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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style of human’s lives in the current society, it requires a tremendous amount of energy. In the rec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progressing the energy technology revolution to combat the resource depletion,

energy security and global warming. According to the academic literature to the low-carbon energy(2001~2015) by

the program of ‘Web of Science’, the research activities of 869 papers are to be closely related to low-carbon

energy.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on low-carbon energy technologies was mostly conducted by the research center

of the United Kingdom, China,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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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우리 삶의 생활 방식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원 고갈과

에너지 안보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기술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에너지 기술혁명은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보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저

탄소 에너지 기술 혁명, 기술개발 현황, 국제사회의 추진 전략,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부문별 현황과 과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현황과 ‘Web of Science'에 등록된 학술 문헌지에 발표

된 저탄소 에너지 자료 (2001~2015년) 검색을 통하여 총 1441편이 확인되었으나 정밀 분석을 통해서 저탄소 에너지

에 관련성이 적은 논문을 제외한 결과 총 869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는 영국, 중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요어 : 저탄소 에너지, 에너지 안보, 지구온난화, 에너지 기술, 웹 오프 사이언스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생활 방식은

구조상 엄청난 양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인류는 국지적인 대규모 가뭄·홍수·대형 태풍

등 기상 이변과 식량 생산 감소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자원

고갈과 에너지 안보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처하기 위

해 보다 효율적인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에너지 기술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

여 저탄소 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안을

2015년 6월 11일 2030년을 목표시점으로 ‘아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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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를 연간 8억 5,060만 톤에서 15%, 19%, 25%,

31%를 줄이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나

“2030년 배출량을 37%로 줄인다.”고 확정하여 UN에

제출하였다(MOTIE et al., 2015). 

주요국의 온실가스 국가별 기여 방안(INDC: Intended

Nationalit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따른 기준년

도 대비 배출전망치에 대한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미

국의 경우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중국

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65%(원단위),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및 일본은 2013년 대

비 26%를 제시하고 있다(ICCG, 2015).

Lee(2015)는 2015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 협상국은 “파리협정”

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oC 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고 상한선을 1.5oC 까지

낮추기로 합의를 했다고 언급을 하였다. 이는 세계 경

제를 지탱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국제적인 약속으로서 화석 에너지 기반의

경제구조에서 신·재생 에너지 경제구조로 바뀌는 “에

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임을 의미한다.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크게 분류하면 에너지 분야와

비에너지 분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국제연구기관

들은 205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내외가 연구개발에

투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hin et al., 2013). 따라서

에너지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급속하게 진행될 전망

이고 대부분의 국내 산업과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청정 에너지로

의 전환과 저탄소 에너지 기술혁명은 시대적인 대세이

며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 시킬 것이다.

특히 풍력과 태양 에너지 등의 재생 에너지 보급이 급

증하고 있고 수소와 연료전지 등은 차세대 에너지 기

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신기후 체제가 출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

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와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망

(smart grid)기술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인 에너지 프로

슈머(prosumer), 저탄소 발전, 전기 자동차 및 친환경

공정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

다(MOTIE, 2015). 이 분야의 기술들은 대부분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기술의 교체 수요이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들의 활동 영역이다.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혁명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소기업들의

차세대 먹거리 기술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주요 선

진국들은 저탄소를 얻기 위한 에너지 정책, 에너지 기

술, 에너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저탄

소 에너지 기술에 관련된 학술정보 분석을 위하여

‘Web of Sciences’ 자료(2001~2015년)를 이용하여 연

도별, 국가분석, 국제 공동 연구 현황 및 연구 기관과

저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향

후 동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저

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현황과 ‘Web of Science’에 등

록된 학술 문헌지에 발표된 저탄소 에너지 자료

(2001~2015년) 검색과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총 869

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매년 100편 이상이 발표되었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는 영국, 중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2. 저탄소 에너지 기술 

인간의 삶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대상보다 더 흥미롭

고 중요한 것은 없는 듯하다. 에너지란 일(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데, 그 어원은 그리스어인 ‘argon’

에서 나왔는데 ‘에네르게이아’이며, ‘일을 하는 능력’이

라고 정의된다. 지속적인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자

연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오늘 날까지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는 주로 화석 연료

로부터 얻어왔다. 

그러나 화석 연료의 연소는 적외선을 강력히 흡수하

고 비교적 저층의 대기를 온난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이산화 탄소가스 농도, 즉 대기 온실효과 상

승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따라서 대기 온실 효과 상승

을 저감하기 위하여서는 화석 연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를 얻는 기술에서 저탄소를 발생하는 에너지 기술 전

환이 필요하므로 국제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

고 있는 실정이다. 

저탄소 에너지를 얻는 기술은 에너지 부문과 비에너

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신·재생 에너지

와 청정연료 기술이 있으며 후자는 에너지 이용의 효

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급성장

한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

너지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신산업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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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신 기후체계 대응을 위하여

Fig. 1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에 관련된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확산, 저탄소 발전 및 에너

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공장 및 인프라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다(MOTIE et al., 2015). 

에너지 프로슈머는 기존의 일방적인 전력공급에서

벗어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장을 의

미한다. 한편 우리는 정보 기술(IT) 강국으로서 정보

기술(IT)를 접목으로 하는 융합적인 신사고적인 신·

재생에너지 기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1.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합성

어로서 신에너지는 연료 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수소 에너지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에너지 수단이

며, 재생 에너지는 자연에서 무한히 공급되는 에너지

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해양, 폐기

물 및 지열 등이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적인

제약이 크고 화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

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이면서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

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가의 불안정

과 기후 변화 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 위원회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는 향후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CCS 기술 기여도가 가장 클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IPCC, 2014). CCS 기술 적용하여

향후 2100년 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량을 최소 15%

에서 최대 55%까지 저감 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

다(Lee, 2012).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은 에너지 R&D 투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산업에 대한 R&D 투자비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

다. 우리나라는 그간 제한된 국토 여건, 부족한 기술

및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

대에 많은 애로를 겪었으나, 최근의 국제적인 환경변

화로 인해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

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을 보면 폐

기물이 가장 높고, 태양열·풍력 등의 비중은 아직 낮

은 편이다(The Financial News, 2015). 

2.2. 화석 연료의 청정화 

최근에 천연 가스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

으며, 2015~2035년경 석탄을 제치고 1차 에너지 중

석유 다음으로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한

다(Yang, 2015). 화석 연료 청정화 기술은 CTL(Coal

to Liquids; 석탄액화) 기술, GTL(Gas to Liquids; 가

스액화) 기술로서 석탄과 가스를 사용하여 액체 연료

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석탄 액화기술의 주요 이슈는 기술의 불안정성, 막

대한 투자비에 따른 경제성의 확보, 값싼 석탄의 안정

적 공급 및 대규모 이산화탄소
 
발생 등이다. 현재 미국

은 2005년 이후 14개의 CTL 프로젝트가 계획되었으

나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한편 미국 에너

Fig. 1. Energy new Industry ecosystem(MOTIE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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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서는 석탄액화기술은 이미 상용화가 된 기술로 간

주하고 기술 개발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쉔화 그룹은 직접액화 이외도 남아공 Sasol사와

합작으로 9만 배럴/일 규모의 간접액화 공장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의 이유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연기 또는 중단되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액화기술의 완성도 향상 및

데모(demo) 급 공장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Jeong &

Lee, 2013).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에 발족한

LNG(Liquefied Natural Gas) 플랜트 사업단이 천연가

스 액화공정, 육상·해상 액화플랜트의 설계 건설기술

등을 확보해 LNG 플랜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핵

심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

였다(KOGAS, 2015). 

2.3.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최근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서 대기 환경은 지속 불가능한 위험 수준에 이르게 한

이산화탄소 가스, 즉 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

스를 저감하는 기술, 특히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은 포

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기술과 포

집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기술이

있다. 전자는 산업 및 발전소 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

화탄소를 포집, 수송(파이프라인, 전용 수송선 이용)하

여 지층(가스전 및 유전, 석탄층 및 대염수층 등)에 저

장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

집해 상업성 있는 유용한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CCS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연구가 진행되는 CCU 기술로는 이산화

탄소를 이용한 화학연료 합성, 조류(microalgae) 바이오

연료 생산 및 광물 탄산염 변환(mineral carbonation)

등이 있다. 

한편 CCU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독일, 미국 및 호주

등이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

령도 최근 수 억 달러를 CCU 연구에 투자할 것이라

고 공약을 했다. CCS는 지질학적 저장 능력의 한계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으로 인식되므로

향후 CCU의 중요성이 증가될 전망이다(Kim, 2012).

2.4. 에너지 이용 효율성 개선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비 구조, 즉 소비·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 구성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생산기술구조 혹은 투입구

조는 여전히 에너지효율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

는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인하여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신산업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고 효율 기기를 살

펴보면 발광 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전력 IT, 에너지 저장, 소형 열병합, 히트 펌프, 초전도

체 등이 있다.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업

종에서의 신기술 및 신공정 도입 등도 중요하지만 각

종 기계 및 자동차, 건설,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

친 에너지절감 및 이용 효율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Park, 2004). 

신·재생 에너지에 바탕을 둔 분산 전원의 활성화

를 통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소 및 기존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온실가

스 감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Fig. 2. The paradigm shift in the electricity system and smart grid(World Energy Counc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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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능형 전력망 기술 활용은 사전에 자동으로 고

장 요인을 감지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기술로

태양광 발전,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의 전기 에너지

등 가정에서 생산될 수도 있는 전기를 탄력적으로 조

절해서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하여 에너지 저장

및 건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ICT를 융합한 수요관

리 기술이 증가되고 있다. 즉 에너지 신산업의 기반인

지능형 전력망과 관련한 시장 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미래 성장 동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심화될

예정이다(MOTIE, 2015).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 기술은 공급자와 수요자

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능형 수

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기자동차 충전 등으

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 인

프라 시스템이다(Fig. 2). 

에너지 효율 면에서 선두 주자인 일본에 이어, 중국

과 인도의 에너지 효율화 의무 목표도입으로 전 세계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의무 효율 규정에 적용을 받는

범위가 2005년 3%에서 현재 1/3수준으로 확대되었다.

2030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신규 장비의 에너지

효율은 현재 보다 11% 향상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에

너지 절감 평균 비용은 300 달러/TOE에 이를 전망이

다(IEA, 2015).

3. 정보 분석

최근에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많은 주요 선진국들은 저탄소에 관련된 에너지, 정책,

기술 및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신에 발표된

여러 편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low carbon”을 제외

한 다른 표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리뷰는 주요어를 “low carbon energy”로 한정하여

관련된 학술 정보 분석을 ‘Web of Science’(Thomson

Reuters)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Web of Science의 SCI-Expanded는 과학 잡지의

학술적 색인으로서, 1899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수

록된 150개 과학 분야에 걸쳐 7,100개 이상의 주요

학술지에 대한 색인을 완전하게 부여하고 색인 기사

모두의 피인용 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SCI-

Expanded DB에 발표된 저탄소 에너지에 관련된 학술

정보 분석은 과거 15년(2001~2015년) 간의 자료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단계로 순차 질의, 첫째

는 가장 협의의 의미로서 제목에 “low”, “carbon”,

“energy”란 단어가 들어 있는 논문을 조사하였고, 둘

째는 의미를 조금 확장하여 Web of Science 연구 분

야 또는 범주를 energy로 한정하여 제목에 “low”와

“carbon”이란 단어가 들어 있는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셋째는 Web of Science 연구 분야 또는 범주를 energy

로 한정하고 제목, 초록, 키워드에 “low carbon”이란

어귀가 있는 논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1,44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최종적으로 위의 3 경우를 합집합을 하여 전체의 초

록을 모두 검토하여 관련도가 떨어지는 논문을 제외한

869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검색되어

추출된 자료는 엑셀 피펏 테이블을 이용하여 연도별,

국가별 분석, 국제 공동 연구현황 및 연구 기관과 저

자 분석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4.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학술 정보 분석

4.1. 연도별 현황 

저탄소 에너지 관련 학술정보는 2001년부터 2009년

까지는 40편 이하의 작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2010년부터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Table 1. Search query for low carbon energy

No. Result Search query

1 363
TI=(low carbon energ*)

Databases=SCI-EXPANDED Timeapan=2001-2015 

2 447
(SU=energy OR WC=energy) AND TI=(low AND carbon$) 

Databases=SCI-EXPANDED Timeapan=2001-2015 

3 993
(SU=energy OR WC=energy) AND TS="low carbon" 

Databases=SCI-EXPANDED Timeapan=2001-2015 

4 1,441
#1 OR #2 OR #3 

Databases=SCI-EXPANDED Timeapan=2001-2015 

*TI=Title, SU=Research Area, WC=Web of Science Category, TS=Topic(title, abstract, author key words & Key word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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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에는 매년 1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

다(Fig. 3). 특히 2011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 수의 증

가는 3차 유류파동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주요 선

진국의 정책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주요 선진국의 정책은 미국은 경기 침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에 발표한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와 중국(2012년)과 일본(2011

년)이 시행한 태양관 전력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 제

도(FIT: Feed-In Tariffs)’’ 및 영국(2011년)과 독일

(2010년) 등 국가에서 시행한 ‘‘국가 재생 에너지 시행

계획(NREAP: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이다(MOTIE & NREC, 2014). 따라서 최근에

들어와서 국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저탄소 에너지 연

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Fig. 3). 저탄소 에너지 관련 연구에 참여한 연구

자 수도 논문수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논문 당 저자

수는 2002년과 2003년의 2명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

도에서 2 내지 4명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4). 

 

4.2. 국가분석

저탄소 에너지에 관련된 논문의 저자 국적을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51개 국가에서 연구를 수행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국가는 교신 저자 국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국가 중 영국이 199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

869편의 논문 중에서 22.90%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중국이 142편

(16.34%), 미국은 106편(12.20%)의 논문을 발표하여

Fig. 3. The trends of number of papers in low carbon energy(2001~2015).

Fig. 4. The trends of number of papers and authors in low carbon energy(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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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

가가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ARRA, FIT &

NREAP)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탄

소 에너지 관련 연구는 영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과 미국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2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Fig. 5).

주요 국가들의 연구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논

문을 발표한 영국은 2007년까지는 매년 10편 미만의

논문을 발표하다가 2008년부터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

표했으며, 2012년 44편의 논문을 발표한 후 2013년

36편, 2014년 28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2년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들어 약간 주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은 2010

년까지 10편 이하의 논문을 발표하다가 2011년 29편

의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2012년에 약간 주춤하였지만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최근에 들

어와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미국은 2010년과 2011년 20편 이상

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3년 3년 동안에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정 기술 분야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에 대한

특정 국가 발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의 비를 피인용

수에 기반을 둔 질적 수준 평가 지표로 사용하여 국가

별 논문 수준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1.0인 수준 지수는

경우 특정 국가가 발표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가 해

당 분야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와 같음을 의미하

며,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 평균 피인용 수

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논문의 수준 지수 분

석 결과, 미국이 가장 높은 값 1.77을 보여주므로 논

Fig. 5. The trends of number of papers in low carbon energy by major country(2001~2015).

Fig. 6. The Index levels versus number of papers of major

country in low carbon energy(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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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기술 분야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은 1.21, 네덜란드는 1.01

이다. 우리나라는 0.60을 나타내어 20편 이상의 논문

을 발표한 나라 중에서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Fig. 6).

4.3. 국제 공동 연구 현황

저탄소 에너지와 관련하여 저자의 국적 분석을 통하

여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 공동연구는 영국, 중국, 미국,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상을 보였다. 가

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영국은 미국과 10편, 네덜란드

와 9편, 중국과 8편, 독일과 6편의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미국과 22편, 일본과 14편, 영국

과 8편, 그리고 호주와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 미국은 중국과 22편, 영국과 10편, 독일과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과 3편, 일본

과 3편, 중국과 3편, 캐나다와 1편, 그리고 대만과 1편

을 발표하므로 국제화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4.4. 연구 기관과 저자 분석

교신 저자의 소속기관을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466개 기관에서 저탄소 에너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기관 중에서 영국의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 Medicine, Uni-

versity of London이 19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

표하였으며, 그 다음이 중국의 Chinese Academy of

Sciences와 Tsinghua University이 각각 17편, 영국의

University of Leeds가 1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

저자, 교신저자 및 공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들의 논문

발표 현황을 살펴보면, University of Leeds의 Foxon

Timothy J.와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Strachan

Neil이 8편, University of Bath의 Hammond Geoffry

P.와 Kyoto University의 Matsuoka Yuzuru가 7편,

그리고 Anandarajah Gabbrial, Masui Toshi-Hiko,

Pearson Peter J. G.가 각각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5. 결 론

(1) 저탄소 에너지 관련 학술 정보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40편 이하의 적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다

가 2010년부터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이후에는 매년 1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

최근에 들어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저탄소 에너지 관련 논문의 저자 국적을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51개 국가에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에너지 관련 연구는 영국이 주도하

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한편 우리나라는 27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

타났다.

(3)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

가별 논문의 수준 지수 분석 결과, 미국이 가장 높은

값 1.77을 보여 논문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0.60을 나

타내어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나라 중 수준이 가

Fig. 7. The co-work network map of the inter-country in low carbon energy(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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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주 저자, 교신저자, 공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

들의 논문 발표 현황을 살펴보면, University of

Leeds의 Foxon Timothy J.와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Strachan Neil이 8편, University of Bath

의 Hammond Geoffrey P.와 Kyoto University의

Matsuoka Yuzuru가 7편, 그리고 Anadarajah Gabrial,

Masui Toshi-Hiko, Pearson Peter J. G.가 각각 6편

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5)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

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과 에너

지 신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경제 역량을 투자하

고 있다. 한편 저탄소 에너지 관련 학술 정보 분석과

IEA, IPCC 등의 세계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수단과

기여도를 검토한 결과, 국내 에너지 기술 역량 강화와

국내 산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를 강

화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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