전환의 일부로서 전기차 운송부문 및 난방에서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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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너지원별 가정의 최종 에너지 소비(EU, 2016)

전력은 보관이 어렵고 필요할 때에 즉시 생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서 다른 상품과는 매우 다르다. 이는 전력공급이 항상 정확히 전력
수요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
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석유, 석탄, 그리
고 가스보다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2015년 세계
적으로 총 생산전력의 약 3%만이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었으며 이 
거래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미국과 캐나다 사
이에서 이루어졌다.20) 전력은 ‘장외’(over-the-counter) 시장 또
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사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데, 이는 더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불러들여 투명한 가격을 제공한다.21) 



유럽 에너지 자유화의 실패와 공공적 대안  10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은 
자주 매매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전력은 기밀장기계약(confidential 
long-term contract)이나 통합된 발전-판매 구조 안에서의 내부거
래를 통하여 거래된다. 가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현재 수
백 개의 기업들이 유럽의 전력 및 가스 도매시장에서 활동하고 있
으며 매일 10,0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전력은 저장이 쉽지 않고,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력도매시장은 매우 민감하다. 공급부족이 초
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고려하여 시스템운영자는 전
력수급의 불균형 위험을 피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럽 도매전력시장은 30여개의 입찰구역(bidding zone)으로 나뉘
는데, 입찰구역이란 시장 참여자가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리적 범위로 정의된다. 입찰구역 간의 거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제한된다. 대부분의 입찰구역은 국가단위(프랑스, 네덜란드)
이며, 어떤 입찰구역은 국제단위(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고 어떤 입찰구역은 지역단위(sub-national)(이탈리아, 스웨
덴)이다.22) 

도매시장 가격은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영향을 
받아, 유연성 발전자원(flexible generator)과 비유연성 발전자원
(non-flexible generator)으로 구분되어 있다. 비유연성 발전자원
은 원자력같이 출력을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발전자원이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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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 풍력 같이 항상 사용할 수 없는 발전자원을 의미한다. 유연성 
발전자원은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추가적인 출력을 낼 수 있는 발전
자원으로서, 최대수요를 맞추거나 비유연성 발전자원이 가동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가동되는 발전자원을 말한다. 

과거 EC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장가격과 무관한 프리미엄을 지불
하도록 허용했으며, 시장에 입찰하는 다른 자원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가용성이 높을 때에는 다른 발
전자원들이 도매시장에 입찰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
이 초래되었다. 재생에너지는 보장된 가격을 지불받았고 이는 재생
에너지는 시장에서 입찰할 필요가 없으며 항상 우선권을 보장받음
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도매가격이 폭락하거나 심지어는 특정 
시점에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였다. 

부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영향으로 도매전력가격은 떨어지고 있으
며 이는 지난 12년 동안 최저수준이다. 2014년 EC는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도매전력가격이 35% 하락했음을 확인하였다. 도매
가격은 또한 가스와 석탄 등 상품가격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유화 정책의 추진근거는 경쟁압력을 통해 도매가격을 낮추고, 이
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낮은 요금의 청구서를 제공한다는 것이
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으며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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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매시장 관련 이슈

1. 재생에너지의 수용(accommodating renewables)

현저한 비용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생에너지는 고정가격  
또는 take-or-pay 계약(의무인수계약)을 통하여 시장으로부터 보
호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take-or-pay 계약구조 하
에서 생산자는 계통과 관련된 이유로 인하여 구매자가 생산된 전력
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일단 생산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모두 지불받게 된다. 이는 FIT(feed-in-tariffs, 발전차액지원제
도) 또는 CfD(contracts for differences, 차액정산계약)이다.23)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자에게 투입된 비용이 회수될 것이라는 안정
감을 주어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은 있지만 경쟁의 여지는 분명히 
축소시킨다. EC는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노력
하면서 FIT가 도매시장가격과 어느 정도 연동되기를 요구하고 있
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막을 것이며 재생에너지 감소
로 이어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책적 기로에 서 있다. 기
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적
인 지원정책을 유지한다면 경쟁을 위한 시장은 사라질 것이며, 그 
반대로 시장경쟁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
원은 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자유화는 분명히 탈탄소화 
에너지 정책과 대척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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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량요금과 공급안정성

공급안정성 문제는 자유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항상 존재해 왔던 
문제이지만 최근에 와서 표면화되었다. 공급안정성이란 수요를 충
족시키기에 충분한 발전용량을 항상 확보하는 것이다. 단순한 자유
시장 모델에 따르면 공급은 수익성이 충분한 발전소에 의존하며, 
수익성이 없는 발전소는 공급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문
을 닫게 된다. 1년에 몇 시간만 가동되는 피크발전소도 특별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그러한 피크발전소는 날씨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따뜻한 겨울에 피크발전소는 전혀 필요가 없
을 수도 있지만, 추운 겨울에는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일 
수 있다. 가스복합이나 디젤엔진과 같은 피크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건설비용이 저렴한 대신 운영비용이 비싸다. 하지만 피크발전소들
이 1년에 몇 시간 정도만 운영된다면 소비자 가격에 거의 영향을 끼
치지 않으면서도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는데 기
여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용량요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용량요금을 통하여 
발전소 운영자들은 시스템 운영자가 요청할 때 발전소를 운영하는 
대가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실제로 용량요금은 급전가능한 
모든 발전기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용량요금의 지급을 통해 
발전소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수입의 일부를 충족시키기 때문
에, 용량요금의 지급은 도매시장에서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져야한
다. 만약 시장이 비효율적이고 발전소가 그들이 지급받는 용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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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 만큼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발전소
는 이러한 용량요금을 탈취할 수 있다. 새로운 발전기에 용량요금
이 지급된다면 이는 시장왜곡을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자유시장에
서 새로운 용량은 오직 시장으로부터의 가격시그널을 통하여 형성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용량요금 제도는 새로운 제도이고, 이 제도의 
영향 및 효과성은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급전지시가 불가능하
여 용량요금 지급에 적합하지 않은 저탄소 전원이 수요의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발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발전용량에 대해 얼마만큼의 용량요
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EC는 용량요금이 초래하는 시장왜곡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
지만, 공식적으로 용량요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2019
년 2월 EC는 영국의 용량요금제도가 국가보조금규칙을 위배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24) 

3. 유럽 배출권 거래제(EU-ETS)

2005년 EU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에게 허가증(배출권)을 
요구하는 온실가스 총량거래제(cap-and-trade)를 통한 탄소가격
시스템을 도입했다. 배출권은 사고 팔 수 있으나, 배출권의 개수는 
매년 감소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의 비용은 증가하였
고, 배출가능한 양이 제한되었다. 이론적으로 배출권시장은 탄소가
격이 충분히 높아서 저탄소 전원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비용이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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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보다 높지 않아서 화석연료 발전소가 자연
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제도설계에 심
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탄소가격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아 투자 의
사결정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 EC는 EU-ETS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효과적인 탄소시장이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그 생산비용이 대
안이 될 만큼 하락하고 발전소들이 시장 보호 없이 그들에게 투자
하려 할 때까지 시장으로부터의 보호를 계속하여 요구할 것이다.    

제4절 소매시장

에너지 자유화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공급자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EC는 소매경쟁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EU 시
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선택을 원하는지, 혹은 소비자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선택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챙기는 것은 
EC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급자들은 그들의 통합된 발전/소
매기업의 발전부문으로 전력을 사오거나, 혹은 양당사자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사오거나, 시장에서의 에너지 거래를 통하여 전력을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규제당국은 공급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한다. 하지만 허가를 위한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19년 1월까지 12개월 동안 10개의 소규
모 공급업체가 도산하였으며, 800,0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은 공급
을 대신해 줄 공급업체를 찾아야했다.25) 이는 규제당국이 기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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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실시하기 보다는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장려하는데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8년 이래로 소매전력가격은 연 3%씩 증가했고, 가스가격은 연 
2%씩 증가했다. 유럽에서 에너지 비용이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
하는 비용은 평균 6%로 상승했다.26) 업체전환율은 여전히 낮은 수
준을 보이며,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공급업체를 바꾸지 
않았다.27) 자유화 정책이 시작한 지 약 20년이 지난 이후인 2016
년을 기준으로 유럽의 전환율은 약 6%에 머물렀다. 공급업체들은 
매우 다양한 요금제도를 통하여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요금제도가 선택을 복잡하게 
하고, 결국 소비자들은 쓸모없고 비싼 요금제도를 선택하게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유럽에서 전환율이 가장 높은 영국 경험을 보면, 전환비용이 비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웹사이트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결국 공급업체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간과 기술을 갖고 있는 고객의 편의를 위
하여, 그렇지 못한 고객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그 결과 영국에
서 에너지 공급회사들은 인기를 잃게 되었고, 결국 영국 정부는 대
형기업의 표준요금제를 효과적으로 재규제하는 가격상한제를 도입
하였다.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약 100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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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기업들이 있다. 폴란드에 139개, 스페인에 가장 많은 213
개가 있다(그림 2). 많은 선택권이 소비자들에게 과연 좋은 것인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전력공급기업 숫자의 급격한 증
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부문의 극명한 시장집중이 나타난 것 역시 주
목할 만하다. 2011년과 2018년 사이에 가정용 전력부문에 3대 전
력공급기업의 시장집중이 80%를 상회하였다(그림 3). 

<그림 2> 유럽 국가별 전력공급기업의 숫자(2016년, 2017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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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럽 가정용 전력부문에서 3대 전력공급기업의 평균 시장점유율29)

제5절 망(Network)

전력망은 전력을 발전소에서 수요지, 혹은 대용량 소비자에게 가져
다주는 고압 송전시스템과, 전력을 송전시스템에서 가정, 상업, 산
업용 고객에게 가져다주는 저압 배전시스템으로 구성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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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력 시스템의 구성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력 자유화의 핵심요소는 에너지 시스템을 
서로 다른 요소들로 분리하는 것이다. ‘분리’(unbundling)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기능분리: 동일회사 안에서 개별 부서로 망이 나뉨
- 회계분리: 동일회사 안에서 각각의 망 활동이 독립된 계정으로 
나뉨
- 법적분리: 동일한 소유권 안에서 각각의 망 활동이 법적으로 분
리된 회사로 조직됨
- 소유분리: 각각의 망 활동이 독립된 회사에 의해 수행되며, 발전 
및 소매부문에서 경쟁하는 다른 회사에게 소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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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sb과 Pollitt의 연구에 따르면 소유분리가 망에 대한 공정한 접
속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유분리는 단점
을 가질 수 있다.31) 산업구조가 분절되면 기술적, 재무적 역량이 부
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다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법적분리
가 강제되고, 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이 보장되면 이는 소유분리
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분리된 망의 소유자는 망을 소
유하는 것이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망을 매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매각대
금을 가지고 발전 및 판매와 같은 핵심 사업영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부문을 인수할 것이다. 

전력망의 분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
며 결국 소비자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지만, 지금까
지 이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또한 분리가 망 투
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32) 망 요금은 
규제당국에 의해서 결정되며, 따라서 효율성 개선의 효과는 규제당
국이 그렇게 하도록 허가할 때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투자
를 늘리는 것 자체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 신
뢰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규제체
제 하에서 이익은 투자와 관련이 있으며, 투자가 높을수록 허용되
는 이익의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높은 수준의 투자는 서비스 개선
보다는 이윤목적에 의해서 추동될 수 있다. 규제 협상 상황에서 기
업들은 항상 규제당국이 보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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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Nardi(2010)의 연구에서는 분리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망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으나, 동시
에 분리된 소유구조로 인하여 조정기능이 저하되었고, 기업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어 서비스 질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33) Gugler(2012) 등의 연구에 따르면, 망에 대한 비차
별적 접속보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분리는 조정실패의 비용과 수
직분리(vertical disintegration)의 비경제를 수반함을 알 수 있
다.34)    

몇몇 연구들은 분리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Bolle and Breitmoser(2006)는 소유분리가 장기적으로 
가격상승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분리 자체를 부정
하기보다는 법적분리가 보다 선호되는 옵션이라고 주장하였다.35) 
이는 Cremer(2006) 등의 연구에서 소유분리가 법적분리보다 사회
후생 차원에서 더 큰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후자를 선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36) Höffler and Kranz(2011)의 연구도 사회후
생과 투자인센티브 측면에서 법적분리가 더 낫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37) 또한 Gugler(2012) 등의 연구는 망으로부터 발전부문의 소
유분리는 총투자율을 약 10%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38)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법적분리는 회사의 타부문이 기존의 
수직통합회사가 투자한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 중 그 어느 것들도 
분리 그 자체가 좋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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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유구조

에너지 자유화는 새로운 시장진입을 통하여 경쟁을 증대시키고, 기
존 지배적인 기업의 분리로 이어진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정반
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에너지 자유화는 EU 전력 및 가스기업 간 
인수합병과 다국적기업의 창설을 촉진시켰다. 200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소규모 발전사와 소매기업들은 범유럽적 대형기업에 인수
되었다.39) 2003년에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7개의 대형기
업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갔다. 그 중 거대기업 3개는 
EDF, E.ON, RWE이고, 그보다 작은 4개는 ENEL, Suez, Endesa, 
Vattenfall이다. 2009년에는 그 중에서 5개 정도만이 시장의 지배
적인 기업으로 남아있다. 즉 EDF, RWE, E.ON은 그대로이고, 
ENEL은 Endesa를 인수했으며, Suez는 Gaz de France와 합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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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 Suez가 되었고, 기업명을 ENGIE로 바꾸었다(빅5에 대해서는 
표 1 참조). Vattenfall은 빅5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규모이며 유럽 전
력시장보다는 통합된 북유럽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40) 

그러나 2009년 이후 빅5의 입지는 크게 악화되었다. 매출은 떨어졌
고, 최소의 이익과 높은 부채수준은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졌
다.41) 예를 들어 2018년 RWE의 순익은 83% 감소했고, EDF는 
65%, E.ON은 22% 감소했다.42) 이에 대응하여 RWE와 E.ON은 원
자력과 화석연료 발전과 같은 오래된 ‘사양산업’ 부문을 다른 재생
에너지, 소매부문, 망 사업 등과 분리시켰다.43) 
원자력에 강점을 가진 EDF의 경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EDF가 직면한 재무적 압력으로 인하여 이사
회는 원자력 운영부문을 재국유화하는 부분적 재국유화를 논의하
게 되었다.44) EDF는 이미 84%가 정부소유인 국유기업이지만 정
부는 원자력 발전 인프라 교체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EDF의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NGIE와 ENEL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곧 
그러한 발표를 한다고 해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빅5 기
업이 미래의 다이내믹한 변화에 대처하여 민첩하게 스스로를 변화
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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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격

자유화가 가격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화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
늠하는 핵심지표이지만, 문제는 가격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그 자
체보다는, 다른 대안적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가격이 더 높은지 낮
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안적 정책 하
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을지를 평가하는 믿을만한 반사실적
(counterfactual)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장 흔한 오
류 중의 하나는 기존 체제(정책)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아무런 
개선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
서 자유화 체제 하에서 발생한 모든 개선은 모두 자유화 정책의 결
과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오류라고 볼 수 있다. 

<표 1> 2018년 유럽 빅5의 매출, 순익, 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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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화 지지의 주요 근거는 낮은 가격수준이기 
때문에 자유화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에너지 자유화의 효과
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플레이어가 많아지고 그들 사이에 경쟁
이 일어나면서 전체 EU에 평균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며,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수렴이 나
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45) 

Copenhagen Economics(2005)의 연구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의 데이터를 일반연산균형모델을 활용하여 전력시장의 개방이 어
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연구는 
전력시장의 개방이 국가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전
기요금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46) 

자유화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의 첫 번째 연구 중
의 하나인 Steiner(2001)는 OECD 19개국의 1986년부터 1996년 
사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는 자유화가 효율증가를 가져올 수
는 있으나, 그 효율증가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돌아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47) Hattori and Tsutsui(2004)
의 연구에서는 분리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48) 그러나 이 연구들은 2003년 이전의 데이터만
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2003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매시장
이 없었고 소매경쟁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망도 분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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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어느 정도 시
기상조인 측면도 있었다. 
Thomas(2006)는 높은 자본비용, 마케팅비용, 고객전환(스위칭)
비용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주장하였다.49) 이러한 주장은 Kwoka 
and Pollitt(2010)의 연구로도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리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통합된 기업에 비해서 배전비용이 높다는 사실
을 보여주었다.50) 또한 Fiorio and Florio(2009)는 최종 소비자들
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 자유화의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
음을 보였다.51) 이에 덧붙여 Brau(2010) 등의 연구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EU 15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스산업 개혁의 효
과를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자유화와 민영화가 가격을 낮추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52) 오히려 가스생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소유가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
합해 보았을 때 자유화가 아닌 공공소유 구조가 가격을 낮추는 매
개체임을 알 수 있다.53)   

자유화가 가격인하에 실패했다는 증거는, 실상 전기요금이 자유화
의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오히려 상승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더욱 
강화된다.54) 에너지 빈곤은 그 결과이다. 대체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소득 가구들이며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업체전환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의 취약한 계
층들이 희생됨으로써 가능했다. EC는 2014년 EU 내 최저소득가구
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해55)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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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50%나 증가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빈곤의 정확한 
규모는 EU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
렵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 빈곤이 EU 전역에 널리 퍼져 있으며 서
로 다른 사회집단 및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56) 
각종 연구들은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지중해 지역으로
서 긴축정책으로 인해 소득감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57) 두 번째
는 중부 및 동부유럽으로서 부족한 주택공급량으로 인하여 구조적
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58) 세 번째는 북서 유럽지역으로서 전
체적으로 영향을 덜 받지만,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의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다.59) ‘유럽 국내 에너지 빈곤 지수’(EDEPI : 
European Domestic Energy Poverty Index)는 EU 에너지 빈곤의 
지역적 불균등을 보여준다.60) 예를 들어 스웨덴의 가장 빈곤한 계층
은 전체 소비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지
만, 슬로바키아의 경우 빈곤계층의 전체 소비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
지하는 비중은 무려 23%에 이른다(그림 5).61) 
에너지 빈곤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최근 영국 조사에 따르면 겨
울 한파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97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겨울은 특히나 추웠는데, 이로 인하여 
15,000명의 사람들이 난방을 할 수 없어서 사망하였다.62) 폭염은 
그 보다 더 큰 피해를 유럽의 에너지 빈곤층에게 미친다. 스페인의 
경우 2006년과 2012년 사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폭염에도 불구
하고 냉방을 하지 못하였다. 스페인에서 에너지 빈곤으로 일찍 사
망하는 사람이 자동차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이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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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럽 국내 에너지 빈곤 지수(ED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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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enEx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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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에너지 자유화와 환경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이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한 석탄, 가
스, 석유 연소에서 비롯된다. 전기와 열 생산은 국제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천이다(ILO2018)”64) 

재생에너지와 탈탄소화 의제는 전력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2001년 재생가능 전력 지침(Directive 2001/77/EC) 
및 2009년 재생가능 에너지 지침(Directive 2009/28/EC)은 태양
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했다. 

흔히 EU의 재생에너지 확산정책의 성공은 민영화와 자유화 정책의 
산물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있다. 그러한 주장들은 자유화가 태양광 
및 풍력발전회사와 같은 새로운 시장참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
도적 지형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한다.65) 하지만 실상은 그 정반대
이다. 재생에너지의 확산은 EU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국가보조
를 허용해주고(그림6)66),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시장 바깥에서 상업적 계약을 통하여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
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공
적자금의 보조를 받아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67) ‘에
너지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네트워크’ (TUED : Trade Union 
for Energy Democracy)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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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재생에너지 확산정책의 성공은 이른바 ‘경쟁적’ 전력시장이
라든가 에너지 시스템의 ‘분리(unbundlin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
다. EU의 재생에너지 확산정책 성공의 핵심은 사적으로 소유된 재
생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일 뿐이다.”68) 

다시 말해, 보조금 없이 재생에너지는 경쟁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부상은 시장 자유화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자유화로부터 보호되었기 때문에 가능하
였다. 

Blazquez(2018) 등의 최근 연구논문은 에너지 자유화 정책이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보조하고 촉진하는 정책과 양
립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69)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의 결과, 에너지 도매시장가격은 급락하였고 궁극적으로 시장실패
를 초래하였다. 이는 다시 재생에너지 투자자들의 수익률 감소로 
이어져,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게 된다. 보
조금이 낮아지면, 재생에너지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된
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려고 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규모는 2011년 1,320
억 달러에서 2017년 410억 달러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독일의 경
우 2014년과 2016년 사이 투자 하락률이 60%를 넘었으며, 영국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투자하락률이 66%였다고 보고되었
다.70) 보조금을 점차 없애려는 EC의 시도는 결국 이러한 트렌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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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화가 시장 자유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역설에 대해서 
Blazquez(2018) 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재의 전력시장 설계가 전력가격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재생에
너지 정책을 만족스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장 
자유화의 근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설에 대처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 가능한 옵션은, 자유화
의 추세를 뒤집고 중앙집중화된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71) 
Sweeney는 녹색에너지 혁명이 ‘수익 만들기’ 논리와 완전하게 결
별하고, 그것을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 ‘공공재 
접근’ 논리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72) 이러한 접근방식은 1)전력
산업에 대한 공공적 통제, 2)이익극대화 및 위험회피보다는 공공재
에 방점을 찍는 공공부문의 계획(예: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망 투자)을 요구한다. 유럽에서 우리는 이미 재생에너지에 대
한 요구가 더 강력한 정부의 역할, 시장에 대한 의존탈피, 그리고 독
일과 같이 민간소유의 에너지시스템이 지방의 공공소유로 전환되
는 재공영화 등으로 나타남을 목격하였다.73)

재생에너지의 부상이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은 분명하
다. 만약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가 시장에서 경쟁을 했다면, 지난 
10년 간 재생에너지의 성장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수도 있다.74)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에너지 자유화의 유익한 
결과를 줄이는 시장왜곡으로 묘사되고, 이러한 친시장 접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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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에 시간제한(time limit)의 도입
을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75) 사실 그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
는 것이 옳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 및 탈탄소화 정책은 시
장자유화와 양립불가능하다. 포기되어야 할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
한 공적지원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대한 도그마적 집착이다.   

<그림 6>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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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6, 2017년 전력 생산

(Source: Agora and Sandberg (2017) The European Power Sector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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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에너지 자유화와 일자리

1. 에너지 부문에서의 일반적인 고용 트렌드

현재 약 2백만 명의 사람들이 EU의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직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력, 가스, 증기 및 
공조(air conditioning) 공급 분야로서 네트워크 에너지 공급분야라
고도 하며, 이는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네트워크 에너지 공
급부문 내에서 대부분의 직업들은 전력공급 하위 부문인 발전, 송
전, 배전 및 거래분야에 종사한다.77) 

광업과 채굴에 대한 고용은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감소해 왔다. 네트워크 에너지 공급분야의 
고용은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이었다. (표 2)는 지난 10년간 유럽
의 전력 및 가스부문의 고용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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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에너지 부문(전력, 가스, 증기, 공조 공급) 고용현황(단위: 천명)78)

에너지 자유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데이
터가 제한되어 있다. 에너지 자유화는 양적인 고용 추세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부문은 지난 20년 동안 
자유화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변화 및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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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79)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
반까지의 에너지 자유화 첫 10년 동안 EU 전력부문에서 상당한 일
자리 감소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뚜렷하다. 1995년과 2004년 사이 
약 246,000개의 일자리가 EU 주요 15개국에서 사라졌다.80) 
Hermann and Flecker(2009)는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전력부문에서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
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81) 몇몇 나라
에서 고용은 더욱 현저하게 감소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전력
부문이 민영화된 영국의 경우 2001년까지 약 60%의 일자리가 사
라졌다.82) 스웨덴의 경우 전력부문이 자유화되면서 특히 기술직 
근로자와 유지보수 직원, 중간관리자 및 행정직의 고용감소가 나타
났다.83) 

최근 연구논문들을 보면,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고용창
출보다는 고용감소를 초래함을 보여준다. 민영화는 신규 시장참여
자들에 의한 고용창출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생겨난 
신규고용은 대체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일 가능성이 크다.84) 2007
년 EC의 연구는 자유화가 EU에서의 고용감소를 가져왔을 뿐만 아
니라, 고용의 성격도 바꾸었음을 보여준다. 아웃소싱에 따라 기술직 
및 유지관리직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졌다.85) 예를 들어 2017년 
상반기 영국의 에너지 및 유틸리티 기업들은 약 2억 6800만 파운드
의 계약을 아웃소싱하였다. 이것은 영국 전체 아웃소싱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86) 한편, 기업들은 자유화된 시장에서 
고객유치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법률, 마케팅, 영업직 직원들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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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87) 이는 최근 전력부문에서의 여성인력 증가(영국: 
24%에서 27%로 상승, 스웨덴: 24%에서 28%로 상승) 이유를 부
분적으로 설명해 준다.88)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력부문에서는 명확
한 젠더(성별) 간 격차가 존재한다. 네트워크 에너지 공급 부문에
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76%는 남성이다(표 3). 에너지 부문에서
의 인력감축이 항상 감원이나 정리해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EU 전역에서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고령의 종사자들
은 감원을 시도하는 기업전략에 대응하여 조기퇴직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은퇴한 노동자들의 자리는 젊은 노동자로 대체
되지 않기도 한다.89)

자유화 및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
은 대체로 EC의 정책담론에서 부수적으로만 다루어진다. 오히려 
그 반대를 강조하면서, EC는 ‘모든 유럽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정책 
패키지에서 “2021년부터 최대 1,770억 유로의 공공 및 민간 투자

<표 3> 에너지 부문(전력, 가스, 증기, 공조 공급) 성별 고용현황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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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치하여 향후 10년 동안 GDP를 1% 증가시키고 90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90) 이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건설업종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EC가 제안
한 정책으로 인하여 5%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700,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한다. 또
한 EC는 공학분야에서 230,000개의 일자리, 철강분야에서 27,000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EC는 2030년
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분야에서도 약 
400,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았다.91) 

이러한 EC의 일자리 전망은 투자규모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양적 모델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링에 
따른다면,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일자
리는 생겨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은 회피한다. 즉 이 투자가 제한된 가용자원을 가장 잘 활용
하는 것인가? 창출되는 일자리가 단기적인 것인가, 장기적인 것인
가? 투자가 널리 분포되는가, 아니면 몇 개의 큰 프로젝트에 집중되
는가? 창출되는 일자리가 미래에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인가? 

2.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고용

저탄소 및 자원 효율 경제로의 전환이 노동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은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Bowen(2016)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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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 전환은 크고 시스템 전체적이며 구조적일 것이다”라고 
선언한다. 즉,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다.92) 다른 연구들은 재
생에너지 경제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강조한다. Wei(2010) 등은 
15개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재생에너지와 같은 비화석연료 기반 기
술들이 석탄과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기술보다 더 많은 단위 
고용을 만들어 냄을 보여주었다. 

세계노동기구(ILO)는 최근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가 비재생에너
지보다 GWh당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93) 
Markandya(2016) 등의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 사이 EU
의 전력 및 가스 공급부문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총 고용효과를 
계산함으로써 유럽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해당 기간 동안 약 53만
개의 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음을 보여주었다.94)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1995년 EU의 전력 및 가스공급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분석을 진행한 것이었다. 에너지 자유화 과정이 
고용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대체로 재생에너지 증가와 일자리 증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상
정된다. 그러나 Cameron and Van der Zwaan(2015)는 재생에너지 
성장의 고용영향을 분석한 약 70여개의 연구와 데이터 소스를 검토
했다. 그들은 검토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이 상당한 일자리 창
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생에너지가 가
지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는 아
직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데이터의 재활용, 1차 연구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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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일반화하기 어려운 국가특정적 연구 등과 같은 방법론적인 문
제들로 인하여 전통적인 전력생산과 비교하여 재생에너지가 가지
는 고용창출 효과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
임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재생에너지가 가져오는 순고
용창출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95) 

2017년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진행상황 데이터를 측정하는 EC의 
데이터베이스인 EurObeservER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145만 명이 고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96) 2015년과 2016년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이 1% 감소하
고, 다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이 1% 증가하는 등 매년 고
용수준이 1% 안팎으로만 변동하고 있다. 
고용수치는 재생에너지 관련 직간접 고용을 모두 포함한다. 직접고
용은 장비 제조, 공장 건설, 엔지니어링 및 관리, 운영 및 유지, 바이
오매스 공급을 말한다. 간접 고용은 운송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부
차적인 활동을 포함한다.97) 

신재생 부문의 직접적 일자리는 대부분 가동보다는 시설의 제조와 
건설에 있다. 간접 일자리는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
해 봉사하는 미용사와 카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직업과 서
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이전에 설명한 일반고용 동향
에 대한 수치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또한 EurObeservER가 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을 조사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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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7, 
2016년과 2015년 수치는 예년 수치와 비교될 수 없다.98) 또한 세
계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감소가 재생에너지에서의 고용수
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4년과 2017년 사이 영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고용은 
30% 하락했다.99)  

‘모든 유럽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정책패키지에서 EC는 풍력, 태양
광, 그리고 고형 바이오매스산업이 가장 큰 고용을 갖는 재생에너
지 분야라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풍력분야에서 창출되
었다. 2005년에서 2013년까지 고용이 5배 증가하였고, 2014년 경 
이 부문에서 320,000명이 고용되었다.100) EurObeservER의 데이
터에 따르면 2017년 풍력부문에 근무하는 인력은 356,700명이다
(표 4). 풍력터빈과 해상구조물 수출은 견고하며, 이 분야에 강점을 
가진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풍력터빈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들로는 덴마크의 Vestas, 독일
과 스페인의 Siemens Gamesa, 그리고 독일의 Enercon 등이 있
다.101) 

반면 유럽의 태양광 산업은 중국에 밀려서 심각한 고용축소를 경험
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럽 태양광 산업은 거의 3분의 2 
정도의 고용축소를 경험하였다.102) EurObeservER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축소를 보고하였다. 2015년 태양광 분야에서 
113,400개의 일자리가 있었다면, 2017년에는 90,800개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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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했다.103) 이는 약 20%의 하락이다(표 5).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대부분은 독일에 있다. 2017년 독일에는 재
생에너지 일자리가 290,000개가 있고, 이 중 140,800개가 풍력산
업이었다(표 4). 다른 재생에너지 기술은 일자리의 작은 부분들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산업은 2016년 35,800개의 고용을 기
록했는데, 이는 2015년 38,100개 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였다.104) 

스페인은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일자리 숫자 2위를 기
록한다. 2017년 현재 스페인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168,800개
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는 풍력분야에서의 고용창출로 인하여 전
년에 비해서 거의 20%나 상승한 수치였다(표 4). 프랑스는 
140,700명으로 3위이며, 대부분 히트펌프 분야에 종사한다. 영국
은 131,000명으로 4위이며, 대부분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
지 분야에 종사한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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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럽 풍력 부문의 고용현황

(Source: EurObserv´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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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럽 태양광 부문의 고용 현황

(Source: EurObserv´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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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석탄과 노동에 대한 영향

에너지 자유화는 탈탄소화와 양립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저렴한 발전원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 외부에 있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가격은 붕
괴되고, 석탄, 가스, 원자력 등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EU는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석탄, 가스 및 원자력 기업에 
대해서 용량요금의 형태로 보조금을 확대해 준 것이다. 이를 통하
여 정부는 전력이 실제로 팔리거나 사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에
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보상해 준다. Sweeny가 지적하였
듯이 이는 “모든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만들어냈
다.106) 

EC의 청정에너지 정책패키지를 통하여 EU는 현재 보조금을 단계
적으로 폐지해 나가면서 에너지 자유화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청정
에너지 정책패키지는 새로운 전력시장 설계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것은 용량메커니즘을 통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발전소에 새로
운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다. 550 CO2/KWh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
출하는 발전용량에 대한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107) 

이는 석탄산업과 석탄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폴란
드의 91%, 독일의 72%의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더 이상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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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108) 또한 이러한 정책은 석탄화력 
발전소 및 관련 일자리의 생존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탈석탄(coal phase-out)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중
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석탄부문은 고용전환과 함께 지역발전전략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하면서도 석탄에 대한 의존으로
부터 벗어나려면, 석탄부문의 고용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960년대 초반에 석탄산업은 수백 만 개의 일자리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석탄산업의 전성기에 영국과 서독에서는 각
각 60만 명의 사람들이 석탄산업에 종사하였다.109) 그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유럽에서 경탄(hard coal) 생산은 감소하였으
며, 생산성 향상에 따라 고용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현재 유럽에
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석탄은 주로 러시아, 콜롬비아, 호주, 미국 등
에서 수입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단지 36%의 국내 경탄소비
만 국내생산으로 충당되었다.110) 

2017년 현재 석탄 및 갈탄 채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3만 명이 채 
안 되었다. 이는 10년 전 종사인원이었던 27만 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일부 국가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루마니아에서는 90% 이상, 독일에서는 65% 이상의 
탄광 일자리가 사라졌다(표 6)111).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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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112)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석
탄과 관련된 일자리는 몇 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석탄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몇몇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13) 

2017년 유럽 전체 석탄채굴 일자리의 약 3분의 2가 폴란드에 있다. 
체코와 독일이 그 다음 순위를 잇는다(표 6). 유럽 탄광 일자리의 
75%는 10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114) 폴란드에 4곳, 체코에 2곳, 
독일에 2곳이 있다. 이러한 지역은 석탄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직종
들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 유럽에는 석탄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약 215,000개 정도가 있
는 것으로 추산된다. 폴란드에서는 약 88,000개의 일자리가 직간접
적으로 석탄채굴업과 관련되며, 독일에서는 34,000개, 체코에는 
19,000개의 일자리가 석탄채굴업과 관련된다.115) 유럽의 많은 국
가들이 탈석탄 계획기간을 2030년으로 잡은 반면, 독일은 2038년
까지 단계적으로 탈석탄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고, 폴란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석탄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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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lgozi, B. (2019) Phasing out coal – a just transition 
approach.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Based on Eurostat data)

4. 원자력부문에서의 고용

원자력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수력 다음으로, 그리고 북반구 선진
국들을 기준으로 가장 큰 저탄소 전원으로 여겨진다.117) 유럽은 원
자력 에너지에 의존한다. 원자력은 해가 뜨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
을 때에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원자력이 진정으로 저
탄소 전원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118)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사
고 이후 안전에 대한 높아진 대중의 우려로 인하여, 독일, 이탈리아, 

<표 6> EU의 석탄 및 갈탄 채굴산업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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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 정책을 도
입하였다.119) 또한 원자력은 쉽게 켜고 끌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비유연적인 형태의 전력생산 방식이다. 원전은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투자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
는 매우 위험하다. 민간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서 국가 보조금이 주어진다.120) 다시 말해 원자력 발전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고, 공적자금과 공적통제를 필요로 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량은 계속 상승하였다. 2004년에 생산전력량이 1,008.4TWh로 피
크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에 비해 27%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원자력의 전력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2004년과 2017
년 사이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력은 약 17% 감소했다.121) 이러한 
감소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약 50% 가까이 줄였다.122) 2004년에 
가동 중이었던 17개의 원전 중에서 10개를 2019년에 폐쇄하는 등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의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123)

프랑스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국가이다. 프랑스는 EU 28
개 국가의 원자력 발전 생산량의 거의 5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
로는 독일(9%), 영국(8.5%), 스웨덴(8%), 스페인(7%) 순이다. 
위 5개 주요 국가가 EU 28개국 원자력 발전량의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다.124) 현재 EU에는 14개 국가에서 126개의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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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5개의 신규 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2개는 
슬로바키아, 그리고 프랑스, 핀란드, 영국에서 각각 1개가 건설 중
이다.125)

원전 산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지에 대한 이용가능한 데
이터는 제한적이다. 2017년 EC는 “EU의 원자력 산업은 세계적으
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40만에서 50만 명을 고용
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라고 자랑
스럽게 발표하였다. 유럽원자력무역협회(European Nuclear Trade 
Association, Foratom)의 의뢰로 딜로이트(Deloitte)에서 작성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산업은 직접적으로 351,900개의 일
자리를 창출하며, 간접적으로는 777,9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분석하였다.126)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2019년 전체 전력생산량
의 약 25%를 차지하는 118GW의 원전 용량을 바탕으로 한 계량적 
모델링을 통하여 산출된 값이다. 이와 같이 허술한 방식으로 일자
리 숫자를 계산하면 그 오차범위가 자연스럽게 매우 클 수밖에 없
다. 따라서 간접고용 수치 등은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건설하고 있는 Hinkley Point C 원전 프로젝트는 원자력 
산업이 계량모델링이 예측했던 것만큼 많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실제로는 만들어내지 못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영국노총
(Trade Union Congress, TUC)의 보고서에 따르면 Hinkley Point 
C는 2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27) 하
지만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건설기간 동안 5,000개에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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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러한 일자리도 해당 지역사회에서 고용되
는 것이 아니라 영국 바깥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적은 
지역사회에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완공 이후 원전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장기 일자리의 숫자도 아마 1,000개 안팎으로 매우 적을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은 해당 지역
사회에서 구할 수 없을 것이다.128)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탈원전이 고용에 큰 악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일 원전 산업 종사
자 중에서 약 4분의 3분은 원전 폐로산업에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
에 원전 폐쇄 이후에도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폐로작업은 원
전 폐쇄 이후 약 20년에서 30년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129)  

원전 산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유럽의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금속노조 IG Metal
과 서비스노조 Verdi는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130) 반
면에 프랑스에서는 원전 및 석탄발전소 폐쇄가 노동쟁의로 이어졌
다.131) 따라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노동자와 노동조
합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안적 에너지 정책 
로드맵 제4장

 

제1절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광범위
하고 산업전반적인 함의를 가진다. 기후변화 및 저탄소 에너지의 
공급은 그것이 단순히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쳐서만이 아
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에 있어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지불가능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핵심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노동조합과 국제노조연맹들이 기후와 관련된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그림 8). 특히,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의로운 전환’ 운동을 옹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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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전환’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
회의 미래와 생계를 보장한다.”고 말한다. 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고용주와 정부, 지역사회 사이의 ‘사회적 대화’에 기초한다. ‘정의로
운 전환’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
든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장, 더 많은 교육기
회, 그리고 더 큰 고용안정성을 제공하고 보장한다.”132)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노조의 노력 덕분이었다. 또한 UN의 지속가
능한 개발목표(SDG)에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 국제노총(ITUC :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과 그 파트너들은 ‘정의로운 전환 센터’를 설립하여, 
노동조합, 지역사회, 기업 및 정부를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노동자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유럽 차원에서는 유럽노총(ETUC)이 각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
다.133) 이외에도 전 유럽에서 전기산업의 공동이해를 대변하는 협
회인 EURELECTRIC(유럽전력산업협회), 유럽 전역 제조 노동자
들의 목소리를 내는 IndustriALL(국제제조산별노조연맹), 유럽 
250개 이상 노조 공공서비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EPSU(유럽공공
서비스노조연맹) 등이 사회적 파트너로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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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양상은 유럽의 국가마다 다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노동조합이 NGO, 의회,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들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대규모 포럼들을 
통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벨기에의 경우 사회적 대
화가 업종별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폴란드의 경우 노동조합은 서면
제안을 통하여 정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덴마크, 아일랜
드,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 노동조합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자
문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몰타, 그리스와 같은 국가에
서 노동조합은 국가 차원의 장기 탈탄소화 전략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135) 

노동조합은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활동
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노총의 회원노총인 스페인의 Comisiones 
Obreras(CC.OO), Union Sindical Obrera(USO), 그리고 Union 
General de Trabajadores(UGT)는 2027년까지의 스페인의 민간소
유 탄광 전환 정책에 대해서 스페인 정부와 탄광기업연합(the na-
tional federation of coal mining companies, Carbunion)과 협상을 
벌였다.136) 

이 협상결과 48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한 조기퇴직 및 남은 인력에 
대한 녹색일자리 및 환경복원에 관련된 재교육 기회가 제공되었다. 
또한 향후 5년(2019년~2023년)에 걸쳐 광산지역에서 청정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37) 스페인 정
부는 26개의 탄광폐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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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유로의 국가원조계획의 일부로서 2억 5천만 유로를 지원했다. 
EC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EU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어긋나지 
않으며, 시장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38) 

<그림 8> 노동조합의 정책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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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정의로운 전환’ 달성을 위한 ‘사회적 권력(social power) 접근법’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네트워크(TUED: Trade Union 
for Energy Democracy)는 유럽공공서비스노조연맹(EPSU: 
European Federation of Public Service Unions) 및 소속 노조
들의 후원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다부문 이니셔티브이다. TUED
는 기후위기 및 에너지 빈곤에 대한 해결책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에너지에 대한 민주적 지향과 통제를 진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TUED는 ‘정의로운 전환’이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 접근
법이 신자유주의, 성장지향, 이윤지향 담론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139) 오히려 ‘사회적 대화’는 자본주의적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체에서도 자주 활
용하는 개념이다. 국제노총과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이 개발한 ‘정의로운 전환 이니셔티브’
에  기업가들이 투자하는 것 등이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
례이다.140) ‘정의로운 전환 센터’ 또한 노동조합이 기업 및 금융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
다.141) 
TUED는 대결하지 않는 ‘사회적 대화’ 접근법은 ‘정의로운 전환’
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자동적
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 
투자결정은 노동자와 사회의 장기적인 공통의 이익에 근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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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제의 중요성

취약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U 국가들이 요금에 개입하
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U 13개 국가들은 높은 전기요
금과 에너지 빈곤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요금
을 규제하고 있다.143) 하지만 자유화 정책을 진전시키는 2016년 
청정에너지법안의 일환으로 EC는 EU 회원국들에게 단계적으로 모
든 요금규제를 철폐하는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C
는 요금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EC는 몇몇 예외 정도만을 제외
하고 공공의 개입이 없는 요금체계를 주장한다.144) 이러한 에너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TUED는 또한 ‘사회적 대화’ 접근을 뛰어넘어 ‘사회적 권력’(so-
cial power) 접근으로 나아가는 노동조합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한다. ‘사회적 권력’ 접근법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권력’
을 재구축하는 동시에 경제문제와 사회생태적 위기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권
력’ 접근법은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
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정한 ‘정의
로운 전환’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142) 



59  제4장 | ‘대안적 에너지 정책 로드맵

자유화를 향한 새로운 추진동력은 유럽의 에너지 빈곤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 

2016년 EC는 처음으로 5년의 기간 동안 요금에 대한 규제를 단계
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EC는 요금규제가 효과적인 경쟁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을 
막는다고 주장하였다. EU 의회는 취약한 소비자에 대해서만 10년
의 기한을 주는 조건으로 5년 제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2017년 12월 회원국들에 의해 거부되었다.145) 그래서 다시 2018
년 12월 유럽의회와 EC는 전력시장설계지침(Electricity Market 
Design Directive)에 대해서 타협된 합의를 하였다. 이는 가격규제
가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실패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
하는 정치적 도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요금규제 폐지에 대해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2025년
에 검토를 한다는 조항이 생기게 되었다.146) 전기요금이 국민들에
게 부담가능한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EC가 원래 제안하였던 요
금규제 철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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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에 있어서 공공
소유의 중요성

민간부문도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통
하여 유도될 수 있지만, 급격한 기후변화 속도에 대처하면서도 노
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에는 공공기관들이 훨씬 더 좋은 위치
에 있다. 공공에 의해서 소유되고 통제되는 에너지 시스템만이 탈
탄소화, 에너지 빈곤, 그리고 공급안정성 문제를 최우선의 가치로 
둘 수 있다.147) 에너지 요금청구서를 부풀리고 주주들에게 과도한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 의해서 소유되고 통제되는 
에너지 시스템은 수익을 에너지 시스템 개선의 재투자에 사용하거
나 혹은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
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148) 주주들의 이해
관계가 아닌 공익에 봉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의 개발, 
보편적 공급, 그리고 지불가능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 

1. 공공소유와 에너지 망(grid)

공공적으로 소유된 망은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의 핵심이다. 전
력망은 자연독점이다. 최종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파이프와 
케이블은 단 한 세트뿐이다. 재생에너지는 현대적이고 확장된 새로
운 전력망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것들이 전력망에 접속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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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공급회사들은 전력망을 재생에너지 수용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투자를 더디게 해왔다.149) 
유럽에서는 송전망 소유권이 공공과 민간으로 양분되어 있다. 유럽 
절반 정도 이상의 국가에서 송전망은 100% 국가소유이다.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부분적으로 공적소유거나, 부분적으로 민간소유이다. 
오직 영국과 포르투갈 2개 나라만 100% 민간소유의 송전망을 가지
고 있다(그림 9).150) 포르투갈의 경우 2011년 구제금융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IMF와 EC에 의해서 강제로 송전망을 민영화했다.151) 
영국은 가스공급망을 1986년, 전력송전망을 1990년대에 민영화했
다. 영국의 송전망 민영화 경험은 자연독점을 민영화하는 것과 관
련된 문제점을 보여준다. 2017년 Citizen Advice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전력송전망을 운영하는 세계
에서 가장 큰 민간유틸리티기업 중의 하나인 National Grid는 평균 
19%의 수익률을 올렸다.152) 즉, 소비자들은 National Grid의 과도
한 수익을 위해 지불을 하였고, National Grid는 투자를 줄이고, 규
제당국에게 투자비용을 부풀려서 보고했다.153) 영국 노동당은 자
신들이 당선되면 National Grid를 재국유화 할 것이라고 밝혔
다.154)   
유럽의 배전망도 대부분은 공공소유 형태이다. EU 27개국 중 16개
국의 배전망은 대체로 공공소유이며, 3개국의 경우는 혼합된 형태, 
그리고 7개국의 경우는 대체로 민간소유의 형태를 보인다(그림 
10). 또 다시 영국 사례를 보면, 민간소유의 배전망이 소비자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개 배전망 운영자의 
모기업은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30%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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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절반이 주주에게 배당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연간 1억 파운
드에 육박하는 금액이다.156)

<그림 9> 유럽의 송전망 소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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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럽의 배전망 운영자(D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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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소유와 에너지 공급

공공적 에너지시스템을 둘러싼 논쟁은 대체로 전력망에 초점이 맞
춰져 왔으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소유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도 중요하다. 핀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을 포함한 EU
의 몇몇 국가들에서 에너지 공급은 주로 공공에 의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에너지 자유화로 인하여 많은 공기업들이 시장화에 직면하
였고, 스웨덴의 Vattenfall과 같은 공기업들은 민간기업인 것처럼 
행동했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는 EU에 가입한 직후 EU의 지침을 따르기 
위하여 소매전력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에너지 공급업체의 숫자
를 늘려 고객들의 업체전환을 장려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슬
로베니아공화국의 소유이며(그림 11), 이는 시장화가 진전되어도 
에너지 자유화가 반드시 민영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슬로베니아도 전력공급 부문의 민영화 압력에 직면하고 있
지만, 아직까지는 슬로베니아의 에너지 노동조합인 SDE Slovenia
에 의해서 저지되고 있다.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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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슬로베니아의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의 소유구조- 
2018년 5월158) 

영국에서는 에너지 노동조합들, GMB(영국일반노조), Prospect(전
문기술직노조), Unite(제조업노조) 그리고 UNISON(서비스노조)
이 ‘정의로운 전환’과 발맞추어 에너지 부문의 소유구조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고 있다. UNISON은 특히 영국의 75% 고객을 대상으
로 영업을 하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6개의 대형 에너지 소매기
업을 대상으로 공공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에너지를 도매시
장에서 구입하는 단일한 공공소매기업(가능하다면 지역기반)을 원
하고 있다. UNISON은 대형 6개 기업들이 현재 이익을 거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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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위기상황이므로 재국유화를 시킬 좋은 시기라고 주장한
다.159) 수익이 감소하면 기업들은 대개 그들의 직원들을 희생시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기업들을 국유화하면 
일자리를 보호함으로써 노동자를 도울 수 있으며, 높게 책정된 전
기요금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재국유화는 이러한 불균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BOX 2. 영국의 지자체 소유 에너지 공급업체
2015년 노팅엄 시의회는 로빈후드에너지(Robin Hood Energy 
Company)를 설립했다.160) 이는 영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최
초의 비영리 에너지 기업이었다. 로빈후드에너지의 최우선 과제
는 연료빈곤(fuel poverty)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연료빈곤이란 한 가정이 난방을 하는데 실제 필요한 만큼 연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가정의 소득이 공식적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
고, 그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평균 가구들보다 에너지 비용이 높
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61) 2015년 최신 수치를 보면, 잉글
랜드에서만 11%의 가정(250만 명)이 연료빈곤 속에서 살고 있
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노팅엄
은 연료빈곤 수준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로서 15%의 인구가 연
료빈곤에 시달리고 있다.162) 이 수치는  지난 수 년 동안 항상적
으로 상승하고 있다.163) 노팅엄은 인구의 15%가 연료빈곤으로
서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164) 
로빈후드에너지는 노팅엄 주민들이 연간 평균 315파운드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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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성공했다. 로빈후
드에너지는 National Grid를 통하여 에너지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165) 이 공기업을 시작하기 위한 투자는 노팅엄 시의회로부터
의 상업금리대출이었다. 2018년 4월에 손익분기점이 되었
다.166)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로빈후드에너지가 생
산하는 에너지의 30%는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했다. 이는 25% 
이하인 영국 평균보다 높은 것이다.167) 
그 뒤를 이어 2016년 브리스틀시도 브리스틀에너지(Bristol 
Energy)를 설립하였다.168) 이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
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69) 브리스틀에너지의 에너지 공급의 
40%는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고 있다.170) 다른 도시들도 유사
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 로빈후드에너지의 ‘백색
라벨’(white label) 파트너십을 통하여 각 시의회가 새로운 에너
지 공급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각 시의회
는 따로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 없이, 로빈후드에너지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2016년에 리즈(Leeds)시는 공공 비영리 에너지기업인 White 
Rose Energy를 설립하였고, 2017년에 리버풀(Liverpool)시에
서는 Liverpool Energy and Community Company(LECCY)를 
설립하였다. 그 이외에도 London Borough of Islington이 
Angelic Energy를, 서섹스(Sussex)시가 Your Sussex Energy
를, 그리고 돈캐스터(Doncaster)시가 Great Northern Energy를 
설립하였다.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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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소유와 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소유는 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화시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
어서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공적으로 소유한다면, 풍력발전소

2018년 초까지 118,000명의 사람들이 로빈후드에너지 및 파트
너 회사에 가입하였다.172) 로빈후드에너지는 18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공인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주로서 모든 직원들에
게 실질생활임금(2018년 기준 시간당 8.75파운드)을 지급하고 
있다. 로빈후드에너지 직원들은 정규직이고 직접고용 되어 있
다.173) 로빈후드에너지의 성공에 이어 스코틀랜드는 2021년에 
새로운 공공에너지회사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174) 그 회사의 
목표 또한 연료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175) 

하지만 서비스노동조합 UNISON의 대표들이 2018년 에너지 서
비스 그룹 컨퍼런스에서 6대 대형 전력기업을 대신한 값싼 대안
으로서 공영에너지회사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6대 대형 전력기업들은 
UNISON 조합원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컨퍼
런스에서는 또한 공영기업들이 수백만 파운드의 거래 손실을 입
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일자리 안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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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탈산업
화나 탈석탄/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도시나 지역에 
전략적으로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날 것이다.177) 

에너지 생산이 공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면 상당한 비용절감을 달
성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이 더 낮은 이자로 장기금융을 저렴
하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유연성 및 비교효율성 
측면에서 민간부문을 능가하며, 장기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민
간부문의 계약 불확실성과는 달리, 공공부문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178) 해상 풍력단지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
면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공공이 소유한 프로젝트가 민간이 건설하
고 운영한 프로젝트에 비하여 더 저렴하여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179) 또한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대형원전은 큰 비용과 리스크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가 어렵다. 한 연구에 따르면 EU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원전에 의
존하고 있으며, 원전에 대한 공공소유는 상당한 비용절감을 가져옴
을 보여주었다.180)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폐쇄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소유가 중
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동자, 해당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전
체가 유독성 폐기물에 노출될 위험이 없도록, 원자력 폐기물의 책
임있는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독일은 원전폐로작업을 국유화했다. 
이러한 국유화를 통하여 기업들은 원자력 폐기물의 안전처리에 대
한 책임과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비용을 지불했다.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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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E, EnBW, Vattenfall은 원자력 폐기물 관리의 위험과 책임을 전
가하는 대가로 공공재단에 240억 유로를 지급했다.181)  

제4절 분산화된 공공소유와 중앙집중적 공공소유

공공소유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공소유라고 해서 반드시 기존
의 거대하고 중앙집중화된 국가소유 모델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대신 공공소유는 지역 수준으로 분산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져 온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다른 형태의 공공소유는 상호배타적
이지 않으며, 협동조합이나 지역사회공동체 소유와도 결합될 수 있
다. 이는 유럽 재생에너지의 리더인 덴마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특징이다. 2015년 덴마크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40%가 풍력에
서 만들어졌고, 이 비중은 2020년이 되면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82) 그런데 대부분의 풍력생산은 지역소유에 기반을 두
고 있다. 2013년 기준 70~80%의 풍력터빈은 지역공동체에 의한 
소유이다.183) 이러한 강력한 지역공동체의 참여는 전력망이 공적
으로 소유되고 관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그림 9). 더 많은 재
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확장될 필요가 있고, 이러
한 확대는 정치적 의지와 정부투자에 의존한다. 덴마크에서는 에너
지공기업 Energinet을 정부 기후에너지부가 소유하고 있다.184) 풍
력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풍력터빈의 소유자가 인근 전력망에 대한 접속비용만을 지불하고, 



71  제4장 | ‘대안적 에너지 정책 로드맵

나머지 네트워크 확장비용은 유틸리티 회사에서 지불하기 때문이
었다. 이는 덴마크 정부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이래 
경쟁도입을 위해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능
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전력망에 대한 공공소유와 통제라는 것
이다.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지역참여와 지자체
/지역사회공동체 소유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직접민주주의와 
에너지 및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참여적 거버
넌스’는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에
너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냈다.185)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
자 감소는 이러한 트렌드들을 해칠 수 있다. 또한 분산은 지역공동
체와 노동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 활동할 수 있는 초기공간을 
제공해주지만, 시민주도 에너지사업은 민간 기업영역이 침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에너지
를 직접 생산하여 ‘이윤’을 위해 판매를 한다면, 그것은 지배적인 시
장논리에 그대로 종속된다. 에너지 생산의 개인화는 다국적 데이터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에게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예를 들면 이들이 가정에너지자동화(home-energy auto-
mation)와 같은 영역에 진출하면서 그러한 시도들이 가능하다.186)  

협동조합도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에너지 및 전력 
시스템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의와 보다 



유럽 에너지 자유화의 실패와 공공적 대안  72

넓은 공동체에 대한 자각이 없는 한, 에너지 협동조합은 부유한 사
람들만 전력을 생산/소비하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되는 이
른바 ‘에너지 폐쇄 공동체’(energy gated community)를 만들 가능
성이 있다. 공공소유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보편적 접근성이라
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분산화는 국가적, 지역적 공공 인
프라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
다. 

제5절 재국유화와 재공영화

중앙정부는 민영화된 서비스를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
는 광범위한 인프라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부문에서 특히 더 
유용하다. 재공영화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
방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위탁하고 비용을 지불했던 것을 공공기관
으로 회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87)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일하
는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재공영화는 지역의 공익과 시민의 필요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재공영화 사례는 전력부문에서 발생했다. 
2017년 311개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90%가 독일의 사례
이다.188) 슈타트베르케(Stadtwerke)라고 하는 시영회사는 현재 
독일 가정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고, 배전망
의 80%는 지자체가 소유, 운영하고 있다.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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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재공영화 물결은 재생에너지 증대에 대한 사회의 요구
와 민간기업의 부진한 실적에 기인하였다. 독일 에너지 시장을 주
름잡았던 4대 민간기업들은 석탄과 원자력을 통한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을 고수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재공영화가 단순한 소유권
의 변화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와 지
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진영이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동력이었다. 

재공영화의 기회는 민간기업과의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한다. 독일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수많은 위탁계약들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촉진되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지방정부는 만기가 다가
오기 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들이 파산을 하
거나, 긴축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지나치게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다. 
계약의 조기종료는 민간기업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
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단기적 손실은 향
후의 환경비용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큰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재공영화는 노동조합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재공영화는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재공영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 소비자, 환경운동
가, 정치인들은 함께 모여서 이윤추구보다는 사람과 지구를 우선으
로 하는 새로운 미래의 사회모델을 그리며 연대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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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영화가 반드시 더 많은 조합원과 더 나은 노동조건으로 자동적
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긴축정책을 추
진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인소싱(insourcing), 
조합원 확대, 대변 및 조직화 캠페인을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BOX 3. 함부르크의 에너지 재공영화와 노동조합

1998년 이전까지 독일의 전력 및 가스 판매는 지자체가 운영하
는 유틸리티나 지역 공급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에너
지 판매시장을 자유화시킨 에너지산업법(Energy Industry Law, 
EIL) 개정안이 변화를 가져왔다. 전력판매시장의 민영화가 시작
되자 전력망의 민영화도 함께 진행되었다. 2000년 함부르크는 
전력망을 스웨덴의 다국적 전력회사인 Vattenfall에게 매각하였
다. 장거리 열공급망도 Vattenfall에게 매각하였으며, 가스망은 
독일의 민간소유 다국적 기업인 E.ON에게 매각했다. Vattenfall
은 망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를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주요 발전사였다. 

공공적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환경적 우려로부터 시작되었다. 재
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부르크는 함부
르크에너지(Hamburg Energie)라고 하는 공공유틸리티를 공공
소유인 함부르크상수도(Hamburg Waterworks)190)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였다. 함부르크에너지는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한다. 하지만 함부르크에너지는 함부르크 시의 전체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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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125,000명)에게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191) Vattenfall
이 여전히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함부르크 시민
들은 전력과 가스망, 그리고 장거리 난방에 대한 재공영화를 요
구했다. 왜냐하면 망에 대한 공공소유와 통제를 확보하면, 재생
에너지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한 망에 대한 투자결정을 지방정부
가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망의 재공영화를 위한 연합’ 주도의 캠페인은 2013년 9
월 시민투표를 통하여 가까스로(지지율: 50.09%) 승리하였다. 
법적구속력이 있는 시민투표는 2014년 전력에 대한 재공영화, 
2018년 가스에 대한 재공영화, 그리고 2019년 장거리 난방에 대
한 재공영화로 이어졌다.192)
노동조합인 Verdi와 IG Metal은 에너지 재공영화에 대한 이슈에
서 입장을 달리 하였지만, 재공영화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부분적
인 지지를 보냈다. Verdi는 공공소유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재공영화 운동은 지지하였다. 그러나 자기 지역
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든 투쟁 노력과 단체교섭의 결과들
이 재공영화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
고 있었다. 그리고 재공영화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
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193) 
시민이 주도한 재공영화 운동은 노동자들과 충분히 연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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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두려움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194) 재공영화 이후 임금
과 노동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노동환경 및 고용안정성은 
오히려 향상되었다. 

재공영화 이후 함부르크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망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였고, 향후 10년간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
할 계획을 세웠다.195) Vattenfall은 장거리 난방에 대한 재공영
화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하였고, 무어버그(Moorburg)에서 생산
된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2019년 장거리 난방에 대한 재공영화가 진행되었고, 2019년 6
월 함부르크는 2030년까지 장거리 난방에 대한 석탄사용을 단계
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96) 이 사례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에너지 망을 다시 되찾음으로써 함부르크는 재생에너지 확장
을 위한 망의 현대화와 확장에 투자할 수 있었다.

- 매우 광범위한 시민들의 연합이 있었기에 민간기업들의 저항
과 반대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재공영화를 위한 시민투표에서 
승리(2013년 9월)할 수 있었다. 

- 재공영화 반대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노동자들의 우려와 두려
움은 실제로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 재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은 처음부터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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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유화 실험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은 에너지 자유화가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실패하였고, 전력과 가스부문이 가지
고 있는 고유한 성격으로 인해 아마도 항상 실패할 운명이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비상상태를 해결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유화된 시장모델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EU는 에너지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불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시장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정책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저
탄소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헌신은 노동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미래의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EC가 현재 경쟁을 촉진시
키는 자유화 정책을 더욱 더 밀어붙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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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기후정책의 중심
에 두는 것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현재 화석연료에 크게 의
존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새로운 대안적 경제활동을 개발할 수 있도
록 변화시키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
을 시켜주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정의로운 전환’이 항상 신
자유주의, 성장주의, 이윤추구 이데올로기와 관행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197) 예를 들어 ‘정의로운 전환’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
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고장난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민간기업들
에게 공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는 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에너지 자유화와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시장
모델을 폐지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자
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새로운 공공 에너지 
시스템은 자연독점 부문인 송전 및 배전과 생산 및 판매를 총괄한
다. 자연독점인 송전망과 배전망이 만약 민영화된다면, 에너지 네트
워크에 대한 공적통제는 상실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본다면, 망의 
민영화는 망에 대한 과소투자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
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망
이 보다 현대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풍력발전소가 아무리 많아도 
접속할 수 있는 망이 충분치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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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와 통제는 녹색에너지 혁명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정의로운 전환’은 소유 문제와 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소유
는 매우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리더인 덴마크의 경우를 보
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근간에는 망에 대한 공공소유가 있었다. 
독일의 경우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우려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요
구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부문의 재공영화 물결로 나타나고 있
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저조한 실적과 민
간이 소유한 망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소유를 요청하고 있다. 공공소유로의 움직임은 독일에
서 가장 활발하지만, 영국 노동당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National Grid에 대한 공공소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있다. 오직 공공소유를 통하여만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유의
미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으며, 에너지 ‘트릴레마’ (저탄소, 지불가
능성, 안정성)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5개 민간전력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실패한 사례를 비추
어 보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
해 보았을 때, 대형 전력기업의 국유화를 통하여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공공소유 및 통제를 강화시킬 논리가 생겨난다. 재
국유화의 대안으로는 영국 노팅엄의 로빈후드에너지 사례와 같이 
지역기반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공공소유의 
형태에 관하여, 국가냐 지역이냐 혹은 협동조합이냐 등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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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논의해야 할 주제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반영
되어야 한다. 유럽 전역에 걸쳐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소유가 중요하며, 노동조합은 에너지 민주주의 달성
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성요소라는 공통된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좋은 일자리를 기반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이
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소유 모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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