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에너지 혁신에 있어 미국을 선두
주자로 밀어올리는 한편으로 관련
과제에 대처하며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

”

—존 케리(John F. Kerry), 제68대 미국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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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혁신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더욱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 미래를
달성하며, 미래 성장하는 에너지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풍력, 태양광 발전 및 배터리 저장
용량의 급격한 비용 감소로 오늘날 기후 변화가 필요로 하는 빠른 기간
내에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전망은 더욱 밝아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확장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누적
감소량의 절반은 현재 상용화된 기술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국제
에너지 기구의 결론입니다. 승객 수송이나 난방과 같은 특정 분야의
광범위한 전기화와 이 전기를 생성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 운송, 해운, 항공 및 중공업과 같은 소위
“저감이 어려운 부문”은 광범위한 탈탄소화 기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기존의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탈탄소화하려면 새롭고
개선된 기술도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및 실증(RD&D)에 대한 정부의 투자 사례는 분명합니다.
사기업은 혁신의 완전한 사회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이익에 비해 적게 투자합니다. 탄소 오염을 제한하는 강력한 기후
정책과 더불어, 연방의 RD&D 투자는 경쟁자들보다 앞서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더 빨리 시장에 내놓으며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속도로 미국의 혁신을 진전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방
정부는 에너지 혁신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보건
혁신 투자의 4분의 1, 국방 혁신 투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에너지 혁신의 사례는 분명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이를 어떻게
가장 잘 해낼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정부나 의회가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해 “대성공(go big)”을 거두고자 한다면,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이용하여 그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책 입안자는 어떤 연구 단계에 투자해야 할까요? 어떤
기술이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연방 정부는 국립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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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수의 대학들, 그리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에 있어서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그 자체를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까요?
약 1년 전, 필자는 이를 2021년 차기 정부와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추가
분석과 연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핵심 질문들로 봤습니다. 연구,
교육 및 대화를 통해 스마트하고 실행 가능하며 증거 기반인 에너지 및
기후 해결책을 발전시키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미션과
일관되게, 이 일을 맡은 우리의 목표는 정책 입안자들이 필요로 하는
형식과 시간 프레임에 유용한 에너지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고, 향후 5년간 차기
정부와 의회에 에너지 혁신에 대한 미국의 연간 투자를 3배로 늘릴 수
있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중요한 에너지 기술
모든 영역에 걸친 상세한 재정 지원 제안과 즉각적인 실행을 위한 권장
사항이 포함됩니다. 컬럼비아 대학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에 바룬
시바람(Varun Sivaram) 박사를 영입하고, 정보 기술 및 혁신
재단(ITIF)의 콜린 컨리프(Collin Cunliff) 박사와 데이비드 하트(David
Hart) 박사와 협력하여 데이비드 산달라우(David Sandalow) 박사 및
훌리오 프리드만(Julio Friedmann) 박사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단히 노력해 주시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준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 고조 및 전 세계 여러 정부 부양책의
청정에너지 투자 증가와 함께, 재생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눈부신
성공은 우리에게 저탄소 기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줄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많은 지속 가능 에너지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고 확장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청정에너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와 이것이 어떻게 하면 더 번영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 에너지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대화와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즐기기 바랍니다.
제이슨 보도프(Jason Bordoff)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 창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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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혁신은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태양
전지판과 풍력 터빈의 비용 절감에 있어 극적인 성공은 광범위한 다른
에너지 기술에도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경제적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주도하고 의회가 승인한 이 미션은 연구
중심 대학, 연방 연구소 및 사기업(대규모 및 소규모 모두 포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의 진보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 미션을 활성화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선순환을 열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에너지
연구개발 및 실증(RD&D)에 재정 지원을 3배로 늘려야 합니다.
청정에너지 혁신에 더욱 야심 찬 공공 투자를 요구하는 초당적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의회와 연방 기관이 효과적으로 재정
지원을 증가시킬 방법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향후 5년간 성장하는 RD&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중요한 에너지 기술 모든 분야에 걸친 상세한
재정 지원 제안 및 즉각적 조치를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본
제안에서, 우리는 수십 년의 미국 역사 경험에서 정수만 뽑은 학술
문헌을 조사했으며, 수십 개의 입법 제안에 따라 도출하고,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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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RD&D 재정 지원의 가장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공공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본서는 총 2부로 이루어집니다. 1부는 연방정부가 청정에너지 혁신에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다룹니다. 2부는
이를 위한 상세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1부: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연방 투자 확대의 필요성
세계를 청정에너지 미래로 이끄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회, 경제, 복지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규모 허리케인 및
산불은 지구 온난화의 어두운 전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려면 세계가
향후 수십 년간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롭고 개선된
청정에너지 기술이 요구되며, 이는 “심층 탈탄소화”로 알려진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미국은 또한 미래 저탄소 산업을 이끌 기회를 잡음으로써 번영할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자 청정에너지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청정에너지 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어 전 세계의 선두 주자이며 청정에너지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이자 최대 규모인 혁신 시스템을 갖춘 미국은 향후
수십 년간 청정에너지 혁신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지만, 헌신과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연방 재정 지원은 미국 에너지 혁신에 있어 핵심입니다. 신생
청정에너지 기술은 시장 성공의 가파른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기존 기업, 불필요한 규제, 화석 연료에 기반하여
구축된 기존 인프라 및 보조금은 가장 유망한 벤처조차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심층 탈탄소화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공 RD&D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
재정 지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가 회복되도록 단기 부양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RD&D 투자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시장 보급 및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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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 정책과 함께 병행하여, 미래 혁신 에너지 산업이 장기적
번영과 포용적 경제 성장을 지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은 미국 혁신의 오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연방 재정 지원은 구명 약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군대
무기를 현대화하며,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과거 미션은
미국이 세계 과학 기술 강대국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에너지 혁신을 경시했습니다. 연방 에너지 RD&D
지출의 이전 급증은 오래가지 못했으며, 최근 재정 지원 증가세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연방정부는 에너지 혁신에 연간 90억 달러
미만을 투자하는데, 이는 보건 혁신 투자의 4분의 1 미만, 국방 혁신
투자의 10분의 1 미만입니다. 미국은 2021년까지 RD&D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을 128억 달러로 두 배 늘리겠다는 2015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선언에 따른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부족합니다.
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에너지 혁신을 국가 핵심
우선순위로 높이고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여러 연방 기관에 걸쳐 에너지 혁신을 위한 연간 공공 재정 지원은 세
배로 늘어나 250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기존의 수많은 연구는, 미국
연구 기관과 사기업들이 이러한 규모의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수령하고 이를 급속한 기술적 진보로 전환하여 공공 투자를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부: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
연방 정책 입안자들은 연방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청정에너지 혁신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 ES-1). 재정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심층 탈탄소화에 대한 각 중대 과제를 대표하는 10가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RD&D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연방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6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출범 이후,
차기 의회와 정부는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을 수립하기 위해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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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S-1: 차기 정부와 의회를 위한 전략 전술 지침
기술 분야
1

2

3

기초 과학 및 플랫폼
기술

전략적 원칙

1

중요한 탈탄소화
요구에 맞춘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

청정 전력 발전

첨단 교통 시스템

즉각적 조치

1
2

혁신 파이프라인의 전
단계 지원

3

연방정부의 모든 역량
결집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청정 연료

5

현대적 전력 발전
시스템

청정하고 효율적인
6
건물
7

산업 탈탄소화

8

탄소 포집, 활용 및
격리

9 청정 농업 시스템

10 이산화탄소 제거

국립 연구소, 대학 및
4 민간 부문의 혁신적
역량 활용

5

2 의회는 에너지 RD&D
자금을 2022
회계연도까지 30%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해 주 및 지방
정부와 협력

새로운 데이터에
적응하면서 예측
6
가능한 장기적 재정
지원 목표 설정

3 미국은 에너지 혁신
부문의 국제적
리더십을 되찾아야
합니다.

연방 에너지 RD&D 예산이 5년간 3배로 늘어나면 미국은 완전한 심층
탈탄소화 혁신 의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현재 에너지
RD&D 포트폴리오는 청정 전력 발전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10가지 기술 분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
10개년 계획을 조직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전망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중 몇 가지는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대대적인 상업적 성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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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탄소 포집 및 저장, 디지털 에너지 기술, 장기 그리드 에너지
스토리지, 첨단 교통 기술, 그리고 수소와 같은 청정 연료와 같은 초기
및 성장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할 기회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
명확한 연방정부 이니셔티브를 제안합니다.
에너지 RD&D 포트폴리오가 2025년까지(즉,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 회계연도까지) 연간 25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6가지 전략적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처음 다섯 가지는 주제, 혁신의
단계, 연방 기관, 연구 파트너 및 미국의 지역 전반에 걸친 다양화
요구입니다. 연방 에너지 RD&D 투자는 모든 10가지 기술 분야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 연구부터 상업적 규모의 실증
프로젝트에 이르는 전체 혁신 파이프라인에 적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부(DOE)와 국립 연구소를 넘어 확대해야 합니다(도 ES-2).
DOE와 연구소가 에너지 혁신에 대한 핵심 전문지식을 계속
제공할지라도, 의회는 국방부와 농무부(USDA), 국립 과학 재단(NSF),
미국 항공 우주국(NASA) 및 기타 연방 기관에 에너지 혁신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참여 기관은 연방 연구소부터 대학, 민간
벤처까지 혁신 생태계 전반에 걸쳐 투자해야 하며 우수한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 및 주 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원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권장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적인 재정
지원 목표를 채택해야 하지만 상황이 변화하고 경험에서 배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최근 에너지 혁신 투자 지지에 대한 초당적 모멘텀이 커지면서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취임하는 제117대 의회와 대통령
행정부는 세 가지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 수립에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을 알리는 대통령 정책 지침을
발표하고, 에너지 혁신을 국가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5년 안에 에너지
혁신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을 3배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기관 간
조율 및 빠른 실행을 위한 백악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정책 지침 초안은 부록 A에 수록) 둘째, 차기 의회는 특히 현재
자금이 부족한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둔 연방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고 미국이 2025년까지 예산을 3배로 늘리는 야심찬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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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2022 회계연도(FY22)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도 ES-3는 2022
회계연도 에너지 혁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약술하며, 각 기관
및 관청에 자금을 지원하는 의회 지출자에 표 ES-1 항목 권장 사항을
요약합니다.) 셋째, 미국은 미션 이노베이션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고,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 협력을 촉진하며,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세계적 공공 기금을 마련을 위해 경쟁력 있는
상향식 경쟁을 고무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즉각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명목 예산(단위: 십억달러)

도 ES-2: 연방 기관의 과거 청정에너지 RD&D 재정 지원 및
2025년까지 연간 청정에너지 혁신 예산 250억 달러 증액 제안

회계 연도
기타(예: NIST)
실증 프로젝트
국방부(DOD)
국립 과학 재단(NSF)
농무부(USDA)

국제 협력
미국 항공 우주국(NASA)
에너지부 에너지 첨단 연구 사업
사무국(DOE ARPA-E )
에너지부 응용 에너지
에너지부 과학 연구소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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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S-3: 2020 회계연도 대비 기술 항목별 2022 회계연도 연방
에너지 혁신 예산안
2020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증가율(%)

이산화탄소 제거

재정 지원
(단위: 십억 달러)

2020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증가분

청정 농업 시스템
탄소 포집, 활용, 및 격리
산업 탈탄소화
깨끗하고 효율적 건축
현대 전 력 시스템
청정 연료
첨단 교통 기관 시스템
청정 전력 발전
기초 과학 및 플랫폼 기술

이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는 내년 국가 혁신 미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혁신에 대한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세계적 도전 과제에 잘
대처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미래의
청정에너지 기술에 강단 있게 투자하고 그 투자를 지속한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이후, 미국은 기후
변화라는 훨씬 더 심각한 국제적 위협에 대처를 이끌 것이며,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며 번영할 것입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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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S-1: 기관 및 부처별 2022 회계연도 연방 에너지 혁신 예산안
(단위: 백만 달러)
재정 지원
기관

재정 지원 관청/기관

2020 회계연도
대략

2022 회계연도 %
제안
변동

에너지부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EERE)

2,228

2,682

차량 기술국(EERE/VTO)

396

488

바이오에너지 기술국 (EERE/BETO)

260

320

수소 연료 전지 기술국 (EERE/HFTO) 150

185

태양광 에너지 (EERE/SETO)

280

303

풍력 에너지 (EERE/WETO)

104

113

수력 (EERE/WPTO)

148

160

지열 기술국(EERE/GTO)

110

170

첨단 제조 관청 (EERE/AMO)

350

432

건축 기술국(EERE/BTO)

230

301

20%

472

812

탄소 포집량 (전력 및 산업)

115

300

탄소 활용량

21

25

탄소 저장량

79

120

첨단 에너지 시스템/크로스 커팅

123

150

탄소 역배출 기술(신규 관청)

--

75

메탄 누출 감지 및 감축

18

22

1,493

2,028

다중 시험 원자로

65

450

원자로 계획 RD&D

102

163

연료 주기 R&D

305

255

첨단 원자로 연구, 개발 및 실증

330

520

전력사무국(OE)

190

520

174
%

과학사무국(SC)

2,151

2,572

20%

173

200

탄소 관리국(CM)*

원자력 에너지국(NE)

첨단 과학 컴퓨터 활용 연구소
(SC/ASCR)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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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페이지에 이어서)
재정 지원
기관
에너지부

농림부

2020 회계연도
대략

2022 회계연도 %
제안
변동

생물학 및 환경 연구소 (SC/BER)

451

523

기초 에너지 과학 (SC/BES)

661

766

융합 에너지 과학 (SC/FES)

671

740

에너지 첨단 연구 사업
사무국 (ARPA-E))

425

516

21%

소계, DOE

6,959

9,130

31%

재정 지원 관청/기관

농업 연구 서비스 (ARS)

205

377

미국 육군 연구소 (ARL)

155

202

미국 해군 연구소 (NRL)

97

127

미국 공군

254

332

기타 (국방-광범위, DARPA,
ESTCP)

298

391

804

1,053

31%

339

394

16%

생명 과학 (BIO)

54

75

컴퓨터 정보 과학 공학 (CISE)

24

34

공학 (ENG)

156

219

수학 물리학 사무국 (MPS)

162

227

기타 NSF

21

29

804

1,053

31%

169

221

31%

8,894

11,758

32%

소계, DOD

소계, NSF
기타(NIST,
NOAA,
USGS,
FHWA,
EPA- ORD)
합계

158
169

NASA
국립 과학
재단

99

NIFA 농업 및 식량 연구 이니셔티브
106
(NIFA/AFRI)
소계, USDA
국방부

50

농업 첨단 연구 개발국 (AGARDA)

해당 사항 없음

83%

*현 화석 에너지국의 신규 명칭안
비 DOE 프로그램에 대한 2020 회계연도 재정 지원 수준은 청정에너지 / 청정 농업에 사용되는 재정 지원
부분의 추정치입니다. 기관 및 부처의 총계는 프로그램의 방향 및 RD&D 시설의 추정치(표에는 미기재)를
포함하며 RD&D 프로그램의 합계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1부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연방
투자 확대의 필요성
사진 제공: Skynesher/Getty Images

청정에너지 혁신은 국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연방 재정 지원 조성 사례를 다음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에너지 혁신을
핵심적인 국가 우선순위로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동기를
제공하는데, 바로 기후 변화 대처에 대한 신속한 진전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한
번영입니다. 제2장 에너지 혁신에서 민간 투자를 보충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공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을 인도하기
위해 성공적인 국방 및 보건 혁신 미션과 같이 이전의 미국
혁신 미션에서 얻은 교훈을 조사합니다. 제4장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가 2025년까지 250억 달러의 연간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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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는 타당한 이유로 인구 통계학적 및 이념적 영역 전반에
걸쳐 미국에서 인기입니다.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 변화라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청정에너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계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적당한 청정에너지는 미국 및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약속합니다.
일부 청정에너지 기술은 인상적인 결과를 줍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은
미국과 전 세계적 모두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동력원입니다.
높이가 거의 에펠 탑만큼 되는 풍력 터빈은 기존 석탄 발전소의
것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기후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에 투자를 늘리는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시장의 경제적 보상을 얻는 가장 유리한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 일본, 유럽 연합, 그 외 국가들이 그렇게 하면, 미국은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해결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청정에너지 산업 구축에 대한 긴급함은 정책 입안자들이 에너지
혁신을 핵심적인 국가 우선순위로 높이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심층 탈탄소화 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향후
수십 년 간 급격하게 떨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지분은 엄청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14

제1 장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허리케인 샌디부터 서부 산불까지 끔찍한 기후
관련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가뭄, 폭풍, 해수면 상승,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악화되는 전염병은 향후 10년간 미국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2
에너지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기후 변화에 가장 중대한
원인입니다.3 지난 10년간, 에너지에서 배출되는 세계 CO2는 10%
증가했습니다.4 재앙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초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배출 제로, 즉 심층 탈탄소화를 빠르게 착수하는
것은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청정에너지 기술만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태양 전지판과 풍력 터빈을 포함한 일부 청정에너지 기술은
세계 많은 곳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같이 이미 시장 내 기존
기업과 상업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 및 항공에서 철강
및 시멘트 생산, 도시 인프라까지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는 고성능 청정
에너지 기술을 상업적은 규모로 도입할 수 없으며, 부도덕한 기존의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도 얻지 못합니다.
사실,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심층 탈탄소화에 중요한 46가지 에너지
기술에 대해 단 6개의 기술만 기후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5 나머지 40가지는 전력 발전과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 청정 수소
연료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술, 간헐적인 재생 가능 전력을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 전력망처럼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배터리와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새롭고 개선된
기술은 더욱 저렴하고 새로운 시장 적용을 열 수 있습니다.6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가 순배출 제로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감축의 약
절반은 현재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기술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7
에너지 RD&D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는 탈탄소화를 앞당길
것입니다.8 2017년 DOE 분석은 현재 RD&D 프로그램이 비용 절감과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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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기술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2040년까지 23% 감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예측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DOE는 76개의
기술 목표 중 75개를 충족하거나 넘어섰습니다.9 그리고 DOE가
RD&D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면, 더 나은 기술로 미국의 배출량을 15%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10 확실히, RD&D에 대한 연방 투자(“기술
주도” 정책)만으로는 2050년까지 미국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속도로 탈탄소화를 활성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소 가격이나 청정에너지 기준과 같은 “수요 견인” 정책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2005년 대비 비율 감소

이산화탄소(단위: 백만 미터톤)

도 1-1: 기술 진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미국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

기준점
DOE(에너지부) RD&D 기술 목표
DOE(에너지부) RD&D 예산 배증
2050 탄소 중립
출처: DOE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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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혁신은 해외 배출량도 감소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탄소
배출량의 15%만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세계적으로 반드시 확산시켜야 합니다. 더욱이,
국내에서 비용 효율적인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국제 기후
외교에서 미국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다른 나라에 심층 탈탄소화로의
실행 가능한 방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가 순배출 제로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감축의 약 절반은 오늘날 아직
시장에 나오지 못한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세계 시장 포착
세계 연간 에너지 투자는 2019년 약 2조 달러였습니다.11 청정에너지
시스템에 주력하는 세계적 투자풀의 비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난 15년간 약 800% 증가하여
2019년에 거의 3,000억 달러였습니다.12 새롭고 성장하는 청정에너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은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기다립니다.
미국은 한때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적 리더였습니다.
상업용 원자로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탄생하여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현대의 태양광 발전은 1950년대 벨
연구소(Bell Labs)에서 발명되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력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셰일 혁명은 민간 산업의
투자와 더불어 미국을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 만든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13,14,15
그러나 미국은 점점 에너지 혁신 리더십을 해외 경쟁국들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청정에너지로 전환의 일환으로 혁신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그리고 배터리의 세계 최대의 생산자이자 수출국 및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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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 측면에서 4위에 불과합니다.16
중국뿐만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신생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표적
투자에 수출 촉진을 병행하며 공격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 수소차와 전해조를 판매합니다.17 마찬가지로, 한국부터
독일까지 국가들은 청정에너지 산업의 급성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장기적인 전략이 중심인 혁신에 지속해서 투자했습니다.
이들이 주력하고 있는 기술에는 가스 발생 장치, 초고전압 전송선,
연료 전지, 효율적인 선박 등이 있습니다.18,19
미국은 많은 초기 청정에너지 산업을 이끌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이러한 기회 중 하나입니다.20 국가들이 화석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 하면서, 산업 시설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대기에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2040년까지 이러한
기술 시장은 수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21,22 현재 미국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보다 더 많은 최첨단 탄소 포집 시설이 작동 중이거나
개발 중입니다.23 하지만 이러한 초기 발달을 장기적 산업 리더십으로
바꾸는 것에는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청정 교통 기술부터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디지털
도구까지 미국이 주도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다양한 기술 기회 전반에
걸쳐 유효합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하고자
함에 따라, 미국은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더욱 뒤처질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청정 수소 인프라와 같은 기후 친화적 경제 회복 투자에
2,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24 더 나아가 독일은
“수소 경제 창출과 독일 기업의 리더십”을 목표로 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으며, 에너지 RD&D에 투자를 강조합니다.25 중국 정부는 첨단
에너지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고전압
전송선과 고속 철도망 구축, 전기차 및 수소 연료 차량에 보조금 확대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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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차량 충전 인프라망 구축, 그리고 차량용 첨단 배터리와 전력망
생산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에너지 혁신에 대한 정부 지원이 경쟁력 있는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양책에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에너지 RD&D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은 포용적 경제 성장과 전국 산업 클러스터에서 청정에너지
기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해나가야 합니다. 비록 더 폭넓은
산업 정책 의제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가지만, 박스 1-1은 코로나19
불황에서 장기적 미국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간단히 다룹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하고자 함에 따라, 미국은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더욱
뒤처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에너지 인프라 정비를 이끄는 수익성 좋은 기회를 놓칠
위기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청정에너지 혁신을 생체 의학, 국방, 우주 및 인공 지능 혁신 정도의
핵심적인 국가 우선순위로 높여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박스 1-1: 청정에너지 혁신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불황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 회복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미국 경제를 불황에 빠뜨렸고 광범위한
실업을 유발하여, 연방정부는 주요 경제 구제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제책은 극심한 위기를 해결하고 즉각적인 구제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에서 경제가 회복되면, 연방정부는
장기적인 회복, 경제적 성장 및 세계 경쟁력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정에너지 RD&D 투자는 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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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및 온실가스 배출 축소 모두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녹색
부양책(green stimulus)”을 요구하는 이구동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26
연방 정부의 실제 차용 비용은 현재 마이너스이고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발전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보급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신생 기술을 완성하는 것 모두에 대규모
공공 투자를 할 역사적 기회가 있습니다.27 단기적 부양책을 보완하기
위해 혁신에 대한 투자 또한 녹색 회복 패키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인 경제적 및 환경적
이익을 모두 가져다줄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2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과 중앙 은행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정에너지
R&D를 위한 공공 자금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는 드문 정책
개입임을 밝혔으며, 이 정책은 장기적이고 높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배출량을 상당히 줄여줄 것입니다.28 또한, 1976년 이후 풍력
에너지 R&D에 대한 미국 공공 투자 평가한 결과 에너지 비용 절감과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방지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이 정부 투자
비용보다 18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9
혁신을 위한 공공 자금은 장기적인 고용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에 대한 연방 연구 자금을 두 배로 늘린 것은 역사적으로
해당 대학의 카운티에서 고용이 1%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고용의 다른 동인을 감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기업에 대한 연방 연구
보조금도 고용을 촉진합니다. 미국 군사 RD&D 자금에서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결과의 조사는
혁신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한 직업 창출 비용은 2,100달러에서
28,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미국 군사 RD&D
자금에서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결과의 조사는 혁신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한 직업 창출 비용은
2,100달러에서
28,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000달러라는 보수적인 추정치를 활용하면, 연간 연방 RD&D
자금에서 2025년 250억 달러 목표 수준은 향후 수십 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대침체(Great Recession)
기간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 지출은 창출된 일자리당
50,000달러였습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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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들이 재정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납세자 투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수소 및 탄소 포집 기술 혁신에 대한
특허가 평균적으로 인공지능에서 생명공학에 이르는 다른 분야
혁신의 특허보다 미국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합니다.31 공공 RD&D
자금은 기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상업적 성공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의
보조금은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특허
활동, 수익, 생존율을 증가시켰습니다.32
그러나 혁신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미국에 위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술 혁신에 대한 미국 투자를 이용하여
이러한 기술들을 해외에서 제조하고 상품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기술이 미국에서 발명되고 발전했지만, 중국이 대다수의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수출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미국 과학자들이 자동차와 그리드 응용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종류를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전반적으로 배터리 제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33
이러한 결과를 막으려면 제조업 능력, 지역 공급망 및 공학 인재와
같은 혁신적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요소 육성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및 여러 청정에너지 산업처럼 공학에 중점을 둔
산업에서 제조 공장은 혁신의 중요한 원천입니다.34 제조업을 연구개발
시설 및 부품과 서비스 공급업체와 근접하게 위치시키는 기업은
제품의 성능과 비용을 더 빨리 개선할 수 있습니다.35 연방정부는
에너지 RD&D 재정지원을 2025년까지 250억 달러로 3배 늘렸으며,
목표를 초기 단계 R&D로 좁게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검증된
인력을 준비하는 이민, 교육 및 훈련 정책과 함께 실증, 제조 및 수출
금융에 공공 자금을 투입하여 전국 지역사회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며, 에너지 혁신의 모든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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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위협적인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미국이 여러 수준에서 사기업, 투자자, 학계, 비영리기관,
그리고 정부 기관들의 복잡한 네트워크 본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 혁신 생태계는 유망한 기술 발전을 상업적 성공으로 바꾸는 데
종종 실패합니다. 연방 RD&D 재정 지원은 유망한 기술의 상업적
가능성을 개선해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하면, 이러한 공공 투자는
민간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의한 학습, 개선
및 재투자의 선순환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혁신에 대한 장벽
에너지 혁신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경제의 많은 다른 부문의 혁신과는
다릅니다. 청정에너지 회사는 높은 선행 투자 자본 필요액과 강하게
규제되는 시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종종
물리학과 열역학의 한계에 가까운 효율성을 메우고자 하며, 고객과
규제 기관의 엄청난 성능과 비용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
혁신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기업이 달성한 제품 개발과 상업적
확산의 빠른 속도에 맞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종종
상업적 견인을 이루기 전에 수십 년의 개발과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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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신생 에너지 기술이 발견에서 폭넓은 사용으로 발전하면서
따르는 고도로 양식화된 파이프라인을 요약한 것입니다.1 이 “혁신
파이프라인”는 대략 연구, 개발, 실증 및 보급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현실은 더 엉망이고, 다른 단계를
구분하는 극명한 경계를 가진 하나의 기술 파이프라인은 없습니다.)

도 2-1: 2016년 단계별 미국 투자의 에너지 혁신 과정 및
자원
혁신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

기초 및
응용 연구

실증

프로토타입 및
프로세스 설계,
생성 및 개선

연구

개발

민간 투자

보급

규모 확장, 실현
가능성 및 성과를
소개하는 활동

실증

광범위한 상용
기술 채택을
촉진하는 활동

수행

공공 투자

출처: 브레이크스루 에너지(Breakthrough Energy), 에너지 미래 이니셔티브(Energy Futures
Initiative) 및 IHS 마킷(IHS Marki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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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 부문은 각 단계에서 매우 다른 역할을 합니다. 기초 및
적용 모두 연구 초기 단계는 대부분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사기업들은 당연하게도 과학 지식의 최전선을 발달시키고 다양한
산업들에 가치 있는 경제적 여파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망설이지만, 측정 가능한 수익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2 연방 지분은 혁신 후반기에 감소합니다. 에너지 기업과
투자자는 개발과 실증을 위한 대부분의 자금(그리고 발전된 기술의
보급을 위한 거의 모든 자금)을 지원합니다.

상업적 견인을 이루기 전에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종종
수십 년의 개발과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경쟁자들 보다 앞서거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더
빠르게 청정에너지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데 필요한 속도로 에너지
혁신을 추진하기에 민간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은 시장 실행 가능성에 가까운 발전된 기술의 보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 내
청정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 흐름에서 10% 미만이 혁신 회사를
지원했으며, 거의 모든 자본 흐름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같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3 유망한 청정에너지 기술은 민간
수익이 투자 유도에 충분하지 않은 소위 “죽음의 계곡”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공공 자금 제공자들은 민간 기회 약화를 우려해
피합니다. 실험실 연구 진전을 상업적인 프로토타입으로 바꾸거나
시범 제조 라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위험을 감수할 회사나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민간 자금의 훨씬 더 심각한 부족은 이후 실증
단계의 혁신 파이프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4
전반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기업들은 혁신에 인색한 투자자로, 수익의
단 0.5%만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이 기업들은 종종 이러한 투자를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전력
유틸리티는 주 및 지방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위험 기술 프로젝트에 비용 납부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규제받지 않는 에너지 기업은
유틸리티보다 혁신에 더 많이 투자하지만, 도 2-2.5에 나타난 R&D
집중 산업의 회사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5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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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전 세계 주요 산업별 수익률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 2018

제약

컴퓨터 및
전자 공학

항공우주 및
국방

자동차

에너지

출처: PwC, NSF

소프트웨어 및 제약 산업에서 벤처 캐피털(VC)의 대규모 투입은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회사들은 비교적 적은
자본이 필요하며 종종 5년 이내에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약 스타트업 기업들은 시장 선도력을
성취하는데 대부분 10년 이상 필요하고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과 기업의 투자자들은 미 식품의약국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화된 승인 절차에서 약품이나 의료용 제품이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일단 승인되면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재산권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6
자본 필요액이 높고, 개발 일정이 길며 실증과 위험 제거 기회가
부족한 에너지 부문에서는 어느 모델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벤처 투자자들이 이를 어렵게 발견했습니다.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250억 달러 이상의 VC 투자가 청정에너지 기술 스타트업에
쏟아졌습니다. 그 돈의 절반 이상은 손실을 봤습니다.7 유일하게
괜찮았던 분야는 구글이 인수한 온도조절기 제조 업체인
네스트(Nest)와 같이 에너지 관련 용도의 에너지 소프트웨어나 간단한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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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복잡한 에너지 하드웨어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는 주로 10년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며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많지 않은 최고의 승자가 5년 이내에 등장할 것이라는
대부분의 VC 자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듭니다.
2019년, VC는 의료 서비스에 약 200억 달러, 정보기술 기업에 약 7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에 비해 미국 에너지 기업에 10억 달러만을
투자했습니다.8
VC가 청정에너지 기술에서 벗어나 투자를 바꿨지만,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9 자신을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이라고 칭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가 만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초대형의 수익을 낼 때까지 10년 이상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10 전력 유틸리티와 석유 및 가스 대기업들, 특히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직접 또는 에너지 임팩트 파트너스(Energy Impact
Partners)에너지 영향 파트너, 석유 및 가스 기후 이니셔티브(Oil and
Gas Climate Initiative)와 같은 집합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에 점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부터
아마존(Amazon)까지 다양한 다른 회사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청정에너지에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11,12 2019년
청정에너지 기술 회사에 대한 기업의 초기 단계 및 성장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인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8년 및 2019년
청정에너지 기술 회사에 대한 세계적 총투자는 10년 전 본 수준에
필적합니다(도 2-3).13
민간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이 제한되는 점차 확장될 수 있는 작고
균일한 단위를 구성하는 배터리와 같은 모듈식 기술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14 이와 비슷하게, 이들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기 위한 모듈식 장비에 점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15 그런데도, 이러한 분야에서조차 민간 투자
수준은 신흥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청정에너지 기술 회사에 대한
민간 투자는 위축되었고, 이는 2020년 상반기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30% 감소했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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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기술 분야에 따른 미국 청정에너지 기술 회사에 초기
단계 및 성장 직접 투자,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 제외

2019년(단위: 백만달러)

초기 단계 투자

2019년(단위: 백만달러)

성장 자본 투자

태양광
기타 재생에너지
저장, 수소
저탄소 운송

바이오에너지
기타 저탄소
효율

출처: 국제 에너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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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RD&D에 대한 연방 투자의 필요성
에너지 혁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민간 부문의 대표들이 연방정부에 노력을 강화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주요 에너지 회사의
CEO, 투자 회사 대표 및 기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미국 에너지 혁신
위원회(American Energy Innovation Council)는 연방 RD&D 예산의 3배
요청을 재차 강조했습니다.17 미국 에너지 혁신 위원회(American Energy
Innovation Council)는 RD&D에 대한 공적 자금이 민간 투자를
밀어내기보다는 추가적인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R&D 재정 지원이 민간 혁신 자금이 청정 기술을
지향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18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기술을 위해 출원된 특허는 청정에너지 이외의 분야에서
널리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저분해진 에너지 기술 관련
특허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19 공공 및 민간 투자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박스 2-1의 설명처럼, RD&D에 투자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가속화하고 민간 산업이 규모에 맞는 생산과
보급을 통해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스 2-1: 청정에너지 기술의 신속한 비용 절감에서 공공
RD&D의 역할
청정에너지 기술의 단가를 낮추는 것은 상업적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기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저렴해질 수 있지만,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RD&D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장기적인 기술 비용 절감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청정에너지 기술의 비용 절감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학습 곡선”(“경험 곡선”과 상호 교환하여 사용됨)으로 알려진
차트 플로팅은, RD&D의 중심 역할을 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는 기술 단가를 누적 생산 함수로 나타냅니다. 태양
전지판, 천연가스 터빈, 에너지 부문 이외의 다른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전반에 걸쳐 생산 규모가 증가하면 비용이 정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도 2-4). “학습률”은 누적 생산량의 각 두 배 증가에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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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단가의 감소율로 측정됩니다. 학습 곡선은 공공 또는 민간
투자자의 RD&D 투자 수준과 이 수준이 학습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태양광 PV 모듈 가격($/W)

도 2-4: 1976년에서 2019년 사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학습 곡선
및 학습률

학습률: 24.0%

태양광 PV 누적 출하량(GW)
출처: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태양광 발전(PV) 기술의 경우, 1980년에서 2012년까지 연구개발은
비용 절감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2001년 이전, R&D는
발달하지 않은 태양광 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2001년 이후 태양광 발전 기술이 발전하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규모 생산의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R&D는
계속 비용 절감과 비슷한 액수를 제공했습니다. 두 시기 모두에 걸쳐,
기업들이 태양 전지판을 대량 생산 하면서 발생했던 “경험
학습(learning-by-doing)”이라는 최종 동인은 비용 절감에 작은 역할만을
했습니다.20
따라서 도 2-4의 학습 곡선은 생산 규모 증가가 비용 감소의 주요 설명
요인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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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구는 R&D를 고려하지 않으면 경험 학습의 비용 절감에 대한
기여를 더 큰 생산 규모보다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21,22
R&D는 기술이 개발 초기일 때뿐만 아니라 상용화로 생산될 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R&D 자금은 일부 구성 요소(예: 보일러)는
매우 발전했지만 일부 구성 요소(예: 새로운 원자로)는 그렇지 못한,
복잡하고 통합된 시스템의 새로운 구성 요소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의 경우, 공공 R&D 재정 지원으로 제조업체는 새로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풍력 터빈 기술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23
공공 재정 지원은 미래 비용 절감 속도를 가속화하는 변혁적 혁신을
지원하는 경향 때문에 민간 R&D 자금과 비교하여 정부 R&D 자금은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24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 R&D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공공
장려책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며 보완적입니다.25

의회의 양당 대다수도 에너지 RD&D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의회는 널리 인기 있는 에너지 첨단 연구
사업 사무국(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ARPR-E) 배제를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는 트럼프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이 기간에 청정에너지 RD&D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약 3분의 1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 재정 지원은 특히 혁신의 후기 단계에서 다른
정부들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중국은
응용 에너지 RD&D(즉, 기초 과학 연구를 제외한 RD&D)에 대한
투자를 미국 재정 지원 인상의 두 배 이상인 14억 달러까지 늘리면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비례적인 면에서, 영국은 미국보다 5배 빠르게
투자를 늘렸습니다.26 미국은 2015년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선언에 따라, 2021년까지 128억 달러로 지출을 늘리겠다고
2015년 전 세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에는 수십억 달러가 부족합니다.
GDP로 표준화된 미국 연방정부의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은 중간
규모 이상입니다(도 2-5).27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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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GDP 비율 대비 에너지 RD&D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2017
GDP 비율 대비 재정 지원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중국
스위스
헝가리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스웨덴
벨기에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멕시코
체코
호주
터키
아일랜드
스페인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출처: 국제 에너지 기구, “에너지 RD&D 통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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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기술의 기후 및 경제적 이익을 모두 달성하는 혁신 주도
성장은 연방 정부가 혁신 파이프라인의 모든 단계에 자금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공공 재정 지원을 초기 단계 연구에만 제한하는 제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연구 기관은 단지 혁신 프로세스 단계에만
좁게 중점을 둔 정책은 전체적인 접근보다 효과가 덜 할 거라고
주장합니다.28,29,30
미국 에너지 RD&D 포트폴리오에서 특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입니다. 2009년 부양책 패키지(미국 재투자 및
경제회복법, 간단히 경기 부양법)가 만료되고 난 후 연방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경기 부양법의 영향 자체는 엇갈렸습니다. DOE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테슬라(Tesla)와 퍼스트 솔라(First Solar)가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10년 동안 지속된 미국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 보급 붐을 촉발했습니다.31 결국 파산한 스타트업
태양광 제조업체 솔린드라(Solyndra)에 대한 DOE의 대출 보증은 비록
전체가 실제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 단계 에너지 혁신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합니다.32 또한
DOE는 퓨처젠(FutureGen), 켐퍼(Kemper), 텍사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Texas Clean Energy Project)를 비롯한 여러 탄소 포집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의회가 정한 예산과 일정
제한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종료해야 했습니다..33,34 오늘날,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유일한 연방 재정 지원은 첨단 원자로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하에 있으며, 이는 2020 회계연도에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35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려면 연방정부는 상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위험에 반대하지 않을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혁신 파이프라인의 중요한 부분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36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구축하면 코로나19에 장기적인 경제 회복
노력 또한 진전될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투자에는
설계로 인한 위험이 수반될 거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끔의 실패에 대한 위험은 성공적인 실증이 환경과 경제에 주는
이점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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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에서는 연방정부가 과거의 교훈과 가장 효과적인 자금 실증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기존의 권한 사용부터 대출 보증 제공, 위험한
실증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최적화된 새로운 기관을
설립까지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의 공동투자 없이는, 복잡한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 개발자들은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그 기술을 시장에 널리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실험실 규모로는 입증되었지만, 상업적 규모로는 입증되지
않은 유망한 청정에너지 기술은 계속 발이 묶일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기술의 기후 및 경제적 이익을 모두 달성하는
혁신 주도 성장은 연방 정부가 혁신 파이프라인의 모든
단계에 자금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RD&D에 대한 “기술 주도” 투자와 동시에,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청정에너지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상업 시장을
대비하는 “수요 견인”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정책이 이
책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정책들은 RD&D 공공 투자의 필수적인
보완책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탄소 가격은 현재 어떠한 영향
없이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오염 원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깨끗하게
하는 기술과 더러운 기술 간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청정 전력, 차량, 건축과 연료에 대한 기준은 저탄소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신생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목표 정책들로 유망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선진 원자로에서 해상 풍력 터빈,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신흥 기술에 중점을 둔 세금 혜택은 부분적으로 초기
상업용 보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도 2-6).37,38 끝으로, 공공 조달은
신흥 기술의 초기 시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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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의 다양한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된 정책 수단의 효능

개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술 비용

실증
보급

시간
정책 수단의
효능

RD&D 재정 지원
세금 혜택

낮음

높음

탄소 가격제

출처: 컬럼비아 대학교

미국 에너지 혁신 위원회의 요구한 에너지 RD&D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의 결정적인 증가는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반
세기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혁신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일부는 잘 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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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미국 국가 혁신 미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미국은 과학, 기술, 혁신에 있어 세계의 리더격 위치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 출판물의 저자 상당수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과 회사들은 대학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이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이 찾는, 세계적 인재를 끌어들이는 자석입니다. 세계 15대
기업 R&D 지출 중 10개 기업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 두
기업인 아마존과 알파벳은 25년 전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혁신
경제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시사합니다.1,2,3
미국은 연방정부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 미션 달성을 위해 혁신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습니다.4
국방부(DOD; 도 3-1의 짙은 청색 막대), 국립 보건원(NIH; 도 3-1의
주황색 막대), 미국 항공 우주국(NASA; 도 3-1의 노란색 막대)과 같은
“미션 기관”이 연방 R&D 지출에서 두드러집니다. 그에 비해 국립
과학 재단이 대표하는 지식에 대한 일반적 탐색과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가 대표하는 산업적 혁신에 포괄적인 지원은 보잘것없는
역할을 합니다.5 (R&D에 대한 기술 주도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방위
기술 조달, 건강 보험 보조금과 같은 연방정부 수요 견인 정책도 신생
기술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도록 돕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미션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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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단위: 십억 달러)

도 3-1: R&D에 대한 미국 연방 역대 지출

에너지
천연자원
기타
일반 과학

우주
보건
국방

출처: AAAS

오늘날 두 가지 가장 큰 미션인 국방과 보건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투자를 했을 때 상상했던 것 이상의 연구
의제와 산업 발전을 낳았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인터넷은 미군이 처음 양성한 혁신이 민간으로
퍼져나간 사례입니다. 실제로, 정보기술 산업을 시작하고,
실리콘밸리를 성공시킨 것은 연방정부였습니다. 연방에서 재정
지원을 받은 생체 의학 R&D는 우연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생명공학 산업을 탄생시켰고, 농업과 의학을 변화시켰습니다. NIH가
지원하는 과학은 오랫동안 비방위 연방 연구 재정 지원의 최고
원천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210개의
신약 하나하나 모두를 지원했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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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투자가 창출을 도운 혁신 시스템은 이제 민간 금융 기관, 기업,
자선 단체들이 모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자립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의 역할은 사소한 일과는 거리가 멀고, 지난
10년간 자율 시스템과 유전자 편집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 미션 달성을 위해
혁신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 부분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전후 혁신 정책 성공을 모방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미국이 국방과 보건 미션에 의존하는 나머지
블루오션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학 및 기계와 같이
국방과 보건의 영역을 벗어난 많은 산업의 세계 리더십, 그리고
기계공학과 화학공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독일,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과 같이 이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국가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경제 개발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부문에 투자했는데, 이는
미국 연방 정부가 20세기에 대체로 피했던 미션입니다.7
에너지 혁신 정책의 역사는 이 부분을 더 분명히 합니다. 에너지
혁신에 대한 연방 지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초기 투자는 1950년대에 미 해군이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주로 방위 임무 범위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민간 원자력 발전은 이 노력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연방이 재정 지원을 하고 민간이 구성한 실증 프로젝트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원자력 발전소 시작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8,9 이
발전소들은 현재 통용되는 원자로 대부분을 이루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 저탄소 전력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양당의
미국 대통령들이 “에너지 독립”을 새로운 국가적 사명으로 선언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R&D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이를 지지했고
에너지부를 만들었는데, 이는 이 기간 동안 도 3-1의 보라색 막대의
성장을 설명해줍니다. 이 투자로 여러 발전 중 태양광 발전 전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하는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10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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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년대 유가가 하락하자 연방정부는 에너지 RD&D 투자를
대폭 줄임과 동시에, 개발 및 실증 부분에서 급격하게 삭감했습니다.
도 3-2에서 보여주듯이, GDP 비율 대비 DOE 에너지 RD&D 지출은
경기 부양법이 에너지 부서에 주된 지원을 했던 2009년조차 부서가
설립된 1978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11 공공 RD&D 자금이
급감하기 시작한 직후, 공공 투자가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선순환이
깨지면서 민간 투자 또한 감소했습니다. 1984년부터, 이후 20년 동안
에너지 RD&D 및 미국 에너지 특허에 대한 민간 재정 지원이
감소했습니다.12

GDP 비율

2020년(단위: 백만 달러)

도 3-2: 1978 회계연도에서 2020 회계연도까지 DOE 에너지
RD&D 비용

DOE 에너지RD&D 지출(좌축)
OOE 에너지 RD&D GDP 비율(우축)
출처: ITIF

에너지 미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차차 줄어들면서, 다른 나라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2008년 중국이 따라잡을 때까지, 일본과 독일은
번갈아 가며 태양광 발전 제조를 주도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중국이
태양광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간 원자력 에너지에 있어서는
프랑스, 한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오늘날 세계 산업을 나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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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한때 선두이자 중심이었던 미국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도 3-1에 나타난 연방 혁신 정책의 기록은 국방과 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크지만 심하게 변동하는 우주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일관성 없고 제한적인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력은 국가 지도자들이 새롭게 에너지 혁신 추진을 고려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가르침을 전해 줍니다.
1.

규모는 중요합니다. 국방과 보건은 공공의 최우선 과제이고,
대규모 산업과 조직을 포함하며,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두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면,
혁신 생태계 또한 반드시 커야 합니다. 대규모로 운영되어야만
혁신 정책이 그러한 부문의 많은 구성요소 및 특정 요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것이 지상, 해상, 공중 및 우주에서의 군사
임무이거나 인체 내의 다양한 원인과 무수한 증상을 가진 건강
질병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가치의 기회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생태계 전반에 걸친 통합에서 나옵니다.
대규모 운영에는 명확한 이점이 많지 않습니다. 더 큰 시행 기관은
소규모 시행 기관보다 정치적 감독에서 좀 더 분리되어 있어서
기술적 판단이 더 큰 비중을 갖거나 더 큰 정도의 실패를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면 포트폴리오는 너무
신중한 것이고, 혁신을 추진하려면 특별한 수준의 실패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더 깊게 보는 것보다는 넓은 방향을
설정하고 미션 및 프로그램 수준에서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관리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혁신에 대한 연방 지원은 이 규모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번창하고 자립하는 혁신 생태계도
포트폴리오 실패를 견디기 위한 충분한 정치적 독립성도 누르지
못합니다.

2.

야심찬 혁신 정책은 지속적이고 유연해야 합니다. 국방 및 보건
혁신 정책이 바꾸고자 하는 시스템은 역동적이고 복잡합니다. 그
시스템들은 환자, 군인, 그리고 두려워하고 희망에 찬 대중과 같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어렴풋이 인식하고 실행에서 완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하려면 초기에 완전히 확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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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상호 연결된 기술 사회적 문제를 수십 년의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합니다. 혁신 정책은 놀라운 일과 기회가 발생하면
조정해야 합니다. 최근의 예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NASA는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Commercial Crew Program)의 중요한 단계를 여러
차례
조정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스페이스X(SpaceX)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최초의 민간 회사가
되던 2020년에 성공했습니다.13,14 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화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이는 더 제한적이고 계산
가능한 우주선 발사 임무나 원자 폭탄을 만드는 미션보다 냉전에
맞서는 것과 더 유사합니다.15
3.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호황과 불황보다 더 낫습니다. 국방 및
보건 혁신 시스템은 간헐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때로는 재정
지원이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는데, 레이건 시대 국방 강화와
NIH의 세기가 바뀌는 때 두 배 증가하던 동안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다른 기간에는 근래와 같이 재정 지원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전후 시기에 다른 관점에서 관찰될
수 있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더 좋습니다. 실증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혁신을 위한 일관된 재정 지원은 농업에서 항공 우주
기술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16 혁신은 수년에
걸쳐 발전시킨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결국 많은
개인에 의한 경력 판단이 포함됩니다. 불황은 이러한 인적 자본
투자(건축과 악기 같은 물리적 자본뿐만 아니라)를 낭비하지만,
호황은 자본의 수도가 열리면 그 분야에서 행운이 있는 사람에게
과잉 보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1998년에서 2003년까지 NIH 예산을 두 배로 늘린 후, 즉시 향후
4년 동안 실질적인 예산을 축소하면, 해고, 유망한 사업의 취소 및
인적 자본의 영구 손실로 이어집니다.17 에너지 부문은 또한 이
교훈을 어렵게 배웠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 RD&D 재원
지원 증가를 반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4.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에는 초당적이고 항구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모든 정책은 분열된 정부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상원 및 하원의 당파적 통제의
변화를 견뎌야 합니다. 군사 기술 패권에 대한 전략과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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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RD&D 투자를 뒷받침하는 냉전에 대한 합의는 트루먼
행정부에서 만들어졌고 격동적인 베트남 시대 린든 존슨과
리처드 닉슨 행정부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생명공학 연구 지출에
대한 합의는 다른 고소득 국가에서 전후 바로 시행되었던 국가
건강 보험에 대한 초당적 합의 도출 실패에 보완책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합의는 당에 상관없이 대통령과
상원 및 하원 지출자가 예산 증액안을 서로 위에 올려놓으려는
연례 입찰 전쟁에서 종종 표출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독립에
대한 합의는 간결했고 공화당에서 카터 대통령의 “전쟁과 같은
도덕적 노력(Moral Equivalent of War)” 연설을 MEOW(야옹)이라
줄여 부르며 조롱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미국 세계 경쟁력을 높여주는 미션과 같은
새로운 초당적 합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NASA가 우주 발사를
방송하거나 NIH가 암 연구를 광고하듯이 에너지 혁신의 성공과
장래성에 대해 널리 전달하는 것은 연방 RD&D 투자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지속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5.

재정지원을 나누는 것은 대체로 혁신에 이익이 되고 성장을
지속시킵니다. 복잡한 문제는 다면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연구 중심 대학, 정부 연구소, 스타트업 벤처, 그리고 대기업처럼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재정 지원
전략은 이러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 국방 및 보건 정책은 이러한 기관 유형 모두를 포함하는
복잡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전략은 유능한
기관들이 전국에 널리 퍼진다면 정치적 이익도 커집니다. 남부 및
서부의 주와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은 국방 및 보건 혁신에
대한 전후 합의에 함께했으며, 새로운 학문과 산업 클러스터가
앨라배마주
버밍햄,
텍사스주
휴스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같은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정치적 고려는
때때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재정 지원 결정으로 이어지지만,
그러한 비효율성은 혁신을 지지하는 지속적 정치 연합의 이점
때문에 약해집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정책 입안자는 지역 혁신
센터와 수반되는 정치적 지원을 결집하려고 하여 국가 미션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43

제4장

2025년까지 250억 달러 투입:
원대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
2020 회계연도에, 의회는 에너지 RD&D에 대략 89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 자금의 약 80%는 에너지 부서로 가고, 나머지는
12개의 연방 기관에 걸쳐 분산되었습니다(도 4-1). 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재정 지원 수준은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연방 RD&D
예산 및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RD&D 지출과 비교했을 때 낮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RD&D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의 신속한 확대로 가기
위한 목표를 제안합니다. 바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
시작)까지 연간 250억 달러입니다.

2025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가 연방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의
적절한 목표인 이유
연방 에너지 RD&D 재정 지원에 상당한 증가가 속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알맞은 액수는 얼마일까요? RD&D 결과는 본래 불확실합니다.
RD&D 지출에 대한 최적의 수준은 사전에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립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최고의 RD&D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알맞은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면 정책 입안자가 다음 두 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1) 변혁적인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 제공 및 (2)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액수로 제한하기입니다. 신속한 재정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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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자금을 지출하는 수령 기관의 능력을 증액으로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2026 회계연도까지 연간 250달러의 목표가 이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미국 청정에너지 RD&D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에서 결정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가 높지만, 혁신에 대한 납세자 투자에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측정되었습니다.
첫째, 연방 에너지 RD&D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의 상향식
분석은 2026 회계연도까지 총 250억 달러의 예산을 산출합니다.
(제5장과 부록 B 참조) 연방 정부의 에너지 RD&D 포트폴리오에는 큰
재정 지원 격차가 있습니다. 산업 배출 및 효율성, 첨단 청정 연료, 탄소
중립 에너지 건물, 대기 및 해양에서의 탄소 포집, 그리고 기타 중요한
기능을 위한 RD&D 활동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부족합니다. 심층 탈탄소화를 향한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이러한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연방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구에 따르면 대략 이 범위에서의 연방 RD&D 재정 지원의
확대는 순 경제적 이익과 빠른 기술적 발전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2010년 미국 에너지 RD&D 재정 지원 수준이 10배 증가를
생각했으며, 당시 21억 달러였습니다. 연구의 저자들은 2020년
달러로는 250억 달러인, 2010년 달러로 연간 210억 달러의 지출 수준은
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1 다른 연구는
낮은 혁신 비용과 기술적 발전에 대한 높은 보상 때문에 에너지
RD&D에 과소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과잉 투자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2
셋째, 연간 250억 달러의 연방 재정 지원은 GDP 비율 대비 에너지
RD&D에 대한 미국 공공 투자를 대략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미국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025년 연간 250억 달러의
투자는 GDP의 약 0.1%에 달하며, 이는 2017년 중국의 에너지 RD&D
재정 지원(에너지 RD&D에 대한 정부 및 국영 기업 재정 지원이
가능한 마지막 해)과 비슷합니다. 중국 정부는 2021에서 2025년까지
14차 5개년 계획에서 청정에너지 기술 RD&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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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 2020 회계연도에 청정에너지 RD&D에 대한 미국 예산
연방 재정 지원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그리드 현대화

2020년(단위: 백만 달러)

화석연료 에너지
에너지 첨단 연구 사업
사무국(ARPA-E)

과학 연구소

국방부
농무부
미국 항공 우주국(NASA)
국립 과학 재단
기타(예: NIST)
출처: 기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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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026 회계연도까지 250억 달러를 증액하면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먼저, DOE는 새로운 RD&D 자금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경기 부양법은 태양 에너지 RD&D(선샷 이니셔티브)에 대한 DOE
예산을 즉시 3배로 늘려,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용을
킬로와트시당 0.06달러 이하로 줄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2014년 선샷
이니셔티브에 대한 독립적인 학술 리뷰에서는 “프로그램 전체가
납세자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시스템 통합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가 비용 절감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독립적인 리뷰는 또한 국립 연구소의 외부 자금 다각화 필요성, 사기업
및 대학과의 협업 지원과 같이 등 개선을 위한 분야를 밝혔습니다.4

미국 청정에너지 RD&D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에서
결정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2026 회계연도까지
연간 250달러의 목표는 높지만, 혁신에 대한 납세자 투자에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측정되었습니다.
둘째, 미국 혁신 미션의 역사는 연방 정부가 RD&D 재정 지원을
신속하게 늘리고 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폴로 계획은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을 위해 우리가 제안하는 비율
3배의 RD&D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이
정점에 달했을 때, 연방 정부는 현재 에너지 RD&D에 하는 것보다
GDP 비율 대비 10배 이상을 우주 RD&D에 지출했습니다. 도 4-2 참조5)
해당 자금은 매우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RD&D
비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비율은 약 10 대 1이었습니다.6 이와
비슷하게, 1980년대에 연방정부는 국방 RD&D를 우리가 제안한 연방
청정에너지 RD&D 자금 조달보다, 순 2020년 달러로 5년 동안 2배
인상했습니다. 회고적인 분석은 혁신 미션은 민간 부문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순 경제적 이익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7
셋째, (우리가 제5장, 제6장 및 부록 B에서 제안했듯이)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정부 전체의 접근법은 자금이 잘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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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안에서,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을
신속하게 늘리기 위해 인프라를 갖춘 기관의 가장 신속한 증가와 함께,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은 청정에너지 혁신을 지원하도록 DOE를 넘어
12개의 국가 기관을 결집합니다. 예를 들어, DOD, NASA, NSF는 각각
막대한 RD&D 예산이 있으며, 그중 5% 미만이 현재 청정에너지
RD&D에 할애됩니다. 각각은 상당한 추가 자금을 받아들이고 그
자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전체에 걸쳐 관리
가능한 증액으로 기금을 확산하는 것은 수령 기관이 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전체의 기금에 대한 접근법은 또한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에 광범위한 기술과 경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각각의 연방 기관
모두 RD&D 재정 지원에 뚜렷한 접근법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초기 단계 연구부터 후기 단계 실증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민간 부문과의 공동 투자, 지역 혁신 허브 육성 및 혁신
파이프라인의 모든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합니다.

도 4-2: 선별된 국가 이니셔티브에 대한 GDP의 비율에 대비
RD&D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최대액
맨해튼 계획
(1940–1945)
아폴로 계획
(1963–1972)
프로젝트 에너지 독립
(1973–1981)
레이건 시대 국방 RD&D
(1981–1989)
미국 보건 RD&D
(2020)
중국 에너지 RD&D
(2017)
미국 에너지 RD&D
(2019년)
출처: 써드웨이(Third Way), I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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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연방 예산 증가에 관한 경계의 메시지로 연방정부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NIH를 통해 보건 혁신 재정 지원을 두 배로 늘린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보건 혁신을 위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증가율이 아니라 예산 변동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NIH 예산을 두 배로 늘린 직후, 연방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을 막 고용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 대학들은 연구 인원을
감축하고 유망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8,9 보건 혁신 미션에서
얻은 이 교훈은 에너지 혁신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DOE의 RD&D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과거 분석에서 재정 지원에서 호황과 불황이
납세자의 투자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0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2025년 이후 재정 지원 수준을 유지하고 더
늘려 연간 250억 달러의 목표를 최종 목적지가 아닌 잠시 머무는
곳으로 여겨야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연방 에너지 혁신 예산을 약
세 배로 늘려야 하지만, 결과 정도는 심층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고
미래의 첨단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지출해야 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재정 지원 확대가 갑자기 중단되면
RD&D 투자의 이익을 해칠 것입니다.
혁신은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혁신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고
미래에 성과를 거두도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 크게 증가한 후에도,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10년 후에
특허를 받은 수가 정점에 달하면서 정부 투자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연구를 창출했습니다.11 따라서, 연방 정부는 공공 자금을 조달하고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가 미션에 전념해야 합니다. 에너지 혁신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최근 고조되는 것을 고려하면,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를 시작할 역사적 기회가 있습니다.

연간 250억 달러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 이유
250억 달러는 알맞은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이는 정치적으로도 달성
가능합니다. 양극화된 정치 체계에서, 에너지 혁신은 오랫동안 초당적
지지를 누려 왔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에너지
혁신을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여 줄 전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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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서 2020년까지 의회는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에너지
RD&D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진보적인 민주당과 보수적인 공화당은
모두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12,13,14 상원에서 양당의 의원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9년에 공화당 서열 2위인 존 코닌(John Cornyn)(공화,
텍사스) 상원의원은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R&D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제프
머클리(Jeff Merkley)(민주당, 오리건) 상원의원은 차세대 수력 증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상원 에너지 예산 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중도적인 러마 알렉산더(Lamar Alexander)(공화당, 테네시)
상원의원은 “청정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를 촉발하기
위해 RD&D 재정 지원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15
반면에 많은 다른 에너지 정책들은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되며, 기후
정책은 특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1992년 상원 만장일치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비준했지만, 1997년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의회에서
광범위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2009년 온실가스에 대해 전국적인
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왁스먼-마키 법안(WaxmanMarkey bill)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 탄소 포집 및 격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여 관련 조치 일부만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연비 기준부터 발전소 기준까지 행정 권한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기후 정책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대체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에너지 혁신에 대한 투자는 기후 정책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탄소 가격제나 청정에너지 기준과 같은 수요 견인 정책은
RD&D에 대한 기술 주도 지원을 보완하며, 심층 탈탄소화에
필수적입니다. 에너지 혁신이 광범위하고 점점 증가하는 정치적
지지를 누리고 있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그 과정에서 다른 기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미국 에너지 혁신법(The American Energy Innovation Act of
2020)은 에너지 혁신에 대한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강조합니다.
116대 의회 기간 동안 에너지·천연자원 위원회(Energy and Natural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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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Committee) 위원장 및 유력한 구성원인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공화,
알래스카)와
조
맨친(Joe
Manchin)(민주,
웨스트버지니아)에 의해 발의되었고, 70명 이상의 상원의원의
우선권을 통합했습니다. 주요 조항은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방 RD&D 재정 지원 강화 및 17개의 실증 프로젝트 승인입니다.16
또한, 2020년 경선 과정 동안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모든
에너지 및 기후 계획은 에너지 혁신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의 상당한
증가를 포함합니다. 특히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민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독립, 버몬트) 상원의원, 그리고 제이 인즐리(민주, 워싱턴)
주지사는 각각 향후 10년간 에너지 R&D에 현 수준보다 5배 늘린 한
최소 4,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 장관은 공약으로 2025년까지 250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17 바이든 부통령의 계획은 탈탄소화에 중요한 기술에
투자할 기관 간 연방 기구를 만들고, “세계 청정에너지 리더이자 최대
수출국으로서 역할을 되찾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18

분명히 하자면, 에너지 혁신에 대한 투자는 기후 정책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에너지 혁신을 도약시키려면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려면 생체 의학
연구는 마땅히 최우선 과제가 되겠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미국 경제에 근, 장기적인 경기 부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9,20
이는 미국 경쟁력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영국,
한국, 중국 등 많은 국가는 새로운 에너지 경제의 틈새를 개척하려
하면서, 코로나19 불황으로부터 장기적 회복을 위한 경제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 그들의 국제적 경쟁자들을
따라잡고 능가하도록 싸울 기회를 주는 것은 양쪽이 다 뒤처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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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
원본 사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플라멘 페트코브(Plamen Petkov)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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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는 연방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을 2026
회계연도까지 연간 250억 달러로 확대하는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제5장에서는 10가지 기술적 분야를
파악하고 각 기술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합니다. 제6장에서는 점점 커지는 RD&D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정책 입안자에게 보여줄 6가지 전략적 분야를
설명합니다. 제7장에서는 연방정부가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을 신속하게 시작하기 위해 취해야 할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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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기술 분야

연방정부는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을 10가지 “기술 분야”로 조직해야
합니다. 각 분야는 국내외에서 심층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한 일련의 해결책을 나타냅니다. 미국은 열 개의 분야 전반에
걸쳐 동시에 발전함으로써 전 세계의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혹은 재생 에너지와 같은
자원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RD&D를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10개의 기술 분야는 서로 다른 별개의 기능을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기술을 하나로 묶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한
전력과 원자력 발전은 청정 전력 발전 분야 안에서 함께 분류됩니다.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효율 기술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심층 탈탄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술 분야를 구축하는 것은 에너지 혁신 자금 조달에 있어 기관 간
협조를 가능하게 하며, 부족한 노력에 매우 필요한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NIH가 기관 전체로서 광범위한 과학 및 공학
분야, 임상 시험 및 치료 기술을 발전시켰음에도, NIH 내 다양한
기관들이 질병과 질환에 중점을 두는 방법과 개념적으로
유사합니다.1,2 에너지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기존 혁신 활동은 이미 각
기술 분야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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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리 분야 전반에 걸친 투자 정도는 매우 불균형하며, 갖가지
중대한 격차를 남깁니다. 앞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더 일관되고
견고하며 목표로 삼은 RD&D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10가지 각
부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술 분야는 연방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가치 있는 혁신 주제
모두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열 가지 분야와 더불어, 에너지와
물 결합 및 중요 광물과 같은 크로스 커팅 우선순위를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며, 여기에는 많은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RD&D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기술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 수준을 3배로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술에 재정 지원을 하는 허가가
아닌, 심층 탈탄소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기술에 적절히
투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응용 분야에 대한 열 가지 기술
분야의 초점은 정책 입안자들이 재정 지원을 할 기술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안 할 기술도 결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요한 응용 분야에 대한 열 가지 기술 분야의 초점은 정책
입안자들이 재정 지원을 할 기술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안 할 기술도 결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래 섹션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기술 분야를 소개합니다.
•

분야에 대한 서술과 심층 탈탄소화에서의 역할에 대한 설명

•

분야를 발전시키는 연방 에너지 RD&D 포트폴리오 내에서
선정된 최근 이니셔티브의 개요

•

각 분야의 활동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연방정부 전체에
걸쳐 선택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권장 사항 (분명히 하자면,
이러한 권장 사항은 포괄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입법안, 기관
프로그램 검토 및 연구 문헌에서 확인된 단기적, 고부가가치
기회를 나타냅니다.)

10가지 기술 분야는 현재(2020 회계연도) 연방 재정 지원의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먼저 열거된 분야가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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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열거된 분야보다 심층 탈탄소화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제거, 청정 농업 시스템 등
재정 지원이 가장 적은 분야는 긴급한 재정 지원 증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들입니다. 따라서, 제7장에 자세히 기술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연방 재정 지원의 증액을 해당 분야의 현재 재정 지원 수준에
반비례하여 각 분야에 할당합니다.

제1분야. 기초 과학 및 플랫폼 기술
설명
첨단 소재, 전기화학, 퀀텀 컴퓨팅 및 유전체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 전반에 걸친 기초 과학 연구는 에너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3D 프린팅, 스마트 제조, 머신 러닝, 디지털화
등 에너지 부문 외부에서 개발된 플랫폼 기술은 이미 에너지 시스템을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향후 배출 감소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플랫폼 기술은 종종 보완적입니다.
예를 들어, 재료 발견을 위한 머신 러닝으로 배터리, 연료 전지,
전해조와 같은 전기화학 장치에 새로운 재료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3
나머지 9개 분야 각각은 중대한 탈탄소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기술 범주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분야 모두는 첫 번째 분야의 발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과학 재단 및 DOE의 과학 연구소와 같은 연방 기관들은
이미 기초적이거나, 혹은 기본적인 과학 및 플랫폼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연방 프로그램은 이러한
투자를 응용 연구, 개발 및 실증 투자에 거의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보건, 국방 및 기타 부문에서의 경험은 최종 사용이 과학을 지원하는
의제의 많은 부분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연방 재정 지원은 연구자 주도 탐사 과학의 보건 부문 또한
육성해야 합니다.4,5 이러한 접근은 에너지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이니셔티브
원자로를 위한 용융염부터 배터리용 첨단 촉매까지 다양한 기술에
걸쳐 46개의 활성화된 EFRC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본 에너지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56

제5 장

과학에서 다섯 가지 “변혁적인 기회”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바로 계층적 구조와 비평형 물질 관리, 이질성,
인터페이스 및 비전형 재료와 시스템 장애 이해, 빛과 물질의 일관성
활용, 모델, 수학, 알고리듬, 데이터 및 컴퓨팅의 발전, 다중 규모에
걸친 이미징 기능의 변형적 발전 이용입니다.6,7
2020 회계연도에 DOE는 전 부서 인공지능(AI) 활동을 조직화하고 AI
연구를 다른 에너지 R&D 프로그램과 통합하기 위한 새롭게 인공지능
및 기술국(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Office)을 개설했습니다.8
국제무대에서 미션 이노베이션(MI)은 배터리, 태양 전지, 축열, 포집된
CO2 전환 촉매 및 기타 청정에너지 응용 분야를 위한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기 위해 자동 로봇 실험실을 머신 러닝과 통합하도록
청정에너지 재료 혁신 챌린지(Clean Energy Materials Innovation
Challenge)를 시작했습니다.9

권장 사항
연방정부는 기초 과학 및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를 탈탄소화
우선순위에 맞추기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

NSF와 DOE는 다양한 응용이 있는(예: 전기화학 및 복합재료)
핵심 크로스 커팅 기본과 사용 영감을 받은 연구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10

•

DOE는 적용된 에너지 기술 RD&D 프로그램에서 머신 러닝과
고성능 컴퓨팅의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11

•

DOD는 첨단 소재와 나노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국가 안보
목표에도 부합하는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12

•

DOE는 45개의 새로운 EFRC를 추가하고 EFRC의 목표를 다른
9개 기술 분야의 진전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13

•

미국은 미션 이노베이션 청정에너지 재료 혁신 챌린지(Mission
Innovation Clean Energy Materials Innovation Challenge)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국내 자동화 재료 발굴 시설을 설립해야
합니다.14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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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야. 청정 전력 발전
설명
청정 전력 공급은 미래 저탄소 경제에 상당 부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한 연방 RD&D 투자
덕분에 이 분야에서 이미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전력
부문의 배출량은 2007년에서 2019년까지 33% 이상 감소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현재 미국 카운티의 34%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되고 있습니다.15 더욱이, 청정 전력은 교통, 건축 난방, 냉방,
그리고 몇몇 중요한 산업 과정들을 포함한 다른 부문들의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응하는 추세는 증가한
혁신 없이 추가적인 배출 감소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비용의
국내 천연가스는 줄어들지 않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발전량(및 그에
따른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탄소
없는 발전량 증가는 탄소 제로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16
첨단, 박막 태양광 발전, 부유식 해상 및 고공 풍력, 향상된 지열 시스템
및 수로식 수력을 포함한 차세대 재생 에너지는 숨겨진 잠재력이 있는
국가의 일부까지 탄소 없는 재생 에너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포함한 선진 원자로는 표준화된 구성 요소를
갖추면서 새로운 세대의 저비용 및 유연한 급전 가능 원자력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17 (탄소 포집, 활용, 격리와 결합한 화석
연료를 활용하는 전기 생성은 제8분야에서 다뤄집니다.)

최근의 이니셔티브
DOE는 국가 대부분에 가장 저렴한 전력 공급원 중 풍력과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격적인 태양 에너지 및 풍력 에너지 비용
목표(예: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의 경우 MWh당 30달러, 육상
기반 풍력 에너지의 경우 2030년까지 MWh당 23달러)를
설정했습니다.18 DOE의 2019년 GeoVision(지오 비전) 보고서는 향상된
지열 시스템(EGS) 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2050년까지 MWh당 60달러의 지열 비용 목표는 지열 에너지가 기후
관련 타임라인에 기여하기에는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19 DOE는 최근 지열 에너지 연구 관측소(Frontier Observatory
for Research in Geothermal Energy, FORGE)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
시설은 산업 및 정부 연구원들이 깊은 바위 환경에서 EGS 기술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 기관의 대표적인 지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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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니다.20 DOE의 수력 발전 비전 및 청색 경제 촉진(Hydropower
Vision and Powering the Blue Economy) 보고서는 각각 수력 발전, 해양 및
수동력(MHK) 기술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지만, 의회는 이제
보고서에서 확인된 RD&D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21 의회는 2020년대 중반까지 두 개의 선진 원자로
설계를 건설하고 시연하기 위해 새로운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을 설립했으며, 민간
부문 기업이 선진 원자로 재료와 연료 설계를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다목적 시험로(Versatile Test Reactor) 사용자 시설을 건설하도록
DOE에 지시했습니다.22 2020년 4월, DOE는 미국의 경쟁력 있는
원자력 이점 회복 전략(Strategy for Restoring America’s Competitive Nuclear
Energy Advantage)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23

권장 사항
연방정부는 첨단 청정 전력 발전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DOE는 DOD와 협력하여 저비용 및 확장 가능한 제조 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24

•

DOE는 RD&D 활동, 특히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상 풍력에 대한 2030년 비용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목표는 2030년까지 MWh당 51달러이지만,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2019년 연간 기술 기준(ATB) 보고서는 상향식 기술과 비용
모델링을 사용하여 2030년까지 현재 목표의 절반도 되지 않는
비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25) 의회는 DOE가 더
빨라진 일정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의회는 수력 발전 비전 및 청색 경제 촉진(Hydropower Vision and
Powering the Blue Economy) 로드맵에서 확인된 혁신 목표를
가속화된 일정에 달성하도록 해양 및 수동력(MHK)과 차세대
수력 발전 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26

•

DOE는 NREL ATB의 저기술비용 시나리오에 따라 지열
프로그램의 야망을 높이고 보다 공격적인 비용 목표(2050년까지
현재 목표는 MWh당 60달러)를 설정하여 RD&D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27 의회는 연방정부가 가속화된 일정에 지열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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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인 하원 원자력 에너지 연구개발법(Nuclear Energy R&D
Act)과 상원 원자력 에너지 리더십법(Nuclear Energy Leadership
Act)에서 제안한 대로 의회는 DOE가 2030년까지 고속 중성자
다목적 시험로를 건설하고 최소한 두 개의 선진 원자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DOE와
DOD는 첨단 마이크로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28

제3분야. 첨단 교통 시스템
설명
운송 부문은 석유 사용의 약 70%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며, 최근 최고 배출량 부문으로서 전력을 뛰어넘습니다.29
세계의 거의 모든 도로, 철도, 항공, 해양 운송 수단은 석유 기반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 기관으로 작동합니다. 첨단 교통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질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도시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 보안을 개선을 개선하며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EV)는 가솔린 및 디젤 승용차와 트럭에 비해 점점 더 가격
경쟁력이 커지는 저탄소 대안입니다. 2019년에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 자동차에 2,2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30 전기 자동차 구매 가격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기존 가솔린 자동차와 동등해질 전망입니다.31 전기화 확대에 대한
장애물로는 EV의 높은 구매 가격, 주행거리 불안, 충전 인프라 부족,
긴 충전 시간 등이 있습니다.
항공 여행, 해운, 장거리 트럭 운송은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은 연료를
필요하여,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은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는 한 전기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32 이러한 부문들이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
배출량은 곧 경량급 자동차나 트럭을 앞지를 것입니다.33 이러한
부문에서, 수소, 암모니아, 합성 연료 및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같은
청정 연료는 장기적 탈탄소화 옵션입니다. 장기적으로 청정 연료
옵션이 개발되고 있지만, 차량 경량화, 연비 개선, 모드 전환 및 기타
효율성 개선은 단기적으로 배출량과 연료 사용을 줄이고 미국 에너지
안보에 기여합니다.

최근의 이니셔티브
DOE의 자동차 기술국(VTO)은 배터리 사용 시 kWh당 $60라는
궁극적인 비용 목표와 함께, 2028년까지 주행 범위를 300마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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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고 충전 시간을 15분 이하로 줄이면서 킬로와트시당
100달러($100/kWh)로
배터리
비용을
절감하는
목표를
34
설정했습니다. 슈퍼트럭 II(SuperTruck II)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클래스 8 대형 장거리 트럭의 화물 운송 효율을 2009년 효율성
수준보다 두 배 높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35 DOE는 2030년까지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가 내연 기관 차량에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연료
전지 비용 및 내구성 목표를 설정했습니다.36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연방 교통 당국(Federal Transit Authority)은 교통
배출량을 줄이고자 대중교통 인프라 연구 및 시범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합니다.37

권장 사항
연방정부는 첨단 교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모든 교통
부문에 걸쳐 승용차 및 트럭의 신속한 단기적 전기화와 효율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대형 운송을 위한 장기적인 탄소 제로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

DOE는 첨단 배터리와 연료 전지의 비용 절감을 가속화하기 위해
RD&D 재정 지원 수준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DOE의 현재
목표는 2028년까지 EV 배터리 비용을 kWh당 100달러로 줄이는
것이지만,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전기 자동차 전망과 같은 시장 분석에서는 이 비용
목표를 가속화된 일정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38

•

충전 시간이 EV 보급의 장벽 중 하나로 확인되었으므로 DOE는
EV에 대한 R&D와 급속 충전 실연을 확대해야 합니다.39

•

DOE는 2025년까지 클래스 8 대형 트럭의 화물 운송 효율을 두
배로 높이기 위해 슈퍼트럭 III(SuperTruck III)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40

•

DOE와 DOT는 전통적으로 연방 교통 RD&D 프로그램에서
간과해 온 해운, 항공, 항만 및 공항의 에너지 관리 및 전기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41

•

DOT는 저탄소 도시 교통 및 철도 시스템에서 RD&D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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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야. 청정 연료
설명
재생 에너지 또는 기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진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수소, 암모니아 및 합성 탄화수소 연료를 포함한 청정
연료는 탈탄소화되기 어려운 여러 부문에 필요합니다.42 수소는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의 추진에 사용될 수 있고, 산업 공정에 고온의 열을
공급하기 위해 연소될 수도 있고, 재생 에너지의 가변 발생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할 때 전기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 생산이 탄소 배출물을 방출하지만, 탄소 포집의 발전은 화석
연료로부터 비용 효율적인 청정 수소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차세대 전해조는 재생 에너지와 짝을 이루어 깨끗한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소와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합성 탄화수소 “드롭인(drop-in)” 연료는 기존 엔진에서 운송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하게
수확 및 전환되는 농작물에서 생산된 바이오 연료는 에너지 밀도
요건이 배터리를 통한 전기화를 막는 운송 부문(즉, 항공, 해운 및
장거리 도로 운송)에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비료
사용을 위해 대량으로 합성된 암모니아는 연소 터빈, 해상 엔진 또는
연료 전지에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43 그러나 현재의 청정 연료
프로그램은 제한된 적용(주로 승용차 및 트럭에 사용하기 위한)에
대한 제한된 일련의 청정 연료 옵션들(주로 바이오 연료와 수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니셔티브
DOE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국(HFTO)은 현재 마일당 1센트 단위로
휘발유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4/kg의 시스템 전체 수소
비용(생산, 배송 및 저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44 2020년 6월,
DOE는 수소와 연료 전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립 연구소가
주도하는 두 개의 새로운 컨소시엄에 5년간 최대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45 ARPA-E의 REFUEL 프로그램은 청정
연료(암모니아 및 디메틸에테르 포함)의 생산과 전기 또는 수소로
전환 모든 연구에 재정 지원을 합니다.46 과학 연구소(SC)가 재정
지원하는 인공 광합성 공동 연구센터(JCAP)는 햇빛, 물, 이산화탄소의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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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연료 생산에 대한 기초 연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47 2020
회계연도에 국방부는 원격 기지와 해상의 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공중이나 바닷물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SEA FUEL)을 시작했습니다.48

권장 사항
연방정부는 더 광범위한 청정 연료 옵션을 포함하도록 연구를
확대하고, 전기화하기 어려운 운송 부문과 중공업에서 청정 연료의
적용을 연구해야 합니다.
•

DOE는 현재 교통 부문에서 수수와 바이오 연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응용 청정 연료 프로그램에 광범위한 범위의 연료 및 적용이
포함되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청정 연료 생산 프로그램(DOE국
HFTO, BETO, ARPA-E 및 FE)에는 암모니아와 연료에 대한 직접
공기 포집(DAC-to-Fuel)이 포함되어야 합니다.49 AMO는 청정 산업
기술법(Clean Industrial Technology Act)과 일치하는 산업 부문(예:
청정 열 제공)에서 청정 연료 적용 가능성을 연구해야 합니다.50

•

DOE-SC는 JCAP 모델에서 CO2 배출로 이어지지 않는 새로운
저비용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방법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혁신
허브를 설립해야 합니다.51

•

DOE는 적용된 에너지국에 JCAP의 성공을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태양 연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52

•

USDA 및 DOE의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은 항공, 해운 및 기타
전기화하기 어려운 운송 부문을 위한 드롭인 연료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53

제5분야. 현대적 전력 발전 시스템
설명
분산 및 가변 에너지 자원의 더 많은 보급에 협조하고, 소비보다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며, 건물, 교통 및 산업용 에너지 적용의
전기화를 지원하고 강화된 비상 대비 절차 및 복원력을 제공하기 위해
향상된 유연성과 디지털 기능이 있는 현대적인 전력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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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현재의 그리드는 21세기 청정 전력 시스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연성과 복원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이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필요할 때
저장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과 수요에 맞추는 데 있어 장기 그리드
규모의 에너지 저장은 중요합니다.54 솔리드 스테이트 변압기 같은
전력 전자 장치는 그리드 요소와 시스템의 표준화와 향상된 복원력에
대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55 수요 대응 및 저장을 위해 건물, 공장,
차량을 유연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그리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기술은 효율성을 높이고, 높은 수요를
줄이며 전력 요금을 높이는 발전 용량과 그리드 인프라에 대한 값비싼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56

최근의 이니셔티브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DOE 사무국 전반에 걸쳐 저장 R&D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에너지 스토리지 그랜드 챌린지
이니셔티브(Energy Storage Grand Challenge Initiative)를 시작했습니다.57
또한, 정부는 그리드 응용을 위한 배터리 및 기타 스토리지 기술을
개발, 테스트 및 평가하기 위해 그리드 스토리지 런치 패드(Grid
Storage Launchpad)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58 2015년에 DOE는 정부
및 산업 연구자들이 DOE 전체 연구 활동을 확인하고 조정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다년간의 크로스 커팅 그리드 현대화 이니셔티브(Grid
Modernization Initiative)를 시작했습니다.59

권장 사항
연방정부는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청정 전기화 및 에너지 시스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송전, 저장 및 분배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의회는 그리드 현대화 연구개발법(Grid Modernization R&D Act)에
일치하는 분산 발전, 저장, 수요 자원을 유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통신 인프라, 디지털 제어 및 네트워크 자율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활용하도록 배전 그리드 운영에 대한 RD&D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60 DOD가 첨단 마이크로그리드 시연에 투자를 한층 더
늘려 군사기지 확보에 나서고, DOD와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는 공공부지의 첨단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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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에너지 저장 연구를 지원하고 DOE의 RD&D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간별, 계절별 저장에 이르는 다양한 시간 척도 및
배터리와 양수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전반에 걸쳐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좋은 에너지 저장 기술법(Better Energy
Storage Technology, BEST)을 통과시켜야 합니다.62

•

DOD와 DOE는 고에너지 밀도 스토리지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고 조정하기 위한 공동 스토리지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63

•

의회는 공급망 위험과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저장에서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기타 재료의 재활용에 대한
DOE 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DOE는 최근 기존 권한
하에서 새로운 배터리 주요 재료 회수 및 재활용 연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으며, 의회는 새 프로그램에 대한 더 큰
방향과 장기적인 예산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인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64

•

의회는 발전하는 전력 전자, 변환기 및 전도체 기술과 HVDC
라인의 메시 네트워크 실연을 포함하여 고전압 직류(HVDC)
송전의 RD&D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65,66

제6분야. 청정하고 효율적인 건물
설명
주거 및 상업 건물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단일 에너지 소비
부문으로, 미국 전력 사용량의 약 75%를, 총 에너지 수요의 40%를
차지합니다.67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집, 사무실, 학교, 병원, 그리고
기타 건물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거의 4,000억 달러를
소비합니다.68
조명, 공간 조절 및 냉방, 난방, 가전, 건물 외피와 창문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당한 기회와 건물 그리드 통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DOE는 고태 조명(solid-state lighting, SSL)만으로
2035년까지 연간 5,000조 영국 열량 단위(quads)까지, 혹은 연간 에너지
절감액에서 약 5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69 첨단 증발
냉각과 솔리드 스테이트 냉각과 같은 새로운 냉매 없는 기술은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높은 냉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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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더 효율적인 열 펌프로 가정과 건물에서 화석 연료 보일러
대신 청정 전기를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형
집성판(cross-laminated timber) 같은 대체 건축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에 비해 건물의 탄소 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70 도시,
교외 및 농촌 인프라의 효율성 향상은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실내
및 실외 공기 질을 개선하며, 불필요한 전기 및 천연가스 용량 증가를
방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청정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에서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4%에 불과합니다.

최근의 이니셔티브
DOE 건축 기술국(Building Technologies Office, BTO)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강도를 50% 이상 줄이겠다는 장기적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미국 모든 건물 1제곱피트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DOE는 전체 건물 목표 외에도 조명,
난방, HVAC, 건물 외피와 창문, 가전제품, 그리고 센서 및 제어장치 등
건물 내 에너지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71 더 나은 빌딩 이니셔티브(Better Buildings Initiative)는
기업, 학교, 주 및 지방 정부, 주거 조직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지원하여 건물 혁신의 활용과 지속적인 개선을
가속화합니다.72

권장 사항
연방정부는 모든 건축 기술 탈탄소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의회는 재정 지원이 탈탄소화 필요의 규모에 상응하도록 건물 및
가전제품 RD&D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

DOE와 EPA는 불소화 가스(F-gas) 냉매에 대한 낮은 지구 온난화
잠재력 대체물의 연구를 증가시켜야 하며, DOE는 솔리드
스테이트 냉각과 같은 냉매 없는 에어컨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DOE는 잠재적으로 인도와 같은 미국의 국제적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고온 또는 습한 기후에 맞춘 에너지 효율적인 에어컨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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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는 고성능 창문뿐만 아니라 첨단 풍량, 공기 차단 및 환기
제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제7분야. 산업 탈탄소화
설명
산업 부문은 미국 온실가스 직접 배출원 중 세 번째로 크며, 전체의
22%를 차지합니다(전기 소비로 인한 간접적인 배출 제외). 2008년
이후, 미국의 산업 배출량은 매년 약 14억 미터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74 시멘트, 철강, 화학 제품 생산을 포함한 중공업은 쉽게
전기화되지 않는 고온의 열과 화학적 변형에 따른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두 가지 배출물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탄소를 제거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75 또한, 산업 제조
시설의 긴 수명과 느린 재고 회전은 청정 제조로의 전환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은 청정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인 6%만 차지하고 있습니다.76

최근의 이니셔티브
DOE 첨단 제조 사무국(Advanced Manufacturing Office, AMO)과 NIST
홀링스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의 기존 연방 프로그램은 주로 제조의 에너지 강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DOE의 에너지 대역폭 연구는
16개 산업 하위 부문에 전반에 걸쳐 제조 에너지 강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합니다.77 DOE-AMO 청정에너지 제조 혁신(Clean
Energy Manufacturing Innovation, CEMI) 연구소는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 제조, 탄소 섬유 복합 제조, 스마트 제조, 화학
공정 강화, 내재된 배출량,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개선과 같은 6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청정 제조 공정을 개발합니다. 처음 5개 영역은 2015년
4년 주기 기술 평가 보고서(Quadrennial Technology Review)에서 확인된
14개의 우선순위가 높은, 에너지 관련 첨단 제조 기술의 하위
집합입니다.78 2020 회계연도에 의회는 AMO에게 DOE 전반에 걸친
RD&D 활동을 안내하는 일련의 부문별 탈탄소화 로드맵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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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항
연방정부는 산업 탈탄소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효율성,
전기화, 청정 연료 및 산업용 탄소 포집을 포함한 모든 탈탄소화
기회를 포함하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

DOE는 현재 교통 연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청정 연료 프로그램을
산업 부문에 응용하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더 큰
방향과 장기적인 프로그램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의회는 청정
산업 기술법(Clean Industrial Technologies Act)을 통과시켜야
합니다.80

•

DOE는 중공업, 특히 시멘트와 철강 및 화학 제품을 포함하도록
현재 발전소 적용에 중점을 둔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더 큰 방향과 장기적인 프로그램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의회는 청정 산업 기술법(Clean Industrial
Technologies Act)을 통과시켜야 합니다.81

•

DOE-AMO는 4년 주기 기술 평가 보고서(Quadrennial Technology
Review)에서 확인된 기타 우선순위가 높은 첨단 제조 기술에 추가
CEMI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82

•

NSF는 엔지니어링 연구 센터(Engineering Research Center)와
산업/대학 협력 연구 센터 프로그램(Industry/ 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enter Programs)을 확대하고 청정 제조를 지향하는
센터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83

제8분야. 탄소 포집, 활용 및 격리
설명
탄소 포집, 활용 및 격리(CCUS) 기술은 온실가스가 대기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CCUS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84 CCUS는 화석연료 발전소가 탄소
제약 사회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저탄소 대안이 없는 에탄올,
비료,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생산과 같은 많은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도 필요할 것입니다.85,86 과거 연방 CCUS RD&D
포트폴리오는 주로 석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운영 유형별로
고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출원까지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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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발전소 및 시멘트 및 철강 생산 시설에서의 실증을
우선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연료, 건축 재료, 플라스틱 및 다른 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지질 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국립 학술원(National
Academies)은 최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현재
연방 재정 지원 수준이 모든 RD&D 요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87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지하에
저장되어야 하며, 지질 저장 기회를 특성화하고 검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이니셔티브
2009년 경기 부양법을 통해 1회 기금을 받은 DOE의 산업 탄소 포집 및
저장(Industri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CCS) 프로그램은 비료
공장(Port Arthur(포트 아서), 2013), 에탄올 정제 공장(Archer Daniels
Midland(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 2017),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소[Petra Nova(페트라 노바), 2017, 2020년 이 탄소 프로젝트는
종료됨]에서 탄소 포집에 대한 성공적인 민관 실증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0 회계연도에 앨라배마주 윌슨빌에 있는 국립 탄소
포집 센터(National Carbon Capture Center)는 천연가스 및 석탄 연료
연도 가스 상태에서 포집 기술을 테스트하고자 천연가스 연소 시스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88 DOE는 또한 발전 설비에 대한 석탄 가스화 및
CCUS의 앨럼 사이클(Allam cycle)과 같은 기술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89 DOE 융자 프로그램 사무국(LPO)은 최대 20억 달러의
조건부 대출 보증서를 발행하여 2020년 중반 착공 예정인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탄소 포집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의
청정 메탄올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90 지질 탄소 저장소를 개발,
테스트 및 검증하기 위한 DOE의 활동은 CO2 1,100만 미터톤을
성공적으로 저장하며 정점에 이르렀으며, 카본세이프(CarbonSAFE)
program을 통해 부지 고유의 특성화로 이어졌습니다. DOE는
2026년까지 연간 5,000만 미터톤의 CO2 저장 용량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91

권장 사항
연방정부는 다양한 CCUS 기술 전반에 걸쳐 투자해야 합니다.
•

DOE는 화석 에너지 사무국(Office of Fossil Energy)을 탄소 관리
사무국(Office of Carbon Management)으로 개칭해야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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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청은 보완 임무를 맡은 DOE 휘하 사무국(예: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AMO, 지학 분야를 위한 과학국, CCS를 포함한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국[BETO])과 협력해야
합니다.
•

화석연료 에너지 탄소 기술 강화(EFFECT)법과 같은 상정된
법안과 일관되게, 의회는 해당 관청이 RD&D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92 그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이오 동력과 바이오 연료 설비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화학, 수소 생산 설비 등 산업 설비에서의 탄소
포집을 촉진할 것입니다.

•

의회는 페트라 노바(Petra Nova)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석탄
발전소에서 탄소 포집에 대한 상업적 규모의 실연을 후원해야
합니다. 의회는 천연가스 혁신을 통한 에너지 발전과 개발
착수(LEADING)법과 일치하며,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에서 탄소
포집을 위한 새로운 RD&D 프로그램을 만들고 2025년까지 여러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탄소 포집 실증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93

•

국립 학술원(National Academies)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DOE는 국립 학술원(National
Academies)의 권장안을 다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 수준을
확인해야 하며, 의회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94

•

DOE는 현재 탄소 저장 목표(2026년까지 저장 용량의 5,000만
미터톤)의 기대를 두 배로 높이고 새로운 목표를 충족하고
2020년대 후반에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도록 로드맵과 재정 지원
수준을 발전시켜야 합니다.95

•

의회는 상정된 화석 에너지 연구개발법(Fossil Energy R&D Act)과
일치하는 메탄 누출 검출 및 완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는 데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96

제9분야. 청정 농업 시스템
설명
경작지 토양은 현재 대기 중보다 3배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며, 토양의
상위 몇 미터 내에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은 최근 CO2 흡수원이 아닌 순배출원이었고,
심하게 경작된 경작지 토양은 원래 유기 탄소의 50~70%를 잃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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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97,98 현재 관행상 농업 부문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합니다. 차세대 농업 관행과 기술은 토양 탄소 손실을 역전시킬 수
있어 기후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농작물
수확량을 늘리며, 비료 투입 및 침식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정밀
농업은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투입량 적용을 미세 조정하고,
유전자 변형은 작물의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기법은
아산화질소 배출의 핵심 원천인 비료의 사용과 기타 영양분 공급을
줄이고 농작물 수확량을 최대화하며, 탄소를 격리하고, 농부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파괴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토양에 흡수된 탄소 증가에 도움을 주는 더 깊은 뿌리
구조를 가진 식물을 번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 요법
변화는 가축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99

최근 이니셔티브 및 활동
2018년 의회는 미국 농업과 식량 공급을 보호하는 고위험 장기 R&D를
지원하기 위해 DARPA와 ARPA-E를 모델로 한 농업 첨단연구
개발청(Agriculture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AGARDA)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아직 재정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100 ARPA-E의 근권 관측 최적화 지상 격리(ROOTS)
프로그램은 뿌리가 더 깊고 큰 식물에 대한 선택적 번식을 통해 토양에
흡수된 탄소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01 마찬가지로,
스마트팜(SMARTFARM) 이니셔티브는 현장 수준의 탄소 회계와 생명
주기 분석을 현장 수준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1,000당 4”
이니셔티브는 토양 탄소 재고량을 매년 0.4%씩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청정 농업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입니다.

권장 사항
연방정부는 청정 농업 관행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농민들이 토양 탄소 관리 및 가축 메탄 감소에서 모범 사례로
전환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의회는 토양 탄소 측정 기술, 비료 관리 연구, 농민들이 최상의
탄소 관리 관행으로 전환하도록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립 학술원(National Academies)은 향후 10년간
토양 탄소 저장 RD&D에 대략 6억 3천만 달러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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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AGARDA에 모든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103

•

미국은 1,000당 4 이니셔티브에 합류하여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104

제10분야. 이산화탄소 제거
장거리 항공과 같이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엄청나게 비싼 배출물을
뒤바꾸기 위해 이산화탄소 제거(CDR)가 필요합니다. CDR은 또한
다른 기후 완화 기술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제공하며, 기존 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최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이는 필수사항입니다.105 안타깝게도, 아직 탄소
제거 기술은 세계 기후 오염의 규모를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 규모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조림 및 해안 복원과 같은 자연 생태계를
관리하는 접근법(일명 “자연 기반 해결책”)은 저비용, 단기 옵션이지만,
격리 용량이 제한적이고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너무 느리게
감소시키며, 토지 이용 경쟁이 있습니다. 직접 공기 포집 및
저장(DACS), 탄소 광물화,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Bio 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BECCS)과 같은 기술적 접근 방식은
상대적으로 미완성이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량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영구히 제거하고 탄소 수준의 자연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106 국립 학술원(National Academies)은
탄소 제거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현재 미국의 투자는 너무 적고
조직적이지 않아서 모든 탄소 제거 RD&D 요구를 의미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니셔티브
2009 회계연도와 2019 회계연도 사이에 CDR에 대한 의회 총 재정
지원 규모는 2,600만 달러 미만이었습니다.107 2020 회계연도에 의회는
이산화탄소 제거에 관한 RD&D를 위해 모든 탄소 제거 기술과 경로에
전반에 걸쳐 6,800만 달러를 제공했고, 2020년 3월 DOE는 직접 공기
포집(DAC) 연구에 2,200만 달러를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 지원 기회를
발표했습니다.108,109 EFFECT 법(S. 1201)과 FERD 법(H.R. 3607)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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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에서 새로운 직접 공기 포집 RD&D 프로그램을 승인할 것입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USGS)은 탄소 광물화 기회에 대한 자원 평가 및
타당성 연구를 수행했으며, 태평양 북서부의 현무암 형성물이 144–768
GtCO2를 광물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110 현재 ARPA-E의
스마트(SMART) 프로그램은 토양 탄소 함량 및 플럭스를 정량화하고
모니터링합니다.111

권장 사항
연방정부는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의회는 탄소 제거에 대한 국립 학술원(National Academies)
보고서의 권장 사항을 이행하는 포괄적인 기관 간 RD&D
이니셔티브를 수립해야 합니다. 에너지 미래 이니셔티브(Energy
Futures Initiative, EFI)는 실증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10년간 107억
달러 탄소 제거 혁신 프로그램을 위한 기관 재정 지원 수준과
프로그램 구조를 포함하는 국립 과학, 공학, 의학 한림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NASEM) 권고에
대한 일련의 세부 실행 계획을 제공합니다.112,113

•

DOE, NSF, USGS, USDA 및 기타 관련 기관은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 탄소 제거 연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DOE 기초 에너지
과학국(Office of Basic Energy Sciences, BES)은 직접 공기 포집과
탄소 광물화를 전담하는 새로운 EFRC를 요청해야 하며, ARPAE는 탄소 제거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114

•

DOE는 화석 에너지국(Office of Fossil Energy) 내에 영구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창출하여 직접 공기 포집, 탄소 광물화,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포함한 배출 흡수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115
2021 회계연도 하원 에너지 및 물 영향(House Energy and Water
Effects) 법안은 하원 화석 에너지 R&D 법과 상원 EFFECT 법처럼
관청을 설치할 것입니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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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전략적 원칙
6가지 전략적 원칙은 에너지 혁신을 위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원칙 중 처음 5가지는 주제, 혁신 단계, 연방 기관,
연구 협력자, 미국 지역에 걸쳐서 연방 정부가 투자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6번째 원칙은 시간 경과에 따라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RD&D 포트폴리오 설계에 관한 풍부한 학문적 연구와
혁신을 위한 이전의 재정 증가에서 얻은 교훈을 근거로 합니다. 이
원칙은 연방 기관, 국립 연구소, 대학교, 및 기타 기관의 역량을
분석하여 재정 지원 증가를 기술 발전으로 해석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에 따른 재정 지원 수준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제1원칙: 중요한 탈탄소화 요구에 맞춰 재정을 조절하십시오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의 10가지 항목은 완전한 탈탄소화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은 미국이 세계적인 청정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번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혁신을 위한 미국 연방 재정은 아직
항목 전반에 걸쳐 크게 불균형을 이룹니다. 연방 재정 지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원이 불충분한 항목을 대상으로 증가분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에너지 혁신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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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에너지 혁신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요한 탈탄소화 기술 요구에 공공 RD&D 재정을 맞추지 못한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세계의 주요 경제가
"완전한 탄소 배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확장성이 있는 선택 사항이 없는 부문에 필요한 최종 용도 혁신
유형보다는 공급 측 기술"에 너무 많은 재정을 할당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정 지원이 부족한 혁신 우선 순위 기술은 수소,
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포함합니다.1
미국 연방 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이 중요한 탈탄소화 요구를 추적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연방 기관이 그렇게 하도록 아직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부의 구조는 연방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수십 년간 바뀌고 있는 국가 우선
순위를 반영합니다. 에너지부 예산 대부분은 국가 원자력 무기고의
유지 관리, 국가 안보 R&D, 원자력 실험 장소의 환경 정화에 재정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1977년 합병된 다양한 안보 및 에너지 기관의
잔재입니다.

연방 재정 지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원이 불충분한
항목을 대상으로 증가분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혁신에 전념하는 에너지부 재정은 주로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재생 에너지와 같이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사무국을 통해
할당됩니다. 이 구조는 완전한 탈탄소화에 중요한 10가지 기술 항목
전반에 걸쳐 미션 주도 재정 지원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 61에서 설명하듯이, 에너지 RD&D를 위한 현재 DOE의 지원 재정의
절반은 전기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에 다양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기초 및 교차 과학을 제외하면 응용 에너지 RD&D가 훨씬 더 비대칭
분포를 나타냅니다.) 도시 인프라, 청정 연료, 산업 탈탄소화는 모두
앞으로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재정 수준을 받아야 하는 재정이
부족한 기술 항목입니다. 청정 전기가 완전한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늘날 연방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는 다른 중요한
부문과 기술을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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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1: DOE의 에너지 RD&D 재정의 2020 회계연도 할당량과
비교한 2018년 미국 온실 가스 배출량의 분석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2018)

운송
전력
산업

DOE 포트폴리오,
부문별(2020 회계 연도)

건축
농업
과학/크로스 커팅

출처: 환경 보호 기관 및 ITIF

DOE 지도력은 부서 내의 10가지 기술 항목에 대한 활동의 조정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 조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자원이 집중되어 장기간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구조 조정은 필요한 시간과 자원, 전환 중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정도를 주의 깊게 평가한 후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너지 혁신 허브와 같은 범 부서 간 구조는 기존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조 조정이 관련 비용보다 더 많은
이점을 주는 영역은 에너지 실증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제2원칙에
대한 논의에서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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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에 전념하고 2025년까지 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을 3배로 증가시킴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은 중요한 청정에너지
기술 전반에 걸쳐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공 투자가 기술
발전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임계값이 있다는 사실은 학술 문헌에서 얻은
중요한 식견입니다. 따라서 낮은 예산 통제로 인해 정부는 여러 가지
기술에 적은 금액을 분산하여 지원함으로써 제한된 재정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의미있는 수준에서 소수의 에너지 기술에만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산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최적화된 공공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는 좀 더 많은 기술을
지원합니다.2
정책 입안자는 각 기술 항목에 대해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연구 기관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지침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의 가장 좋은 예는 국립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가 구성하고 Energy Futures
Initiative가 강화한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지침입니다 (도 6-2).3
중요한 탈탄소화 요구에 따라 이 지침은 다양하지만 일관된 기술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혁신 파이프라인의 단계까지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4
각 기술 항목에 대해 비슷한 지침을 준비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가장
빨리 증가시켜야 하는 재정 부족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12개 이상의 연방 기관으로부터 각 기술 항목을 위한 재정 지원 단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책
입안자가 재정 지원이 신속하게 증가하도록 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10가지 기술 항목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각 항목은
최소한 10억 달러 수준에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연방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의 재균형을 통해 미국이 납세자의 지원 재정을 가장
영향력있게 사용하도록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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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안 총액(백만 달러)

도 6-2: 이산화탄소 제거 (CDR)을 위한 10년 연방 RD&D 기획
재정 지원 지침

연간 이니셔티브
대규모 실증
직접 공기 포집
지중 저장
해안 및 바다

이산화탄소 활용
지질학 및 생물학
탄소 광물화
시스템 분석

출처: 에너지 미래 계획

제2원칙: 혁신 파이프라인의 전 단계 지원
구상에서 상업화까지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려면 혁신
파이프라인의 단계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총체적이고 조정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방 정부가 오직 기초
연구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이후 민간 부문이 인수하기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업화가 되기까지 민간 재정
지원이나 또는 손익분기점 도달에는 많은 격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탈탄소화 요구에 재정 지원을 맞추기 위해 다음의 제1원칙
이외에도 또한 정책 입안자는 연구, 개발, 실증을 하나로 묶는 혁신
파이프라인의 단계를 따라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중 실증 단계는 가장 심각하게 재정 지원이 부족합니다
(제2장 참조).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 산업은 복잡한 대규모 기술로
이루어진 상업적 규모에서 처음 몇 번 실증에 재정 지원을 망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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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러한 실증의 이점을 모두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상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수행한 실증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회사는 그 결과를 알고 나서 뿐만
아니라 자본을 공급하는 투자자의 더 큰 의지에서 이점을 얻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높은 자본 비용과 함께 입증되지 않은 기술의 대규모
실증 때문에 비싼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위험을 경계합니다.
결과적으로 손익분기점 전까지의 폭이 커져 자사가 개발한 유망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실증할 자본이 부족한 회사를 삼킬 수 있습니다.5
그러나 오늘날 연방 정부는 실증 프로젝트에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의 5% 미만을 투자합니다. 그 재정 지원의 대부분은 첨단
원자로를 실증하는 단일 DOE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실증
프로젝트는 가장 자본 집약형 혁신 단계이며 단일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의 비용이 종종 소요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우 이점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처음 5개의 공공 시설 규모의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대출 보증은 대규모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10년에 걸쳐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태양광
에너지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입니다.6
연방 정부는 실증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지원을 증액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정책 입안자는 DOE의 응용 에너지 연구소,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 및 DOD의 환경 보안 기술 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기존의
법적 승인에 따라 그러한 실증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7 실제로 의회는 에너지 부문에 걸쳐
인프라에 최대 1,00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390억
달러의 대출 보증을 이미 승인했습니다.8 에너지 실증 프로젝트는
이전에는 비용 초과와 정치적 비판 때문에 힘들었지만 과거에서 얻은
교훈으로 그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방 정부는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고 공장 엔지니어링이 대부분 완료된 후 건설을 시작해야
합니다.9,10
실증 프로젝트 재정 지원을 위한 기존 채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이미 상업적인 환경에서 증명된
기술을 지원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새로운 법인은 더 위험한 최초의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은
의회가 에너지 기술 실증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할 독립 법인을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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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입니다.11 그러한 기업은 한 번의 책정액을 통해 자본화되고
난 후 정부의 정치 분야 통제를 벗어나 지분 투자에서 대출 보증까지
다양한 범위의 금융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의회가
마지막 단계에 실증을 보이는 다양한 청정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부문과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배치 관리 부서를
신설하도록 요청했습니다.12 다른 대안은 DOE 내에 주요 실증 부서를
새로 설립하는 것입니다.13 또한, DOD는 위험한 기술 실증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으며 귀중한 투자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에너지 RD&D를 위한 “기술-밀기” 지원을
유망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증명하고 확장하기 위해 상업
시장을 주도하는 “수요-당기기” 정책과 연결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최소 50억 달러 수준으로 10개의 기술
항목에 걸쳐 실증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도 6-3). 이는
보수적이면서도 원대한 목표입니다. 즉, 비록 실증이 연구 개발보다
훨씬 더 자본 집약형이며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재정 지원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지만, 실증 프로젝트가 2025년까지 공공 에너지 RD&D
재정 중 단지 1/5만을 차지할 것이므로 보수적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수준의 연간 재정 지원은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 공공 투자 수준을
훨씬 추월합니다. 국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했을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은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는 각 기술 항목 내에서 실증 프로젝트에 대해
연간 수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많은 중요한 기술에 대해
빠르게 상업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이를 지원할 기관과 관리 팀을 설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안에서 실증 재정 지원은 2023년~2025년에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방 정부는 에너지 RD&D에 대한 “기술-독려” 지원을
유망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증명하고 확장하기 위해 상업 시장을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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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는 “수요-유도” 정책과 연결해야 합니다. 옵션에는 탄소 가격
책정, 청정 전기 표준, 연비 표준, 목표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 감면은 양당 지원을 유치한 특히 강한 실적을 갖고 있으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 발전을 육성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 의회는 45Q 세금 감면안을 제정하여 탄소
포집과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장려했습니다.15

명목 예산(단위: 십억 달러)

도 6-3: 연방 기관이 재정을 지원하는 과거 청정에너지 RD&D
및 예시로 보여주는 5년간 250억 달러 증액

회계 연도
기타(예: NIST)
실증 프로젝트
국방부(DOD)
국립 과학 재단(NSF)
농무부(USDA)

국제 협력
미국 항공 우주국(NASA)
에너지부 에너지 첨단 연구
사업 사무국(DOE ARPA-E )
에너지부 응용 에너지
에너지부 과학 연구소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의 10가지 기술
반영하는 새로운 세대의 세금 감면을 설계해야 합니다.16,17
기술을 미리 결정하는 대신 이러한 세금 감면 각각은 기술
발전시키는 새로운 기술의 상업적 확장에 재정을 지원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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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조치의 목표는 10가지 기술 항목 각각에서 유망한 기술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즉, 이 기술은 연방 정부가 RD&D를
위한 연방 재정 지원을 통한 혁신 파이프라인을 거치면서 추진했을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새로운 기술의 공공 조달을 위한 사전
시장 공약 (제약 백신을 시장에 출시를 유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접근 방식), 상금 경쟁, 혁신 기술이 성과 및 비용 이정표에 도달 할 때
지불 등 다양한 다른 수요 유도 정책을 실험해야 합니다.18,19

제3원칙: 에너지 혁신을 지원하는 연방 정부의 모든 역량을 한
군데로 모으십시오.
공공 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 요구는 10가지 기술 항목과 혁신
파이프라인의 모든 단계에 걸쳐 다양합니다. 다행히도, 전체 자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연방
정부의 역량은 광범위합니다. 오늘날 DOE의 과학 연구소와 응용
에너지 연구소는 에너지 혁신을 위한 기존 연방 재정 지원의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 도 6-3의 예시 로드맵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연구소는 연방 정부의 전체 에너지 RD&D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번성하는 에너지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지시를 제공할 다양한 연방 기관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확실히 DOE는 수십 년간의 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 경험을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가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시작함에 따라 그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의회는 과학 연구 및 응용
에너지 연구 개발에 각각 재정을 지원하는 DOE 과학 연구소와 응용
에너지 연구소의 예산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20 DOE 지출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10가지 기술 항목에 투자를 맞추고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응용 기술 개발과 더 잘 연결하는 등 위에서 논의한
제도적 개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더 빨리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반 독립적
DOE 기관인 ARPA-E는 이미 미션 주도 RD&D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었고, 설립 후 10년이 넘은 지 얼마 안돼 그 모델은 빠른 기술
발전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임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ARPA-E가 재정을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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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다른 DOE 부서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보다 민간 투자자로부터 특허, 출판물 및 후속 자금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21 의회는 국립 과학 학술원 및 기타 기관의
권장 사항에 따라 ARPA-E의 재정 지원을 2020년 4억 2,500만 달러에서
2025년 10억 달러로 늘려야 합니다.22,23 또한 이러한 수준의 재정
지원으로 획기적인 기술의 초기 실증을 지원하는 "SCALEUP"
프로그램을 ARPA-E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연방 기관에는 에너지 혁신의 발전과 연계된 임무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에너지 혁신의 중심 역할을 이미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해외 및 국내 군사 작전의
중심이며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노력합니다. 기회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고 에너지 밀도
배터리와 함께 가볍고 고효율의 태양광 발전 원료를 사용하면 군인과
기지가 원격 설정에서 해외에서 작전하는 것을 더 쉽게 해줍니다.
국내에서 첨단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을 사용하면 자연 재해 및 인위적
장애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군사 시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군대의 주요 목표는 완전한 탈탄소화가 아니며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임무를 발전시키는 많은 에너지 기술은
또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발전시킵니다.24
DOD는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DOE의 귀중하고
보완적인 협력자입니다. 예를 들면, DOD는 연구 개발보다 신기술을
실증하고 검증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DOD는
대부분의 RD&D 재정 지원을 비정부 연구원과 기업에 제공하는 반면,
DOE는 RD&D 예산의 대부분을 국립 연구소에 할당합니다.25 청정
에너지 혁신을 위한 현재의 군사 재정 지원 수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DOD가 에너지 연구, 개발, 시험, 평가를 위해 연간 16억 달러의
예산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 재정 지원 중 일부는 민간 청정 에너지
기술과 관련이 없는 통제된 에너지 무기와 같은 기술을 지원합니다.26
2025년까지 의회는 DOD가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청정 에너지 혁신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5억 달러를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DOD는 DOE와 협력해야 합니다. 좋은 모델은 장기 에너지 저장 실증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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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DOD의 환경 보안 기술 인증 프로 그램과
DOE의 ARPA-E 사이에 6천만 달러의 공동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는 2021년 국방 수권법의 제안입니다.27

DOD는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수행하는 데있어 DOE의
귀중하고 보완적인 협력자입니다.
군대를 제외하고 다른 여러 연방 기관은 권한을 갖고 있어 청정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고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 과학 재단은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물리학 연구를 지원하는 선도적인 연방 기금 제공자입니다.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의 10가지 기술 항목은 모두 NSF의 목표 내에
있는 첨단 소재와 같은 분야의 발전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2016년
(연방 정부가 정부 전체의 청정에너지 지출을 계산한 작년)에는 NSF
연구 재정 지원의 5% 또는 약 4억 달러 만을 청정에너지 기술을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의회는 이 수준을 2025년까지 최소 15억 달러로
증액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NSF를 확장하기 위해 통로
양쪽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2020년에 양당 국회의원 그룹은 NSF 내에
"첨단 에너지"를 포함한 10개의 기술 분야에 연간 총 2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신기술 부서를 만드는 "무한개척법"을 제안했습니다.28
NASA는 청정에너지 혁신에 더 적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즉,
2016년에 R&D 예산의 단지 2%, 또는 3억 달러. 그러나 NASA의
목표는 청정에너지 혁신 요구와 잘 일치합니다. 역사상 NASA는 임무
및 조달 당국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태양 전지판, 배터리 및 연료
전지와 같은 기술의 성능을 향상시켜 지구에서 상업적 준비에
도달했습니다. 태양 전지의 첫 번째 중요한 시장은 위성이었으며
화성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연료 전지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병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29 2018년 NASA는 ARPA-E와
협력하여 연료 전지, 고 에너지 밀도 배터리, 고 효율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획기적인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을
후원했습니다.30 2025년까지 의회는 청정에너지 RD&D를 위한
NASA의 재정 지원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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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내의 산하 기관 중 하나인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도 에너지
혁신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DOE의 국립 연구소의 역할을 보완하는 NIST의 과학 사용자
시설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영향을 받는 산업에 귀중한 시험대를
제공합니다. NIST는 연방 정부의 첨단 제조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연방 정부의 제조 확장 파트너십을 감독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이 되도록 돕고 Manufacturing USA 기관의 기관 간
네트워크를 조정합니다. NIST는 또한 그리드 현대화 및 사이버
보안에 의해 제기된 문제와 같이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표준 문제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합니다.31
미국 농무부는 또한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제거와 청정 농업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
항목에는 이전에 이러한 영역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했던 USDA의
전문성과 경험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32 의회는 USDA에
재정을 지원하여 토양 탄소를 측정하고 새로운 작물을 통해 탄소를
격리하고 농작 시 탄소 강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33
결국, USDA는 이 분야에서 깊고 실용적인 전문 지식을 자랑하는 무상
토지를 받은 대학교 사이의 광범위한 전국 네트워크와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정부는 2025년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수준으로 국제
에너지 RD&D 협력에 상당한 연간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은 미국이 핵융합 에너지 연구에
기여하는 2억 4천만 달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기술 임무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위한 폭 넓은 범위가
있습니다. 확실히 성장하는 첨단 에너지 경제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들 사이에 치열한 국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야, 특히
아직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의 국제 협력은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팀을 참여시키고 지식을 빠르게
확산시킵니다. 에너지 혁신 초기 단계의 국제 협력은 후기 단계의
강력한 국제 경쟁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해야 합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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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원칙: 국립 연구소, 대학 및 민간 부문의 혁신적 역량 활용
오늘날 연방 정부가 에너지 혁신을 지원하는 주요 방법은 RD&D를
수행하는 국립 연구소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소는
미국 연구 인프라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 불리며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입안자는 연방 정부 외부에 있는 국내 연구 대학 및 민간
부문에서 혁신자의 능력을 더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가 에너지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면 외부 협력자와 협력하고 연방 자금을
활용하여 혁신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학은 기초 연구 및 중개 연구를 발전시키는 자연스러운
협력자입니다. 예를 들면, NIH 재정 지원의 3/4은 2,500개 이상의 대학,
의과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에서 교외 연구를 지원합니다. 에너지
혁신에서 연방 정부는 연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급격히 늘려야
합니다. 기초 과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 실험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성공적인 에너지 프론티어 연구 센터 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DOE의 에너지 혁신 허브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연구 기관과 민간 부문 협력자를 결합하여
중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응용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합니다. 토지
지원 기관을 포함한 공립 대학 시스템에는 종종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 기관, 시설, 민간 부문 파트너십 및 전문
분야 (예: 농업, 임업 및 토양)가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열어 보아야 할 에너지 혁신을 위한
거대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사실, 이전의 공공-민간 협력 관계는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국립 연구소와
같은 정부 기관과 라이선스 또는 기술 개발 제휴를 맺은 청정에너지
창업 기업은 그러한 파트너 관계가 없는 창업보다 74%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 거래 확보에서 155% 증가를 누리고
있습니다.35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86

제6 장

그리고 DOE의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에서 보조금을 받는 신생
기업은 그러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기업에 비해 후속 벤처 캐피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2배 더 높고 더 많은 특허와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6 민간 기업을 위한 연방 보조금은 R&D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와 같은 고 부가가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정책 도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37
연방 정부는 민간 기업이 RD&D를 수행하여 국가 에너지 혁신 미션의
10가지 기술 항목을 발전시키고 실증과 상업화 활동에서 민관 협력
관계를 통한 공동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38 의회와 연방
기관은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과 상업화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에너지 회사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39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연방 정부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 연구소와 같은 산업 전반의
R&D 컨소시엄을 지원해야 합니다. 확실히 정책 입안자들은 민간
부문에 재정이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보호조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민간 산업에 전혀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고
그대신 기초 연구에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생산적입니다. 오늘날 기업은 혁신 진행 과정 전반에 거의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응용 기술 개발 및 실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목표 자금 지원은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고 미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정부는 RD&D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6개의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비영리 RD&D 센터는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 장기 보조금을 받아 비용의 3 분의 2를 충당하는 반면,
민간 기업은 재정 지원의 나머지 3분의 1을 관심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프라운호퍼 시스템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으며 현재 미국에 5개 센터가 있습니다.40
소규모로 미국에는 민간 기업이 응용 기술 개발 및 프로토 타입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2014년
의회에서 승인한 "Manufacturing USA"는 비 연방 자원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상무부, 국방부 및 에너지부와 같은 연방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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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는 14개의 공공-민간 기관 네트워크입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는 달리, 이들은 장기적인 연방 재정 지원이 보장되지 않아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위험합니다.41,42 의회는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를 지원하는 데 다시 전념하고 연방 기관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유망한 청정에너지 제조 기술을 확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업이 응용 기술 개발 및 실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목표 재정 지원은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고 미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선 순위 중 어느 것도 국립 연구소의 비용으로 재정을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 연구소에서 수행
한 에너지 RD&D는 최고 가치의 연구 간행물과 특허를 생산하며 기초
과학과 응용 기술 개발 사이에 중요한 중개 역할을 합니다.43 더욱이
국립 연구소는 민간 부문과 협력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실 내장 기업가, 중소기업 벤처 및 제조용 고성능
컴퓨팅과 같은 일부 파일럿 프로그램은 유망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 및 기업가와 국립 연구소 연구 장비 및 직원을
결합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증명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국립 연구소는 또한 연구 직원이 산업계와 협력하고 공공-민간 기술
개발 협력 관계를 활용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44
정책 입안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국립 연구소의 영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의회는 에너지
기술 상업화 재단을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재단은 또한
전국의 혁신자를 국립 연구소 시설과 연결하고 인큐베이터에 재정을
지원하며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및 자선 기금을 마련할
것입니다.45 둘째, DOE는 실험실 책임자를 유망한 프로젝트에 할당할
수 있도록 연방 자금의 더 많은 부분을 이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립
연구소가 상용화하는 혁신의 보상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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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합니다.46 실험실에서 내부적으로 선택한 연구 프로젝트는 중앙
집중식 프로젝트보다 발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3배 높습니다.47 충분한
자율성과 재정 지원이 있는 각 국립 연구소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사용할 첨단 실험실 장비와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Frank Lucas (R-OK) 의원이 도입한 하원의 최근 법률은 국립
연구소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이전을 추구하고 미국 전역의
지역 에너지 혁신 센터 역할을 하도록 장려합니다.48
정책 입안자들이 연방 에너지 RD&D를 강화함에 따라 국립 연구소,
전국의 세계적인 연구 대학 및 혁신적인 민간 기업의 고유한 강점을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기업은 연방 자금 지원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세 부문을
모두 활용하면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5원칙: 지역 에너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십시오
워싱턴 DC의 정책 입안자들이 청정에너지 RD&D를 위한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만 혁신 활동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 6-4).49 지역마다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비교 강점이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연방 재정 지원이 번성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다양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의 지역 사회에 지역 경제적 혜택을 주고
세계적으로 경쟁적인 산업을 자극합니다.
청정에너지 혁신은 여러 기업, 대학 및 정부 연구소가 가까이에 있고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 할 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청정에너지 기술의 생산에 복잡한 제조 공정이 필요할 때 특히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 혁신 클러스터는 초기 단계의 연구 개발
수행자와 기술을 실증하고 확장하는 기업 간에 신속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급망의 개발과 전문 생산자의 밀집된 네트워크를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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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와 브라질 상 파울로의 첨단 바이오 연료 혁신 클러스터는 모두
대학, 공공 연구 기관, 밀집된 공급 업체 및 생산자 네트워크를
통합합니다.50
주 및 지방 정부는 지역 청정에너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모두 주민의 전기 요금에 대한
공익 부담금을 사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주 에너지 혁신 기관에 재정을
지원합니다.51 연방 정부는 지역 청정에너지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해
더 많은 주를 지원해야 합니다. 연방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에너지
RD&D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방 기관은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과 전략적 경제 개발
계획을 설계하는 주 및 지방 정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주 정부는 10가지 기술 항목 중 하나 이상에 노력을 집중한다면 지역
경제의 고유한 자산을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혁신 우선 순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립 연구소에서 제조 미국
연구소에 이르는 연방 시설은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조정된 전략에 대해 주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청정에너지 창업 육성 회사 및 촉진 회사 뿐만 아니라
지역에 위치한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지원의 혜택을 받습니다.52

연방 정부는 지역 청정 에너지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더 많은 주정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주 및 지방 정부는 각 클러스터의 숙련되고
다양한 인력에 대한 투자를 주도합니다. 그들은 청정에너지 기술
산업에서 인종 및 성별 격차에 관여하는 장애물과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개발 정책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에 투자하고, 숙련된 기술자 이민을 장려하고, 기존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개발을 제공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증진하기 위한 연방 및 주 정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는 지역 혁신자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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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4: 미국 전역에 걸친 청정에너지 혁신 활동 지도

연구중심 대학

DOE 국립 연구소

클린테크 회사

청정에너지 특허(적외선 열지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에너지 미래
이니셔티브

보고서: 지역 청정에너지 혁신 정책
go.umd.edu/regionalenergy

출처: 메릴랜드 대학교 에너지 미래 이니셔티브

제6원칙: 새로운 데이터에 적응하면서 예측 가능한 장기적 재정
지원 목표 설정
에너지, 건강 및 기타 분야의 RD&D 재정이 급증한 과거 경험을 통해
변동성 혁신 재정 지원의 위험을 알게 됩니다. 연방 정부는 에너지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재정 지원 로드맵을
공약해야 합니다. 동시에 추가 RD&D 재정이 잘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연방 재정 지원으로 인한
혁신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엄격하게 수집하고 RD&D 포트폴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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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재조정하여 강한 탈탄소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혁신에 대한 투자는 상업 기술의 형태로 성과를 거두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연방 정부는 2025년까지 250억 달러의
목표에 도달한 후에도 향후 10년 동안 연간 에너지 RD&D 자금을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공약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방 연구소, 연구 대학, 민간 기업
및 투자자 포함한 미국 혁신 생태계는 연방 재정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프라와 시설을 업그레이드하여 유지하며,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민간 투자로 공공 자금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 RD&D에 대한 재정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의원과 연방 기관은
재정 지원이 10가지 기술 항목에 걸쳐 진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RD&D의 결과인 후속 투자와 같은 기술 상업화
및 채택 지표 뿐만 아니라, 출판 및 특허와 같은 보다 전통적인 지표를
주의 깊게 추적해야 합니다.54 또한 ARPA-E의 사례에 따라 다른 연방
기관은 중요한 마일스톤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가 진행됨에
따라 정책 혁신과 실험은 기술 혁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연방 정부는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시장 채택을 기반으로
RD&D 재정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55 예를 들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상업적 비용이 향후 10년 동안 급격히 하락한다면 수소를
공급 원료로 사용하여 산업 공정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RD&D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완전한 탈탄소화에 대한 가장 실행 가능한 경로에 대한 예측을
업데이트하고 세계 시장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력과 정보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입안자들은 추가 RD&D 재정 지원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통합 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RD&D 포트폴리오 할당의 효과에 대한 가정하에 다양한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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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성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56 마지막으로, 그들은 세계 환경을
조사하여 미국이 어느 기술 분야에서 비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퍽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스케이트
타기"를 해야 합니다. 즉, 앞으로 몇 년 동안 완전한 탈탄소화와 미국
경쟁력에 가장 필요한 곳에 RD&D 투자를 할당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 전체에 걸친 재정 지원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달성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기술 조합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다각화가 최선의
전략입니다. 위의 5가지 원칙은 RD&D 재정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기술 영역, 혁신 단계, 연방 기관, 연구 수행자 및 지역)의 다양한
차원을 강조합니다. 정책 입안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RD&D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이러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은 정확해야 추후 계획 수정에 따른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 혁신을위한 연방
예산을 늘리기 위한 로드맵을 유지해야 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93

제7장

3가지 즉각적 권장 사항
2021년에 취임할 117차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3가지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회는 2022 회계연도 예산에서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을 30%
늘려야 합니다.



미국은 국제 에너지 혁신에서의 리더십을 되찾아야 합니다.

1.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시작하는
대통령 정책 지침 (PPD)을 발행해야 합니다. (PPD 초안은 부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PD는 청정에너지 혁신을 핵심 국가 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2026 회계연도 (2025년 10월 1일 시작)까지 연방 청정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을 3배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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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리더십은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의 성공에 중요합니다.1 따라서
PPD는 관리 예산 국 (OMB) 국장과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은 대통령 보좌관이 공동 의장을 맡은 에너지 혁신에 관한 백악관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태스크 포스의 구성원은 에너지
장관, 국무 장관, 국방 장관, 농무 장관, 교통 장관, 상무 장관, 재무 장관,
환경 보호국 관리자, NASA 관리자, 국립 과학 재단 이사, 과학 기술
정책 국장, 미국 무역 대표, 경제 자문 위원회 의장, 환경 품질위원회
의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개시하는 대통령 정책 지침을 발표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 내에서 에너지부는 청정 에너지 혁신과 관련된 핵심 영역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장관은 백악관 특별
대책위원회의 기관장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특별 대책위원회에 에너지
혁신에 대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고 특별 대책위원회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 부에 소규모 사무국을 유지해야 합니다.
에너지 장관은 특별 대책위원회가 고려할 국가 에너지 혁신 전략
초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아야 하며 이 전략은 2021년 여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DOE는 정책 계획 역량을 재건하고 2011년과 2015년에 발간되었던
4주기 기술 검토서 (QTR)를 부활시켜 국가 에너지 혁신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QTR는 각 DOE 부서의 다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회는 2018년 DOE 연구
및 혁신법 통과를 통해 포트폴리오 분석 및 전략 계획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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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특별 대책위원회의 각 연방 기관은 임무에 따라 청정에너지
혁신에 투자할 계획을 준비하고 매년 그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백악관 특별 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기관 예산을
조정하고,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공식 문서에 포함하고,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 외부의 전문 지식이 연방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주, 학계, 산업, 노동 및 환경
정의 조직을 포함한 주요 이해 관계자의 대표로 에너지 혁신에 관한
연방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연방 자문 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되며 대통령의 과학 기술 자문위원회 (PCAST) 또는 기타
기존 자문기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정책 지침은 3년 후에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2. 의회는 2022 회계연도 예산에서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을
30% 늘려야 합니다.
117차 의회의 첫 번째 연방 예산은 2021년 10월 1일에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의 재정 지원 수준을 설정합니다. 예산 진행 절차는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하원 및 상원 세출 위원회는 3월과 4월에 청문회를 열고
가을까지 예산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자들이 에너지 혁신을 위한 자금을 늘리고 연방 에너지 RD&D
포트폴리오의 눈에 띄는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사항 (표 7-1)은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추가 법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원 및
상원 세출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재정 지원 수준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기존 세출 체제 내에서 표 7-1에서 제안된 재정 지원 수준을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회는 혁신 격차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승인 법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에너지 및 천연 자원에 관한 상원 위원회와 과학,
우주 및 기술에 관한 하원 위원회는 이미 이 과정을 시작했으며 각
상공 회의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많은 양당적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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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했습니다.2 2020년 2월 Murkowski (R-AK)와 Manchin (D-WV) 상원
의원은 이 책에 장기 권장 사항 중 일부를 포함하는 양당적 미국
에너지 혁신법을 발표했습니다.3

권장 사항은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입법자들은 기존 세출 체제 내에서 제안된 재정 지원
수준을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 7-1은 청정에너지 RD&D 재정 지원을 2022 회계연도에 117억
달러로 결정적으로 늘리는 제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2020 회계연도
수준에서 약 30% 증가합니다. 여기에는 10가지 기술 항목에 대해
제5장에서 권장하는 특정 이니셔티브가 포함됩니다. 이 제안은 다음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첫 번째 예산 요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권장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재정 지원 라인과 기술 항목 간의
위치 관계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는 부록 B에 있습니다.)
이 제안은 DOE에 대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에 가장 익숙한 의원은 DOE 예산을 통제하는 하원과 상원의
에너지 및 물 세출 소위원회에 속한 의원입니다. 차기 행정부 및
의회의 첫 번째 예산을 제안하고 통과해야 하는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DOE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격차를 해결하여 재정 지원 확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의원들은 에너지
혁신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다른 연방 기관의 전체 역량을 집결하는 데
점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의회는 현재 연방 RD&D 재정에서 과소 평가되고있는 기술 항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재정 지원이 부족한 항목에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DOE 부서에 대해 재정 지원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부서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및
제거; 차량 기술; 건축 및 효율성 기술; 첨단 제조; 첨단 원자력; 전기 저장
및 현대 그리드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재정 지원이
부족한 기술 항목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합니다 (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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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기관 및 부처별 2022 회계연도 연방 에너지 혁신 예산안
(단위: 백만 달러)
재정 지원
기관

재정 지원 관청/기관

2020 회계연도
대략

2022 회계연도
제안

%
변동

에너지부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EERE)

2,228

2,682

20%

396

488

바이오에너지 기술국 (EERE/BETO) 260

320

수소 연료 전지 기술국
(EERE/HFTO)

150

185

태양광 에너지 (EERE/SETO)

280

303

풍력 에너지 (EERE/WETO)

104

113

수력 (EERE/WPTO)

148

160

지열 기술국(EERE/GTO)

110

170

첨단 제조 관청 (EERE/AMO)

350

432

건축 기술국(EERE/BTO)

230

301

472

812

탄소 포집량 (전력 및 산업)

115

300

탄소 활용량

21

25

탄소 저장량

79

120

첨단 에너지 시스템/크로스 커팅

123

150

탄소 역배출 기술(신규 관청)

--

75

메탄 누출 감지 및 감축

18

22

1,493

2,028

다중 시험 원자로

65

450

원자로 계획 RD&D

102

163

연료 주기 R&D

305

255

첨단 원자로 연구, 개발 및 실증

330

520

전력사무국(OE)

190

520

174%

과학사무국(SC)

2,151

2,572

20%

173

200

차량 기술국(EERE/VTO)

탄소 관리국(CM)*

원자력 에너지국(NE)

첨단 과학 컴퓨터 활용 연구소
(SC/A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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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재정 지원
기관
에너지부

농림부

2020 회계연도
대략

2022 회계연도
제안

생물학 및 환경 연구소 (SC/BER)

451

523

기초 에너지 과학 (SC/BES)

661

766

융합 에너지 과학 (SC/FES)

671

740

에너지 첨단 연구 사업
사무국 (ARPA-E))

425

516

21%

소계, DOE

6,959

9,130

31%

재정 지원 관청/기관

205

377

미국 육군 연구소 (ARL)

155

202

미국 해군 연구소 (NRL)

97

127

미국 공군

254

332

기타 (국방-광범위, DARPA,
ESTCP)

298

391

804

1,053

31%

339

394

16%

생명 과학 (BIO)

54

75

컴퓨터 정보 과학 공학 (CISE)

24

34

공학 (ENG)

156

219

수학 물리학 사무국 (MPS)

162

227

기타 NSF

21

29

804

1,053

31%

169

221

31%

8,894

11,758

32%

소계, DOD

소계, NSF
기타
(NIST,
NOAA,
USGS,
FHWA,
EPAORD)
합계

158
169

NASA
국립 과학
재단

99

NIFA 농업 및 식량 연구 이니셔티브
106
(NIFA/AFRI)
소계, USDA
국방부

50

농업 첨단 연구 개발국 (AGARDA)
농업 연구 서비스 (ARS)

%
변동

해당 사항 없음

83%

**현 화석 에너지국의 신규 명칭안
비 DOE 프로그램에 대한 2020 회계연도 재정 지원 수준은 청정에너지 / 청정 농업에 사용되는 재정 지원
부분의 추정치입니다. 기관 및 부처의 총계는 프로그램의 방향 및 RD&D 시설의 추정치(표에는 미기재)를
포함하며 RD&D 프로그램의 합계보다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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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1: 2020 회계연도 대비 기술 항목별 2022 회계연도 연방
에너지 혁신 예산안
2020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증가율(%)

이산화탄소 제거

재정 지원
(단위: 십억 달러)

2020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증가분

청정 농업 시스템
탄소 포집, 활용, 및 격리
산업 탈탄소화
깨끗하고 효율적 건축
현대 전 력 시스템
청정 연료
첨단 교통 기관 시스템
청정 전력 발전
기초 과학 및 플랫폼 기술

DOE 외부에서도 의회가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즉각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OD는 강력한 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는 군사 목표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10가지 기술 항목에 포함되는 유망한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22 회계연도에 예산을 약 50% 늘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회는 NASA, 국립 과학 재단 및 미국 농무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에너지 혁신을 위한 증액한 재정
지원은 이러한 조직의 연구 예산에 비해 적지만, 에너지 혁신 활동을
크게 확장하고 연방 정부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의원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연방 에너지 RD&D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창한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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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해서는 안됩니다. 연간 재정 지원의 변동성은 국가 혁신 임무의
장기적인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혁신 포트폴리오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부터
격리하는 대체 재정 지원 모델로 연간 세출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는 청정에너지 RD&D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소득원을 할당하여 연간 세출 결정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방 땅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로 인한
로열티 등 그러한 소득원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 접근법은 2005년
에너지 정책법에 따라 의회에서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연방 임대
로열티를 사용하여 석유 및 가스 자원의 RD&D 재정을 자유롭게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기 전송 요금과 같은 다른 소득원은
의원이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전기에 지불하는 평균 가격의 1%
미만의 수수료로 250억 달러의 에너지 혁신 예산 목표 전체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재정 지원을 예측하는 다른 증명 소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회가 수 년간 재정 지원 수준을 설정하는 예산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 청정 석탄 기술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접근 방식입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의회가 에너지 RD&D에 재정을 지원하는 연방 기관이 "우회
예산"이라고도 하는 전문적인 판단 예산을 제출하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NIH는 백악관의 예산 절차를 우회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기관의 과학적 판단을 더 잘 반영하여 알츠하이머
병 연구를 위한 연간 예산을 의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에너지 RD&D 세출에 대해 언급하거나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 대신 의회는 ARPA-E로 개척한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즉, 기관의 과학자와 전문가가 연방 정부의
연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여 10가지 기술 항목에서 가장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미국은 국제 에너지 혁신에 대한 리더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는 세계 문제인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미국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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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면 국제 협력자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국내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의 급격한 증가와 병행하여 미국은
에너지 혁신에 대한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즉시 해외 지도력을
계획해야 합니다.
2015년 파리 기후 정상 회담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들이 에너지
RD&D 재정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임무 혁신 협약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 기업과 연구자들이 상대 외국 기업과
협력하고 공동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장 기회를 확인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양자 연구 협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났고 에너지 혁신에 대한 세계 협력도 정체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에너지 RD&D 자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미국 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임무 혁신에 대한 참여를 축소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은 여러 국가들이
5년 전 서약한 것보다 절반 정도만 증가했습니다.4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은 혁신에 투자하고 미국의
광범위한 경험에서 배우기를 열망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양자 연구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 정부는 미국의 ARPA-E를
모델로 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제안했습니다.5 양자 연구 협력을 위한 다른 잠재적인 국제 협력자에는
캐나다, 인도, 유럽 연합 및 그 회원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혁신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쳐 기본 연구와 경쟁하기 전 기술 개발에서 전
세계 시장에 실증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협력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주도해야 합니다. 세계적 협력을 위한 이러한 방법 중 하나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고 미국 기업이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 같은 표준이 적용되는 기술을 더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NIST의 노력을 강화하여
조화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표준 개발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NIST 스마트
그리드 자문 위원회는 중국이 선호하는 기술 표준을 전력망 인프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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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지원하는 국가로 전환하려는 추진에 맞서 새로운 세계작
표준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기관에 촉구했습니다.6
또한, 차기 행정부는 영국과 같은 국가들과 함께 미국이 임무 혁신의
리더십 역할을 즉시 다시 맡도록 해야 합니다. 시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임무 혁신은 미국이 자발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우선
기술 분야 또는 기술 임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년 11월에는 제26차 UNFCCC
당사국 총회 (COP26)로 알려진 2015년 파리 정상 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유엔 기후 정상 회담이 영국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은 파리 협정
탈퇴를 철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혁신을 위한 야심찬 국내
예산을 통과하고 세계적 혁신 추진을 장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COP26
참석을 위해 미국의 지도자들이 글래스고에 가야 합니다.

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을 3배로 늘리려는 자체 목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미국이 정상을 향한 경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혁신 재정 지원을 3배로 늘리려는 자체 목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미국이 정상을 향한 경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7 대통령과
의회가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시작하는 데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다른 국가들도 투자 압력을 느낄 것입니다. 확실히 이들
국가가 새로운 청정에너지 응용 분야에서 시장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 부문이 더욱 혁신적이 됨에
따라 총 경제 가치는 더 빨리 상승할 것입니다. 더구나 청정에너지
실증에 재정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를 지원하며 미국 기술의 수출을
증진하는 적절한 연방 정책으로 미국은 이 경쟁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제약에 이르기까지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는 다른 산업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미국 혁신 생태계를 통해 미국
기업이 세계적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
경제 모델을 선호하는 패러다임인 상품 생산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상업화하는 혁신 주도 모델로 이동함으로써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상의 태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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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조화롭게 노력하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의 국내 혁신 투자가 다른 국가의 자체 투자가 증가하도록
자극한다면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는 완전한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에너지 RD&D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과 전 세계에서 재정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고 미래의 산업을 건설하도록 도와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국익이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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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책 지침안
이 대통령 정책 지침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시작합니다.

서론
청정에너지 혁신은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기후 변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갈수록 성장하는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에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이자 최대 규모의 혁신 시스템을 갖춘 본원지입니다.
미국 대학, 국립 연구소, 기업 및 기타 기관은 혁신 발전을 위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연방 정부 투자는 생명을 살리는 약품, 인터넷, 태양광
전지를 포함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연방 정부
투자는 청정에너지 혁신에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옵니다.

정책
이 지침은 청정에너지 혁신을 핵심 국가 우선순위로 확립하고
청정에너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범 정부적 임무를 시작합니다. 2026
회계연도 (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까지 청정에너지 혁신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을 연간 250 억 달러로 증액하는 목표를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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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합니다. 이 지침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고 청정에너지를 좀 더
폭넓게 증진하는 데 연방 기관과 부서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역할과 책임
1.

이로써
에너지
혁신에
관한
백악관
특별
대책
위원회를설립합니다. 이 특별 대책 위원회는 OMB 국장과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은 대통령 보좌관이 공동 의장을
맡습니다.

2.

이 특별 대책 위원회의 구성원은 에너지 장관, 국무 장관, 국방
장관, 농림 장관, 교통 장관, 상무 장관, 재무 장관, 내무 장관, 환경
보호국 관리자, NASA 관리자, 국립 과학 재단 이사, 과학 기술
정책 국장, 미국 무역 대표, 경제 자문위원회 의장, 환경
품질위원회 의장을 포함합니다.

3.

에너지 장관은 특별 대책 위원회의 기관장으로 활동하여 특별
대책 위원회 위원들에게 에너지 혁신에 대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고 특별 대책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
부에서 소규모 사무국을 유지합니다. 에너지 장관은 늦어도
2020년 5월 31일까지 특별 대책 위원회가 고려할 국가 에너지
혁신 전략 초안을 작성합니다.

4.

특별 대책 위원회는 에너지 장관이 작성한 국가 에너지 혁신 전략
초안을 검토하고 늦어도 2020년 7월 31일까지 대통령에게 전략
최종안을 제출합니다.

5.

특별 대책 위원회의 각 연방 기관이나 부서는 (i) 기관의 임무에
따라 청정에너지 혁신에 투자할 계획을 준비하고, 또한 (ii) 이
지침의 기념일이나 그 이전에 청정에너지 혁신을 증진하는 그
진행 상황을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6.

특별 대책 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마다 만나 회의를 진행하고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관 예산을
조정하고, 국가 에너지 혁신 임무를 공문에 포함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7.

이 지침은 에너지 혁신에 관한 연방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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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특별 대책 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합니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최소한 2회 이상 특별 대책 위원회와 만나
회의를 진행합니다.

검토
특별 대책 위원회의 각 위원은 2024년 연간 보고서와 함께 이 지침에
따라 확립된 체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몇 년간 개선 또는 발전을
위한 권장 사항을 함께 제출합니다.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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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및 예상 재정 지원 수준
당기 2020 회계연도 청정에너지 RD&D 재정 지원 수준 예상
2020 회계연도의 청정 에너지 RD&D에 대한 연방 지원은 의회 예산
타당성, 기관 보고서, 세출 법안 및 임무 혁신을 위해 백악관 관리
예산국에서 개발한 정부 차원의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사용하여 추정됩니다.1
에너지부 추정치는 정보 기술 혁신 재단 (ITIF)의 에너지 예산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발되었습니다.2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연구소 (EERE) 재정 지원에는 표 7-1에 포함된 9개의 에너지 기술
R&D 프로그램과 NREL에 대한 비례적인 프로그램 방향 및 자금이
포함됩니다. AMO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 BTO의 표준 및 코드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정부간 프로그램 (WIP) 연구소 및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FEMP)과 같은 비R&D 프로그램은 청정에너지
R&D 총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E 추정치는 원래 임무 혁신 문서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CCUS), 첨단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 및 CCUS 지원 첨단 연소 기술에 재정을 지원하는
크로스 컷팅 프로그램, 메탄 감축 프로그램, 국립 에너지 기술 연구소
(NETL)을 위한 프로그램 방향 및 재정 지원의 비례 금액을 포함합니다.
모든 원자력 에너지 (NE), 전기 연구소 (OE), 및 ARPA-E 청정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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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됩니다. 청정에너지에 재정을 지원하는 과학 연구소 프로그램의
비율은 DOE의 2017 회계연도 의회 예산 타당성에서 확인되었으며
(SC 재정 지원의 어느 부분이 임무 혁신에 할당되었는지 추적) 2020
회계연도까지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기관의 청정 에너지 RD&D에 대한 투자는 추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국방부의 경우 하향식 및 상향식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추정치를 개발했습니다. 국방부는 2019 회계연도에 에너지 연구, 개발,
시험 및 검증 (RDT&E)에 약 16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투자 중
일부는 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기술에 재정을
지원했습니다.3 2020 회계연도 운영 예산 에너지 인증 보고서를
사용하고 전문가 판단을 사용하여 민간 청정에너지 응용 가능성을
기반으로 약 200개의 에너지 관련 RDT&E 프로젝트를 분류하는
청정에너지 RDT&E에 대한 육군, 해군 및 공군 투자의 상향식
추정치를 개발했습니다.4 약 8억 달러 또는 군대 에너지 투자의 약
절반이 경량 태양광 PV, 에너지 집약형 배터리, 군사 기지용 마이크로
그리드,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 기술, 광대역 갭 반도체, 연료 전지
전기차, 기초 재료 과학 등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치는 RDT&E에 대한 총 국방부 투자의 5%가 청정에너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는 것을 발견한 미국 임무 혁신 서약을
알리기 위해 2016년 OMB가 수행한 분석과 일치합니다.
국립 과학 재단 재정 지원 수준은 2016 회계연도와 2017 회계연도 예산
문서를 사용하여 추정되었으며, 이는 임무 혁신에 할당된 각 부서에서
NSF 재정 지원의 일부를 식별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NIFA/AFRI
예산의 25%가 2016 회계연도 임무 혁신 재정 지원의 OMB 추정치와
일치하는 바이오 에너지 및 청정 농업에 재정을 지원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농업 연구 서비스 (ARS)의 식량과 동물 생산 및 작물
생산 재정 지원의 25%가 청정 농업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 해양 대기국 (NOAA), NIST, USGS, DOT 및 EPA를
포함한 다른 기관의 청정에너지 R&D 재정 지원은 임무 혁신 문서에
따라 1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출판 당시 의회는 2021 회계연도 예산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고 지출은 의회와 백악관 사이의 총 비국방 재량 지출을 1%
증가로 제한하는 합의에 구속되며, 의회 지도자들은 이 합의를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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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5 첫 번째 근사치로 이 증가가
기관에 균등하게 분산되고 DOE 프로그램이 2021 회계연도에 각각 1%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향후 재정 지원 수준 제안
표 7-1에 요약된 연방 기관 및 해당 구성 사무소를 위해 제안된 2022
회계연도 재정 지원 수준은 10가지 기술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식별하기 위해 여러번 자료를 입력하여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재정 지원을 권장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기술 항목에 대해 표 A-1에 요약된 권장 이니셔티브 목록의
예상 비용,

•

강한 탈탄소화 요구를 목표로 하는 선택된 법안의 재정 지원 수준,
또한

•

에너지 미래 이니셔티브에서 제안하고 국립 과학 학술원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제거 재정 지원 로드맵과
같은 기타 제안.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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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기술 항목에 대한 최근 이니셔티브 및 향후 권장 사항
기술 항목

최근 이니셔티브 및 기술 목표

권장 사항

1.

•

5가지의 "혁신적 기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46개의 활성 EFRC

•

기초 과학 및 플랫폼
기술

기술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45개의 새로운 EFRC

•

2020 회계연도 새로운 DOE 인공
지능 기술 연구소

•

기술 항목에 적용된 기계 학습

•

미국은 MI 청정 원료 과제를
선도해야 합니다

2.

•

국제: 임무 혁신의 청정에너지 원료
과제

•

2030년 Sunshot 이니셔티브 목표:
태양광-PV 요금 $0.03/kWh

•

기술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45개의 새로운 EFRC

•

2030년 WindVision 목표: 육상용
$0.023/ kWh, 해상용 $0.051/kWh

•

해상 풍력 실증, 좀 더 공격적인 비용
목표 (2025년까지 $0.051/kWh)

•

2050년 GeoVision 목표 EGS용
$0.06/ kWh

•

•

수력 발전 비전 및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강화

FORGE의 EGS 시범 우물, 좀 더
공격적인 비용 목표 (2030년까지
$0.06/kWh)

•

•

원자력: VTR (설계 단계), 새로운
첨단 원자로 2020 회계연도 실증
프로그램

2026년까지 VTR 완료; 2030년까지
2개의 첨단 원자로 실증; 마이크로
원자로 개발을 위한 DOE/DOD 협력
관계

•

전기차 배터리 목표: 2028년까지
$100/kWh, 300마일 범위, 15분 충전
시간

•

배터리 및 연료 전지 EV의 가속화된
목표

•

대형 트럭의 효율성을 2배로 높이는
SuperTruck II 프로그램

•

EV용 고속 충전 실증

•

2025년까지 화물 운송 2배 증가하는
SuperTruck III

•

연료 전지 차량 목표 : 2030년까지
가솔린 자동차 및 트럭과의 비용
경쟁력

•

항공 및 해운 분야의 DOE/DOT
프로그램

•

시스템 전체 수소 비용 목표 (생산 +
저장 + 배송): $4/kg

•

암모니아, 합성 연료를 포함하도록
청정 연료 생산 프로그램 확대

•

암모니아 및 디메틸 에테르에 대한 •
ARPA-E의 REFUEL 프로그램

JCAP를 모델로 한 전기 연료의 혁신
허브

•

합성 태양광 연료를 만드는 인공 •
광합성 공동 센터

방문 항공/선박 연료를 위한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

•

공기와 바다에서 포집된 CO2 연료를
개발하는 국방부 프로그램

•

응용 프로그램의 태양 연료 프로그램

•

DOE 에너지 저장 거대 과제
이니셔티브

•

공동 DOD/DOE 에너지 저장 실증
리튬 배터리 재활용 연구 프로그램

DOE 그리드 현대화 이니셔티브
그리드 저장 발판 (설계 단계)

•
•

장기 저장을 포함한 확장된 그리드
저장 프로그램

•

스마트 유통 및 HVDC 전송
프로그램 확대

청정 전력 발전

3.
첨단 운송

4.
청정 연료

5.
현대적 전력 발전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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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기술 항목

최근 이니셔티브 및 기술 목표

권장 사항

6.

•

전체 구축 목표: 2030년까지 모든
미국 건물의 평방 피트 당 에너지
사용 30% 감소

•

건물 및 가전 제품에 대한 가속화된
효율성 목표

•

조명, 물 난방, HVAC, 건물 외피 및
창문, 가전 제품 및 제어에 대한
효율성 목표

•

저 GWP 가스 대체하는 확장된
DOE/EPA 프로그램

•

제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DOEAMO 및 NIST-MEP 프로그램

•

•

16개 산업 부문에 대한 DOE 에너지
대역폭 연구

효율성을 무시한 탄소 포집, 전기화
및 청정 연료를 포함하는 AMO 의무
확대

•

AMO를 차관보 수준으로 승격

•

DOE-AMO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
(진행 중)

•

QTR에서 확인된 기타 우선 순위가
높은 영역에 추가 CEMI 기관 설립

•

QTR에서 확인된 14개의 "우선
순위가 높은 "제조 기술 중 5개의
청정에너지 제조 혁신 (CEMI) 기관

8.

•

비료, 에탄올 및 석탄 발전소에서
탄소 포집 실증

•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

국립 탄소 포집 센터의 석탄 및 가스
기능 시험

3개 이상의 천연가스 발전소와 2개
이상의 석탄 발전소에서 연소 후 탄소
포집 실증

•

•

레이크 찰스 메탄올 시설에 대한 LPO
대출 보증
•

산업 시설 (예: 강철과 시멘트)을 위한
새로운 탄소 포집 RD&D 프로그램

•

포집 비용 목표: $30/tCO2

•

저장 목표: 2026년까지 저장 용량
50Mt

•

탄소 활용을 위한 국립 학술원 로드맵

•

농업 첨단 연구 개발국 (AGARDA),
2018년 농장 법안에서 승인되었지만
현재는 재정이 지원되지 않음

•

AGARDA에 전액 투자

•

국립 학술원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토양 탄소 농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

ARPA-E ROOTS 프로그램

•

•

청정 농업 관습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1000개 당 4개” 이니셔티브

미국에서 국제적으로 1000개
이니셔티브 당 4개 가입

•

연료에 직접 공기를 포집하는 새로운
(2020 회계연도) DOE 및 DOD
프로그램

•

국립 학술원 로드맵을 시행하는 기관
간 탄소 제거 프로그램

•

탄소 광물화에서 USGS 자원 평가

•

DOE-FE의 새로운 프로그램 사무국

•

•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국립 학술원
및 EFI 로드맵

BES 및 ARPA-E의 새로운 탄소 제거
프로그램

•

DOE, NSF, USGS의 기존
프로그램에서 탄소 제거 연구 확대

청정하고 효율적인
건물

7.
산업 탈탄소화

9.
청정 농업

10.
이산화탄소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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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연방 기관에서 선택한 제정 지원 제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에너지부
DOE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DOE 원자력 연구소에 대해 제안된 재정 지원 수준은 첨단 차세대
원자로 기술에 DOE의 현재 원자력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116차 총회에서 도입된 양당의 원자력 에너지 R&D법
(NERDA)H.R.6097을 근거로 합니다.6 상원의 동반 법안—S. 903,
원자력 에너지 리더십법은 NERDA과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지만 재정
지원 수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NELA는 상원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에서
음성 투표로 실시하여 1명만 거부하고 통과했습니다.
•

다중 시험 원자로 (VTR): NERDA는 사용자 시설로 작동하고 민간
부문 기업이 첨단 원자로를 위한 새로운 재료 및 연료 설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고속 스펙트럼 VTR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을 승인합니다. 의회는 VTR 개념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 2019 회계연도 및 2020 회계연도에 (원자로 개념 프로그램
예산에서) 6,50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설계
단계에서 건설로 전환됨에 따라 VTR은 자체 항목으로 이동하며
2022 회계연도의 건설 비용은 4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7

•

첨단 원자로 실증: NERDA는 또한 2025년까지 2개의 첨단 원자로
개념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첨단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첫 해에 5억 2천만 달러, 2023~26 회계연도에 6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

원자로 개념, 연료 주기 R&D, 원자력 과학 및 공학 지원:
NERDA는 2022 회계연도에 각각 1억 6,300만 달러, 2억 5,500만
달러 및 4천만 달러의 권장 재정 지원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업데이트합니다.

ARPA-E
국립 학술원은 2007년 몰아치는 폭풍 위 상승 보고서에서 매년 10억
달러의 ARPA-E에 재정 지원을 권장했지만 자금이 그 수준에 도달한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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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습니다. ARPA-E는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 지원으로 2020
회계연도에 4억 2,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양당, 양원제 ARPA-E
재승인법 (S. 2714/H.R. 4091)은 2020 회계연도 수준에서 2024
회계연도에는 7억 5천만 달러로 일직선으로 증액을 승인합니다.8
ARPA-E의 입증된 신규 특허 출원과 혁신적인 기술 기업 개시 실적을
고려하면, 2026 회계연도에 10억 달러로 확대하도록 권장합니다.
DOE EERE 재생 전력
하원 과학 위원회와 상원 에너지 위원회는 재생 가능 전력 기술
(태양광, 풍력, 수력 및 지열 기술)에 대한 법률을 모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및 수력 법안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며 기존
DOE 프로그램을 갱신할 수 있는 간단한 재승인 법안입니다.9 이러한
프로그램의 급격한 증가를 권장합니다. 예외 사항은 지열 에너지로서,
상원은 혁신 과제와 RD&D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한 보다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 지원 권장 사항을 유도하여 입법화했습니다.
•

풍력: 2026 회계연도에
회계연도보다 50% 증가).

•

수력: 2026 회계연도에 2억 2,200만 달러 급증 (2020 회계연도보다
50% 증가)하며, 대부분의 증가는 기존 수력 발전보다 덜 발달된
해양 및 유체 동력학 (MHK) 기술과 첨단 펌프 저장 장치에
지원됩니다.

•

지열: 상원 첨단 지열 혁신 리더십 (AGILE)법에서 채택한 2022
회계연도 재정 지원 수준으로 2026 회계연도에 2억 2천만 달러로
급증 (2020 회계연도보다 100% 증가), S. 2657.10

1억

5,600만

달러로

급증

(2020

DOE EERE 첨단 운송 및 청정 연료
하원 과학 위원회 및 상원 에너지 위원회는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는
첨단 운송 및 청정 연료에 대한 기존 DOE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모두 도입했습니다. 에너지 혁신 예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역사적 과소 표현과 연료와 운송의 탈탄소화 문제를 감안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의 급격한 증가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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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기술: 2026 회계연도에 9억 9천만 달러로 급증 (2020
회계연도보다 150% 증가).

•

바이오에너지 기술: 2026 회계연도에 6억 5천만 달러로 급증 (2020
회계연도보다 150% 증가).

•

수소 연료 전지 기술: 2026 회계연도에 3억 7,500 만 달러로 급증
(2020 회계연도보다 150% 증가).

DOE EERE 에너지 효율
•

건축 기술: 2026 회계연도에 6억 9천만 달러로 급증 (2020
회계연도보다 200% 증가).

•

첨단 제조: 2026 회계연도에 8억 7,500만 달러로 급증 (2020
회계연도보다 150% 증가).

DOE 전력 사무국
•

그리드 현대화: 연방 하원의 그리드 현대화법에서 채택한 재정
지원 수준으로 2026 회계연도에 2억 7,500만 달러로 급증 (2020
회계연도보다 120% 증가), H.R. 5428.11

•

에너지 저장 R&D: 연방 상원의 더 좋은 에너지 저장 기술
(BEST)법에서 채택한 재정 지원 수준으로 2022~26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보다 400% 증가)에 2억 8천만 달러의 고정 재정 지원, S.
1602.12

DOE 탄소 관리 연구소
화석연료 에너지 연구소 (FE)는 CCUS, 탄소 포집 통합을 촉진하는
첨단 연소 기술; 메탄 감축; 및 탄소 역배출 기술을 포함한 탄소 관리
기술에 중점을 둘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 재정 지원 수준은 연방
하원의 화석연료 에너지 R&D법 (FERDA)에 근거합니다, H.R. 3607.13
•

탄소 포집: 2022 회계연도에 (FERDA에서) 3억 달러, 2026
회계연도에 3억 5천만 달러로 급증 (2020 회계연도 대비 200%
증가).

•

탄소 저장: 2022 회계연도에 (FERDA에서) 1억 2천만 달러, 2026
회계연도에 1억 6천만 달러로 급증 (2020 회계연도 대비 100%
증가).

•

탄소 활용: 2022 회계연도에 (FERDA로부터) 2,500만 달러, 2026
회계연도에 4,500만 달러로 급증 (2022 회계연도 대비 1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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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에너지 시스템: 2022 회계연도에 (FERDA에서) 1억 5천만
달러, 2026 회계연도에 1억 9천만 달러로 급증 (2020 회계연도
대비 50% 증가).

•

탄소 역배출 기술 연구소 (신규 연구소): EFI 보고서 공기
정화에서 채택된 향후 재정 지원 수준으로 2022 회계연도에
(FERDA로부터) 7,500만 달러. 신규 연구소이기는 하지만 DOE가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승인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4 2020 회계연도 예산
주기에서 의회 세출 예산자들은 본질적으로는 NE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하며 첨단 원자력 원자로 실증을 위한 새로운
“예산 통제 지점”을 설정했습니다.15 2022 회계연도의 탄소 역배출
기술에 대해서도 의회가 똑같이 의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에너지부 – 과학 사무국
2016 회계연도에 DOE-SC는 ASCR (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Research), BES, BER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FES (Fusion
Energy Sciences) 등 4개 부서에서 청정에너지 연구에 약 1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표 A-2의 2020 회계연도 추정치에 도달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연구에 전념하는 이러한 부서의 재정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9개 기술 항목의 과학 과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혁신 허브 및 에너지 프론티어 연구 센터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할당하여 2026 회계연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방부
군사 에너지 투자의 약 절반인 2020 회계연도에
약 8억 달러가 민간 청정 에너지 기술에 잠재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분야에서 재정 지원을 늘리면 군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응용 프로그램이 기술 혁신자로서 DOD의
고유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RDT&E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26 회계연도에 24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 임무입니다 (2020
회계연도 대비 200% 증가).

미국 농무부
청정 농업에 대한 총 USDA 재정 지원을 2026 회계연도에 10억 달러로
늘리고 농업 및 식품 연구소 (AFRI)와 ARS의 청정 농업 재정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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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합니다. 2018년 농장법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설립된 첨단 농업 연구 개발국은 USDA의 ARPA-E 또는
DARPA 버전으로 구상되었지만 재정이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16
2022~23 회계연도에 5천만 달러의 재정을 전액 지원하고 그 후에
AGARDA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합니다.

국립 과학 재단
2016 회계연도에 NSF는 다음의 4개 부서에 걸쳐 청정에너지 연구에
약 3억7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생명 과학 (BIO), 컴퓨터 정보 과학
공학 (CISE), 공학 (ENG), 수리 물리 과학 (MPS). 표 A-2에서 2020
회계연도 재정 지원 예상액에 도달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연구에
전념하는 부서에서 재정 일부가 일정하게 남아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표 A-2에서 증가액은 NSF에서 청정에너지 연구에 최고 투자액을 2026
회계연도에 15억 달러로 증가시킵니다.

기타 기관
NIST, NOAA, USGS, DOT, EPA를 포함한 기타 기관에서
청정에너지를 위한 R&D 재정은 임무 혁신 서류와 일치하는 1억7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표 A-2에서 증가액은 2026 회계연도에 이
기관에서 청정에너지 R&D에 3배 투자하여 5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표 A-2는 2026 회계연도까지 제안된 재정 지원 수준을 요약합니다.
이러한 수준은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정책 입안자의 청정에너지
RD&D 재정 지원 방식의 변경을 확인하며, 예를 들면 실증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의 창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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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제안된 2022 회계연도부터 2026 회계연도까지 연방
청정에너지 RD&D 재정 지원 수준
모든 수치는 명목
예산으로 단위는 십억
달러입니다.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US 에너지부 과학사무국 1.909
연방 에너지부 에너지 첨단
0.425
기관 연구 사업 사무국

1.928

2.214

2.596

3.073

3.551

3.818

0.429

0.516

0.631

0.774

0.918

1

에너지부 응용 에너지 4.153

4.217

5.521

6.274

7.174

8.019

8.449

2.228

2.251

2.682

3.198

3.841

4.485

4.832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차량 0.396
기술국

0.400

0.488

0.606

0.754

0.901

0.990

EERE-BETO

0.260

0.262

0.320

0.397

0.494

0.591

0.649

EERE-HFTO

0.150

0.152

0.185

0.230

0.286

0.341

0.375

EERE-SETO

0.280

0.283

0.303

0.331

0.365

0.399

0.420

EERE-WTO

0.104

0.105

0.113

0.123

0.136

0.148

0.156

EERE- WPTO

0.148

0.149

0.160

0.175

0.193

0.211

0.222

EERE-GTO

0.110

0.111

0.170

0.192

0.219

0.246

0.220

EERE-AMO

0.350

0.354

0.432

0.536

0.666

0.797

0.875

EERE-BTO

0.230

0.232

0.301

0.392

0.507

0.621

0.690

에너지 효율 및
0.201
재생 에너지-기타

0.203

0.209

0.215

0.222

0.228

0.235

EERE

0.472

0.498

0.811

0.884

0.974

1.048

1.095

건설 관리-기후
변화

0.115

0.116

0.300

0.311

0.323

0.335

0.348

건설 관리-건설
감독

0.079

0.080

0.120

0.129

0.138

0.149

0.160

건설 관리-건설
단위

0.021

0.021

0.025

0.029

0.033

0.037

0.042

건설 관리-첨단
에너지

0.123

0.124

0.150

0.158

0.167

0.176

0.186

0.022

0

0.108

0.156

0.186

0.186

건설 관리*

건설 관리이산화탄소 감축
건설 관리메탄가스 감축

0.018

0.018

0.022

0.023

0.024

0.025

0.027

건설 관리-기타

0.116

0.117

0.120

0.126

0.132

0.139

0.146

1.263

1.276

1.508

1.664

1.821

1.940

1.967

NE-첨단 원자로
RD&D

0.330

0.333

0.520

0.670

0.670

0.670

0.670

NE-VTR

0.065

0.066

0.450

0.565

0.680

0.755

0.735

NE-원자로 계획

0.102

0.103

0.163

0.168

0.174

0.179

0.186

NE-연료 주기
R&D

0.305

0.308

0.255

0.268

0.281

0.295

0.310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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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모든 수치는 명목
예산으로 단위는 십억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달러입니다.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US
연방
기관

NE-NEET

0.113

0.115

0.040

0.044

0.049

0.054

0.060

NE-기타

0.577

0.583

0.601

0.619

0.637

0.656

0.676

0.190

0.192

0.520

0.529

0.537

0.546

0.555

OE-저장

0.056

0.057

0.280

0.280

0.280

0.280

0.280

OE-그리드
현대화

0.127

0.128

0.240

0.249

0.257

0.266

0.275

NASA

0.339

0.343

0.394

0.461

0.546

0.631

0.678

국제 협력

0.242

0.244

0.358

0.510

0.699

0.889

1

USDA

0.205

0.208

0.377

0.536

0.735

0.933

1

NSF

0.417

0.421

0.584

0.800

1.071

1.342

1.5

DOD

0.804

0.812

1.053

1.374

1.776

2.178

2.411

실증 프로젝트

0.230

0.232

0.520

0.8

1.5

2.5

5

기타 (예: NIST)

0.169

0.171

0.221

0.289

0.373

0.458

0.507

합계

8.89

9.00

11.75

14.27

17.72

21.42

25.36

OE

*현 화석 에너지국의 신규 명칭안
비 DOE 프로그램에 대한 2020 회계연도 재정 지원 수준은 청정에너지 / 청정 농업에 사용되는 재정 지원
부분의 추정치입니다. 기관 및 부처의 총계는 프로그램의 방향 및 RD&D 시설의 추정치(표에는 미기재)를
포함하며 RD&D 프로그램의 합계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술 항목별 재정 지원으로
변환
많은 경우, 에너지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 프로그램 부서에서
여러 항목에 대한 연구에 재정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에너지 기술 연구소 (SETO)는 청정 전기 발전 항목에 할당된 태양광
발전 및 집중 태양광 기술 연구에 뿐만 아니라 그리드 현대화 항목에
할당하는 그리드 통합에 재정을 지원합니다. 기술 항목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할당하는 방법론을 아래에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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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EERE – 첨단 운송 수단
차량 기술국 (VTO)
재정 지원 대부분은 첨단 운송 항목에 속하며 재정 지원의 10%는
전기차의 그리드 통합 (그리드 현대화 항목)에 할당되고 재정 지원
5%는 EV 충전기의 건축 통합 (건축 항목)에 할당됩니다.

바이오에너지 기술국 (BETO)
재정 지원 대부분은 청정 연료 생산에 기인합니다. 재정 지원의 15%는
운송 및 산업 부문의 바이오에너지 사용 간에 분배되고 재정 지원의
5%는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하는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바이오 매스
기반 탄소 제거 기술에 할당됩니다.

수소 연료 전지 기술국 (HFTO)
이 연구소는 청정 연료 생산과 최종 사용 부문에서 수소 사용 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이 연구소는 역사적으로 운송 시스템에서 수소
사용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산업 부문에서 수소를 응용하는데
재정 지원의 10%를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합니다.

DOE EERE – 재생 전력
태양광 에너지 기술국 (SETO)
재정 지원 대부분은 청정 전기 발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는 그리드 통합 연구 (그리드 현대화 항목)에 재정을 지원하고
연구의 15%는 건축 항목에 할당하는 분산된 태양광의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ETO 예산의 10%가 태양광 연료의
새로운 하위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하위
프로그램은 과학 연구소의 초기 단계 태양광 연료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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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에너지 기술국 (WETO)
재정 지원 대부분은 청정 전기 발전에 기인하며, 재정 지원의 약
10%는 그리드 통합 (그리드 현대화 항목)에, 분산된 풍력과 건축의
통합에는 5%로 추정됩니다.

수력 기술국 (WPTO)
재정 지원 대부분은 청정 전기 발전에 기인하며 약 10%는 그리드
현대화 R&D를 지원합니다.

지열 기술국 (GTO)
재정 지원 대부분은 건축과 산업 공정을 위한 직접 지열 난방으로 약
20% 분할된 청정 전기 발전에 기인합니다.

DOE EERE – 에너지 효율
첨단 제조국 (AMO)
모든 재정 지원은 청정 산업 항목에 기인합니다.

건축 기술국 (BTO)
모든 재정 지원은 청정 건축 항목에 기인합니다.

DOE 탄소 관리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이러한 하위 프로그램의 자금 대부분은 CCUS 항목에 기인합니다.
일부 재정 지원 (10%의 탄소 포집)은 산업 부문에서 탄소 포집의
응용을 탐구하고 일부 재정 지원 (20%의 탄소 활용)은 청정 연료
생산에 포집된 CO2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현재 및 예상 재정 지원 수준

123

첨단 에너지 시스템
이 프로그램은 탄소 포집 기술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연소 시스템 (예: 가스화 및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대한 연구에
재정을 지원하므로 재원 지원은 청정 전기 항목과 CCUS 항목 간에
분배됩니다.

탄소 역배출 기술 연구소
모든 재정 지원은 탄소 제거 항목에 기인합니다.

DOE 원자력 에너지
다중 시험 원자로 및 연료 주기 RD&D
모든 재정 지원은 청정 전기 항목에 기인합니다.

원자로 계획 RD&D
담수화, 수소 생산, 산업 공정용 열 및 CCUS와 같은 응용을 포함하여
재정 지원의 약 1/3을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에 할당하는 하원
원자력 에너지 R&D법 재정 지원 승인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1/3을 CCUS, 청정 연료 및 청정 산업 항목 사이에서
균등하게 나누고 나머지 2/3는 청정 전기 항목에 할당합니다.

첨단 원자로 RD&D
재정 지원의 대부분은 청정 전기 발전에 기인하며, 고온 열과 같은 비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첨단 원자로 설계의 능력으로 인해 연료,
건축 및 산업 항목 간에 15%가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원자력 과학 및 공학
재정 지원은 과학 항목과 청정 전기 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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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전력 사무국
재정 지원 대부분은 그리드 현대화 항목에 기인합니다. 그리드 통합
건축에서 10% 재정 지원 연구를 권장하고 전기차 통합 (첨단 운송
항목)과 산업 수요 대응 간에 5%를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권장합니다.

에너지부 과학사무국
첨단 과학 컴퓨터 활용 연구소 (ASCR)
모든 재정 지원은 과학/플랫폼 기술 항목에 기인합니다.

생물학 및 환경 연구소 (BER)
2020 회계연도에는 1억 달러 (청정 재정 지원의 22%)가 4개의
바이오에너지 연구 센터 (청정 연료 항목)를 지원했고 나머지는
과학/플랫폼 기술 항목에 기인합니다. 비율을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기초 에너지 과학 (BES)
에너지 저장 연구 공동 센터 (그리드 현대화 항목에서 2,400만 달러
또는 3%) 유지, 태양광 연료 허브 (청정 연료 항목에서 1,500만 달러)
유지하면서 각 항목의 신에너지 프론티어 연구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 (2%)를 권장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전기 연료 허브 (청정
연료에서 1,500만 달러) 추가, 세 가지 에너지 최종 용도 부문 (운송,
건축, 및 산업)을 위한 새로운 혁신 허브를 추가합니다. 나머지는
과학/플랫폼 기술 항목에 할당됩니다.

융합 에너지 과학 (FES)
재정 지원의 대략 1/3은 국제 열원자력 실험 원자로 (ITER, 청정 전기
항목)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과학/플랫폼 기술 항목에 할당됩니다.
ARPA-E
재정 지원은 기술 항목 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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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농업 첨단 연구 개발국 (AGARDA)
에너지 미래 이니셔티브는 2천만 달러 (40%)의 재정 지원이 토양 탄소
저장 및 기타 농업 탄소 제거 연구를 지원하도록 권장합니다. 나머지는
청정 농업 항목에 할당합니다.

농업 연구 서비스 (ARS)
모든 재정 지원은 청정 농업에 기인합니다.

농업 및 식량 연구소 (AFRI)
재정 지원은 청정 농업과 연료 용 바이오 작물 (청정 연료 항목)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미국 항공 우주국 (NASA)
모든 재정 지원은 첨단 운송 분야에 기인합니다.

국방부 (DOD)
DOD는 자금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수치는 2019 회계연도 및 2020 회계연도 운영 예산 에너지 인증 보고서
검토를 바탕으로 DOD가 현재 재정 지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예상치를 나타냅니다. 국방 수권법에 통합되고 서명하여 발효된
2019년 공학 리더십을 활용한 군대 에너지 확보 (SEA FUEL)법은 DOD
RDT&E의 일부가 분산된 청정 연료 생산을 위해 이산화탄소의 직접
공기 포집과 직접 해양 포집을 지원해야 합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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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과학 재단 (NSF)
컴퓨터 정보 과학 및 공학 (CISE)와 수리 물리 과학 (MPS)
모든 재정 지원은 과학/플랫폼 기술 항목에 기인합니다.

생명 과학 (BIO)
재정 지원은 대부분 과학/플랫폼 기술 항목에 할당되며, 30%는 청정
연료, 탄소 제거 및 청정 농업 항목 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공학 (ENG)
재정 지원은 대부분 과학/플랫폼 기술 항목에 할당되고 나머지는 다른
기술 항목 간에 분배됩니다. 에너지 최종 용도 부문 (운송, 건축, 및
산업)의 탈탄소화 과제와 연방 예산에서 역사적으로 과소 표시됨으로
인해 이러한 항목에서 공학 과제에 대해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도록
권장합니다.

국립 표준기술원 (NIST)
모든 재정 지원은 청정 산업 항목에 기인합니다.

기타 기관
항목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할당되어 재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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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Mogensen, Artealia Gilliard, Genevieve Morton, Caitlin Norfleet, Anna
Gossett, Stephanie Damassa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Jason Bordoff께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연구 지원으로 도움을
주신 두 분의 훌륭한 학생 연구자들인 Jonah Messinger and Siddhant
Sinha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Randolph Court and Sintia Radu를 포함한
ITIF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이 책을 집필하면서 회사와
집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에너자이징 아메리카는 저자들의 가족,
특히 아내들의 사랑과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Laxmi
Parthasarathy, Babak Hosseini, Lois Frankel, Lara Webber, 및 Holly
Hammonds에게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와 Columbia Global Energy Innovation
Initiative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Breakthrough Energy와 특히 Robin
Millican, Mike Boots, Maria Martinez, Trisha Miller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Spitzer Trust에서 정보 기술 및 혁신 재단, Jane
Flegal 및 Hewlett 재단에서 세계 에너지 정책 센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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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Varun Sivaram 은 콜롬비아 대학 세계 에너지 정책 센터의 선임
연구 학자이며 데이터 과학 연구소의 교수입니다. 물리학자,
베스트셀러 작가 및 청정에너지 기술 전문가로서 그의 경험은 기업,
공공 및 학계에 걸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ReNew Power의 최고
기술 경영자로서 Dr. Sivaram은 인도 최대의 재생 에너지 생산
업체이자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 회사로 인정받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위한 연구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의 기업 경험에는
McKinsey & Co.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포함하여 Camus Energy와 Radia,
Inc.의 선임 고문, Glint Solar의 자문 위원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Dr. Sivaram은 또한 외교 협의회에서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LA 시장 및 New York 주지사 사무실의 선임
에너지 고문으로서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양한 저서를 출판한 과학자이자 혁신 학자인 그는 스탠포드 대학의
에너지 환경 연구소 이사회에서 아스펜 연구소와 정보 기술 혁신
재단의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조지 타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청정 에너지 혁신” 과목을 개설하여 차세대
에너지 리더를 양성했습니다. 그는 2021년 UN COP26 기후 회의
25명의 고문 중 한 명이며 세계 경제 포럼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미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필한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 길들이기 (Taming the Sun):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혁신 (MIT 출판사, 2018년) 및
디지털 탈탄소화: 청정 에너지 시스템 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증진(CFR 출판사, 2018년). TIME 지는 그를 TIME가 뽑은 다음 세대에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 100인 중의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로즈와
트루먼 학자인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응집 물질 물리학 박사 학위를,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Colin Cunliff 박사는 정보 기술 혁신 재단의 선임 정책 분석가입니다.
그는 이전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정책 및 시스템 분석
연구소에서 에너지 부문 복원력 및 배출량 완화에 전문 포트폴리오를
갖고 AAAS 과학 및 기술 정책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Dianne Feinstein 상원 의원 사무실에서 미국 물리학 연구소/미국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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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협회 (AIP/AAAS) 의회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그곳에서 에너지,
기후 및 운송에 관한 과학 고문 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데이비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David M. Hart 박사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정부 정책 학교의 공공
정책 교수이자 과학, 기술 및 혁신 정책 센터의 책임자이며, 청정
에너지 혁신 정책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정보 기술 혁신 재단 (ITIF)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최근 ITIF 보고서는 격차에 주의: 신 에너지 기술
상업화 재단 설계 기타등등: 연방 에너지 실증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구축 및 관리 (이하 2020년 5월에 발표) 그는 에너지 혁신 잠금 해제
(MIT 출판사, 2012년)의 공동 저자 (Richard K. Lester 공저)입니다.
2011년과 2012년에 Hart박사는 백악관 과학 기술 정책실에서 혁신
정책 부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첨단 제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Hart박사는 2014년과 2015년 학기 동안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 정책
대학의 선임 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립 과학, 공학 및
의학 학술원에서 혁신 정책 포럼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집필한 다른 책으로는 기업가 정신 정책의 출현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 2003년), 와 위조된 합의: 미국의 과학, 기술, 경제 정책, 1929–
1953년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사, 1998년)가 있습니다. 그는 1995년
MIT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ulio Friedmann 박사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선임 연구 학자입니다. 그는 최근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화석연료 에너지 연구소의 수석 차관보로 근무하며 첨단 화석연료
에너지 시스템,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CO2 활용, 청정 석탄 배치에
대한 에너지부의 R&D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대규모 탄소 관리, CO2 제거, CO2 재활용, 석유 및 가스 시스템, 청정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참여, 미국 정부 내 기관 간 참여를
포함합니다. 그는 또한 에너지 혁신 선임 고문 및 최고 에너지
기술자를 포함하여 Lawrence Livermore 국립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그는 Carbon Wrangler, LLC의 CEO이며 Energy Futures Initiative의
저명한 동료이며 Global CCS Institute의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Breakthrough Institute와 기후 리더십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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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연구원으로 지명되었습니다. Friedmann 박사는 탄소 제거 (대기
및 해양에서 CO2 감소), CO2 전환 및 활용 (탄소 가치를 높임), 탄소
포집 및 격리에 관하여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권위있는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기술, 정책 및 운영입니다.
많은 민간 기업 및 NGO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외에도 Friedmann
박사는 미국 국무부, 미국 환경 보호국, 미국 재무부와 협력했습니다.
Friedmann 박사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에서 이학사 및 이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지질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ExxonMobil에서 선임 연구 과학자로 5년
동안 일한 후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연구 과학자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여러 청정 에너지 회사 및 CarbonTech 회사의 공식 및 비공식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David Sandalow 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창립 연구원이고
컬럼비아 대학교의 국제 및 공공 문제 대학의 에너지 및 환경 집중
센터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는 센터의 미중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감독하며 중국 기후 정책 지침서의 저자입니다. 그는 2019년 가을에는
Tsinghua University의 Schwarzman 학자 프로그램에서 저명한 객원
교수로 참여했습니다. Sandalow씨는 백악관, 국무부, 미국
에너지부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컬럼비아로 와서 에너지 차관 (대행)과 정책 및 국제 문제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DOE에서 근무하기 전에 Sandalow씨는 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국무부 해양, 환경 및 과학
차관보와 국가 안보 위원회 직원의 선임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Sandalow씨는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대해 집필하고 폭넓게
연설합니다. 최근 연구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정 에너지를 위한
국가 기금 활용 (2020년 9월, 공동 저자), 기후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대조 연구 (2020년 7월), 공기 원 열 펌프를 사용한 공간 난방
탈탄(2019년 12월, 공동 저자), 산업 열 탈탄소화 로드맵 (2019년 12월,
프로젝트 의장), 2019년 중국 기후 정책 가이드 (2019년 9월), 중국과
미국의 전기 자동차 충전 (2019년 2월, 공동 저자), 이산화탄소
로드맵의 직접 공기 포집 (2018년 12월, 프로젝트 의장), 천연 가스
거인이 깨어납니다 (2018년 6월, 공동 저자), 재생 에너지의 지정학
(2017년, 공동 저자), 태양 광 및 풍력 자금 조달: 석유 및 가스의 교훈
(2017년, 공동 저자), CO2 활용 로드맵 2.0 (2017년, 프로젝트 의장)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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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에너지 장관의 역사와 미래 (2016년). 기타 업적으로는 플러그인
전기차: 워싱턴의 역할 (2009년) (편집자), 기후 변화에 관한 미중 협력
(2009년) (공동 저자), 석유로부터의 자유(2008년). Sandalow씨는
시원한 지구를 위한 혁신 포럼 (ICEF) 운영위원회의 위원이자 ICEF
혁신 로드맵 프로젝트의 의장입니다. 그는 Fermata Energy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andalow씨는 Zayed 미래 에너지상 선발 위원회,
글로벌 CO2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전기 드라이브 운송 협회의
"명예의 전당", 외교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Sandalow씨는 미시간
대학교 법학 대학과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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