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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세계기상기구(WMO)는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The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기준선보다 1.1°C 높았으며,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 

되는 한 기온은 계속 상승될 것이라 말했다. 바다는 더 따뜻해지고 빙하는 계속 녹아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기상이변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1 기후위기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다. 더 빠르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프리야다르시 슈클라(Priyadarshi Shukla)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공동의장은 정책과 인프라, 기술을 갖추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70%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2 기존 탄소 중심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저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 이른바 ‘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 개발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수소와 같은 대체연료의 사용,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저배출  

및 제로 배출 전기 등 기후기술은 산업에서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기술혁신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가속화와 함께 기후기술 관련 시장 또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증가 

시키고 정부차원에서 기후기술 분야의 성장을 장려하고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2021년 4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다.3  

금융시장에서도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총자산의 40%를 차지하는 ‘탄소중립 

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은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청정에너지 투자를 연간 4조 달러(한화 약 4,742조 원) 

로 늘리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100조 달러(11경 8,550조 원)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4  

이미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시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에너지를 제외 

한 모든 산업 군에서 글로벌 벤처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에너지 산업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로 그 규모가 무려 1,200%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기후기술 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2021년 

현재 448억 달러로, 불과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기후 관련 투자  

대상이 2021년까지는 대부분은 테슬라(Tesla)로 대표되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등 운송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였다. 하지만, 2022년에 접어들면서 이 분야의 투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탄소 배출과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 

업에 대한 투자가 8배 이상 늘어나며 추세가 바뀌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새로운 투자의 대상으로도 기후기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기후기술의 중요성

본고에서는 기후기술의 정의와 분류체계, 기후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기후기술에서 주목받는 청정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수소에너지산업에 대해 살펴본 

후, 기후기술 투자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WMO(2022), WMO update: 50:50 chance of global temperature temporarily reaching 1.5°C threshold in next five years
2    IPCC(2022), The evidence is clear: the time for action is now. We can halve emissions by 2030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접속: 2022.11.09), 법안 원문 참고

4    임팩트온(2021.11.08), 블룸버그 회장, 130조달러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동맹(GFANZ) 공동의장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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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채운·안세진·민경서(2021), 기후변화 대응 기술 용어 개념의 특징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2(4), pp. 307-332
6      녹색기술센터(2017), 기후기술 분류체계 마련 연구

7      IPCC(2021), IPCC 기후변화 6차 보고서(기후변화 2021 과학적 근거) 
8      녹색기술센터(2019), 녹색·기후기술백서 2019 중 ‘국내외 기후기술 현황’부문 요약 및 편집

9      과학기술연구원(2019), 『기후기술산업통계』통계정보보고서

10    2017년 기후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시, IPCC(2012) 용어집(Glossary)에서는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의 의미를 제시하였음.  
         2016년 8월 발표된 IPCC 기후변화 6차보고서 용어집 mitigation를 완화로 제시된 것과 차이가 있음(녹색기술센터(2017), 기후기술 분류체계 마련  
         연구, 녹색기술센터

11    국가기후기술 정보시스템(접속: 2022.11.01), 기후기술 분류체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촉진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 등 두 가지로 기술한다. 즉 기후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IPCC 제4차 평가 보고서(AR4) 제3실무그룹(Working Group-Ⅲ)에서는 기후변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수단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6 

자원의 활용을 줄이기 위한 인류의 조정 활동 또는 온실가스의 흡수원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완화

(Mitigation)

적응

(Adaptation)

인간시스템에서 피해를 완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 영향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 자연시스템에서 

실제 기후와 그 영향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으로, 인간의 개입은 예상되는 

기후와 그 영향에 대한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기후기술이란 무엇인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또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어떠한 기기, 테크닉, 실용적 지식 또는 스킬”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하의 기술집행위원회(TEC)에서 정의하고 있다.5 

IPCC(2021) 용어집(Glossary)7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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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기후기술 정보시스템 국가 기후기술 분류체계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분류체계는 2017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녹색기술센터(GTC)가 수립하였다.9 분류체계는 IPCC의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감축(mitigation)10, 적응(adaptation)을 사용한다. 그 외에  

기타 감축·적응기술의 구분이 모호한 다분야 중첩부문을 포함한 감축/ 

적응 융복합(mitigation/adaptation convergence)을 추가하여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감축, 적응, 감축/적응 융복합 3개의 대분류 

하위로14개 중분류, 45개 소분류로 구분된다.11  

국가 기후기술 분류체계

대분류

감축

적응

감축/ 
적응 

융복합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생산·
공급

발전·
전환

비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핵융합 발전/청정화력 발전·효율화

수력/태양광/태양열/지열/풍력/해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폐기물

수소제조/연료전지

전력저장/수소저장

송배전 시스템/전기지능화 기기

수송효율화/산업효율화/건축효율화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Non-CO2 저감

유전자원 & 유전개량/작물재배 & 생산/가축질병관리/가공, 저장 & 유통

수계 & 수생태계/수자원 확보 및 공급/수처리/수재해 관리

기후 예측 및 모델링/기후 정보 & 경보 시스템

해양생태계/수산자원/연안재해 관리

감염 질병 관리/식품 안전 예방

산림 생산 증진/산림 피해 저감/생태 모니터링·복원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저전력 소모 장비/에너지하베스팅/
인공광합성/분류체계로 다루기 어려운 기후변화 관련 기타 기술

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저장·운송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고정

농업·축산

물관리

기후변화예측 및 모니터링

해양·수산·연안

건강

산림·육상

다분야 중첩

송배전·
전력 IT

중분류 소분류 범위

기후기술 분류체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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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은 비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로 분류된다. 

비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화석연료로서 ‘자원의 생성량’이 ‘자원의 소비량’ 

보다 적은 에너지로 원자력, 핵융합, 청정화력 등이 포함된다. 비재생에너지분야는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 원인 

이었다. 그러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원의 효율성이 아직 제한적인 관계로 이러한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비재생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술적 진보가 많이 진행되어 미래 에너지원의 대안으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에 포함된 에너지를 변환해 만드는 

에너지로 지속적인 재생이 가능하다.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 재생에너지에 속한다.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에너지원이다.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 한 에너지가 대표적인 신에너지이다. 신에너지에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수소 

는 다른 형태로의 에너지 전환이 쉬울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로도 잠재력이 우수하다. 

또한 수소에너지 활용 기술은 연료전지 자동차나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소형 및 대형 

발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에너지 소비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다. 

에너지 저장·운송은 전력저장과 수소저장, 송배전·전력 IT기술이 속한다. 

에너지 저장 기술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해 저장한 후, 

필요시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이란 

이런 에너지 저장-재공급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미래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핵심기술이다.

전력저장의 경우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어 저장했다가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저장 방식에 따라 크게 전기화학에너지저장, 기계에너지저장, 열에너지저장, 

위치에너지저장, 화학에너지저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소저장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잉여전기를 수소로 변환해 화학에너지로 

저장하고 필요시 수소로 재변환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소저장 

기술은 수송 및 발전 사업에 있어 수소에너지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이다. 

송배전·전력IT 기술은 송전, 변전, 배전망 등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력망 

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력서비스로 크게 송배전시스템과 전기지능화기기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고정

에너지 공급 / 에너지 저장·운송 /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저장·
운송

에너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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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 시스템은 송전선로, 변전설비, 배전설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기공급 시스템 

을 말한다. 전기지능화 기기는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전력의 이용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시스템 및 연계기술 등을 의미한다.

에너지 수요는 수송, 산업, 건축 효율화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

수송효율화 기술은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육상, 해상, 항공 교통수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고 교통·물류체계의 최적화를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친환경자동차, 고효율철도, 친환경 선박 등이 수송효율화 

기술에 포함된다. ITS 및 C-ITS의 보급을 통해 도로용량 관리,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기반 구축, 초경량 및 대용량 연료전지 기술 기반 철도시스템, 저탄소·친환경 

녹색선박 및 항만 구축, 탄소 배출 최소화 항만 운영관리 등이 포함된다.

산업효율화 기술은 전력,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일반소비재, 제지, 정유 등 주요산업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이다. 제조업 등의 생산시설에서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공장 자동화가 진화한 형태의 공장 내 

장비, 부품들이 상호 연결 및 호환되는 스마트 공장 등을 포함한다.

건축효율화 기술은 난방, 냉방, 급탕, 취사, 조명, 환기, 가전기기 사용 등 건물의 필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물의 패시브(passive) 기술과 건물의 사용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액티브(active) 기술,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에너지 기술 

건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적용 

기술을 의미한다. 건축물 난방 및 냉방 부하 저감을 위한 건축 기술, 열원 설비, 공조설비 

등 건축설비 기술, 건축물 운영에너지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적용 기술 등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고정은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회수하는 방법과 대기에 배출 

되기 전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회수하는 방법 

은 작물과 같은 식물을 이용해 고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나, 배출 전 

회수의 경우는 현재 포집, 저장, 전환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는 상용화 

단계에 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과 비(非)이산화탄소 고정화 기술이 이에 

속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은 화력발전소, 철강, 시멘트 공장 및 석유화학 

공장과 같이 화석연료 연소 및 특정 공정 중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활용하거나, 수송하여 지하의 안전한 지층에 저장하여 대기 

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석유나 천연가스 

의 회수증진에 활용하거나, 화학적·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분자 

나 액체연료 등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재활용적 격리기술까지 포함한다. 비이산 

화탄소 고정화기술은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거나 온난화 

유발효과가 없는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과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기술, 발생되는 비이산화탄소 물질을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효율로 회수, 재활용, 

파괴하는 기술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고정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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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분야는 미래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전자원을 확보 

하고 품종 개량과 재배 및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다. 가축 질병 및 병충 

해 예방, 적절한 유통 가공 기술도 여기 속한다. 관련 기술을 통해 생산 과정을 효율 

화함으로써 미래의 식량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유전자원·유전개량 기술은 품종 

개선에 필요한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전략형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농작물 및 육류의 대체식량자원 발굴이 이에 속한다. 작물재배·생산 기술 

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 및 물 부족 지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배 및 생산 

기술을 말한다. 포장에서의 재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관개, 시비, 육묘, 작물보호 및 

생산과 수확 전반에 걸친 기술을 포함한다. 특히 식물공장, 스마트팜처럼 IT와 접목한 

융·복합 기술까지 다룬다. 가축질병관리 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의 건강, 생산성 

향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질병발생 예측과 분석, 사전예방, 방역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곤충, 철새 등 질병매개체의 생태변화 연구도 질병관리 기술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 가공·저장·유통 기술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단계별 에너지 저감 기술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영향 예측 및 관리 체계 구축이 있다.

물관리는 지구상에 한정된 물을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 

려는 기술을 말한다. 과거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보전하고 확보하려는 수질오염 제거 

및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순환 패턴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수자원의 국지화·비평준화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의 효율적 확보 및 

저장기술, 국민생활권 주변 수생태계의 필요성·중요성 증가로 인한 물 관련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술, 강우패턴의 변화로 재난·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물에 의해 발생된 

재해·재난 방재 기술이 물 관련 기술에 포함되었다.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른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기후 

모델링을 통해 미래 기후를 예측하고 대응체계를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대기 과학계 

에서는 대기, 해양, 지면, 식생 등을 포함한 지구시스템 모델을 이용해 인위적인 요소 

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또한  

극한 기후 경보 기술, 기후변화와 지역별 취약성을 고려한 경보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양·수산·연안 관련 기술은 해양을 생물과 무생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대상으로 보는 해양생태계 분야와 해양에서 인간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수산자원 

분야, 그리고 해양의 물리적 변화로 인한 연안공간영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연안 

재해관리 분야로 나뉜다. 해양생태계 분야는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 

물관리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해양·수산·연안

농업·축산 물관리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해양·수산·연안 건강 산림·육상

적응

농업·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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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기술이 속한다. 수산자원 관련 기술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생물 

생태학적 정보를 밝히는 기술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포함 

한다. 최근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음에 따라 

주요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가들이 수산물의 지속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은 감염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기 대응기술인 감염질병 

관리와 식품안전 분야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환경 요인 분석 및 위해 예측 및 이에 

대한 안전확보 기술을 포함하는 식품안전예방으로 나뉜다. 

산림·육상 기후변화 적응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과 육상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생물의 다양성과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취약성을 파악하여, 부정적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기회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산림과 육상생태계의 기후변화 취약분야에 대한 적응기술로는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영향예측 모델개발 및 취약성 평가, 산림 피해 저감기술, 생물 다양성 보전 및 복원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다분야 중첩기술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 기술과 함께 모바일 및 홈, 

빌딩 등의 저전력 소모장비, 주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 이산화탄소를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연료로 생산하는 인공 광합성 등 그 외에 

분류체계로 다루기 어려운 기후변화 관련 기타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13  

감축/적응 융복합은 IPCC 용어집에서는 별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나, 기술의 진보성에 의한 신기술 출현 및 학제 

간의 융합으로 융·복합 기술의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기후기술 분류체계 수립 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대분류이다.12 

다분야 중첩기술이 이에 속한다.

12    과학기술연구원(2019), 『기후기술산업통계』통계정보보고서

13    국가기후기술 정보시스템(접속: 2022.11.01), 기후기술 분류체계-다분야 중첩

건강

산림·육상

다분야 중첩기술

다분야 중첩기술

감축/적응 융복합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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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기준 총 55개국이 명확한 목표연도와 함께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나 문서화 또는 법제화 

했다. 탄소중립의 주요 목표연도로 주요국들은 2035~2060년 사이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앞으로 30년 내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은 필수적이다. 이에 주요국 

은 기술의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지원폭의 확대 및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Joe Biden)행정부 취임 첫 날인 2021년 1월 20일 파리 

기후협정 복귀 선언을 하였다. 미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에 도달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15  

경기부양책으로 발표된 '인프라 투자계획'(The American Jobs Plan, 

’21.03.31)16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 R&D와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 투자에 약 2천억 달러를 책정하였다.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된 '일자리 창출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국 혁신계획'(American Innovation Effort  

to Create Jobs and Tackle the Climate Crisis, ’21.02.11)17에서는 

주요 10대 기후혁신 기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술은 ①탄소중립 건물 

②1/10 비용저감한 에너지저장시스템 ③최첨단 에너지시스템 관리기술  

④저비용/저탄소 차량 및 교통시스템 ⑤저탄소 항공기 및 선박 연료 ⑥온실 

가스 효과없는 냉매, 공조, 히트펌프 ⑦철강, 콘크리트, 화학 공정 저탄소 

화 ⑧無탄소배출 수소 ⑨CO2 토양 저장기술 ⑩CO2 직접 포집 기술

(DAC)이다. 우선적으로 저탄소 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해 에너지부(DOE)

의 에너지 첨단연구 프로젝트 사무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ARPA-E)에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국 기후기술 정책 동향

자료: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14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1호

15    국회예산정책처(2021), 바이든 행정부 기후,환경정책 분석

16    국회예산정책처(2021), 바이든 행정부 기후, 환경정책 분석

17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① 탄소중립 건물

⑤ 저탄소 항공기 및 선박 연료

② 1/10 비용 저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⑥ 온실가스 효과없는 냉매, 공조, 히트펌프

③ 최첨단 에너지 시스템 관리기술

⑦ 철강, 콘크리트, 화학 공정 저탄소화

④ 저비용/저탄소 차량 및 교통시스템

⑧ 無탄소배출 수소

⑨ CO2 토양 저장기술

⑩ CO2 직접 포집기술(DAC)

미국 10대 혁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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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설비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상풍력 에너지 프로젝트'(Offshore Wind Energy Projects 

to Create Jobs, ’21.03.29)’ 착수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30기가와트 

까지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2050년까지 110기가와트의 발전이 가능하며 77,000개의  

해상 풍력 일자리와 57,000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백악관은 전망했다.18

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22.08.16)의 경우 법령의 제목 

과는 달리 사실상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청정에너지 및 기후대응 투자법안이다. 미국은 

법의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청정에너지 생산 및 소비, 전기화(electrification), 주택 및 건물 개량 지원 등에 총 

3,690억 달러의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여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약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9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주요 인센티브20

인센티브

청정제조 시설

투자세액공제($63억)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160억)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75억)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36억)

친환경 대형차량

보조금($10억)

청정전력 투자($509억)
ㆍ생산세액공제($112억)

첨단기술차량

제조시설 대출($30억)

에너지부

대출 보증($43억)

주요내용

단위: 미화 달러

전기차ㆍ배터리 및 관련 소재ㆍ부품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ㆍ확장 등을 할 

경우 투자액의 6~30% 투자세액공제 지급

* (예) 전기차·배터리 생산 공장 미국내 건립·확장 시 세액공제 혜택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ㆍ태양광ㆍ풍력 등 첨단 부품과 핵심 
광물 등에 대해 생산비용의 약 10% 세액공제 지급

북미내 최종조립, 우려 외국법인 배터리가 미장착된 친환경차에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달러, 광물요건 충족 시 3,750달러 지급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 또는 차량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지급

기존 차량을 친환경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추가되는 비용, 친환경 대형차량 
부품의 수리 비용 등에 보조금 지급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 전력생산 시설 투자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전력 생산 시 
세액공제 지급

전기ㆍ수소차 등 첨단기술 차량ㆍ부품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ㆍ확장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저리 대출

전기차 생산시설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는 투자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대출 보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2) 「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개최

18    The White House(2021), FACT SHEET: Biden Administration Jumpstarts Offshore Wind Energy Projects to Create Jobs
19    한국은행(2022), 미국 상원, “인플레이션축소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의결내용

20    산업통상자원부(2022), 「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개최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미국은 행정부가 제출한 2023 예산안에도 기후기술 관련 

R&D 예산을 확대하였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예산21 

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을 연구 

개발 하는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사무국(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EERE)

에 4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비 26% 증가 

한 것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활용 

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술 리더십 구축을 

위한 것이다. 에너지 첨단연구프로젝트 사무국(ARPA-E)

의 예산은 전년 4억 5,000만 달러에서 56% 증액한 7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는 2022년 요청한 5억 달러22보다 

2억 달러 더 많은 금액이다. 이는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혁신" R&D를 포함하도록 기관 범위를 확장하는 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화석 에너지 및 탄소 관리(Fossil 

Energy and Carbon Management) 부문은 예산을 

8% 증가하였으며, 메탄 완화 및 탄소 포집·운송·저장

(CCUS) 및 전환에 추가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 

과학재단(NSF)의 예산에서는 기후 변화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기후과학 및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포트폴리오에 1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출하였다. 이외에도 기후복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2023년 예산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청정 에너지 인프라 

및 기술 혁신 투자를 위해 총 450억 달러를 요청하였다. 

2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2), 美 행정부, 2023년 예산 요청안 발표

22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접속: 2022.10.27), Federal Science Budget Tracker
23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터

24    '법제연구원(2022), [번역자료집]일본 2050년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녹색성장전략'의 용어사용

25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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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통합혁신전략 2019’ 및 ‘2050 장기저탄소발전 

전략'(LEDS)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21일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전략’을 수립하였다.23 주요내용은 에너지환경 

분야의 39개 민관기술 연구개발에 10년 간 30조 엔 기금 

을 조성하며, 2050년까지 혁신적 기술 확립을 목표로  

5개 분야 16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16개의 기술 중 온실 

가스 배출 감축량이 크고 일본의 기술력에 의한 공헌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39개의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별 목표, 

기술개발 내용, 요소기술 개발에서 실용화 실증개발까지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실행 체계를 제시하였다. 2020년 

12월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은 14개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 

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에 2조 엔 녹색혁신기금24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 

로 한다.25 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사무실의 14개 주요 

산업분야를 선정해서 산업분야별 2050년 목표를 수립 

하고 연도별/도입단계별 정책수단을 제시했다. 녹색혁신 

기금의 주요 에너지분야별 규모는 차세대 태양 전지에 

498억 엔, 해상풍력에 1,195억 엔, 수소 3,000억 엔이다. 

유럽26의 경우 독일의 '기후보호 프로그램(Klimaschutzprogram) 2030', 영국의 '녹색산업혁신에 대한 10대 중점 

계획'(10 point Green Industrial Revolution Plan), 프랑스의 ‘프랑스 회복 계획’(Le plan France Relance)과 

'프랑스2030'(France2030)이 있다. 독일의 ‘기후보호프로그램2030’은 교통, 에너지, 산업 부분에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중점기술로 수소, 배터리셀, 합성연료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설정에 따라 기후행동프로그램에 2022년부터 즉시 8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하였다. 영국의 ‘녹색산업혁신에 대한 10대 중점계획’은 전력, 건물, 산업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시스템, 프로세스 상용화를 위하여 10억 파운드 규모의  ‘탄소중립 혁신 포트폴리오'(Net Zero Inno- 

vation Portfolio)를 수립하였다. 포트폴리오는 10개의 중점 기술로 차세대 해상풍력, 원자력 첨단 모듈식 원자로, 

에너지 저장 및 유연성, 바이오 에너지, 수소, 주택, 직접 공기 포집 및 온실가스 제거기술(GGR),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산엽용 연료 전환, 파괴적 기술을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경제 복구 계획인 ‘프랑스 회복 계획’에서 탄소 

중립 관련 기술개발은 ‘생태'(Ecologie) 요청 항목 부분에 해당된다. 관련 예산 1,000억 유로 중 300억 유로는 

’생태’의 녹색 경기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미래투자전략으로 발표한 '프랑스2030'의 10개 목표 

중 6개를 탄소중립과 연계하였다.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점진적 축소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본 계획에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와 폐기물 관리개선에 10억 유로를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연료전지 등을 생산하는 기가와트급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와 함께 풍력, 태양광 등에 5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철강, 시멘트, 화학공정 상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디지털 및 로봇기술 등을 산업 탈탄소 

화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0만대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및 최초의 저탄소 항공기를 생산 

하겠다고 했으며, 디지털, 로봇, 유전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에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겠다고도 밝혔다.

26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과 ‘녹 

          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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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지원 제도 및 지원 기술

국가

일본

혁신적 
환경이노베이션전략

(2020년 1월)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2021년 6월)

지원제도 주요 기술 및 내용

에너지전환 
(약 300억 톤 감축)

• 주력전원으로 재생에너지 채택

•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전력망 구축

• 저비용 수소공급망구축

• 혁신적 원자력 기술 및 핵융합의 실현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및  
탄소자원화를 고려한 저비용 CO2 회수

수송 
(약 110억 톤 감축)

산업 
(약 140억 톤 감축)

업무·가정·기타·
횡단영역 

(약 150억 톤 감축)

농림수산업·
산림흡수원 

(약 150억 톤 감축)

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사무실

• 다양한 접근법의 그린 모빌리티 확립

• 화석자원의존에서 탈피(재생에너지와 수소의 활용)

• 탄소자원화 기술에 따른 이산화탄소 연료화 등

• 최첨단 온실가스 저감기술활용

• 빅데이터, AI, 분산관리 기술 등을 이용한  
도시 관리 변화

• 공유경제에 따른 에너지 절약/재택근무/ 
일하는 방식개혁, 행동변화촉진

• GHG 저감효과 검증에 기여하는 과학적 지식의 내실화

• 최첨단의 바이오기술 등을 활용한 자원이용 및  
농지, 산림, 해양의 CO2 흡수·고정

• 농축산업에서 메탄·이산화질소 배출 감축

• 농림수산업에 재생에너지 이용 및  
스마트농림 수산업

• 대기중 CO2 회수

① 해상풍력·태양광·지열(차세대재생가능에너지) 
② 수소·연료암모니아 ③ 차세대 열에너지 ④ 원자력

⑤ 자동차·축전지 ⑥ 반도체·정보통신 ⑦ 선박 
⑧ 물류·인류·토목인프라 ⑨ 식료·농림수산업 
⑩ 항공기 ⑪ 탄소리사이클

⑫ 주택·건축물산업·차세대전력관리 ⑬ 자원순환 
⑭ 라이프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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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2019년 9월)

녹색산업혁신에 대한 10대 중점계획

(2020년 11월)

프랑스2030(France2030) 
(2021년 10월)

프랑스 회복 계획

(Le plan France Relance)」 中
생태(Ecologie) 요청 항목

(2020년 9월)

지원제도 주요 기술 및 내용

교통

• 전기자동차 확대, 철도 네트워크의 전기화 및 디지털화, 
연료전지 기반 수소 대중교통, 대형화물차량 등 첨단 바이오 
연료 생산

에너지

산업

연구개발

• ’30년까지 총 전력소비의 6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 (열병합발전) 석탄화력 CHP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소 확대 

• (에너지 효율화)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하여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기여

• 수소환원제철 등 산업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기술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 방출 방지 

• 배터리셀 기술에 대해 최대 30억 유로 투자

• 산업 에너지 효율화산업의 재료 및 자원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 중점기술로 수소, 배터리셀, 합성연료를 선정

• 차세대 해상풍력, 원자력 첨단 모듈식 원자로, 에너지 저장 
및 유연성, 바이오 에너지, 수소, 주택, 직접 공기 포집 
및 온실가스 제거기술(GGR),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CCUS), 산엽용 연료 전환, 파괴적 기술

• 소형 모듈형 원자료(SMR) 개발

• 그린수소 연료전지 생산가능한 발전소 건설

• 저탄소 항공기 생산

•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디지털 및 로봇 산업 활용

• 재생에너지 투자(태양광, 풍력 등)

• 건물 에너지혁신, 산업탈탄소화,  
녹색교통(저탄소 철도기술 개발), 녹색수소

출처: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녹색기

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Deloitte Insight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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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술은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과 그린뉴딜 등 
국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와, 
주력산업 고도화 및 
기반 기술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2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2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과기정통부-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지원 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기술의 발전을 위해 1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2021년 3월 ‘2050 탄소중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전략적으로 확보할 10

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 

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10대 기술은 장기저탄소 

발전전략과 그린뉴딜 등 국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와, 주력산업 고도화 및 기반 기술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정부 

는 ‘기술혁신으로 3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견인’을 목표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기술별 목표 설정 및 현황과 이슈에 대응할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R&D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법제 정비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7 이에 

2021년 4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되었고 같은해 10월 

부터 시행되었다. 2022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 지원센터에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을, 기후기술 협력정책 지원센터에 녹색기술센터를 각각 지정하였다.28 

주요국 및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의 목표설정 단계를 지나 

이행 단계로의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기후기술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도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국의 기술정책에는 수소, 

수송관련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공통적 

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해당 기술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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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기술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 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탄소 포집·
활용·저장 기술 

(CCUS)

태양광

풍력

정의 기술 전략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조절기, 직교류 변환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로터블레이드에서 흡수,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술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하여 활용하는 기술

바이오매스(Biomass,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열·발전 또는 수송용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

온실가스 대배출 자원을 사용하는 기존공정을 온실가스 
저배출·무배출의 에너지 효율적 친환경 철강·시멘트 
제조로 전환하기 위한 소재·부품·공정·장비·설비기술

탄소중립 新화학산업 구축을 위한 저탄소 원료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공정에너지 저감, 부생자원 전환 
등 석유화학 산업 공정 전반의 탄소 저감 기술

공정 중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F-gas, N2O 등)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개발, 공정 최적화·제어·관리 및 배출가스 처리 기술

수송 모빌리티(승용·상용차, 철도, 선박 등)의 활동 시, 
전기/수소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배출 저감 달성

건물의 단열, 냉/난방 기기 효율화, 부하 저감 등의 단위 
기술의 고도화와 도시/건물의 전력·열 이용 다변화, ICT 
기반 에너지관리 등의 건물 운영 및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넷제로 건축물 및 커뮤니티 구현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ICT를 활용하여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예측/운영/제어/관리를 최적화) 및 ICT 
기기(장비/디바이스)와 인프라 효율 향상 관련 기술

배출된 CO2를 포집하여 심부 지층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직접 또는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

중국 저가화 공세 대응 →
초고효율화 및 응용처 확대

기술경쟁력 저조 극복 → 
육·해상 대형풍력 국산화

탄소중립 핵심수단 → 
단가저감, 안정적 공급기술 확보

보급·활용 저조 극복 → 
다양한 연료기술 경제성 확보

탄소배출 비중 高 → 
(단기)저탄소 연료·원료 대체기술 및 
(장기)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공정 효율향상은 한계 → 
저탄소 원료, 공정 전기化 기술확보

高GWP 공정가스 사용 → 
배출제어 고도화, 대체가스 확보

저감효율 80%→(’40)95%

성능 경쟁 심화 대응 → 
고성능 전원 및 고속 충전기술 확보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 
단위설비, 운영 최적화 기술 확보

전력소비 증가 → 
ICT 고효율화, 차세대전력망 확보

경제성·상용화 불확실성 → 
혁신소재·대형화 개발 및 실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너지기술연구원(2021), 탄소중립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총괄; Deloitte Insights 재구성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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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및 한국탄소중립 관련 중점 R&D 기술 및 투자규모 요약표

자료: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Deloitte 
Insights 재구성

구분

주요
정책명

• 일자리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혁신계획 
('21.2월)

• 미국 일자리 
계획('21.3월)

• ARPA-E $1억
• ARPA-C 설립

$150억
• 기후변화연구

$50억
• 에너지기술 

실증 $150억

• 저탄소배출
• 수소

• 부유식 
해상풍력

• 바이오연료/
제품

• 1/10비용 ESS
• 대규모 에너지 

저장
• 최첨단 ESS

관리기술

• 無온실가스 
냉매, 공조,
히트펌프

• 철강,콘크리트,
화학공정 
저탄소화

• 탄소중립 건물 

• 저탄소항공기
• 선박연료
• 저비용/저탄소 

차량(전기차)및 
교통시스템

• DAC

• CO2 토양 
저장기술

• 원자력(SMR)
• 희토류 

원소분리
• 양자컴퓨팅

•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녹생성장 
전략('21.6월)

•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2조 
조성

• 수소
• 연료암모니아

• 해상풍력
• 태양광
• 지열

• 축전지
• 주택·건축물·

차세대전력 
관리  

• 반도체·
정보통신

• 식료·
농림수산업

• 주택

•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물류, 인류,

토목 인프라

• 탄소리사이클

• 차세대 원자력
(SMR, HTR 등)

• 차세대 열에너지
• 자원순환
• 라이프스타일

• 기후행동 
프로그램 
2030 
('19.10월)

• 기후행동 
프로그램 
2030 '22년
€80억 조성

• 그린수소
• 수소저장 및 

운송
• 메탄열분해

• 풍력
• 태양광
• 바이오

• 에너지그리드
• 에너지저장
• 디지털화
• 배터리공급 

체인역량 구축

•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 난방시스템
• 건물신축/개조
• 미래건축

• OME 활용 
합성연료

• 육상/해상/
항공 
혁신기술

• DAC
• 산업 CO2 

활용

• 토양
• 에어로졸,

클라우드 및 
미량가스 
연구

• 녹색산업 
혁신에 대한 
10대 
중점계획
('20.11월)

• 탄소중립 
혁신 
포트폴리오
￡10억 조성

• 수소

• 차세대 
해상풍력 
(부유식)

• 바이오에너지

• 에너지저장

• 산업용 
연료전환

-

-

• DAC 및 
온실가스 제거

• CCUS

• 첨단 모듈식 
원자로(SMR)

• 파괴적 기술

• 프랑스 회복 
계획('20.9월)

• 프랑스2030 
('21.10월)

• 생태 €300억
• 에너지산업

€80억
• 수송분야

€40억
• 농식품분야

€20억

• 그린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 수전해수소

• 풍력
• 태양광

-

•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의 
탈탄소화

• 에너지효율화
• 산업공정 

전기화

• 건물 에너지 
혁신

•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 저탄소 철도/
항공기

-

• 혁신적 
원자로(SMR)
및 폐기물 
관리개선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21.3월)

-

• 수소생산
• 수소저장·운송
• 연료전지
• 수소활용
• 수소복합발전

• 태양광
• 풍력
• 해양
• 바이오에너지
• 신재생 융합

• 디지털 
수요관리

• 스마트그리드
• 에너지저장

• 철강
• 시멘트
• 석유화학
• 반도체·

디스플레이
• 산업효율향상

• 건물효율향상

• 수송효율향상

• CO2 포집,
저장, 활용

• 핵융합
• 기후예측·

모니터링
• 수질환경·

수자원관리
• 흡수원 강화

R&D
투자금액

(계획 포함)

신
에너지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관리중
점

R
&
D

기
술

산업

건물

수송

CCUS
등

기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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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너지 전환 투자 및 기후기술 기업 투자 

단위: 미화 10억 달러

자료: BloombergNEF(2022) 2022년 에너지 전환 투자 동향(Energy Transition Investment Trends 2022); Deloitte Insights 재구성

파리협정 이후 2021년까지 139개29 국가가 현재 탄소중립 실현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저탄소 전환, 디지털 융·복합, 에너지 시스템 분산화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어 

에너지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0  

블룸버그NEF(BloombergNEF)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 투자금은 7,550억 달러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부문은 풍력, 태양열 및 기타 재생 에너지 분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3,66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전기 

운송으로 2,73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 부분은 전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2021년에 7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기술 기업은 총 1,6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 중 2/3가 주식 시장을 통해 에너지와 교통 

부문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31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후기술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7조 2,914억 원으로 에너지 수요,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가 전체 투자규모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수송, 건축, 산업공정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분야인 에너지 수요가 2조 290억(27.8%)으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저장 1조 8,973억 원(26.0%),  

재생에너지 1조 4,231억 원(19.5%) 순으로 나타났다.32

기후기술, 어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가

29    Net Zero Tracker(접속: 2022.10.27.), NET ZERO NUMBERS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너지기술연구원(202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10대 핵심기술 개발 방향

31    BloombergNEF(2022), Global Investment in Low-Carbon Energy Transition Hit $755 Billion in 2021
32    녹색기술센터(2021), 2020년도 기후기술 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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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현지시간) 발표된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 전망보고서 

(World Energy Outlook 2022)33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발표를 

참고해보았을 때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 

는 현재보다 50% 높은 2조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의 증가로 인해 청정에너지 시장은 기회이자 국제 경쟁의 주요 

장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미국의 연간 

태양열 및 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수준보다 2.5배 증가하는 반면 

전기 자동차 판매는 7배 증가할 것이다. 에너지 싱크탱크 '에너지 이노 

베이션'(Energy Innovation)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재생에너지 업계가 호황을 누릴 것이며, 2030년 말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이 배가되면서 미국내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 

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34 연구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 2030년 말까지 미국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이 2배로 늘고, 전체 전력공급량 대비 청정 에너지 비중이 72~85%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청정에너지 투자

단위: 미화 조 달러

자료: IEA(2022)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World Energy Outlook 2022); Deloitte Insights 재구성

33    IEA(2022), World Energy Outlook 2022
34    한국무역협회(2022), 미 재생에너지 업계, 인플레감축법 수혜로 호황 전망

선진국 중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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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는 중국이 대규모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함에 따라 석탄과 석유 소비가 연내 정점을 찍을 것 

이라 보았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재생 에너지 배치의 가속화와 효율성 개선으로 10년 동안 EU의 천연 가스 

및 석유 수요는 20%, 석탄 수요는 50%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상황의 시급성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에너지 시장은 재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석탄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증가로 인해 화석연료의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다. 

2021~2030 정책시나리오에 따른 발전량 변화

단위: 테라와트시(Twh)

자료: IEA(2022)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World Energy Outlook 2022); Deloitte Insights 재구성

-1500

-1000

-5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태양광 발전 풍력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3,008
2,733

575
295

-1,157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20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21

자동차 시장 또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IEA가 

발표한 '2022 글로벌 전기차 전망'(Glo- 

bal EV Outlook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기차(EV) 판매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660만대를 기록했다. 2012년에 전 세 

계적으로 단 12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되었다 

면, 2021년에는 매주 그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2021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거의 10%가 전기 자동차였으며, 이는 2019년 시장 점 

유율의 4배이다. 2021년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 수는 2018년의 3배 

인 약 1,650만 대가 되었다.35 

전세계 전기자동차 수 추이

자료: IEA(2022), 2022 글로벌 전기차 전망(Global EV Outlook 2022 ; Deloitte Insights 재구성

단위: 백만 대

35    IEA(2022), Global EV Outlook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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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로 정책으로 인해 더 확대 

될 전망이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및 

전동화 차량으로의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자동차 

제조사(그룹)들도 친환경자동차로의 생산전환계획을 제시하는 추세 

이다.36 2022년 EU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정책을 승인했다. 

이로써 2035년부로 유럽에서 휘발유·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중단된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이미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판매를 2030년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202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종료하는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7 미국의 경우 2021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무공해 자동차와 트럭의 신차 판매 비중이 2030년 

40~5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너럴모터스(GM), 포드(Ford),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Stellantis) 등 미국 대표 자동차 제조사도 공동 성명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 현대차, 일본 토요타 등도 지지 의사 

를 전했다.38 

2022년 8월 25일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당국인 대기자원위원회

(CARC)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경제 규모(GDP)가 3조 달러에 달하며, 미국전체 

GDP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자 

경제 규모인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은 자동차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전망된다. 다른 주에서도 본 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출 

가스 제로 차량의 생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주와 매사 

추세츠 주가 이미 캘리포니아를 따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39

36    국회예산정책처(2022),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37    동아일보(2022.08.25), 美캘리포니아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세계 첫 판매 금지

38    동아일보(2021.08.06), 바이든 “2030년 美신차 절반은 전기차로”…테슬라는 안 불러, 동아일보

39     조선비즈(2022.08.26), 美 경제규모 1위 캘리포니아,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세계각국, 
내연기관 차량판매 중단 
발표 잇달아…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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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구분

국가별

기업별

노르웨이 2025년 신규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유럽연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프랑스 2040년 내연기관차(승용) 판매 금지 발표

캐나다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퀘벡은 2035년부터)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21.8.) 2030년 신차 50%를 
전기·수소·PHEV 로 하고,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강화 발표

(캘리포니아 주지사 행정명령)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발표

중국
2035년 일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추진 (하이브리드차 허용)
「신에너지차산업 발전계획」(’20.11.)을 통해 2035년 순수전기차를 
신차판매 주류로 만들고, 모든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화 발표

현대차
(유럽시장) 2035년 100% 전동화

(한미시장) 2035년 상용, 2040년 전차종 전환

GM 2035년 내연기관 중단, 전기차 생산

포드 2030년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메르세데스벤츠 2030년까지 50% 이상 전기차, 2039년 전 차동 전동화

폭스바겐 그룹 2029년까지 전기차 75종 출시

BMW 2024년까지 독일내 내연기관 엔진 생산 중단

덴마크·네덜란드·
스웨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발표

주요발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친환경 자동차 지원정책 분석 ; Deloitte Insight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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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치 정책과 기업들의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NEF(Bloomberg NEF)40에 따르면 승용 전기자동차의 판매는 2021

년 660만 대에서 2025년 2,060만 대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했다. 이는 블룸버그 NFT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025년의 자동차 

판매 전망치인 1,068만 대41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중국의 

영향 때문이다. 그로 인해 2025년까지 승용 전기자동차는 전체 차량 

점유율의 6%를 차지해 총 7,700만 대의 승용 전기자동차가 운용될 

것으로 보았다. 전기 버스는 계속 성장하여 이미 신차의 44%를 차지 

하고 있으며 전 세계 버스의 18%가 전기차로 운영되고 있다. 2040

년이 되면 전기버스는 175만 대로 성장해서 전체 버스의 62%를 차지 

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수소연료버스도 국가의 지원으로 늘어 

날 것이라 보았다.

40    Bloomberg NEF(2022), Electric Vehicle Outlook 2022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너지기술연구원(202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10대 핵심기술 개발 방향

승용 전기자동차 판매, 
2021년 660만 대 →
2025년 2,060만 대 급증 전망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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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기후기술 지원책을 보면 수소 

에 공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다양한 기후 

기술 중 수소 에너지 개발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소는 우주 

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이다. 수소에너지 

는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4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 요구와 기후 목표를 일치시키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소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거나 화석 기반 수소 생산을 재생 

가능한 수소로 전환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인 것이다. 국제 

수소시장의 발전은 에너지 공급자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여 에너지 

수입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세계 각국이 수소를 에너지 

전략의 중심에 두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또한 수소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로드 

맵 아래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에는 수소차·연료전지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진입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 제시되어 있다.43  

2020년 2월 수소법 제정 후 2021년 2월 법의 시행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IEA44의 2022 글로벌 수소리뷰(Global Hydrogen Review 2022)

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의 전체 수소 수요는 9,400만 톤으로 이전 

연간 최고치인 2019년 9,100만 톤을 초과했다. 수소 생산의 3대 공급 

원료는 천연가스(62%), 석탄(19%), 나프타 개질 부산물(18%)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소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사실상 이는 탄소 중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IEA는 탄소 저배출을 목표로 한 다양한 수소 프로젝트에서 희망 

을 본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모든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2030년까지 

저배출 수소의 생산은 전기분해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9~14메가톤 

(Mt, 1Mt=100만 톤), 화석연료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를 이용해 추출된 수소 7~10메가톤으로 모두 연간 16~24메가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2    KDI(2021), 수소에너지에 대해 궁금한 것 몇 가지

43    코트라(2022), 주요국 수소경제 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44    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수소 에너지 산업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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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 대한 응용분야 중 진전을 보이고 있는 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철의 환원에 순수 수소를 사용하는 첫 번째 공장이 생산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철강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최초의 열차가 독일에서 운행되기 시작 

했으며, 운송에 수소 및 파생물을 사용하기 위한 100개 이상의 프로 

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 발표된 수소 및 암모니아 사용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잠재적 용량이 거의 3.5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세계 각국의 모든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다면 저배출 수소 

생산은 2030년까지 연간 1,600만~2,400만 톤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재생 에너지로 작동되는 전해조에서 나온다. 모든 프로 

젝트가 완료되면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수소는 2021년 0.5기가 와트 

에서 2030년 최대 290기가 와트로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전망한다.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소기술의 공통 표준, 규정 및 인증 개발 

등의 과제가 아직 산재해 있지만 매력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무궁한 

산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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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에 투자된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 동향

자료: 피치북(2022) ; Deloitte Insight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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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 개발이 가속화와 더불어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자금유입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투자업계와 

기업들은 미래수익을 내기 위해 기후기술로 적극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벤처 업계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벤처투자 혹한기인 최근의 시장 상황과 반대로 가는 양상이다.

 글로벌 대체투자시장 리서치 전문기관인 프레킨(Preqin)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산업군에서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재가 -78.3%로 가장 낙폭세가 컸고 그 뒤로 

금융(-59.9%), 헬스케어(-54.8%), 경기소비재(-50.8%), 산업재(-48%), IT(-37.5%), 커뮤니케이션(-29.1%) 순 

이었다. 에너지 산업만이 유일하게 증가세로, 전년보다 규모를 1,201.9% 키웠다.45

피치북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후기술 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2019년 148억 달러에서 2020년 221억 달러, 

그리고 2021년 448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2년 만에 3배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46 투자건수 또한 2019년 

762건에서 2021년 1,130건으로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투자 기업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 미국 벤처캐피탈의 기후 관련 투자대상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트렌드를 볼 수 있다. 2021년까지 투자 

대상 대부분은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등 운송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였다. 하지만 2022

년에 접어들면서 운송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8배 이상 늘면서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47 

기후기술 투자시장 동향 및 전망

45    인베스트 조선(2022.06.20), 벤처 투자 혹한기에도 햇볕 받는 '기후테크'
46    헤럴드 경제(2022.07.29), 지난해에만 60조 쏠린 기후테크 스타트업…빅딜 싹쓸이

47    테크M(2022.09.09),[탄소중립과 혁신Ⅱ] (4)글로벌 그린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와 녹색 성장

투자금액(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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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도 증가세이다. 

아마존은 2020년 6월에 20억 달러 규모의 ‘기후서약펀드’(The Climate Pledge Fund)

라는 벤처투자 기금 설립을 발표48하였다. 아마존은 당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벤처투자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의 펀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인 아모지(Amo- 

gy), 농업기술회사인 히포하베스트(Hippo Harvest) 등 13개 회사에 투자를 진행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1월에 1975년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 전체를 

제거하고 더 많은 탄소까지도 제거하는 이른바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전략 

을 공개했다.49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기업이 될 것 

이라 공언하며,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혁신기금'(Climate- 

Innovation Fund) 조성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140만 톤의 탄소 제거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2022 회계연도에는 150만 톤의 탄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목표 

로 하고 있다.50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15년 기후기술 투자 펀드인 브레이크 

스루에너지(Breakthrough Energy)를 설립했다. 브레이크스루에너지51는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제조(30%), 전기(26%), 농업(21%), 운송(16%), 건물(7%)을 기후 

변화의 5대 과제로 명명하고, 5가지 분야에서 기후 오염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회사들을 

지원해왔다. 또한 캐털리스트(Catalyst) 프로그램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함께 모아 

중요한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상업 단계의 시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브레이크스루에너지는 EU와 영국 등 세계 각국과의 투자 지원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기후변화 완화에 투자하던 브레이크스루에너지벤처스는 지난 10월 

‘기후적응'(climate adaptation) 분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52 기후 

적응을 투자 카테고리에 추가하고, 청정기술 스타트업들이 공장 건설과 기술 확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투자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의 기후기술 관련 투자시장은 아직 해외 시장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기후기술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 출시 및 벤처 투자조합 결성 등 관련 시장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 6곳은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술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ETF53상품을 출시하였다. 자산운용사들은 수소관련 ETF와 같이 세분화된 친환경 ETF부터 

전반적인 클린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까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ETF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54  

48    Amazon(접속:2022.10.27), The Climate Pledge Fund
49    동아사이언스(2020.01.17), MS "탄소네거티브로 간다" 혁신기업들 기후변화 대응전략 잇따라 발표

50    마이크로소프트 보도자료(2022.3.28), 마이크로소프트 탄소 네거티브 선언 2주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51    브레이크스루에너지 홈페이지(접속: 2022.10.26)
52    MIT Technology Review(2022.10.28), 빌 게이츠의 기후 펀드, ‘기후적응’으로 투자 확대

53    KB자산운용의 KBSTAR KRX기후변화솔루션 ETF,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RX기후변화솔루션 ETF,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KRX 
        기후변화솔루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기후변화솔루션 ETF, 신한자산운용의 SOL KRX기후변화솔루션 ETF,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탄소중립액티브 ETF 이상 총 6개

54    뉴시스(2021.11.01), KB자산운용, 기후변화 솔루션 ETF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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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펀드의 구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2), 5000억 규모 수소펀드 출범…내년부터 본격 투자

수소펀드

해외 법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15개국)

글로벌 금융사 네트워크

*현재 논의중인 GP 및 LP 이며 향후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있음

또한 수소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이 협력해 5,000억 원 규모의 수소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55  

수소 펀드는 민간 기업들이 수소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자발적으로 조성을 추진했다. 

국내 기업과 외부 투자자의 출자 등을 통해 5,0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결성해 10년 동안 운용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 스톤피크(Stonepeak), 자펀드 운용사인 노앤파트너스(Noh&Partners)

와 함께 올해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해 내년 초부터 수소 분야에 본격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금융지원과 규제혁신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이 수소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융지원을 

한다.

55    산업통상자원부(2022), 5,000억 규모 수소펀드 출범…내년부터 본격 투자

미래에셋그룹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국내외 LP*국내외 GP*

글로벌 금융기관

글로벌 기업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 투자 全과정 Support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투자기회제공(공동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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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기술 관련 지원은 정책자금 위주로 시행되어왔으며, 민간 주도의 기후기술 벤처 투자는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기후기술 투자에 특화한 국내 최초의 민간 벤처캐피털 펀드는 작년 말에 결성되었다. 임팩트 

벤처캐피털 인비저닝파트너스는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펀드'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 768억 원 규모로 

결성하였다. 이 펀드는 지난해 9월 667억 원 규모로 1차 결성을 마무리한 이후 대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결성 3개월 만에 101억 원을 증액해 결성됐다.56 이 펀드에는 한화솔루션, GS, 무신사 등 민간기업들이 출자했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관심이 높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는 지난 4월 국내 초기 

기후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했다.57 

기후기술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2000년대 클린테크 1.0의 재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당시 250억 달러의 벤처자금의 투입되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 당시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전기차는 너무 비쌌고 기술력도 입증되지 않았다. 테슬라

(Tesla)는 정부 융자를 받기도 했다.58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지금의 시기와는 큰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는 미래의 투자 트렌드를 이끌 것이다. 테슬라(Tesla), 비욘드미트(Beyond Meat), 인디고 애그리컬처

(Indigo Agriculture) 등은 기후기술을 연구해 기업 가치가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59 

이다. 기후기술로 향하는 막대한 자본이 기후기술 분야의 새로운 유니콘을 탄생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56    한국경제(2022.04.11), 돈 몰리는 기후테크 벤처펀드…1년 만에 두 배 증가

57    플래텀(2022.04.11),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 결성

58    임팩트온(2022.6.21), 클린테크, 15년 전처럼 후퇴할까

59    스타트업투데이(2022.05.13), 스타트업 투데이’기후 위기 해결 나선 녹색 스타트업…‘기후테크’ 앞세워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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