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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요어 :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연구개발, 패널모형, 정책분석

학 번 : 2020-23138

본 연구에서는 OECD 소속 18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국가

의 연구개발 투자 또는 기술개발 성과가 정책변수로서 해당 국가의 재생

에너지 생산량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

여 개별 국가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미국 특허등록 수

를 정책변수로 선정하여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량 자료를 산출 변수로 선정하여 재생에너

지 보급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표현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 패널계량

경제모형과 공적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1990년부터 2015

년까지로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비 규모를 각각 단

독으로 분석하고 이어서 두 변수를 함께 다변수 분석하여 두 변수의 영

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6개의 통제변수를 선정하여 이들의

영향 또한 함께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OECD 국가의 평균치 및 최고 수준의 효과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연구개발 효과 수준을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 규모와 미국 특허등록 수 등 두 정책변수 모두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유의

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 대부분에서 특허등록 수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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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연구개발 예산의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의 결과인

특허가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에 보다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는 기존 연

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통제변수가 추가되거나 제거되더라

도 계수의 크기 및 부호가 일정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에서 추정한 분석

모형이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분석 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 덴마크, 독일 및

영국을 한국의 결과치와 비교한 결과, 한국은 두 변수 모두에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수 값을 보여 연구개발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에 미치는 효과가 분석 대상 국가 중 하위권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재

생에너지 분야의 국제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비 규모가 분석 대상 국가

중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효과치가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의 연구개발 정책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간의 연계 관계가 미흡함을 간

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 영국 및 독일 등 연구개발의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가 우수한 국가들의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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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7년 교토협약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이행 수단으로 재생에너

지가 크게 주목받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가

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

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따른 보급 증대 효과를 분석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FIT(Feed-In Tariff)와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 대표적인 두 가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도의 효과를 비교하는 형태의 연구(김태은, 2011; C.G. Dong,

2012; Friedemann Polzin et al., 2015; 김은성, 2016; 임형우 & 조하현,

2017 등)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보다 구조적인 형태로 정책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도 많았는

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중

하나로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의 효과를 연구한 경우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 연구 중에는 연구개발 변수를 여러 변수 중 하나로서 분석한 연구

(Wenfeng Liu et al., 2019; Jayoung Yoon, 2020 등)들이 있었으며, 특정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논문(Gulfer Vural, 2021),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논문(Vito Albino et al., 2014) 등이 있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이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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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다.

RD&D는 하나의 정책 항목으로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 탄소중립이 중요한 논제로 떠오름

에 따라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되고 있다. IEA/IRENA에서도

정책을 Economic Instruments, RD&D, Regulatory Instruments, Policy

Support, Information/Education, Voluntary approaches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18개 국

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정책 항목 중 RD&D에 집중하여 개별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 또는 기술개발 성과가 정책변수로서 그 나라 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때, 연구개발을 표현하는 변수로 개별 국가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 특허등록 수를 활용하여 재정적 투자 규모와 기

술개발 성과,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의 투입 및 산출을 각각 대

표하도록 하여 이들을 따로 또 함께 분석에 고려하고자 한다. 재생에너

지의 보급량은 실제 생산한 전력량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 총생산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패널계

량경제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OECD 18개국을, 분석 기간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본 논문

에서는 연구 대상인 OECD 국가 중 기술개발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높은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한국의 기술개발 정책 효과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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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있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기

술개발 지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분석 대상인

OECD 18개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및 기술개발 추세를 살펴보았다. 재생

에너지 발전량, 특허등록 수, 연구개발 예산 변수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

석하였으며, 각 지표별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국가들을 선별하여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에는 본 논문의 연구 가설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는 분석 모형과 분석 자료를 정리하였다. 1절에서는 패널자료

및 모형에 대해 설명하였고,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

들의 선정 배경 및 기간, 출처 등을 서술하였다. 분석 결과는 제5장에 정

리하였다. 1절에는 OECD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변수별 단변수 분석과

더불어 정책변수와 통제변수를 함께 고려한 다변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때 정책변수인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 변수를 각각 모형에 포함

하였으며, 2절에서는 두 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에 앞서 정책변수 간 관계를 확인해 봄으로써 같은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변수 간 충돌이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았다. 3절에서는 정책변수의 효

과가 두드러지는 국가를 선정하여 한국과 비교해 보고, 전체 OECD 평

균값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기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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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술혁신 지표로서 사용되는

특허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변수를 포

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정리한다. 제2절에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기술개발 지표를 포함한

연구를 살펴본다. 이때, 패널자료를 이용한 계량학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 1 절 재생에너지 보급 요인 관련 연구

1. F Hao & W Shao(2021)

F Hao & W shao(2021)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잠재적인 동인(driving

force)을 조사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118개국을 대상으로 패

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기간과 분석 대상 국가들을 확장

하여 공간 및 시간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결과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 변화에 취약하고 덜 탄소 집약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나타냈다. 이때 탄소

집약적인 경제는 탄소 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즉, 화석연료 사용 비

율이 높은 경제를 의미한다. 반면, 탄소세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종합하며 경제가 화석연료와 덜 얽혀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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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관련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 국가일수록 재생에너지 보급

에 적극적임을 설명하였다.

2. Jayoung Yoon(2020)

Jayoung Yoon(2020)은 패널자료 모형(Panel Data Model)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가별로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ENA와 IEA에서 제공하는 정책 분류를 사용하여 Economic Instru-

ments, RD&D, Policy Support, Regulatory Instruments, Information

and Education과 Voluntary Approaches의 6가지 분류를 적용하였다. 그

중 Economic Instruments와 RD&D의 경우 각 국가별 보급지원예산과

연구개발예산을 직접 변수로 사용하여 정책 시행의 강도를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보급지원 예산과 연구개발 예산 및 규제 정책이 재생에너지

설치용량과 발전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이러한 지원과 정책이 특허 출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재생에너

지 기술 발전에도 기여함을 보였다.

3. Wenfeng Liu et al.(2019)

Wenfeng Liu et al.(2019)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9개 국가를 대

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크게 7가지로, 세부적으로는 12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들 간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s)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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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2005년 교토의정서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 보조금

과 지출의 증가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요인은 정책 중심 논리가 아닌

시장 중심 논리라고 할 수 있어 시장 지향적인 정책의 우선적 설계가 더

욱 세분화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4. 임형우 & 조하현(2017)

임형우 & 조하현(2017)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104개국의 패널자

료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FIT(Feed-In Tariff),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료에 0이 많다는 부분을 반영하여 확률효과 토빗

모형(Tobit model)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일

반화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로 나누어 분

석함으로써 국가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FIT의 효과가 RPS 효과보다 큰 반면,

OECD 국가에는 FIT 정책만 효과가 있었고 비OECD 국가에서는 RPS

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추가로 RPS 및 FIT 정책을 동시에 시

행하는 경우의 추가적인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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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은성(2016)

김은성(2016)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5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동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을 이용하여 대표적 재생에너지 보

급 정책인 FIT와 RPS가 재생에너지 기술 채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지는 자기상

관의 문제를 동적 패널 모형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이

기술 채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기술혁신’이라는 요인을 추가적

으로 고려한 것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차분 GMM과 시스템

GMM 추정방식으로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설정한 6개의 모델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종속변수의 지속성(persistency)이 강해 시스템

GMM 추정방식이 보다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FIT가 RPS보

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다 효과적이며,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또한 재생

에너지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6. 김준영 외(2016)

김준영 외(2016)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16개 시‧도별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을 중심으로 시계열 추세 비교와 패널분석을 통해 2012

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의무할당제 시행 이전 기간의 발전량을 바탕으로 시계열 회귀식을

구한 뒤 실제 발전량과 비교함으로써 의무할당제의 영향 여부를 확인하

였다. 그 결과, 예측량보다 높은 발전량을 기록하여 의무할당제가 효과적

으로 작용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패널분석에서 여러 통제변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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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의무할당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태양광과 바이

오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효과가 집중되었다. 또한, 전력수요와 계통한계

가격(SMP)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전력수요와 공급자의 동기요인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7. FriedemannPolzin et al.(2015)

FriedemannPolzin et al.(2015)은 패널분석을 통해 OECD 30개국을 대

상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재생에너지 투자에 있어 공공 정책의 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으

로서 정책의 역할을 재고하였으며, 전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분석뿐만 아

니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분야별로 해당하는 국가들을 분류하여 분

석한 결과 또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덜 성숙된(less mature) 기술에

대해서는 FIT와 같은 경제‧재정적 인센티브가 단순 보조금에 비해 효과

적이었으며, 성숙된(mature) 기술에 대해서는 RPS 같은 규제 조치와 거

래 허가 시스템과 같은 시장 기반 인센티브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으

로 수익 및 손실을 예상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

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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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effen Jenner et al.(2013)

Steffen Jenner et al.(2013)은 유럽연합 26개국을 대상으로 1992년부

터 200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FIT의 효과성을 분

석하였으며, 유럽 국가의 FIT 효과성에 대한 첫 계량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FIT에 의한 국가 및 연도별 투자 수익률

을 계산하여 FIT 강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분석에 적용

하였다. 분석 결과, FIT 정책으로 PV(photovoltaic) 설치가 투자 수익률

당 최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FIT가 유럽의 태양광 발전을 유인

했음을 밝혔으나 풍력 발전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

만, 이는 국가 특성이 통제되지 않았으며, 정책 설계(design)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정책 자체보다 정책 설계, 전기요금, 그

리고 전기 생산 비용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9. C.G. Dong(2012)

C.G. Dong(2012)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3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풍력발전 촉진에 있어 FIT와 RPS의 상대적 효과성을 분석하

였다. 두 정책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보다 정교하게 비교하기 위해 4가지

모델링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종속변수로 누적 풍력 발전용량(cumu-

lative wind capacity)을 사용한 모델, 연간 풍력 발전용량(annual wind

capacity)을 사용한 모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책 변수를 포함한 모델,

국가 더미변수와 정책변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정책변수와

다른 지원 정책 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델이 그에 해당한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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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국가 전체에 걸쳐 FIT가 RPS에 비해 풍력발전 증가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풍력에너지 발전은 높은 전력 수요에 대한 반응이

며, 풍력 개발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10. 김태은(2011)

김태은(2011)은 EU 국가와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핵심 변수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5년부터 2008

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관계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 간에 1년의 시차를 두고 패널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수단 변수인 FIT와 RP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재

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였고, 에너지 지배 구조의 문제, 소득수준, 기업환경, 그리고 국제적 압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국가 간 차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책수단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영향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순수한 정

책수단의 효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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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관련 연구

1. Gulfer Vural(2021)

Gulfer Vural(2021)은 패널분석을 통해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의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수

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술혁신과 무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변수

간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외한 세 변수

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생산과 기술혁신,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낮은 금리와 세금

면제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를 일부 포함하고 있

으나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다.

2. Nnaemeka Vincent Emodi et al.(2015)

Nnaemeka Vincent Emodi et al.(2015)에서는 패널분석을 통해 태양

광과 풍력 에너지의 특허 활동에 정부 연구개발, FIT(feed-in-tariff), 재

생에너지 발전, 1인당 소득, 1인당 CO₂배출량과 인구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OECD 12개국이며, 분석 기간은 1997

년부터 2011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과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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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배출량이 유의하게 특허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

전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CO₂배출량을 줄여준다는 것을 함의한다. 연구

개발 지출과 FIT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변

수들은 간접적으로 혁신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수로 특허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Vito Albino et al.(2014)

Vito Albino et al.(2014)에서는 특허 데이터를 통해 저탄소 에너지 기

술의 개발 추세를 분석하고, 그러한 추세를 설명하는 주요 환경 프로그

램, 역사적 사건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였다. 특허 자료는 1971년부터

2010년 미국특허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부여한 특허 131,661건 중 국제특허분류(IPC) 녹색 목록에서

제시한 ‘원자력 발전(Nuclear power generation)’, ‘대체 에너지 생산

(Alternative energy production)’, ‘에너지 절약(Energy conservation)’ 기

술 등급에 속하는 특허를 수집하였고, 특허 인용 횟수를 통해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정학적 상황이 개발 추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혁신 과정의 주요 동인

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저탄소 에너지 혁신이 발생하는 미국에

서뿐 아니라 일본, 한국, 캐나다, 대만 및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이 일부

특정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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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기관 외 (2012)

구기관 외(2012)에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특허분석

과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경쟁력을 측정하였

다. 특허 데이터베이스 Thomson Innovation을 통해 2001년부터 2010년

까지 특허 데이터를 수집한 후 노이즈를 제거하고 피인용 정보를 기반으

로 특허영향지수(PII) 값을 산출하였다. 기술수준 측정지표로는 미국의

NASA에서 적용하는 기술수준 단계인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을 적용하였으며, 산업계와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 전문가들로 설

문 대상을 구성하였다. 특허영향지수와 델파이 방법을 통한 기술수준으

로 국가별 기술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과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내

의 기술개발 활동이 최근들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기술경쟁력 확보

를 위해서는 각 기술별 경쟁력 확보 전략이 요구되며, 특허나 논문 생산

을 위한 기술개발이 아닌 정확한 기술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명확한 기술

상용화 목표와 전략 설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5. 이용석 & 노도환(2009)

이용석 & 노도환(2009)은 정부가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확산, 사업화 추진이 기존의 목적을 제대

로 달성하고 있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증적 효과분석을 시행하

였다. 이때, 정부의 관련 기술개발의 참여나 자체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적인 측면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관련 제품 혹은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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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별 시설 등의 생산활동 증대에 의한 수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

다.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에 대한 연구개발총투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부지원금과 민

간투자 모두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

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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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혁신 지표로서의 특허권

특허권은 국가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된 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며, 특허 소지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창작물을 독점적‧배타적

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특허법 제94조). 이를 통해 발명

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본 절에서는 기술혁신

지표로 특허권을 사용한 연구들을 통해 기술혁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 특

허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혁신을 나타내는 지표는 크게 투입 기반(Input-based) 지표와 산

출 기반(output-based) 지표로 나눌 수 있다. 투입 기반 지표로는 연구

개발 지출이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혁신 활동을 위한 노력을 평가

하기 위한 대리변수로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산출 기반 지표로는

특허권이 있으며, 특허권은 기술혁신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주요한 지표

로 부상해왔으며, 현재 기술혁신을 다루는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혁신 연구에서 특허 데이터의 사용은 간단하지 않아 한계와

편익이 모두 존재한다. 먼저, 특허가 모든 혁신적인 포트폴리오를 묘사하

지는 않는다. 실제로 일부 혁신은 특허를 얻지 못하며 특허가 항상 기술

혁신을 보호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

허의 가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용 체제의 특성은 특허 성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이 특허의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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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산업과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며, 모든 특허 발명품이 실제로 시

장 응용 분야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첫째, 특허는 세계적인 규모와 국가, 조직 및 개인 등 다른

분석 수준에서 데이터의 가용성 때문에 많은 합의를 얻었으며, 이에 따

라 다양한 유형의 비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완벽하지는 않더라

도 경제 관련 발명품에 대한 밀접한 연관성을 제시한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특허권은 연구개발 지출 및 혁신 제품의 도입과 같은 혁신활동의

다른 지표들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manor, W. S.

& Scherer, F. M.(1969), Hagedoorn, J. & Cloodt, M.(2003), Griliches,

Z.(2007)). 셋째, 특허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쳐 공개되고 있으며, 기술 콘

텐츠, 출원인(assignees)과 발명자(inventors)의 지리적 위치, 특허 간 인

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은 위에

서 언급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혁신 개발 동향 분석,

국가 및 조직의 기술 역량, 정책과 기술 혁신 간의 관계 등의 연구에 있

어 핵심 지표로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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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및 기술개발 동향

본 장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기술개발 지표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분

석 대상인 OECD 18개국1)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을 선별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움직임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지표 중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정책변수인 특허등

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2절, 3절

에서 각각 재생에너지 발전량, 특허등록 수, 연구개발 예산을 다루며, 재

생에너지 발전량과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총량(액)뿐만 아니라 인구수와

GDP로 나눈 수치도 함께 비교함으로써 국가별 상이한 자연조건과 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진단해 본다.

제 1 절 재생에너지 발전량

1. OECD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동향 분석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각 국가

의 재생에너지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이다. [표 3-1]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5년마다 OECD 18개국의 재생에너

지 발전량을 가장 높은 나라 순서대로 정리한 표이다. 전반적으로 2005

1) 본 연구에서는 자료 확보의 문제로 OECD 회원국 중 18개국을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해당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

인, 영국,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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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2015년 발전량이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으

며, 독일, 일본, 영국과 스페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표 3-1 참조). 특

히 미국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국가 대비 미국의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

면 1990년에는 75.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점차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비중이 감소해왔고2), 2005년부터는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금씩 변동은 있으나 미국을 비롯해 일

본과 독일 역시 전 기간에 걸쳐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독

일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5년부터 미국 다음으로 2순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 역시 꾸준하게 발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순위가 상승하여 2015년에는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는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핀

란드와 멕시코의 경우 2000년까지는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으나 2005년

부터는 순위가 점차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국은 노르웨이, 그리

스, 아일랜드와 함께 전 기간 동안 하위권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2005년

부터는 계속해서 5년 전 대비 적게는 3.3배에서 많게는 6.6배까지 매우

큰 증가폭을 나타내며 빠르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해오고 있다.

2)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격 별 전체 국가 대비 미국의 발전량 비중은

순서대로 75.6%, 60.1%, 51.5%, 37.4%, 37.2%, 3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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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OECD 18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단위: ×)

순위
1990 1995 2000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1 United States 96089 United States 70227 United States 77160

2 Japan 11312 Japan 13993 Japan 13953

3 Finland 5156 Mexico 8479 Germany 13743

4 Mexico 5126 Finland 6620 Finland 8719

5 France 1913 Germany 4152 Mexico 7599

6 Germany 1667 France 2335 Spain 6238

7 Austria 1126 United Kingdom 2033 Denmark 5542

8 Denmark 797 Austria 1837 United Kingdom 4884

9 Australia 750 Denmark 1821 France 3039

10 Netherlands 721 Netherlands 1317 Netherlands 2830

11 Portugal 695 Spain 1296 Austria 1599

12 United Kingdom 604 Portugal 1047 Portugal 1545

13 Spain 562 Australia 746 Australia 1230

14 Belgium 289 Belgium 330 Belgium 584

15 Norway 213 Norway 299 Greece 451

16 Greece 2 Korea 252 Ireland 339

17 Korea 1 Greece 35 Norway 287

18 Ireland 0 Ireland 16 Korea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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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5 2010 2015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1 United States 93760 United States 178411 United States 317421

2 Germany 42867 Germany 83856 Germany 168389

3 Spain 23870 Spain 55472 Japan 80292

4 Japan 18477 Japan 37857 United Kingdom 77262

5 United Kingdom 12016 United Kingdom 22220 Spain 68948

6 Mexico 10401 France 15482 France 34917

7 Denmark 9789 Denmark 12408 Australia 21044

8 Finland 9684 Portugal 12205 Denmark 18944

9 Netherlands 7357 Finland 11273 Mexico 17082

10 France 4845 Netherlands 11092 Portugal 15712

11 Australia 4794 Mexico 8616 Belgium 14148

12 Austria 3936 Australia 8256 Finland 13756

13 Portugal 3529 Austria 6617 Netherlands 13602

14 Belgium 1818 Belgium 6182 Austria 10187

15 Greece 1389 Ireland 3129 Greece 8752

16 Ireland 1242 Greece 3062 Korea 8260

17 Norway 832 Korea 2504 Ireland 7051

18 Korea 379 Norway 1229 Norway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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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에는 1인당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이용하여 인구 규모의 차이

를 통제한 후 국가 간 재생에너지 발전량 차이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인구수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2015년을 기준으로

덴마크이며, 핀란드, 독일, 포르투갈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상위 5개국

중 독일을 제외한 4개 국가들은 모두 인구수가 적은 국가들이다. 전 기

간에 걸쳐 핀란드와 덴마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00년까지는 상위권에 위치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순위가 지속적

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0위를 기록하였다.

인구수가 적은 핀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

였고, 반대로 인구수가 많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순위가 대폭 하락

하였다. 반면, 국가별 인구수를 고려하였음에도 스페인과 독일은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고, 오스트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또한 여전히 순위가 떨

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중 독일은 미국, 일본과 함께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독일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더욱 재생에

너지 보급 확대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량에서와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평균 36.27%

의 높은 상승률3)을 나태내고는 있으나 전 기간 동안 최하위권을 기록하

고 있다. 한국은 분석 대상 국가 중 7번째로 큰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중간 정도의 국가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총량 자체뿐만 아니

라 인구 대비 발전량도 최하위권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

이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3) 동기간 분석 대상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승률은 15.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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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OECD 18개국의 1인당 재생에너지 발전량(단위: ×명)

순위
1990 1995 2000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1 Finland 1034.01 Finland 1296.06 Finland 1684.44

2 United States 384.94 Denmark 347.96 Denmark 1037.90

3 Denmark 155.03 United States 263.74 United States 273.46

4 Austria 146.66 Austria 231.12 Austria 199.59

5 Japan 91.61 Japan 111.52 Netherlands 177.70

6 Portugal 69.62 Portugal 104.43 Germany 167.17

7 Mexico 61.07 Mexico 92.50 Spain 153.77

8 Norway 50.22 Netherlands 85.19 Portugal 150.15

9 Netherlands 48.22 Norway 68.59 Japan 110.00

10 Australia 43.95 Germany 50.83 Ireland 89.09

11 France 32.85 Australia 41.28 United Kingdom 82.93

12 Belgium 28.99 France 39.22 Mexico 76.84

13 Germany 20.99 United Kingdom 35.04 Australia 64.22

14 Spain 14.46 Spain 32.63 Norway 63.91

15 United Kingdom 10.55 Belgium 32.55 Belgium 56.97

16 Greece 0.20 Korea 5.59 France 49.89

17 Korea 0.02 Ireland 4.43 Greece 41.74

18 Ireland 0.00 Greece 3.31 Korea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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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5 2010 2015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1 Finland 1845.94 Denmark 2236.61 Denmark 3333.17

2 Denmark 1806.28 Finland 2101.86 Finland 2510.43

3 Spain 546.81 Spain 1190.98 Germany 2061.40

4 Germany 519.79 Portugal 1154.34 Portugal 1516.88

5 Austria 478.38 Germany 1025.42 Ireland 1499.59

6 Netherlands 450.80 Austria 791.19 Spain 1484.51

7 Portugal 335.99 Ireland 686.16 Belgium 1254.90

8 United States 317.27 Netherlands 667.57 United Kingdom 1186.52

9 Ireland 298.56 United States 576.77 Austria 1178.68

10 Australia 235.06 Belgium 567.39 United States 989.66

11 United Kingdom 198.94 Australia 374.73 Australia 883.61

12 Norway 179.96 United Kingdom 354.01 Greece 808.81

13 Belgium 173.50 Japan 295.60 Netherlands 802.96

14 Japan 144.61 Greece 275.33 Japan 631.52

15 Greece 126.42 Norway 251.37 France 524.69

16 Mexico 98.12 France 238.08 Norway 522.68

17 France 76.69 Mexico 75.52 Korea 161.91

18 Korea 7.87 Korea 50.53 Mexico 140.18



- 24 -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GDP로 나눔으로써 국가 간 경제 수준 차이를

통제한 뒤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변화를 [표 3-3]에 제시하였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포르투갈로 덴

마크, 핀란드, 스페인과 독일이 그 뒤를 이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

다. 스페인과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GDP가 낮은 국가들이 상위

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1인당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분석인 인구수를 고려한 결과와 유사하게 GDP가 낮은 덴마

크, 핀란드, 포르투갈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반대로 GDP가 높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2015년 기준 각각 13위, 16위, 11위에 위치해 전

체 발전량을 고려하였을 때에 비해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스페인

과 독일은 1인당 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제 수준을

고려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순위가 증가하여 2005년부터 5위권에 포함되

었으며, 멕시코와 노르웨이 역시 여전히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은 GDP

를 고려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32.12%의 높은 상승률4)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전 기간 동안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구수와 비슷하게 GDP 또한 6번째로 높은 국가로서 중간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지나 GDP 대비 발전량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

로 역시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디게 이루어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동기간 분석 대상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승률은 14.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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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OECD 18개국의 GDP당 재생에너지 발전량(단위: ×  and)

순위
1990 1995 2000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1 Finland 330.70 Finland 433.45 Finland 444.80

2 United States 98.00 Mexico 125.16 Denmark 210.78

3 Mexico 81.85 Denmark 80.34 Mexico 86.70

4 Portugal 47.79 Austria 68.43 Portugal 79.92

5 Austria 46.81 Portugal 66.17 Spain 64.26

6 Denmark 39.45 United States 63.10 United States 56.16

7 Japan 32.13 Japan 36.96 Austria 51.40

8 Netherlands 15.51 Netherlands 25.29 Germany 48.49

9 Australia 11.88 Spain 16.32 Netherlands 43.94

10 France 11.52 Germany 16.08 Japan 35.00

11 Norway 10.10 France 13.19 Greece 22.38

12 Belgium 9.85 Norway 11.80 United Kingdom 21.57

13 Spain 7.63 United Kingdom 10.71 Ireland 21.41

14 Germany 7.12 Australia 10.52 Belgium 15.98

15 United Kingdom 3.45 Belgium 10.40 France 14.86

16 Greece 0.13 Korea 4.17 Australia 14.06

17 Korea 0.02 Greece 2.08 Norway 9.48

18 Ireland 0.00 Ireland 1.58 Korea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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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5 2010 2015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Country 발전량

1 Finland 434.20 Portugal 587.08 Portugal 788.30

2 Denmark 348.46 Finland 482.67 Denmark 625.89

3 Spain 209.22 Spain 463.55 Finland 586.76

4 Portugal 174.85 Denmark 437.06 Spain 576.91

5 Germany 147.27 Germany 271.67 Germany 501.72

6 Austria 115.93 Austria 182.65 Greece 448.09

7 Mexico 110.52 Netherlands 150.45 Belgium 306.13

8 Netherlands 106.86 Ireland 149.45 Austria 266.80

9 Ireland 60.48 Belgium 142.70 United Kingdom 263.44

10 United States 60.09 Greece 127.65 Ireland 241.92

11 Greece 56.96 United States 109.32 Japan 180.64

12 Australia 46.73 Japan 89.73 Netherlands 177.74

13 United Kingdom 46.46 Mexico 85.06 United States 174.04

14 Belgium 45.17 United Kingdom 83.74 Australia 155.69

15 Japan 43.69 Australia 69.91 Mexico 145.77

16 Norway 24.64 France 66.83 France 143.21

17 France 21.79 Norway 34.71 Norway 70.30

18 Korea 3.71 Korea 19.85 Korea 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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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 5개국 재생에너지 발전 동향

앞의 OECD 재생에너지 발전량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발전량을 비교

하였을 때와 국가 규모 및 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하였을 때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중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규모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준으로 상위 5개국의 재생에

너지 발전 동향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해당 국가는 미국, 독일, 일

본, 영국, 스페인이다.

① 미국5)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2013년에 140.5백만 TOE였으며, 이는

2013년 발전량의 약 12.9%를 차지했다. 그중 수력이 52%로 가장 컸고,

그 뒤로 풍력 32%, 바이오매스 목재 8%, 바이오매스 폐기물 4%, 지열

3%, 태양에너지 2% 순이었다. 1990년 이후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원

생산이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에서 수력을 포함하

지 않은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이 큰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연방정

부의 재정 지원과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도입 및 시행에

따라 풍력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해왔다.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 대신 가정용

및 상업용에 사용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

5) 본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미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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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10년~2011년 동안 미국 태양광 시스템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

가했는데, 2011년 태양광 시스템 설치 실적은 2010년과 비교해서 109%

증가한 1,855MW였다. 세금공제 및 전력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를

통해 일반 소비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보다 비

싼 가격으로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어 이것이 태양광 시장 성장에 크

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양열 시장은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비

교적 빠른 1970년대 말부터 조성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태양열 시스템

이 가장 많이 보급된 국가는 중국과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800MW 용량의 태양열 발전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미국은 특히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지열 자원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탐사와 DB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세계 지역

발전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약 11.8GWe로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지열 발전 시설이 보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송용 바이오연료와 폐기물에너지를 생

산하고 있는 나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데 노력해

오고 있다. 2013년 바이오전력 설비용량은 15.8GW로 전년보다 0.8GW

증가했으며, 바이오 전력 생산량은 60TWh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바이오전력 생산 전원을 고체 바이오매스 비중이 2/3로 가장 크고, 매립

가스 16%, 도시폐기물(고체) 12%, 기타 폐기물 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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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일6)

독일은 21세기 풍력 산업의 선두주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 21세기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국가이다. 독

일은 2000년까지 6.35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06년에는 12%로,

2011년에는 20.5%까지 끌어올렸다. 2018년 기준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량은 전체 에너지 생산 중 35%에 해당하는 2,287억 kWh에 달하며, 풍

력발전 생산량은 1,133억 kWh로 나타났다7). 독일은 특히 풍력에너지 분

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독일의 재생에너지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풍력이 40%, 바이오매스가 30%, 태양광과 수력에너지가 각각 15% 정도

를 차지한다.

[표 3-4] 연도별 독일 전기 생산 에너지원별 생산비율(단위; %)

1990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8년

갈탄 31.1 24.2 24.5 23.8 22.5

경탄 25.6 22.1 18.3 18.2 12.8

원자력 27.7 21.9 17.6 14.2 11.7

천연가스 6.5 12.2 14.0 9.6 12.8

석유(광유) 2.0 1.6 1.2 1.0 0.8

재생에너지 3.6 13.9 20.2 29.2 35.2

6) 본 내용은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의 ‘독일의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동

향’, 대림 기술정보의 ‘21세기 신재생에너지 동향’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7) 독일 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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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70년대부터 재생에너지 확산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재생

에너지법(EEG)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추진해왔

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를 확대

하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에

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

급을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그중 재생에너

지의 전력 시장 통합과 정부 지원 축소 등을 위해 도입한 재생에너지의

전력 도매시장 직접 판매(Direct Marketing)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8). 또한,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에너지원별로 신규 설비 설치 용량을 제한하였다9).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

담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FIT(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

가격 인하,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경쟁체제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2000년 0.19cent/kWh에서 2010년 2.05cent/kWh, 2014년 6.24cent/kWh로

빠르게 상승해 온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정부 정책과 기술발전 등으로 인

해 2014년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6.79cent/kWh)에는 2017

년(6.88cent/kWh)보다 하락하였다. 특히, FIT 경쟁입찰제도 도입, 직접

판매 의무화 등은 시장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일 정부 및

가계의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8) 2014. 8. 1부터 500kW 이상, 2016. 1. 1부터 250kW 이상, 2017. 1. 1부터는

100kW 이상의 모든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직접 판매를 의무화했다.
9) 육상 풍력과 태양광은 2,500MW/년, 바이오매스는 100MW/년, 해상 풍력의

경우 2020년까지는 6.5GW, 2030년까지는 15GW로 제한하며 지열, 수력 등은 제

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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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10)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공

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그로 인해 2010년 81.2%를 기록했던

화석연료 비중은 2011년 87.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2년 91.6%로

정점에 달한 뒤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89.0%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에너지 자급률 하락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주력했고, 그 결과 재

생에너지의 총 에너지 분담률은 2010년 1.9%에서 2016년 4.1%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2029년 대비 4.7% 감소한 69.4%(485.8GW), 재생에너지는

1.0% (86.8GW) 증가한 12.4%를 기록할 전망이다(표 3-5 참조).

[표 3-5] 일본 발전 설비용량 구성 현황(단위: %)

2010 2018 2019 2020 2021

수력 8.5 9.2 9.4 9.7 9.5

화력 61.7 75.2 73.8 74.1 69.4

석탄 25.0 28.7 28.7 30.1 30.8

LNG 29.3 39.6 38.4 37.2 32.5

석유 7.5 6.9 6.7 6.8 6.1

원자력 28.6 6.5 6.6 4.9 8.7

재생에너지 1.1 9.0 10.2 11.4 12.4

10) 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KEA의 ‘일본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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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해왔던

RPS 제도를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신

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이 비주택용에서 크게 증가했다. 주거용 건물 지붕에 주로 장착되는 주

택용 태양광 발전은 2012년 FIT 제도 개시 이후, 신규 인가량이 연간

100만 kW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누적 인가량은

2012년 약 134만 kW에서 2017년 3월 말 549.3만 kW로 증가했다. 2017

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일본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 도입의 초 규모는

944.5만 kW 수준으로 2030년 도입 목표인 900만 kW를 이미 초과한 상

태이다.

대규모 태양광발전(10kW 이상)은 2012년에는 1,868kW 수준으로 소

규모 태양광발전의 14배에 달했으며, 2012년 전체 인가량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가 높은 수준의 매입

단가로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설비 증설 및 가동에는 착수하지 않는 경

우가 생기면서 설비 인가량(7,904.7만 kW)과 실제 도입량(2,875.3만 kW)

간에는 큰 격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④ 영국11)

영국의 재생에너지는 다양한 환경규제와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인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국

11) 본 내용은 한국에너지 공단의 ‘영국의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

로 하다!’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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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20년까지 전기에너지 생산의 3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하

겠다는 ‘국가재생에너지 실천계획’,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

년까지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법’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저탄소에너지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이에 2019년 9월 기준, 영국

분기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발전소가 처음 문을 연

1882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화석에너지를 넘어섰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을 이용한 전력 생산 단가가 지난 1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수익성

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된다.

먼저, 풍력은 영국 전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의 4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와 북해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기반

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산업을 구축해왔다. 또한, 지난 3월 영

국 정부는 해상풍력 산업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영국 전력의 1/3을 해상 풍력발전을 통해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은 풍력, 바이오에너지(36.1%)에 이어 3번째로 큰 시장점유

율(12.5%)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태양

광 에너지 장비가 영국 전역에 약 98만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며, 재

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배출 전력 생산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FIT의 영향으로 태양 전지판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크게 늘었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 함께 환경 규제 및 높은

탄소세 등의 제약으로 점차 축소되어 왔다. 석탄발전은 2019년을 기준으

로 지난 5년간 전체 전력 생산의 36.7%를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배출권

거래제(EU ETS) 및 기후 변화세(CCL) 등으로 6.7%를 기록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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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석탄 발전소가 남아있는데,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해결

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2025년까지 이를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⑤ 스페인12)

스페인은 1980년대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을 도입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국으로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980년대부터 에너지

공급원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1985년 최초로 재생에너지

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1986년 유럽연합 가입 후, 환경개선 목표

가 강화됨에 따라 1997년 스페인 ‘국가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뒤

10년 단위로 관련 정책을 재수립하고 있다.

IREN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48,277MW 규모로 세계 8위, 유럽 4위를 기록했다. 또한, 스페인 전력 송

전소(REE)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스페인은 총 발전량(246,893GWh)의

약 40.1%(98,757GWh)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였다. 재생에너지원 별 발

전량 비중을 보면 풍력 발전량이 전년대비 약 84.9% 증가한 19.8%를 차

지하며 1위를 기록하였고, 그 뒤를 이어 수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각각

13.8%, 3%를 기록하였다(표 3-6 참조). 스페인은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풍력 32%,

태양광 28%로 늘릴 예정이다13).

12) 본 내용은 KOTRA의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3) 2018년 기준, 스페인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핵발전(20.4%), 풍력

(19.8%), 수력(13.8%), 석탄(12.4%), 태양광(3%), 석유(2.6%), 기타(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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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스페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단위: GWh)

2014 2015 2016 2017 2018

수력 39,179 28,379 36,111 18,447 34,097

풍력 50,637 47,716 47,298 47,508 48,902

태양광 7,803 7,845 7,579 8,001 7,363

태양열 4,959 5,085 5,071 5,348 4,424

기타 신재생 3,806 3,423 3,415 3,599 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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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특허등록 수

1. OECD 국가 재생에너지 특허 동향 분석

특허등록 수는 R&D 투자에 대한 산출물로 볼 수 있으며 기술개발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관련 분야의 특허등록

수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특허등록 수를 핵

심 정책변수 중 하나로 채택하였으며, [표 3-4]에 1990년부터 2015년까

지의 기간 동안 5년마다 OECD 18개국의 특허등록 수를 가장 많은 나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특허등록 변수의 경우 국가별 전체 인구

수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전체 특허등

록 수만을 비교하였다.

2005년까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소수 국가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여타 국가들에서도 재생에너지

분야의 특허등록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특허가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유럽특허청(EPO)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특허등록 수를 비교해 보

면 숫자 자체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국가 순위와 국가 간 값 차이는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미국 편향도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전 기간에 걸쳐 미국, 일본, 독일이 1, 2, 3위를 기록해왔으며, 전체

등록 수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표 3-4참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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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의 노력이 특정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정적으

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다른 나라에서

도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특허등록이 확대되어 오고 있는데, 상위 3개국

인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특허등록 수를 나타낸 그래

프인 [그림 3-1]로부터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한국과 덴마크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데, 그중에서도 한

국은 매우 급격하게 특허등록 수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4번째로 많은

특허등록 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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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상위 3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2010년 이후 특허등록 수



- 38 -

[표 3-7] OECD 18개국의 특허등록 수(단위: 개)

순위
1990 1995 2000

Country 개수 Country 개수 Country 개수

1 United States 280 United States 364 United States 525

2 Japan 65 Japan 65 Japan 126

3 Germany 38 Germany 36 Germany 72

4 France 14 France 14 France 19

5 Australia 5 Netherlands 5 United Kingdom 10

6 Netherlands 2 Korea 4 Spain 8

7 Austria 1 Denmark 3 Korea 6

8 Denmark 1 Australia 2 Australia 5

9 Finland 1 Austria 2 Netherlands 4

10 Mexico 1 Norway 2 Austria 3

11 Belgium 0 Finland 1 Norway 2

12 Greece 0 Belgium 1 Denmark 1

13 Ireland 0 Greece 1 Finland 1

14 Korea 0 Spain 1 Belgium 1

15 Norway 0 Mexico 0 Portugal 1

16 Portugal 0 Ireland 0 Greece 0

17 Spain 0 Portugal 0 Mexico 0

18 United Kingdom 0 United Kingdom 0 Irelan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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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5 2010 2015

Country 개수 Country 개수 Country 개수

1 United States 483 United States 1026 United States 2017

2 Japan 78 Germany 147 Japan 324

3 Germany 77 Japan 115 Germany 312

4 France 24 Denmark 32 Korea 214

5 United Kingdom 15 Korea 28 Denmark 122

6 Korea 11 France 25 France 79

7 Netherlands 10 United Kingdom 21 United Kingdom 68

8 Denmark 10 Netherlands 15 Spain 61

9 Spain 6 Spain 15 Netherlands 37

10 Finland 5 Australia 12 Australia 28

11 Australia 4 Finland 7 Austria 17

12 Ireland 4 Belgium 5 Finland 16

13 Belgium 2 Austria 5 Belgium 16

14 Austria 0 Norway 4 Norway 14

15 Norway 0 Ireland 3 Ireland 5

16 Portugal 0 Greece 1 Mexico 3

17 Greece 0 Mexico 1 Portugal 2

18 Mexico 0 Portugal 0 Greec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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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 6개국 재생에너지 특허 동향

앞선 OECD 국가의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4

개국들은 1990년부터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해왔다. 이에 해당 4개국들과

더불어 2010년과 2015년에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과 덴마크까지

크게 미국, 일본, 한국, EU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특허 동향을 보다 자

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14).

기후기술 수준 평가는 크게 정성평가인 델파이 조사와 정량평가인 논

문 및 특허분석으로 나누어지며, 기후기술 수준조사 대상 기술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45대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였

다. 델파이 조사는 2차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1차 델파이 수행 시 정량평

가 결과 및 분야별 동향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여 전문가들이 객

관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문 및 특허분석의 경우 활

동력과 기술력을 도출하였는데, 활동력은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특

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해외출원도로 구성되며, 기술력은 논문 영향력,

연구 주체 다양도, 특허 영향력, IP4 점유율, 청구항수로 구성된다. 2020

년을 기준으로 각 국가별로 존재하는 총 논문 및 특허 건수를 가지고 값

을 도출하였으며, 논문 증가율과 특허 증가율의 경우 과거 구간과 최근

구간을 임의로 설정한 후 계산하였다15).

14) 본 내용은 녹색기술센터의 ‘2020 기후기술 수준조사 요약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5) 논문 증가율의 경우 과거 구간은 2010~2014년, 최근 구간은 2015~2019년으

로 설정하였으며, 특허 증가율의 경우 과거 구간은 2009~2013년, 최근 구간은

2014~ 2018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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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조사 결과, 기후기술 전체 분야에 대한 최고기술보유국은 미

국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살펴보면, 최고기술보

유국인 미국(100%) 대비 한국은 80.0%로 4위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표 3-8] 국가별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구분 미국 일본 한국 EU

기술수준(%) 100 90.0 80.0 96.0

기술격차(년) 0.0 2.0 3.0 0.5

국가별 기후기술 연구개발 활동 경향은 주요 5개국에서 모두 상승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후기술에 대해 모든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고 있었다고 보인다. 국가별 연구단계별 역량

의 경우, 기초연구 및 응용개발연구 모두 미국, EU,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초연구(69.7점)에 비해 응용개발연구(73.5점)가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 EU, 일본의 경우 기초연구 역량이 응용개발연

구 역량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6).

논문 및 특허분석 결과 첫 번째로 논문 활동력의 경우, 주요 4개국

중 우리나라의 논문 점유율은 3위(5.8%)이며, 논문 증가율은 1위(52.5%)

로 분석되었다. 논문 점유율은 EU, 미국,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논문 증가율은 한국, EU,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 활동력의 경

16) 국가별 연구단계별 역량은 기초연구의 경우 미국(93.1점), EU(90.3점), 일본

(82.9점), 한국(69.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응용개발연구의 역시 미국(90.9점),

EU(87.2점), 일본(79.3점), 한국(73.5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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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리나라의 특허 점유율은 1위(22.5%)로 미국, 일본, EU가 그 뒤를

이었다. 특허 증가율을 살펴보면 주요 4개국 모두 특허출원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해외출원도는 우리나라가 EU, 미국, 일본에 이어 4위(1.6점)

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논문 기술력의 경우 주요 4개국 중 우리나라의

논문 영향력은 4위(14.5점)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연구주체 다양도 또한

EU, 미국, 일본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특허 기술력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허 영향력은 4위(2.2점)로 나타났고, 미국이 월등히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IP4 점유율과 특허 청구항수 또한 미국, EU, 일본에

이어 한국이 4위를 기록했다.

[표 3-9] 국가별 전체 논문·특허 활동력 및 기술력

구분 미국 일본 한국 EU

활

동

력

논문 점유율(%) 24.2 4.9 5.8 40.6

논문 증가율(%) 11.6 6.5 52.5 20.9

특허 점유율(%) 17.4 16.3 22.5 9.9

특허 증가율(%) -13.6 -38.9 -6.6 -18.0

해외출원도(점) 4.8 2.9 1.6 6.7

기

술

력

논문 영향력(점) 27.7 16.1 14.5 21.0

연구주체 다양도(점) 0.98 0.94 0.92 0.99

특허 영향력(점) 9.0 2.4 2.2 2.6

IP4 점유율(%) 38.5 18.7 14.1 25.6

특허 청구항수(건) 17.8 8.2 7.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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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예산

1. OECD 국가 연구개발 투자 동향 분석

기술개발을 위한 투입물로 볼 수 있는 연구개발 예산은 R&D 투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 특허등록 수와 함께 설정된 핵심 정책변

수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에너지 분

야 연구개발 투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NV Emodi et al., 2015; J Gan

& CT Smith, 2011),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YF Fernandez, MAF Lopez & BO Blanco, 2018; Q Wang, S

Li & Z Pisarenko, 2020; MS Alam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국가별로 전체 연구개발 예산과 에너

지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재생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더

높은 관계와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OECD 국가에 대

해서 전체 연구개발 예산만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예산을

에너지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총 연구개발 예산을 변수로 사용하도록 한

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년마다 OECD 18개국의 연구개발 예산 총액

을 [표 3-5]에 나타내었다. 전 기간에 걸쳐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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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5위권 안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량과 동일하게 미국이 계속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분석 기

간 동안 순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연구개발 예산액 역시 전반

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분석 대상 OECD 회원국들의 26년간 평균 증가율은 3.13%로 매우 낮

게 나타났으며, 프랑스의 경우 –1.19%의 음의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했

다.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9.61%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연구개발 예

산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스(6.10%), 아일랜드(5.82%), 멕시코

(6.08%) 등도 높은 평균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그 수치가 적어 순위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는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였나 그 정도가 한 단계 정도로 매우 작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 단계씩 꾸준히 순위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연구개발 예산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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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OECD 18개국의 총 연구개발 예산(단위: Constant US$ 2015, millions)

순위
1990 1995 2000

Country 금액 Country 금액 Country 금액

1 United States 104804.43 United States 100145.59 United States 97393.03

2 France 24748.52 Germany 25549.00 Japan 28599.48

3 Germany 23805.62 France 21375.56 Germany 25309.66

4 Japan 17078.96 Japan 21175.01 France 21352.56

5 United Kingdom 13324.86 United Kingdom 11905.16 United Kingdom 13059.70

6 Netherlands 5096.13 Spain 5003.14 Spain 7720.62

7 Spain 4921.82 Netherlands 4563.33 Korea 6063.12

8 Australia 2618.59 Korea 3478.01 Netherlands 5369.03

9 Korea 2432.96 Australia 3442.37 Australia 3837.78

10 Mexico 1878.22 Mexico 2064.08 Mexico 3217.78

11 Belgium 1644.33 Austria 1973.94 Belgium 2287.25

12 Austria 1443.53 Belgium 1807.34 Austria 2116.05

13 Denmark 1317.35 Finland 1432.22 Finland 1849.27

14 Norway 1223.44 Denmark 1353.36 Denmark 1796.88

15 Finland 1213.95 Norway 1344.86 Portugal 1655.44

16 Portugal 726.72 Portugal 997.10 Norway 1504.67

17 Greece 448.94 Greece 616.17 Greece 887.30

18 Ireland 242.09 Ireland 355.76 Ireland 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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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5 2010 2015

Country 금액 Country 금액 Country 금액

1 United States 133241.06 United States 129957.27 United States 115220.00

2 Japan 33202.11 Japan 35058.49 Germany 34098.52

3 Germany 25383.26 Germany 32101.83 Japan 33610.38

4 France 23446.09 France 21178.82 Korea 22029.61

5 United Kingdom 15044.11 Korea 17235.10 France 17526.38

6 Korea 10973.99 United Kingdom 14602.91 United Kingdom 14608.74

7 Spain 8270.69 Spain 12571.52 Spain 9089.78

8 Netherlands 5481.48 Netherlands 6236.73 Mexico 7092.30

9 Australia 4444.80 Mexico 5685.65 Netherlands 6025.74

10 Mexico 3955.63 Australia 4853.16 Australia 4610.53

11 Belgium 2615.66 Belgium 3193.52 Austria 3436.15

12 Austria 2443.12 Austria 3137.06 Belgium 3171.67

13 Finland 2171.30 Denmark 2575.71 Norway 2916.29

14 Norway 1902.29 Finland 2551.05 Denmark 2794.44

15 Denmark 1858.28 Norway 2488.74 Finland 2205.02

16 Portugal 1362.87 Portugal 1737.99 Greece 1515.46

17 Greece 1150.68 Ireland 1151.63 Portugal 1174.12

18 Ireland 968.64 Greece 1083.69 Ireland 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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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표 3-6]에 나타내었다. 1인

당 연구개발 예산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15년을 기준으로 노르웨이로 그

뒤를 이어 덴마크, 한국, 독일이 높은 값을 나타냈다. 1인당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적은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

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이 인구수가 많은 국가들의 순위가 2015년

각각 7위, 11위, 10위를 기록하며 크게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2005년까지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2010

년부터는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17)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5년까

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이후부터

는 기존 수준에서 크게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였기 때문이다. 2005년

부터의 평균 증가율은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98%, -3.03%를 나타냈

으며, 동기간 분석 대상 OECD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은 1.28%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후부터의 급격한 순위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0년까지는 16위에 머물렀으나 2005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5

년에는 3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의 평균 증가율은 6.66%였다. 총 연구

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연구개발 예산도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가 독일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적

극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미국의 경우 1위에서 4위를 거쳐 7위까지, 프랑스의 경우 4위에서 9위를 거

쳐 11위까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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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OECD 18개국의 1인당 연구개발 예산(단위: ×Constant US$ 2015/명)

순위
1990 1995 2000

Country 금액 Country 금액 Country 금액

1 France 4.25 United States 3.76 Finland 3.57

2 United States 4.20 France 3.59 France 3.51

3 Netherlands 3.41 Germany 3.13 United States 3.45

4 Germany 3.00 Norway 3.09 Netherlands 3.37

5 Norway 2.88 Netherlands 2.95 Denmark 3.37

6 Denmark 2.56 Finland 2.80 Norway 3.35

7 Finland 2.43 Denmark 2.59 Germany 3.08

8 United Kingdom 2.33 Austria 2.48 Austria 2.64

9 Austria 1.88 United Kingdom 2.05 Japan 2.25

10 Belgium 1.65 Australia 1.90 Belgium 2.23

11 Australia 1.53 Belgium 1.78 United Kingdom 2.22

12 Japan 1.38 Japan 1.69 Australia 2.00

13 Spain 1.27 Spain 1.26 Spain 1.90

14 Portugal 0.73 Portugal 0.99 Portugal 1.61

15 Ireland 0.69 Ireland 0.99 Ireland 1.30

16 Korea 0.57 Korea 0.77 Korea 1.29

17 Greece 0.44 Greece 0.58 Greece 0.82

18 Mexico 0.22 Mexico 0.23 Mexico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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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5 2010 2015

Country 금액 Country 금액 Country 금액

1 United States 4.51 Norway 5.09 Norway 5.62

2 Finland 4.14 Finland 4.76 Denmark 4.92

3 Norway 4.11 Denmark 4.64 Korea 4.32

4 France 3.71 United States 4.20 Germany 4.17

5 Denmark 3.43 Germany 3.93 Finland 4.02

6 Netherlands 3.36 Netherlands 3.75 Austria 3.98

7 Germany 3.08 Austria 3.75 United States 3.59

8 Austria 2.97 Korea 3.48 Netherlands 3.56

9 Japan 2.60 France 3.26 Belgium 2.81

10 Belgium 2.50 Belgium 2.93 Japan 2.64

11 United Kingdom 2.49 Japan 2.74 France 2.63

12 Ireland 2.33 Spain 2.70 United Kingdom 2.24

13 Korea 2.28 Ireland 2.53 Spain 1.96

14 Australia 2.18 United Kingdom 2.33 Australia 1.94

15 Spain 1.89 Australia 2.20 Ireland 1.93

16 Portugal 1.30 Portugal 1.64 Greece 1.40

17 Greece 1.05 Greece 0.97 Portugal 1.13

18 Mexico 0.37 Mexico 0.50 Mexico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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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산을 GDP로 나눔으로써 국가 간 경제 수준 차이를 통제

한 뒤의 국가 간 연구개발 예산 변화를 [표 3-7]에 정리하였다. 2015년

을 기준으로 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이었으

며, 독일,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따랐다(표 3-7 참조).

한국은 2005년부터 가장 높은 순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경제

수준을 통제하고서도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앞서 언급한 것

과 같이 한국은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다른 상위국인 핀란드, 스페인, 독일, 덴마크 등의 나라들은 GDP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한국

은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개발 예산은 높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 수준을 고려한 결과 GDP가 낮은 덴마크, 핀란드 등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2015년 각각 3, 4위를 차지하였으나 한국, 독일, 호주 등

GDP가 높은 나라들 또한 5위권 안에 분포하고 있어 선진국들의 연구개

발 투자가 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GDP

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순위가 떨어지긴 했으나 GDP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순위가 변하지는 않았다. 분석

기간 동안 분석 대상 OECD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은 0.8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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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OECD 18개국의 GDP당 연구개발 예산(단위: % (2015년 기준))

순위
1990 1995 2000

Country % Country % Country %

1 France 14.90 France 12.07 France 10.44

2 Netherlands 10.96 Germany 9.89 Finland 9.43

3 United States 10.69 Finland 9.38 Germany 8.93

4 Germany 10.17 United States 9.00 Portugal 8.56

5 Finland 7.79 Netherlands 8.76 Netherlands 8.34

6 United Kingdom 7.61 Austria 7.35 Spain 7.95

7 Spain 6.68 Portugal 6.30 Korea 7.59

8 Denmark 6.52 Spain 6.30 Japan 7.17

9 Korea 6.06 United Kingdom 6.27 United States 7.09

10 Austria 6.00 Denmark 5.97 Denmark 6.83

11 Norway 5.80 Korea 5.75 Austria 6.80

12 Belgium 5.61 Belgium 5.69 Belgium 6.26

13 Portugal 5.00 Japan 5.59 United Kingdom 5.77

14 Japan 4.85 Norway 5.31 Norway 4.97

15 Australia 4.15 Australia 4.85 Greece 4.40

16 Ireland 3.01 Greece 3.66 Australia 4.39

17 Mexico 3.00 Ireland 3.52 Mexico 3.67

18 Greece 2.83 Mexico 3.05 Ireland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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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5 2010 2015

Country % Country % Country %

1 Korea 10.75 Korea 13.67 Korea 15.03

2 France 10.54 Finland 10.92 Germany 10.16

3 Finland 9.74 Spain 10.51 Finland 9.41

4 Germany 8.72 Germany 10.40 Denmark 9.23

5 United States 8.54 France 9.14 Austria 9.00

6 Netherlands 7.96 Denmark 9.07 Netherlands 7.87

7 Japan 7.85 Austria 8.66 Greece 7.76

8 Spain 7.25 Netherlands 8.46 Spain 7.61

9 Austria 7.20 Portugal 8.36 Japan 7.56

10 Portugal 6.75 Japan 8.31 Norway 7.56

11 Denmark 6.61 United States 7.96 France 7.19

12 Belgium 6.50 Belgium 7.37 Belgium 6.86

13 United Kingdom 5.82 Norway 7.03 United States 6.32

14 Norway 5.63 Mexico 5.61 Mexico 6.05

15 Greece 4.72 United Kingdom 5.50 Portugal 5.89

16 Ireland 4.72 Ireland 5.50 United Kingdom 4.98

17 Australia 4.33 Greece 4.52 Australia 3.41

18 Mexico 4.20 Australia 4.11 Ireland 3.12



- 53 -

2. 상위 6개국 연구개발 투자 동향18)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마찬가지로 앞의 OECD 국가 연구개발 투자 동

향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액과 인구수와 GDP 대비 투자액의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많은 금액을 연구개발 예산에 산정하고 있

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 상위 6개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동

향을 살펴보도록 한다19). 해당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영

국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연구개발 지

출은 약 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 성장했으며, 주로 저탄소 에너

지 기술에 집중되었다. 2019년 IEA 회원국 중 에너지 연구개발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국가는 미국(약 77억 달러)으로 일본(약 30억 달러), 독

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한국(약 7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2019년 PPP

기준). 2015년과 비교해서 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긴 했으나 2019년에도

여전히 동일한 국가들이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동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에너지 연구개발 총예산 규모를 비교해

본 뒤 둘째, 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를 검토해 보았다. 마

18) 본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R&D 투자효과 성과분석 및 정부투자

전략 수립’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9) 분석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연구개발 예산액을 사

용하였으나 상위국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은 에너지 분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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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는 에너지효율 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을 살펴보았다.

① 에너지 연구개발 총예산 규모

총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단연 미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산정하였다(표 3-13 참조). 하지만 연평균 증가

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일본의 경우 음(-)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연구개발 예산이 감소하였다.

[표 3-13] 상위국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액(단위: 2019 PPP $mill, %)20)

국가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미국 4,406.7 3,260.3 5,573.1 7,276.4 1.8

독일 900.9 464.5 957.3 1,452.7 1.7

일본 3,289.1 3,821.9 3,475.9 3,104.6 -0.2

한국 - - 816.4 752.9 -1.0

프랑스 895.6 1,002.3 1,601.1 1,573.2 2.0

영국 489.9 101.3 869.1 1,060.8 2.8

②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규모

상위국들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

두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양(+)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증가했다

20) 한국의 경우 에너지 통계 자료 미비로 2010년 이후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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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참조). 프랑스가 9.6%의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늘려왔다. 한국의 경우 2010

년 이후의 자료들만 반영하여 음(-)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1990

년과 비교해서는 양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4] 상위국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액(단위: 2019 PPP $mill, %)

국가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미국 191.8 303.1 1,531.2 768.7 5.1

독일 166.9 126.5 293.6 285.6 1.9

일본 124.9 158.2 204.3 471.0 4.9

한국 - - 229.4 187.0 -2.5

프랑스 13.7 22.4 164.2 180.4 9.6

영국 43.3 9.3 285.2 112.6 3.5

2018년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원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나라별로

집중하는 재생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15 참조). 미국,

독일, 한국, 프랑스의 경우 태양광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일본과 영

국은 풍력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프랑스는 태양광과

더불어 바이오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독일과 한국은 태양광

다음으로 풍력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국은 태양광에 50%가 넘는

비중을 투자하고 있어 정부가 태양광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에서 15% 전후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지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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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모든 상위 국가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영국은 0.6%의 낮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었다.

[표 3-15] 상위국 재생에너지원별 연구개발 투자액(단위: 2019 PPP $mill, %)

국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태양광
246.0

(37.2%)

127.6

(47.2%)

62.2

(14.7%)

75.4

(50.4%)

73.6

(46.6%)

25.5

(29.3%)

풍력
93.7

(14.2%)

82.2

(30.4%)

258.7

(61.1%)

41.7

(27.9%)

8.8

(5.6%)

46.7

(53.7%)

바이오
239.8

(36.2%)

39.3

(14.5%)

74.2

(17.5%)

26.6

(17.8%)

65.8

(41.7%)

14.3

(16.4%)

지열
82.4

(12.4%)

21.2

(7.8%)

28.0

(6.6%)

6.0

(4.0%)

9.7

(6.1%)

0.5

(0.6%)

계 661.9 270.3 423.1 149.7 157.9 87.0

③ 에너지효율 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상위국의 에너지효율 부문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18년을 기준으로

1990년 대비 적게는 5.1%에서 많게는 20.7%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

며 모두 증가하였다(표 3-16 참조). 일본의 경우 20.7%의 가장 높은 연

평균 증가율을 보였는데, 1990년부터 증가하던 추세가 잠시 주춤한 이후

2018년까지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가장 낮은 연평균 증가

율을 나타내긴 했으나 역시 2010년 이후 자료만을 포함한 결과이므로

1990년부터 고려해 보면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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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상위국 에너지효율 연구개발 투자액(단위: 2019 PPP $mill, %)

국가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미국 319.7 775.0 1,627.0 1,271.4 5.1

독일 28.1 15.6 198.6 193.8 7.1

일본 3.8 601.3 268.6 737.8 20.7

한국 - - 138.9 188.3 3.9

프랑스 39.9 20.3 252.3 247.9 6.7

영국 49.0 3.0 294.7 372.3 7.5

부문별로 에너지효율 연구개발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수송부문

과 산업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3-17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영국은 수송부문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영국은 83.1%로 대부분의 금액을 수송부문에 지출했다. 영국과 더

불어 미국과 프랑스는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연구개발 투자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는 나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다른 나

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이 각각 6.5%와

1.3%로 매우 적다. 그에 반해 독일과 일본은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다른 상위국과 비교하여 한 부문

에 편중되지 않고 고른 에너지효율 연구개발 지출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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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상위국 부문별 에너지효율 연구개발 투자액(단위: 2019 PPP $mill, %)

국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산업
310.5

(24.6%)

72.1

(37.2%)

402.9

(68.6%)

34.0

(21.4%)

16.2

(6.5%)

4.2

(1.3%)

건물
224.7

(17.8)

40.2

(20.7%)

84.2

(14.3%)

27.6

(17.4%)

35.3

(14.2%)

43.5

(13.2%)

수송
728.4

(57.6%)

19.4

(10.0%)

77.0

(13.1%)

32.9

(20.7%)

168.7

(68.1%)

274.5

(83.1%)

기타
0.0

(0.0%)

62.1

(32.0%)

23.2

(4.0%)

64.5

(40.6%)

27.7

(11.2%)

8.0

(2.4%)

계 1,263.6 193.8 587.3 159.0 247.9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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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및 연구가설 설정

제3장에서는 분석 대상 OECD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동향을 주요 지

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중 주요국들을 선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OECD 전체 국가에서 2005년

이후 꾸준히 높은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어 2000년대에 들어서 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단연 미국이 큰 비중21)을 차지하며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냈고, 독일, 일본, 영국과 스페인이 그 뒤를 이어 높은 값을

보였다. 핀란드와 멕시코의 경우 2000년까지는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으

나 각각 3.55%, 6.10%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지속적으

로 순위가 떨어졌다22). 우리나라의 경우 노르웨이, 그리스, 아일랜드와

더불어 전 기간에 걸쳐 하위권에 위치하였으나 2005년부터 36.03%의 평

균 증가율을 나타내며 발전량이 크게 증가해 왔다.

국가 규모와 경제 수준을 통제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비교해 보

면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국가 규모와 경제 수준의 차이를 통제한 경

우 덴마크, 핀란드, 포르투갈 등 인구수와 GDP가 낮은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인구수 및 GDP가 높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순위

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수와 GDP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총량에서와

달리 통제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 2005년 이후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

21)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990년에는 전체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점차 하락하다가 2005년부터는 꾸준하게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2) 동기간 분석 대상 OECD 국가의 평균 증가율은 17.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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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을 보였으나 독일은 총량뿐만 아니라 인구 및 GDP 대비 재생에

너지 발전량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여 미국과 일본에 비해 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었다. 우리나

라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에서도 전 기간 동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

에너지 보급이 더디게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특허등록 수는 연도별 전체 개수만을 비교하였으며, 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0년 이후부터 큰 폭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일본, 독일이 전 기간에 걸쳐

8~90%의 비중을 차지하며 상위권에 위치하여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노력이 편중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

터는 나머지 나라들에서도 특허등록이 확대되어 많은 국가들에서 재생에

너지 기술개발 노력이 증가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등록 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2015년에는 4번

째로 많은 특허등록 수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예산은 앞선 두 지표와는 다르게 한국,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평균 증가율이 20% 미

만으로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개발 예산액은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유사하게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가 높은 값을 나타냈다. 반

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높은 상승률로 연구개발 예산이 증

가하여 특허등록 수와 마찬가지로 상위권을 차지하여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볼 수 있었다. 국가 규모와 경제 수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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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제한 결과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인

구수와 GDP가 낮은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인구수 및 GDP

가 높은 국가들의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독일 역시 연구개발에

있어 통제 요인을 고려하여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으며, 대체로 선진국

들에서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에도 총액과 더불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독일과 더불어 기술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왔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수행한다. 첫 번째로

OECD 국가 전반에 걸친 정책변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책변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특허

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 변수 각각 하나씩 포함한 단변수 모형을 설정

하여 효과를 비교해 본 뒤 두 변수를 함께 포함한 다변수 모형의 결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로 한국의 경우 앞서 분

석한 OECD 18개국의 평균치 및 각 정책변수별 최고의 효과를 보이는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기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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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정책변

수의 영향을 분석

1-1.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 변수를 각각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

1-2.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 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

2. 정책변수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한국과 비교

[그림 3-2] 전체 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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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제1절에서는 패널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패널자료 분석의 장점을 통

해 본 분석에서 패널분석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패널모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소개한 뒤 각 모형에서의 추정량이 도출되는 과정과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를 종속변수, 설명변수, 통제변수 순서대로 소

개한다. 이때, 각 자료들을 분석자료로 채택한 배경과 변수들이 가지는

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 1 절 패널모형

1. 패널자료 분석의 장점

개인, 가구, 기업, 국가 등 어떤 특정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라 하며,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는 특정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모아 놓은 것이다. 즉 시계열자료는 특정 개체에 대해 관측 시점

이 여러 개인 반면, 횡단면자료는 특정 시점에 있어서 관측되는 개체가

여러 개다. 패널자료(panel data)는 이와 같은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

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으로 여러 개체에 대해 그 현상이나 특성을 일련

의 관측 시점별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패널자료들이 구축되면서 지난 20~30년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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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널자료 분석기법들이 개발되고 발전하였다. 패널자료가 활발히 사

용되게 된 것은 이런 자료를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

다. 첫째, 변수들 간 동적(dynamic)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횡단면자료

는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체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 정적

(static) 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패널자료는 개인이 반복

하여 관찰되기 때문에 동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개별 경제주체

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

다. 패널자료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자료이기 때문

에 이런 이질성과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횡단면 분석이나 시계열 분

석만으로는 분석 결과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

의 문제가 있게 된다. 즉, 패널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에서는 횡단면자료

가 가진 개체 간 변이와 동시에 시계열자료가 가진 시간변화에 따른 변

이를 포착할 수 있어 횡단면자료나 시계열자료 단독으로는 불가능했던

경제현상의 분석이 가능해진다. 셋째, 패널자료는 보다 많은 정보와 변수

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므로 변수들 간의 공선성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구할 수 있게 한다.

패널자료는 몇 가지 단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자료 수집 상 어려움

이 존재한다. 특정 개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경

우 결측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측치로 인해 추정량의 비

효율성(inefficiency)이 생길 수 있으며, 추정해야 할 모수의 식별(identi-

fication)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국가나 지역을 패널 그룹으로 설

정하여 조사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패널 그룹 간 상관관계(group-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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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룹 간 상관관계를 모형

추정에서 고려해야만 올바른 추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패널자료 분석은 시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와 지역 단위의

자료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면 또는 시계

열 자료에 비해 현실을 보다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준태

외, 2011). 일반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

여 회귀방정식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추정된 모형의 유

효성이 상실되게 된다. 패널분석은 이러한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

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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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모형의 종류

1) 개체효과모형(Individual effects model)

패널자료에 포함된 횡단면자료를 구성하는 개체의 고유한 효과

(individual specific effects)를 모형에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개체 에

대한 시점 의 종속변수 는 독립변수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 

이때 는 개체별 고유효과를 나타내는 무작위적 오차항을, 는 순

수한 오차항(idiosyncratic error term)을 나타낸다. 즉, 패널 개체와 시간

에 따라 변하는 와 달리 는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

(heterogeneity)을 나타내지만 하나의 패널 개체 내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속적(permanent) 특성을 가진다. 여기서 개체별 고유효과

를 나타내는 의 다른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나 확률성 여부에 따라 모

형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나누어진다.

2)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

고정효과모형은 개체별 고유효과를 나타내는 가 독립변수와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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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이때, 오차항 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가 아니라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며,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fixed) 있다고 가정한다. 즉, 기울

기 모수인 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서로 동일하지만, 상수항 

는 패널 개체별로 달라진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

는(time-invariant) 개체별 특성을 모형에서 제외하고 일치추정량을 도출

하므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

3)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

   

확률효과모형은 개체별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가 독립변수와 아

무런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무작위적 확률변수라고 간주하는 모형이다.

는 와 같이 시간 및 대상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변수이며, 일반적으

로 ∼
 ,  ∼

와 같이 분포를 가정한다. 확률효과모형은

    가정 하에서 고정효과모형보다 효율적인 파라미터 추정

치를 제공한다. 확률효과모형은 횡단면자료를 구성하는 개별 경제주체들

에 대한 개별적인 고정효과를 추정하지 않으므로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

의 수가 줄면서 자유도가 증가하여 보다 작은 표준오차를 얻을 수 있

다.23)

23) 고정효과모형은 패널 개체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패널 개체 수
만큼 자유도 손실(loss of degrees of freedom)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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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모형 추정량

1) 합동 OLS 추정량(Pooled OLS estimator)

패널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 자료를 패널처럼 다루지 않고 모두 풀링

해서 IID 샘플24)처럼 사용하는 경우로 를 에 그냥 돌려 OLS 추정

을 한다. 이 추정량이 올바른 추론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

인 OLS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가정 1)   ∀ 

(가정 2)   ∀ 

(가정 3)    ∀≠ ≠

(가정 4)    ∀ 

고정효과의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 독립변수의 외생성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합동 OLS 추정으로는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고정효

과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pooling OLS 추정이 일치추정량을

가져올 수 있으나 가정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다른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4)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의 약자로, IID 샘플은 독립적이고 동일
한 확률로 추출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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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체 간 추정량(Between estimator)







각 변수들의 평균을 구하고 이를 회귀분석하는 것으로, 를
에 대

해서 OLS 추정한다. 임의효과의 가정이 맞는 경우라면 이 OLS 추정치

는 일치추정량이 될 수 있다.

3) 임의효과 추정량(Random effect estimator)

 
  



 


임의효과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 pooled Feasible GLS를 이용하여 임

의효과모형을 추정할 수 있으며, 원래 식을 위와 같이 변형하여 OLS 추

정치를 구한다. , 의 분포를 가정한 경우에는 최우추정법을 통해서

추정치를 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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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효과 추정량(Fixed effect estimator)

만약 고정효과 가정이 맞다면 within estimator와 first-differences

estimator를 이용한다. within estimator는 각 변수를 평균에서의 편차

형태로 만들어 OLS 하는 것이며, FD estimator는 연속한 두 개의 시점

을 차분한 후 OLS하는 것이다. T=2인 경우에는 두 추정방법이 동일하

지만 T>2인 경우 within estimator가 FD estimator보다 더 효율적이다.

 
  




∆ ∆ ∆

추정된 within estimator는 효율적인 추정치이며, 의 추정 없이 를

추정하므로 고정효과는 장애모수(nuisance parameter)25)이다. 또한, 샘플

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각 개별관측치마다 더미변수를 넣고 OLS 추

정한 것과 동일하다.

5)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하우스만 검정은 확률효과모형의 가정을 검토함으로써 확률효과모형

과 고정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을 선택할지 결정하기 위한 검정법이다.

확률효과모형은 고정효과모형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공하지만, 개별

경제주체의 고정효과가 독립변수들과 상관되어 있을 때는 편의를 가진

25) 통계적 추론에서 추론의 대상이 아닌 미지의 모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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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를 제공하므로 적합한 모형을 선별해야 한다. 하우스만 검정에서

는 추정된 파라미터의 차이를 검토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추정치가 의미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때 귀무가설은

만약 확률효과모형의 가정이 충족된다면 고정효과모형과 같은 파라미터

추정치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대립가설은 만약 확률효과모형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추정된 파라미터는 고정효과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

와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므로 추정량은 편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한다면 확률효과모형의 추정치

가 선택되지만,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치가 선택된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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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18개 OECD 국가에 대하여 패

널모형을 적용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일부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2000년에 들어서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

기 시작하였다. 이에 분석 기간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선도국가와

신흥국가를 비교해 보고자 1990년부터 2015년까지로 설정하였다.

18개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

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

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을 포함한다. 현재 총 38개의 OECD 회원국

중 제외된 20개 회원국은 자료 확보의 문제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분석 국가를 OECD 국가로 한정한 이유는 국가들 간의 발전 상황이

나 경제력 등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대략적으로라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은성, 2016). 제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종속변

수, 설명변수, 통제변수 3가지로 정리하도록 한다.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 변수는 기술혁신 지표로서 활발하게 사

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변수를 가장 핵심적인 설명변수이자 재

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변수(policy variables)로

지칭한다. 정책이 시행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걸

린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통제변수는 제외하고, 정책변수에만 시

차를 부여해 주었는데 최적 시차(optimal lag)를 결정하기 위해 Juo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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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vias와 Sarafidis(2021)가 고안한 Wald-type 방법론을 사용하여 비

균질(heterogeneous) 패널자료 모형에 대해 그랜저 인과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하였다. 이때,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

n)26)에 근거하여 최적 시차를 채택하였다. 또한 시차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도구변수의 숫자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큰 시차를 고려할

경우 해당 변수의 순수한 효과를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시차의 상한을 2

로 한정하였다. 검정 결과, 정책변수들 모두 최적 시차가 2로 나타나 2년

의 시차를 적용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1. 재생에너지 발전량(RE generation)

종속변수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발

전량(GWh)을 사용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서 재생에너지 설치용량(installed capa-

city), 재생에너지 발전량, 그리고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등 3가지

변수가 대리변수(proxy)로 주로 사용된다.

설치용량은 설비를 가동함으로써 최대로 낼 수 있는 발전량을 의미하

며, 같은 용량이 설치되어 있어라도 기후 및 운영 효율에 따라 실제 생

산되는 전력량이 달라진다. 실제로 생산된 전력을 나타내는 것은 발전량

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사용하면 외부 요인에 상관없이 재

26)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더불어 대표적인 모형 선택 기준으로 둘
다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패널티를 부여한다. AIC는 패널티를 (파라미터의 개
수)*2로, BIC는 (파라미터의 개수)*log(n)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AIC는 표본 크기
에 상관없이 일정한 패널티를 가지는 반면, BIC는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패널티
도 함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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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일정한 투자 요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생에너

지 발전량 증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

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고려되어

야 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변수로 포함하여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술개

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과 특허등록 수가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운영 효율 개선 등 혁신을 통한 발

전량 증가가 정책의 효과로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6년간 OECD 18개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발

전량 데이터는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Data

and Statistics27)로부터 얻었으며, [그림 4-1]에 분석 대상 OECD 회원국

의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을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나타내었다. 미국, 독

일, 일본, 영국, 스페인 순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가지며, 2015년

을 기준으로 해당 5개국의 발전량이 전체 17개국의 발전량 중 80.02%를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990년대에는 가시적인 변화를 보

이지 않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대

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 http://www.irena.org/Statistics

http://www.irena.org/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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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OECD 18개국 총 재생에너지 발전량(단위: GWh)

(자료 출처: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Data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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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등록 수(Patent)

본 연구에서는 미국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28)으로부터 특허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미국특허청은 전 세계적으

로 특허가 출원되는 최대 규모의 특허 시장이며, 미국에서 발행되는 특

허의 50% 이상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적용되므로 자국 편향(home

biases)이 낮다고 할 수 있다(Guruprasad K et al., 2003; Mani S.,

2009). 따라서, 미국특허청에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Renewable’,

‘Energy’, ‘Solar’, ‘Wind’를 제목의 키워드로 설정하여 대상 국가 별 특허

등록 수를 추출하였다.29)

기술에 따른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투자액의 변화를 2010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그림 4-2]과 [표 4-1]에 나타내었다. [표 4-1]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다른 재생에너지원의 발전용량 투자액이 크게

감소한 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용량 투자액은 60%가 넘는 폭으로

증가하였다. 태양광 발전의 수요는 화석 연료의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도 주택용 및 상업용 규모 모두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전력 생산을

위한 가장 경쟁력 있는 옵션이 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마찬가

지로 풍력 발전 역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더불어 경제성이

확보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과 풍력 발전용량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전년대비 증가한 양과

28) http://www.uspto.gov
29) 제목 키워드 선정 과정에서 노이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특정
하는 단어를 ‘solar’와 ‘wind’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http://www.uspto.gov


- 77 -

함께 [그림 4-3]과 [그림 4-4]에 각각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

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경쟁력이 향상된 태양광, 풍력에 집

중 투자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

어 핵심 키워드를 ‘Renewable’, ‘Energy’, ‘Solar’, ‘Wind’로 설정하였다.

2012년 미국 특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발명자만이 출원을 할 수

있어 출원인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허법에 따

르면 발명자(inventor)는 발명을 완성한 순간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지게 된다고 규명되어 있고, 이에 기초하여 발명자는 출원인

(Assignee)이 될 수 있다. 이때 발명자가 가지게 되는 특허 받을 수 있

는 권리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남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발명

한 순간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명자가 한 발명에 대해서 발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원인은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자이고, 발명자는 해당 특

허출원의 발명을 고안한 사람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게 되면, 그 누군가도 해당 발명에 대해 출

원할 수 있는 출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인과 발명자는 동일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인과 출원인의 국적이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2012년 이전 특허의 경우 출원인의 국적이 따로 표기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출원인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면 출원인의 국적이 명

시되지 않은 예전 특허의 경우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전 기간

에 걸쳐 발명인의 국가를 기준으로 특허등록 수를 산정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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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에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 대상 OECD 회원국들 별 특허등록

수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따르면 미국이 절반 이상의 부분을 차지하며,

2009년까지는 서서히 증가해오다 2010년에 들어서 급격한 증가폭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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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power Wind power
Biomass

and waste

Small-scale

hydropower
Biofuels

Geothermal

power

Ocean

power
2010 90.9 89.0 16.3 5.0 6.9 2.5 0.03
2019 132.4 151.3 10.3 1.7 1.7 1.0 0
2020 148.6 142.7 10.0 0.9 0.6 0.7 0
Change relative

to 2010
+64% +60% -39% -82% -91% -73% -100%

[그림 4-2], [표 4-1] 기술에 따른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투자액

(자료 출처: BloombergN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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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

(자료 출처: Becquerel Institute and IEA PV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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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전 세계 풍력 발전용량

(자료 출처: GW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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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OECD 18개국 총 특허등록 수(단위: 개)

(자료 출처: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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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예산(R&D budget)

연구개발 예산은 국가의 연구개발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OECD

Statistics30)로부터 얻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분

야의 연구개발 예산이 아닌 전체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을 사용하여 해당

변수는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관심 및 노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6]에 분석 대상 OECD 회원국들 별 연구개발 예산을 1990년부

터 2015년까지 나타내었다. 연구개발 예산은 200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2008년 발생

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 기간에 걸

쳐 미국이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2009년 이후 미국의 연구개발 예산 축소가 전체 예산 감

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연구개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연구개발 지출액(expenditure)과

연구개발 예산(budget)이 있다. 연구개발 지출액은 연구개발에 효과적으

로 지출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단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즉, 수행자(performer)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

어 특정 산업이나 일반 응용 분야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거나 설문조

사에 응답한 연구개발 수행 단위의 특정 보조금 또는 계약이 전체 정책

에 적합하지 않기도 한다. 반면, 연구개발 예산은 자금 제공자(funder)의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목적 또는 목표에 의한 분류를 통해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30) https://stats.oecd.org/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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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개발 규모의 지표로서 지출액

대신 예산액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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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OECD 18개국 총 연구개발 예산(단위: constant 2015 $US, millions)

(자료 출처: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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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이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 순수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변수 이외에 재생에너

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영향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선

정하였다.

① 에너지 사용량(Energy consumption)

일반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적인 발전 전력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S. Carley, 2009). 하

지만 반대로 높아진 수요를 위해 쉽게 발전량을 늘릴 수 있는 화석에너

지 중심의 기저 발전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

단되므로 에너지 사용량(Mtoe)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자료는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로부터 얻었다.

② 에너지 순수입량(Net energy imports)

에너지 순수입량(Mtoe)은 에너지수입의존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전체

에너지 수입량과 에너지 수출량의 차이로 정의된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양(+)의 값을 가지면 수입국, 음(-)의 값을 가지면 수출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국들은 국제 정세, 외교 관계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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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

생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수출국들

은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필요성이 적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관심이 덜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뿐 아니라 환경문제가 재생에

너지 보급 확대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해왔으므로 에너지 순수입량의 영

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석되어 왔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적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는 영향요인이므로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자료는

IEA로부터 얻었다.

③ CO₂배출량(CO₂emission)

200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고

전 세계 에너지-환경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97년 12월 채택되고 2005년 공식 발효되었던 교토의정서31)에서

는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

용을 늘리도록 에너지 전환을 권고하였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

표를 이루기 위해 CO₂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

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₂배출량(Mt)을 통

제변수에 포함하였으며, 자료는 World Bank Database로부터 얻었다.

CO₂배출량이 적은 나라들은 기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온

국가일 확률이 높으므로 CO₂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간에는 음의

31)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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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소득수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국민소득 및 1인당 국민소득은 각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이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생

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

인 에너지이므로 환경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재생에너지 보급

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러시아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제시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32)이 내포하고 있는바에 따르면

환경이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사치재로 취급할 수 있

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환경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

하여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시행할 확률이 높아지며, 재생에너지 발전

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소득수준을 국민소득(× )으로 정의하였으며,

자료는 World Bank Database로부터 얻었다. 국민소득은 직‧간접적인 경

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32)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곡선으로 소득
이 상당 수준에 오르면 사람들은 소득보다는 삶의 질을 더 중시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현상을 설명한다.



- 89 -

⑤ 인구수(Population)

국가별 인구수(천명)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

(Carley, 2009; Doris and Gelman, 2011)로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의 인구 규모가 크면 에너지 수요 또한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의 보급이 촉진될 수 있다. 인구수는 재생에

너지 발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자료는 World

Bank database로부터 얻었다.

⑥ 국토면적(Land area)

국토면적(×)은 시간 불변(time-invariant) 변수로서 각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개별 국가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

하였으며, 자료는 World Bank Database로부터 얻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의 발전원별 필요 면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하기 위해서는 1MW당 15,000m²의 면적이 필요하며, 풍력 발전소의 경

우 부지별로 필요한 면적의 편차가 커서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1MW당

적게는 333m²에서 많게는 2,412m²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MW당

석탄화력은 815m², 원전은 745m²의 부지가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에서 같은 1MW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부지가 있어

야 한다. 지형이나 기후, 사용 가능한 여유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 넓

은 국토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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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자료 출처를

정리하여 제시했다. 5장에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첫 번째, 분석 대상

인 OECD 18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때, 다

변수 분석뿐만 아니라 단변수 분석도 진행하여 변수별 영향을 보다 상세

하게 살펴보도록 하며, 정책변수인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을 각각

따로 포함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이때, 다변수 분석에서는 인구수를 다른

변수들에 나누어줌으로써 모형에 반영해 주도록 한다. 두 번째, 정책변수

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여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

해 먼저 정책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변수 간 충돌이 일어나는지

점검해 본다. 세 번째로는 정책변수에서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한국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OECD 국가의 평균치

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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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자료 출처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료 출처

종속변수 재생에너지 발전량 468 16621.13 36857.88 0 317421 IRENA

설명변수
특허등록 수 468 62.29 215.42 0 2098 USPTO

연구개발 예산 468 14012.69 26450.83 242.09 150432.1 OECD Statistics

통제변수

에너지 사용량 468 162.51 327.39 7.55 1576.08
IEA

에너지 순수입량 468 73.82 169.46 -250.18 736.10

CO₂배출량 468 574.77 1198.19 27.26 5776.41

World Bank
소득수준 468 1768975 3237726 80530.37 18238300.57

인구수 468 5035.01 6826.99 351.40 32073.9

국토면적 468 1223.90 2593.47 30.28 9161.92



- 92 -

제 5 장 분석 결과

제 1 절 특허등록 수 및 연구개발 예산 개별 패널분석

1. 정책변수 단변수 분석

정책변수에는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이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

전량에 대한 개별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5-1]과 [그림 5-2]에

산점도 그래프(scatter plot)를 통해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표 5-1]에는 고정효과모형33)을 통해 개별 변수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회귀식 추정 결과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의 추정 계

수 모두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각각 0.8128과

0.6222의 높은 R² 값을 나타내었다(표 5-1 참조). 두 변수 모두 재생에너

지 발전량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연구개발 예산보다 특

허등록 수가 더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변수를

함께 포함한 경우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2절에서 자

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33) 패널데이터는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오차항에 이분산이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OLS 추정량의 표준
오차에 영향을 주어 패널구조임을 무시하고 합동 OLS 방식으로 추정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추정량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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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특허등록 수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관계



- 94 -

0
10

00
00

20
00

00
30

00
00

R
E 

ge
ne

ra
tio

n

0 50000 100000 150000
Total R&D budget

[그림 5-2] 연구개발 예산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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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정책변수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간의 추정식

Dependent variable: 재생에너지 발전량

Model 1-1 Model 1-2 Model 1-3

특허등록 수 194.92***
(31.24)

174.70***
(26.83)

연구개발 예산
2.85***
(11.75)

1.54***
(9.94)

상수항 7343.80***
(3.34)

-22067.76***
(-6.28)

-12912.73***
(-6.00)

R² 0.8128 0.6222 0.7655

Hausman Test 0.9187 0.0000 0.0000

주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p<0.01).

주2)　괄호 안의 값은 t값 또는 z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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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변수 단변수 분석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순수입량, CO₂배출

량과 소득수준이 있다(제4장 2절 참조). 통제변수 중 인구수와 국토면적

변수는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자연조건으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두 변수를 제외한 4가지 통제변수를 대상

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때, 에너지 사용

량, 에너지 순수입량 및 CO₂배출량 변수는 에너지와 관련된 변수로 묶

어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에너지 관련 변수 중 에너지 사용량과 CO₂배출량 변수 간의 상관계

수는 0.9978로 두 변수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두 변수

는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유사한 관계를 나타낸다(그림 5-3, 그림 5-4 참

조). 에너지 순수입량 또한 에너지 사용량, CO₂배출량과 0.7588, 0.7543

의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지만 모형에 함께 포함하여도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 에너지 사용량과 CO₂배출량은 한

모형에 들어가면 다중공선성을 야기한다. 이에 [표 5-2]에 에너지 사용

량과 CO₂배출량을 함께 포함한 모형을 제외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순수입량, CO₂배출량 변수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5-2 참조). 에너지 사용량은 양의 영향을, 에너지 순수입량과

CO₂배출량은 음의 방향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와

함께 고려되어도 계수의 부호가 일정하였다(Model 2-4, 2-5). 이때, 에너



- 97 -

지 순수입량 변수는 0.2772의 상대적으로 낮은 결정계수를 나타냈으며,

CO₂배출량과 한 모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CO₂배출량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관계를 개별 국가별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등34)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석 국가에서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CO₂배출량이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CO₂배출량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

전량이 증가하다가 정점을 지난 뒤 음의 관계를 갖는 역 v-shape을 나

타냈으며, 이는 CO₂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간에 탈동조화(de-

coupling)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국

가에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있다(그림 5-6 참조).

벨기에와 덴마크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고, 나

머지 국가들은 2005년과 2007년 사이부터 CO₂배출량이 감소해왔다. 한

국, 멕시코를 제외한 분석 국가들은 모두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의무를

가지는 부속서 1(Annex 1)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다. 이에 CO₂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간 탈동조화는 2008년부터 시행된 의무감축에 의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34)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는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일시적인

감소에 그쳐 CO₂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면,

독일과 영국은 1990년부터 꾸준하게 CO₂배출량이 감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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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에너지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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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에너지 순수입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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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CO₂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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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국가별 CO₂배출량 산점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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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통제변수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간의 추정식

Dependent variable: 재생에너지 발전량

Model 2-1 Model 2-2 Model 2-3 Model 2-4 Model 2-5 Model 2-6

에너지 사용량
84.75***
(13.91)

466.89***
(8.99)

에너지 순수입량
-153.33***
(-5.97)

-300.12***
(-10.44)

-48.10
(-1.29)

CO₂배출량
-85.71***
(-7.07)

-68.83***
(-3.87)

소득수준
0.024***
(19.15)

상수항
2848.84
(1.27)

27940.83***
(12.85)

65884.31***
(9.35)

-37095.81***
(-4.94)

59730.81***
(7.03)

-26423.61***
(-11.04)

R² 0.5552 0.2772 0.5236 0.5363 0.5089 0.6591

Hausman Test 0.1155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1) **와 ***는 각각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p<0.05, p<0.01).

주2) 괄호 안의 값은 t값 또는 z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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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변수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DP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약

66% 설명하고 있으며(R²=0.6591), 높은 t값을 나타내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설정하는 데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표 5-2

참조). 국가별로 GDP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살펴

보면 그리스,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일관된 증가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위 세 국가들의 경우 2007~8년 이후 GDP가 하락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그림 5-8 참조), 이와 같은 특수한 예외

를 제외하고는 전체 국가에서 일정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는 소득 증가에 따라 환경이 일정하게(monotonically) 개선된다는 Y

Kim, S Kim et al.(2019)의 연구 결과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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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소득수준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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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국가별 GDP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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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국가 다변수 분석

이상으로 단변수 분석을 통해 개별 변수들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어

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정책수단으로서

변수들이 가지는 종합적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효한 변수들

을 포함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변수

분석에 추가하여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유효한 변수들을 포함한 식

을 설정함으로써 다변수 분석(multi-variabl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

때, 정책변수를 각각 따로 포함한 2개의 모형을 제시하며, 에너지 사용

량, CO₂배출량, 소득수준, 국토면적 변수에 인구수를 나누어준 뒤 적용

하여 보았다(표 5-3, 표 5-4 참조).

[표 5-3]에 특허등록 수를 정책변수로 하는 모형의 추정 결과를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정책변수와 상관관계가 낮은 통제변

수 순서대로 추가하면서 결과를 제시하였다. 통제변수가 추가되거나 제

거되어도 특허등록 수를 포함한 변수들의 부호 및 계수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허등록 수의 경우 통제변수가 추가되어도 높은 설명력을 유지하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다. 통제변수

중에는 소득수준과 에너지 사용량이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과 음의 영향

을 주고 있었으며, CO₂배출량과 에너지 순수입량은 음의 영향, 국토면

적은 양의 영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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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특허등록 수를 포함하는 모형의 추정결과

Model 3-1

RE

Model 3-2

FE

Model 3-3

FE

Model 3-4

FE

Model 3-5

FE

Model 3-6

FE

특허등록 수
194.92***

(31.24)

185.64***

(27.26)

169.73***

(25.48)

168.50***

(25.10)

167.82***

(22.55)

165.43***

(21.65)

소득수준
83.13***

(5.82)

121.60***

(8.58)

113.08***

(7.32)

113.61***

(7.25)

127.52***

(6.80)

에너지 사용량
-2570.73***

(-7.92)

-1989.22***

(-3.73)

-1985.30***

(-3.72)

-2209.41***

(-3.95)

CO₂배출량
-142.52

(-1.37)

-141.64

(-1.36)

-98.16

(-0.90)

에너지 순수입량
-3.75

(-0.21)

-13.96

(-0.73)

국토면적
12200.72

(1.35)

상수
7343.80***

(3.34)

-21807.96***

(-4.31)

40592.01***

(4.42)

40107.01***

(4.37)

40038.50***

(4.36)

33929.70***

(3.31)

R-squared 0.8128 0.7304 0.5839 0.6071 0.5963 0.4744

Hausman Test 0.9187 0.0001 0.0000 0.0000 0.0000 0.0001

주1)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p<0.01).

주2) 괄호 안의 값은 t값 또는 z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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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수로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하는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5-4]

에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예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통제변수 순서대로 추

가하며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을 채택하였는데, 5개의 모형 모두 고정

효과모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허등록 수를 포함한

모형과 동일하게 통제변수가 추가되거나 제거되더라도 계수의 크기 및

부호가 일정한 결과를 보여 안정적인 모형임을 볼 수 있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예산은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고, CO₂배출량을 제외한 4개의 통제변수 역

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수준과 국토면적의

경우 양의 계수를,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순수입량의 경우 음의 계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국토면적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결정계수가 크게 낮

아졌다. 특허등록 수를 정책변수로 포함한 모형에서는 국토면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토면적 변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변수로 볼 수 있다.



- 109 -

[표 5-4]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하는 모형의 추정결과

Model 3-7

FE

Model 3-8

FE

Model 3-9

FE

Model 3-10

FE

Model 3-11

FE

Model 3-12

FE

연구개발 예산
2.85***

(11.75)

2.45***

(9.61)

2.18***

(9.48)

2.18***

(9.61)

2.58***

(12.66)

2.55***

(12.82)

소득수준
99.10***

(4.41)

161.65***

(7.67)

129.26***

(5.62)

124.55***

(6.13)

179.82***

(7.87)

에너지 사용량
-4567.34***

(-10.08)

-2494.23***

(-3.25)

-1928.15***

(-2.84)

-2867.09***

(-4.16)

CO₂배출량
-492.71***

(-3.33)

-358.62***

(-2.73)

-155.92

(-1.16)

에너지 순수입량
-221.00***

(-10.79)

-254.13***

(-12.05)

국토면적
52785.19***

(4.84)

상수
-22067.76***

(-6.28)

-51772.9***

(-6.84)

63388.66***

(4.77)

60680.75***

(4.61)

44177.84***

(3.77)

16325.79

(1.28)

R-squared 0.6222 0.6096 0.4846 0.5356 0.4352 0.1028

Hausm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1)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p<0.01).

주2) 괄호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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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특허등록 수 및 연구개발 예산 통합 패널분석

앞 절에서는 정책변수를 분리하여 각각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책변수로 채택한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은

각각 기술개발의 산출과 투입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기술 혁신을 나타내

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

발 예산 사이에 존재할 연관관계를 살펴보고자 두 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

함으로써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 변수를 한 모형에 포함하여도 변

수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지 점검하였다.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의 관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상관계수와 결정계수는 두 변수 사

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 지표이다. 첫 번째로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을 도식화한 [그림 5-9]를 통해 두 변수가 비슷한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등록 수는 2009년 이후 더

욱 큰 증가폭을 나타내며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 예산

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하락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이와 같이 2009년 이후부터는 반대의 움직임이 확연하게 나

타나고 있긴 하지만 2009년 이전에는 두 변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두 정책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본 결과, 0.8285로 상

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특허등록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결정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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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0으로 나타났다35). 하지만 연구개발 투자가 특허라는 결과로 나타

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득수준, 에너지 사용량, CO₂

배출량, 에너지 순수입량과 국토면적의 5가지 통제변수들을 함께 포함하

여 결정계수를 도출해 본 결과, 0.2360의 낮은 결정계수를 나타냈다.

종합하면 연구개발 예산은 특허등록 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두 변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한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다

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두 변수를 함

께 포함하여 모형을 설정한 뒤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구해봄으로써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분산

팽창지수가 3.19로 나타나 두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36). 이를 통해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 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하여도 변수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정책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다변수 통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을 함께 포함하여 추정하여도 각각 포함

했을 때의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두 변수 모두 1%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고, 통제변수가 추가되거

나 제거되어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표 5-5 참조). 또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35) 하우스만 검정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모형의

결과를 사용하였다(p-value=0.3143).
36) 분산팽창지수 10을 기준으로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10 이상인 경

우 다중공선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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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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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특허등록 수 및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하는 모형의 추정결과

Model 4-1 Model 4-2 Model 4-3 Model 4-4 Model 4-5 Model 4-6

특허등록 수
174.70***

(26.83)

171.56***

(26.40)

156.86***

(24.97)

155.29***

(24.55)

143.52***

(19.97)

146.78***

(20.88)

연구개발 예산
1.54***

(9.94)

1.37***

(8.53)

1.32***

(8.84)

1.33***

(8.92)

1.49***

(9.62)

1.06***

(8.86)

소득수준
46.61***

(3.36)

84.80***

(6.21)

74.29***

(5.02)

77.27***

(5.27)

71.86***

(5.73)

에너지 사용량
-2460.58***

(-8.26)

-1759.69***

(-3.60)

-1672.78***

(-3.46)

-1128.79***

(-3.64)

CO₂배출량
-171.59*

(-1.80)

-162.15*

(-1.72)

-249.63***

(-3.46)

에너지 순수입량
-55.67***

(-3.32)

-49.03***

(-3.44)

국토면적
3093.43

(1.07)

상수
-12912.73***

(-6.00)

-27047.38***

(-5.75)

32875.8***

(3.88)

32238.08***

(3.81)

30237.01***

(3.61)

28697.9***

(4.70)

R-squared 0.7655 0.7642 0.7657 0.7819 0.7873 0.7963

Hausm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2947

주1) *, ***은 각각 10%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p<0.10, p<0.01).

주2) 괄호 안의 값은 t값 또는 z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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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 국가와 한국의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국가

를 선정하여 한국과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분석 대상 OECD 국가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국가별 결과에 따르면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국가들은 각각 영국과 덴마크였다. 이에 더해

두 변수의 효과가 고르게 두드러지는 독일을 포함하여 덴마크, 독일, 영

국을 주요 국가로 선정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국가별 변수들의 움직임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

았다37). 첫 번째로 종속변수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경우 덴마크와 독일

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영국과 한국은 2010년 이후 급

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정책변수인 특허등록 수는 덴마크, 독

일, 영국, 한국 네 나라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급증하

여 지수 곡선(exponential curve)의 형태를 보인다. 연구개발 예산의 경

우에는 덴마크와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독일은 2006년 이후부

터 급증해 온 반면, 영국은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어 큰 변동을 보였다.

에너지 사용량은 덴마크의 경우 증감을 반복하며 M자 형태의 움직임

을 나타냈고, 영국은 200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독일

은 국소적으로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

타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전 기간에 걸쳐 증가하였는

데, 한국은 에너지 사용량을 비롯한 모든 통제변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37) 국토면적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로 이 부분에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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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였다. 에너지 순수입량을 살펴보면 덴마크와 영국은 감소하다

가 증가하는 V자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 1998년부터 2012

년까지 약 15년,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 동안 에너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 구간이 존재했다. 독일과 한국은 항상 에너지 수입이 수

출보다 많았으며 독일은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 반면, 한

국은 일관되게 증가해왔다. CO₂배출량의 경우 덴마크는 1996년을 정점

으로 하락해왔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은 네 나라 모두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상으로 변수들의 움직임을 국가별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기

반으로 한국과 덴마크, 독일, 영국, 분석 대상 OECD 국가들의 평균치를

다변수 통합 분석과 산점도 그래프를 통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때 다

변수 통합 분석에서는 앞 절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통제변수 중 국토

면적 변수를 제외하였다. 개별 국가로 한정하여 다변수 통합 분석을 진

행하는 경우 더 이상 패널자료가 아니게 되므로 소표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small number bias38)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점도 그래프

를 통한 변수 간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다변수 통합 분석 결과, 덴마크, 독일, 영국과 한국 모두 0.97

을 넘는 높은 결정계수를 나타냈다(표 5-6참조). 하지만 덴마크의 에너

지 사용량과 독일의 세 가지 통제변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통제변수

38) 표본 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뿐 아니라 결과의 일반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계적 결론 타당성을 위한 적정 표본크기를 독립변수의 수와 표본의

수의 비율을 최소 1:5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박원우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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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당 부분이 정책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다. 첫 번째로 특허등록 수

의 경우 한국은 덴마크와 더불어 OECD 평균보다 낮은 계수를 나타낸

반면, 독일과 영국은 평균보다 각각 약 1.5배, 6배 높은 값을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특허등록 수의 산점도 그래프에서 거의 일직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특허등록 수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11, 그림 5-12 참조).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에는 변동이 큰 영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

타냈으며,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OECD 평균보다 각각 약 2배, 5배 큰 계

수를 가지며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OECD 평균의

약 14%에 그쳤으며, 이는 연구개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증가는 2010년 이후로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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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덴마크, 독일, 영국, 한국 및 전체 OECD 국가 추정결과

덴마크 독일 영국 한국 OECD 평균

특허등록 수
45.97***

(3.12)

203.88***

(2.93)

911.90***

(7.11)

51.26***

(9.55)

143.52***

(19.97)

연구개발 예산
7.45***

(5.01)

3.13**

(2.23)

-1.93

(-1.49)

0.21*

(1.83)

1.49***

(9.62)

에너지 사용량
998.94*

(1.89)

10973.5

(1.63)

578.73

(0.19)

-358.05

(-1.52)

-1672.78***

(-3.46)

에너지 순수입량
35.32

(0.58)

-951.31**

(-2.64)

78.55

(1.03)

28.67

(1.30)

-55.67***

(-3.32)

CO₂배출량
-55.92

(-1.60)

-2515.74**

(-2.27)

-595.30

(-1.07)

45.61

(1.59)

-162.15*

(-1.72)

소득수준
21.97

(1.51)

654.42***

(3.55)

-13.99

(-0.39)

-14.52

(-0.92)

77.27***

(5.27)

상수
21.97

(1.51)

-147393.9

(-1.30)

71134.73**

(2.52)

1848.42

(1.41)

30237.01***

(3.61)

R² 0.9834 0.9836 0.9746 0.9859 0.7873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p<0.10, p<0.05, p<0.01).

주 2) 괄호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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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덴마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39)

39) 첫 번째 그래프부터 시계 방향으로 특허등록 수, 연구개발 예산, 에너지 사용량, 소득수준, CO₂배출량, 에너지 순수입

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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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독일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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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영국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



- 121 -

[그림 5-13] 한국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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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간 전기요금 수준의 차이이다. OECD 국가 전체의 전

기요금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61, 산업용

전기요금은 88 수준이다40). 반면에,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203, 산업

용 전기요금은 162로 OECD 국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나타

낸다. 영국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138, 147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72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이 180으로 독일과 벨기

에에 이어 OECD 국가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은 덴마

크, 독일, 영국과 다르게 전기요금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재생에너

지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특허 활동 및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량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의 차이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과 정책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자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문진영, 송지혜 & 이서진,

2015). EU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전력 시장 개방과 통합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EU 전력회사들은 재생에너지 시장 진입 및 투

자가 강화되어 왔다41). 반면, 한국은 전기사업법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국내 전력 공급을 독점하게 되어 있어 민간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실제로 연

40) OECD-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2021.10월 기준)
41) EU 지역 전력회사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규모는 51.8억 유로(6.2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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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과 특허의 결과를 적용할 주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한

국은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투자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에도 재

생에너지 발전량에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표 5-7] 상위국 및 한국의 전기요금 비교

가정용 산업용

$/MWh 수준 순위 $/MWh 수준 순위

덴마크 306.7 180 3 77.1 72 30

독일 344.7 203 1 173.4 162 2

영국 235.4 138 10 157.2 147 5

한국 103.9 61 31 94.3 88 22

평균 170.1 100 107.3 100

셋째, 지역 주민과 시민의 참여이다.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는 모두 찬성하지만 자신의 집 근처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선

다고 하면 재산권, 경관 보호 등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재생에

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과 덴마크는 협동조합42)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

업에 대한 개인 참여를 이끌어 왔다. 두 나라는 ‘이익을 공유하고 민주적

으로 운영한다’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활용해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으로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왔

42) 덴마크는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했으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06

년 8개에서 2017년 855개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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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 기

구43) 혹은 제도를 따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민과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넓히기 위해 지역 주민 혹은 시민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 참여하

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아

지역 주민 및 시민의 참여를 이끌기에는 부족했다고 보인다.

43) 독일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해결 전문기구인 KNE(환경보전과 에너지

전환 역량센터)가 있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 따르는 각종 갈등을 완화한다. 덴마

크는 재생에너지촉진법에 풍력 설비와 관련해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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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비 규모 등 2개 변수를 적용하

여 기술개발이 정책변수로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모형으로는 패널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였

으며, 분석 대상은 OECD 18개국을, 분석 기간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제3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및 기술개발 지표를 통해 분석 기간 동

안 OECD 국가의 추세를 비교하였다. 이때 주요 변수 중 재생에너지 발

전량과 특허등록 수는 2005년 이후 높은 증가 폭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

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은 1990년 이래로 변동 수준이 작았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 항목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인

구 규모와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순위였다. 반면, 독일은 모

든 변수의 총량(액)뿐만 아니라 인구 1인당 및 GDP당 수치 또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앞의 세 나라에 비해 기술개발 정책 및 재생에너

지 보급 정책이 실효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등록 수 및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높은 평균 증가

율을 나타내며 빠르게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두 번째로 제4장에서는 18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특허등록 수

와 연구개발비 규모 등 두 정책변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 분석 및 통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특허

등록 수와 연구개발비 규모 두 정책변수를 각각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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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뒤 하나의 모형에 같이 포함하여 분석하여 두 결과를 비교해 봄으

로써 두 정책변수 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개별 분석 결과, 두 정책변수 모두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술개발의 산출변수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 수의 영향이 투입변수인 연

구개발 예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특허 활동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

자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를 함께 포함

한 다변수 분석의 경우 통제변수를 추가하여도 계수의 부호 및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상당히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을 하나의 모형에 함께 포함한 통합 분

석 결과 역시 개별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수를 추가하여도 안정적인 결과를 나

타냈다. 또한, 두 변수 간 충돌이 일어나는지 점검하기 위해 분산팽창지

수(VIF)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두 변수 간에 다

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의 통합 분석 모형이 안정적이고 적절

함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분석 대상 국가 중 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 예산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들을 선정한 뒤, 이들 국가 및 전체 분석 대상

OECD 국가들의 평균치와 한국의 계수들을 비교해 보았다. 덴마크, 독일

과 영국 등 3개 국가가 특허 활동과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가장 높은 효

과를 나타낸 국가들이다. 특허등록 수의 경우 한국과 덴마크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계수를 나타냈으나 독일과 영국은 평균보다 약 1.5배, 6배

높은 계수를 보였다.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한국은 역시 OECD 평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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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계수를 나타냈고, 덴마크와 독일은 평균보다 약 5배, 2배 큰 계

수를 가졌다.

한국은 두 변수 모두에서 상기 3개 국가의 수준은 물론 OECD 평균

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수 값을 보여 연구개발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미치는 효과가 분석 대상 국가 중 하위권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영국과

덴마크는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가 OECD 평균보다 5~6배 큰 값이 산출

되었기에 연구개발의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가 우수한 국가들의 기술개발

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특허등록 수와 연구개발비 규모가 분

석 대상 국가 중 상위권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연구개

발 정책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간의 연계 관계가 미흡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덴마크, 영국 및 독일 등 연구개발의 재생에

너지 확대 효과가 우수한 국가들 및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나라

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세밀하게 분

석하는 연구가 추후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분류 중 RD&D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IEA/IRENA에서 제시한 7개의 정책 항목 중

다른 항목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다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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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Patents 

and R&D Investment as a Policy 

Measure for Expand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YeongJu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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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R&D invest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performance as two main policy variables towards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among 18 OECD

countries using panel econometric model.

This study chooses annual R&D expenditure and number of US

patents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solar and wind as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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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 represent input and output of a country’s R&D activities.

This study also chooses annual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to

represent true output. We used annual data from 1990 to 2015 of 18

OECD countries for all analyses in this study.

This study first analyses two policy variables separately.

Uni-variat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number of US patents

and on the amount of R&D expenditures, respectively. Then we put

two policy variables together with six control variables to formulate

this study’s estimation model. Second, we do international comparison

especially among best counties and Korea to find Korea’s position

among the elit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both policy variables have highly

positive effects on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and a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across the 18 countries. We find that the

estimation coefficients of the number of US patents are greater than

those of the R&D budget, confirming that the patents, the result of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have more direct link to the

expansion for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In addition, we find

that a fixed-effects model is more efficient by the Hausman test.

Also we find that the size and sign of the coefficients remain

constant with different sets of control variables in the model,

confirming that the estimation model of this study is solid and stable.

Also, we find no significant multicollinearity between the two policy

variables.

Denmark,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show the

highest effect among the 18 OECD countries analyzed. However,

Korea shows below-average coefficient values in both policy

variables, indicating that the relation between R&D policy and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olicy is still at a low level. This



- 136 -

results imply the need for detailed analysis on the technology

development policies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of countries with

excellent effects.

keywords : Technology Development, Renewable Electricity,

Panel Econometric Model,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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