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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머리말.Ⅰ
일본경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낮□
은 수준에 머무는 등 과거 석유파동기에 비해 고유가의 영향이 그

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 효과가 년대의 절반 수1970―
준으로 축소*

* 유가가 배로 상승한 경우 년대에는 산업부문에서 국내 최종수2 1970 6 7%,～
요부문에서 의 물가 상승효과가 있었으나 년 이후에는 각각2% 2000 2.5%

및 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1% 게이오대학 산업연구소 일본 자원에너지청( , (2007))

또한 생산 및 고용과 실질 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크GDP―
게 낮아진 수준

이는 에너지 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석유의존도가 낮아진 데다 환□
율이 크게 하락한 데 기인

에너지원단위― 석유환산톤 천달러( / )가 년대초 에서 년에는1970 0.15 2004

0.11 영국 독일( 0.15, 0.18)로 하락하고 석유소비가 년대 후반 이1980

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

최근의 유가 상승기에는 과거와 달리 엔화가 절상된 것도 유가―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이하에서는 일본경제에 대한 유가 상승 등의 충격이 약화된 원인⇒
을 년대 이후 정부와 기업의 석유류 소비 절약 및 가격 안정1970

노력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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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석유파동기와 최근의 경제동향 비교.Ⅱ
국제유가의 상승 추이 비교1.

국제유가는 년대초 차 석유파동 및 년대말 차 석유파동1970 1 1970 2□
기에는 단기간에 급등하였으나 최근에는 장기간 상승세 지속

차 석유파동 당시에는 개월만에 국제유가가 배로 차 석유1 1 3.4 , 2―
파동 때에도 년 개월 동안 배로 상승1 4 3.0

최근에는 지난 년부터 금년 월2002 6― 달러(133.05 )까지 장기간에 걸쳐

배로 상승6.8

국제유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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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6월  133.05

73년 12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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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블룸버그:

경제에 대한 영향 비교2.

최근의 고유가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남

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차 석유파동기1, 2―
에는 소비자물가 및 기업물가가 대폭 상승하였으나 최근 유가 상

승기에는 금년 들어서야 물가 상승세가 다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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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익― 제조업 매출액경상이익률( )도 과거 차 석유파동기에는 크1, 2

게 악화되었으나 최근에는 년중2002 07～ 평균( ) 금년 분기4.8%, 1/4

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4.4%

유가급등기의 국제유가 및 기업수익 추이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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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기간별로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를 시작: 1) 1973 4/4 , 1978 3/4 , 2002 1/4
점으로 하여 분기별 추이를 나타낸 것임

자료 일본 재무성 등:

이에 따라 최근에는 생산 및 고용과 실질 에 대한 영향이 과GDP―
거보다 크게 축소

유가 급등기의 수출 및 실질 성장률 추이 비교GD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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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기간별로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를 시작: 1) 1973 4/4 , 1978 3/4 , 2002 1/4
점으로 하여 분기별 추이를 나타낸 것임

자료 일본 내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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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과거 석유파동기와 최근의 경제동향 비교

제 차 석유파동1

년(1973 1975 )～
제 차 석유파동2

년(1978 1980 )～
최근

년(2002 2008 )～
소비자물가

종합( )

등락률

년1972 5.7%

년1973 11.7%→
년1974 23.2%→
년1975 11.7%→

년1977 8.1%

년1978 4.2%→
년1979 3.7%→
년1980 7.7%→

년2001 -0.7%

연평균2002 06( )→ ～
년-0.2% 2007 0.0%→

년 상반기2008 1.2%→

기업물가

등락률

년1972 1.7%

년1973 15.7%→
년1974 27.5%→
년1975 2.8%→

년1977 3.4%

년1978 -0.5%→
년1979 5.0%→
년1980 14.9%→

년2001 -2.3%

연평균2002 06( )→ ～
년0.4% 2007 1.8%→

년 상반기2008 4.1%→

광공업생산

증감률1)

년1971 73 8.1%～
년1974 75 -7.2%→ ～

년1977 79 6.1%～
년1980 82 1.2%→ ～

년2001 03 -1.1%～
년2004 05 1.9%→ ～
년2006 07 3.6%→ ～

년 월2008 5 1.1%→
전년동월대비( )

완전실업률1) 년1973 1.3%

년1975 1.9%→
년1979 2.0%

년1982 2.5%→

년2002 5.4%

년2005 4.4%→
년2007 3.9%→
년 월2008 5 4.0%→

무역수지

규모

년 조엔 흑자1972 1.6

년 조엔 적자1974 1.9→
년 조엔 흑자1978 3.8

년 조엔 적자1979 1.7→
년 조엔 적자1980 2.6→

년 조엔 흑자2003 10.1

년 조엔 흑자2005 8.5→
→ 년 조엔 흑자2007 10.9

년 월중2008 (1 5 )→ ～
조엔 흑자3.4

경제성장률1)

실질( )

년1971 73 6.6%～
년1974 76 2.5%→ ～

년1977 79 5.0%～
년1980 82 2.6%→ ～

년도2001 03 0.8%～
년2004 07 2.2%→ ～

년 분기2008 1/4 1.3%→
전년동기대비( )

주 회계연도 당해년 월 익년 월 기준: 1) ( 4 3 )～
자료 일본 내각부 총무성 재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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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 상승의 충격 약화 원인III.

에너지 효율의 제고1.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효율이 개선□
추세를 지속하면서 에너지소비의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

에너지원단위는 년대에 이미 미국 독일 등에 비해 크게 낮1970 ,―
은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도 꾸준히 하락

인당 에너지소비량 증가율이 년대 에서 년대1 1980 21.5% 1990―
로 낮아진 데 이어 년대 들어서는 를 기록15.5% 2000 0%

에너지원단위 추이 국제비교 인당 에너지소비량 증감률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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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2007) 자료: OECD Factbook 2007

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

일본 정부는 년 자원에너지청을 신설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1973 ‘ ’□
및 대체 에너지 이용 확대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

생산현장의 에너지 효율 제고 노력(1)

에너지 공장에 대한 에너지 제도를 도입‘ ’多消費 管理 指定工場―
운영함으로써 생산 현장에 대한 에너지 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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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에 대한 특별상각제― 이내(30% ) 장기 저리,

융자 년 이내(15 ) 등 세제 금융상 혜택으로 기업의 설비 교체 촉진,

기업의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에너지절약( )大賞 등을 매

년 실시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건수 추이

1976 1986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0 212 141 185 180 161 161 158 151

자료: (2007)辻元久一

공산품의 에너지 효율 제고 유도(2)

품목별 에너지 효율 우수제품을 선정 발표하여 여타 제품의 효율,―
제고를 유도하는 선두주자‘ (Top Runner) 제도 운영’ 경제산업성( (2006))

최근에는 판매자의 에너지 절약형 제품 보급 촉진 노력을 평가하,―
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 판매사업자 평가제도도 도입‘ ’

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철강 시멘트 제지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서는 에너, , ,□
지의 재활용 및 생산 설비의 교체 등을 통해 년부터 년까1973 2005

지 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20 50%～

일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원단위 추이
(1973=100)

1980 1990 2000 2005
철강 91.8 83.0 89.0 80.1
화학 84.4 65.5 69.2 71.2
시멘트 82.9 73.7 74.6 76.5
제지 81.3 58.2 56.0 48.2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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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의존도 저하2.

일본의 석유소비량□ 연평균( )은 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증가세가1, 2

종전보다 크게 둔화 년대 년대(1960 17.8% 1970 5.4%)→ 되고 년대와1980

년대에는 소폭 감소2000 각각( -0.8%, -1.2%)로 전환

― 발전분야의 석유의존도는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의 사용확대로, ,

년 에서 년 까지 하락1973 71.4% 2005 9.5%

또한 철강 및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중유 소비도 1970―
년대말 차 석유파동 이후 대폭 감소2

일본의 기간별 석유소비 증감률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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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2007) 자료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등:

가 대체 에너지 이용 확대.

석유파동 이후 일본 정부는 신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유 대체 에너지의, ,

보급 확대에 주력

석탄 이용 및 천연가스의 활용 확대(1)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발전부문의 에너지원을,―
석유 중심에서 석탄으로 적극 전환 발전 에너지원 중 석탄의 비중은(

년 에서 년 로 상승1973 4.7% 2005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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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액화 설비 및 수입기지 등의 건설 자금을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액화천연가스(LNG)의 활용을 확대 발(

전용 에너지원 중 의 비중은 년 에서 년 로 상승LNG 1973 2.4% 2005 23.8% )

원자력 발전의 적극 이용(2)

일본 정부는 자립형 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꾸준히 추―
진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설비가 년 기에서 년 기로 크1974 8 2005 40―
게 증가하고 발전 에너지원 중 원자력의 비중도 년 에서1973 2.6%

년 로 대폭 상승2005 31.0%

신에너지의 보급 촉진(3)

일본 정부는 년의 선샤인계획1974 ‘― 신에너지개발 계획( ) 수립 신에’ , ‘

너지종합개발기구 대체에너지 개발 전담( )의 설립’ 년(1980 ) 등을 통해 4

대 신에너지 태양광 지열 석탄 수소( , , , ) 관련 기술 등의 개발에 주력

년 이후 년까지 억엔을 투입하여 관련 기술을 개1974 2005 1,800ㅇ
발한 결과 태양광 연간 발전량 세계 위 누적 사용량 세계 위1 , 2

를 기록 년 기준(2004 )

년에는 신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전력 소매사업자에게2002ㅇ
신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

나 경자동차 및 자전거 이용의 장려.

일본 정부는 석유파동 이후 경승용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자□
전거 이용을 유도

이에 따라 경차점유비율― 신차등록기준( )이 년 에서 년1975 3.4% 2005

로 상승하고 도쿄 도심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도 크게 상승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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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 안정 노력3.

일본□ 정부의 가격 안정 노력에 힘입어 최근 석유제품 및 전기 가스,

가격의 상승률은 차 석유파동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1, 2

차 석유파동시에는 국제유가가 년에 년에1, 2 1974 204%, 1980―
상승하면서 가솔린소매가격18.0% 도쿄( )이 각각 상46.7%, 24.0%

승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하였으나 가72.8%

솔린가격은 상승17.1%

전기 및 가스 가격도 과거 석유파동기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ㅇ
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각각 의 소폭 상승2.8%, 3.1%

가솔린소매가격 상승률 비교 전기가스판매단가․ 1)
상승률 비교

46.7

24.0

5.8
17.1

204.1

18.0 24.3

72.8

0

50

100

150

200

250

제1차
(1974년)

제2차
(1980년)

최근평균
(03~07년)

08년중
(1~6월중)

가솔린소매가(도쿄)

국제유가(Brent)

(전년(동기)대비, %)

49.1

36.5

3.1

57.1

53.1

2.8
-0.3 -0.8

-5

5

15

25

35

45

55

65

제1차
(1974년)

제2차
(1980년)

최근평균
(03~07년)

08년중
(1~6월중)

가스판매단가
전기판매단가

(전년(동기)대비, %)

자료 일본 총무성:
주 년 이후는 소비자물가지수 중분1) 2005

류 가스대 전기대 지수 상승률( , )

가 석유류 비축확대 및 유전 자주개발 노력.

일본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량을 꾸준히 확대하고□
해외 유전의 자체 개발에 노력

년 민간회사의 석유비축을 의무화1975― 정부비축은 년 법제화( 1978 )한

데 이어 년부터는 에 대해서도 비축을 의무화1981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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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 현재 일본 정부 및 업계의 비축량은 석유 일분2006 175ㅇ 민(

간회사 일분 정부 일분82 , 93 ) 일분, LPG 77 민간회사 일분 정부 일( 61 , 11

분)에 이름

일본 정부는 년 석유개발 공단1967― 현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 ․
구)을 설립하고 탐사 개발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해외 유전의,

확보를 추진

이에 따라 총원유 수입 중 해외 자체개발 원유의 수입비중ㅇ 자주(

개발비율)은 년대 수준에서 년 까지 상승1970 8% 2005 17%

나 석유류 유통의 효율화.

일본은 석유 수송수단의 대용량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 안정을 도모( (2003))伊藤敏憲

년대초 이후 내항 유조선 탱크열차 유조트럭 등 석유류 수1990 , ,―
송수단의 대형화로 물류비용을 감축

년에는 주유소 설치 규제 등 석유류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1998―
하여 경쟁을 촉진

엔화 환율의 하락4.

과거 차례 석유파동기와는 달리 엔화가 계속 절상된 것도 유가2□
상승의 충격 완화에 기여

과거 석유파동기에는 엔화가 절하됨으로써 달러표시 국제유가에―
비해 엔화표시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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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및 엔화 표시 유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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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블룸버그:

또한 엔화 환율의 대폭 하락으로 원유 수입에 따른 소득의 해외―
유출 규모도 크게 축소

일본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엔화 절상 효과는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와 비슷한 수준

유가 상승시 소득이전액의 대 비율 하락에 대한 각 요인별GDPㅇ
기여도를 보면 환율 하락효과가 인 데 비해 에너지 효율43%

향상이 석유의존도 저하가41%, 19%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 증가액의 대 GDPㅇ 명목( ) 비율

이 차 석유파동기에는 였으나 년에는 에 불과1 2.8% 2005 0.7%

유가 상승의 영향 약화 요인분해

연도
소득이전액/

명목GDP

환율수준

엔 달러( / )
수입의존도 석유의존도

에너지원단위

석유환산 엔( g/ )
1974 2.8% 292.7 99.7% 74.4% 2.79
1980 1.8% 217.3 99.8% 66.1% 1.63
2005 0.7% 113.3 99.7% 48.9% 1.13

1974=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64.8 74.2 100.1 88.8 58.4
2005 26.2 38.7 100.0 65.8 40.6

년도 대비 연평균 저하율 및 요인별 기여율1974 1)

-7.1% -3.0%

(43%)

0.0%

(0%)

-1.3%

(19%)

-2.9%

(41%)

주 요인분해 관련 산식에 교란항이 있어 합계가 가 아님: 1) 100%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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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Ⅳ
일본이 차 석유파동 이후 추진해 온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석유1□
소비 억제 노력 등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

음

첫째 일본 정부는 독립부처를 설치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을 종합,―
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

년대초 통상산업성1970ㅇ 현 경제산업성( ) 산하에 자원에너지청 을“ ”

설립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의 수립 법제 정비 및 부서간 정책,

조정 등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

둘째 장기 전략 하에 실천 가능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꾸준하,―
게 추진

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된 시기에도 관련 정책을2ㅇ
계속 시행하고 매년 그 성과와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평

가 발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유지,

셋째 물리적인 에너지 절약보다는 에너지 효율 제고 및 대체 에,―
너지 이용 관련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

생상공정의 에너지 효율 제고 공산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ㅇ
석탄의 청정 이용 기술 및 태양열 등 신에너지 이용 기술 등을

적극 개발

이러한 노력은 공산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었으며 석ㅇ
탄 등 석유 대체 에너지 관련 기술의 신흥국 수출 확대에도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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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에너지 정책의 역점 대상을 에너지 사용이 많은 생산현장에,―
둠으로써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기업의 수익성도 제고

에너지 다소비 생산현장을 에너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에ㅇ
너지 절약 및 대체 기술 제공 설비 개체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우수 사례 발표 및 포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다섯째 가계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책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에너지 절약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에 대한 세제 지원과 더불어 가정 에“ㅇ
너지 절약 대사전 에너지 절약의 방법 및 효과를 상세히 기술( ) 의 발”

간 학교와 가정 대상 에너지절약콘테스트 대회개최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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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Ⅰ
일본경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낮□
은 수준에 머무는 등 과거 석유파동기에 비해 고유가의 영향이 그

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 효과가 년대의 절반 수1970―
준으로 축소*

* 유가가 배로 상승한 경우 년대에는 산업부문에서 국내 최종수2 1970 6 7%,～
요부문에서 의 물가 상승효과가 있었으나 년 이후에는 각각2% 2000 2.5%

및 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1% 게이오대학 산업연구소 일본 자원에너지청( , (2007))

또한 생산 및 고용과 실질 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크GDP―
게 낮아진 수준

이는 에너지 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석유의존도가 낮아진 데다 환□
율이 크게 하락한 데 기인

에너지원단위― 석유환산톤 천달러( / )가 년대초 에서 년에는1970 0.15 2004

0.11 영국 독일( 0.15, 0.18)로 하락하고 석유소비가 년대 후반 이1980

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

최근의 유가 상승기에는 과거와 달리 엔화가 절상된 것도 유가―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이하에서는 일본경제에 대한 유가 상승 등의 충격이 약화된 원인⇒
을 년대 이후 정부와 기업의 석유류 소비 절약 및 가격 안정1970

노력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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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석유파동기와 최근의 경제동향 비교.Ⅱ

국제유가의 상승 추이 비교1.

국제유가는 년대초 차 석유파동 및 년대말 차 석유파동1970 1 1970 2□
기에는 단기간에 급등하였으나 최근에는 장기간 상승세 지속

차 석유파동 당시에는 개월만에 국제유가1 1― 브렌트유 월평균 기준( , )가

배3.4 년 월 달러 배럴당 년 월 달러(1973 12 4.6 ( ) 1974 1 15.5 )→ 로 차 석유파, 2

동 때에도 년 개월 동안 배1 4 3.0 년 월 달러 년 월(1978 7 13.89 1979 11→
달러42 )로 상승

최근에는 지난 년2002― 월 달러(1 19.49 )부터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

작하여 금년 월6 달러(133.05 )까지 장기간 년 반(6 )에 걸쳐 배로 상6.8

승

국제유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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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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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영향 비교2.

최근의 고유가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남

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차 석유파동기1, 2―
에는 소비자물가가 대폭 상승하였으나 최근 유가 상승기에는 금

년 들어서야 물가 상승세가 다소 확대

소비자물가는 차 석유파동기에는 년 에서 년1 1972 5.7% 1974ㅇ
로 차 석유파동기에는 년 에서 년 로23.2% , 2 1979 3.7% 1980 7.7%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의 에서0.0%

1.2% 전년동기대비( )로 소폭 확대

또한 기업물가도 차 석유파동기에는 로 차 석1 1.7% 27.5% , 2ㅇ →
유파동기에는 로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최근에는5.0% 14.9%→

년중 에서 금년 상반기2002 2006 0.4% 4.1%～ 전년동기대비( )로 소

폭 상승

차 석유파동1

년(1973 1975 )～
차 석유파동2

년(1978 1980 )～
최근

년(2002 2008 )～
소비자물가 종합( )

등락률

년1972 5.7%
년1973 11.7%→
년1974 23.2%→
년1975 11.7%→

년1977 8.1%
년1978 4.2%→
년1979 3.7%→
년1980 7.7%→

년2001 -0.7%
연평균2002 06( )→ ～
년-0.2% 2007 0.0%→

년 상반기2008 1.2%→

기업물가 등락률

년1972 1.7%
년1973 15.7%→
년1974 27.5%→
년1975 2.8%→

년1977 3.4%
년1978 -0.5%→
년1979 5.0%→
년1980 14.9%→

년2001 -2.3%
연평균2002 06( )→ ～
년0.4% 2007 1.8%→

년 상반기2008 4.1%→

게이오대학 산업연구소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효과ㅇ
가 과거보다 축소된 것은 석유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절,

약기술의 향상 및 에너지절약형 소비재 선호 등에 기인한 것으

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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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정1)

기 간 국내최종수요가격 산업부문가격 민생부문가격 운수부문가격
년1970 74～ 2.12% 6.89% 1.85% 3.63%
년1975 79～ 1.76% 5.68% 1.55% 2.80%
년2000 04～ 0.95% 2.32% 0.53% 2.28%

주 기간별로 유가가 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1) 2
자료 게이오대학 산업연구소 일본 자원에너지청 에서 재인용, (2007)：

기업수익― 제조업 매출액경상이익률( )도 과거 차 석유파동기에는 크1, 2

게 악화되었으나 최근에는 년중2002 07～ 평균( ) 금년 분기4.8%, 1/4

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4.4%

유가급등기의 국제유가 및 기업수익 추이 비교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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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74.3 75.2 79.1 79.4 80.3  '02.1  '02.4 03.3 04.2 05.1 05.4 06.3 07.2 08.1

국 제 유 가 (분 기 평 균 )

기 업 수 익 (제 조 업  매 출 액 경 상 이 익 률 )

(유 가 급 등 기 별  시 작점 =100)

주 각 기간별로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를 시작: 1) 1973 4/4 , 1978 3/4 , 2002 1/4

점으로 하여 분기별 추이를 나타낸 것임

자료 일본 재무성 등:

이에 따라 최근에는 생산 및 고용과 실질 에 대한 영향이 과GDP―
거보다 크게 축소

제 차 석유파동 때는 실질성장률이 직전 개연도 평균성장률1, 2 3ㅇ
의 절반 정도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까지 높은 성장세 유지*

다만 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다소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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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기의 수출 및 실질 성장률 추이 비교GD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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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74.3 75.2 79.1 79.4 80.3  '02.1  '02.4 03.3 04.2 05.1 05.4 06.3 07.2 08.1

수 출 성 장 률 (전 기 대 비 )

실 질 GDP(전 기 대 비 )

(유 가 급 등 기 별  시 작 점 =100)

주 각 기간별로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를 시작: 1) 1973 4/4 , 1978 3/4 , 2002 1/4

점으로 하여 분기별 추이를 나타낸 것임

자료 일본 내각부:

과거 석유파동기와 최근의 경제동향 비교

차 석유파동1

년(1973 1975 )～
차 석유파동2

년(1978 1980 )～
최근

년(2002 2008 )～

광공업생산

증감률1)
년1971 73 8.1%～
년1974 75 -7.2%→ ～

년1977 79 6.1%～
년1980 82 1.2%→ ～

년2001 03 -1.1%～
년2004 05 1.9%→ ～
년2006 07 3.6%→ ～

년 월2008 5 1.1%→
전년동월대비( )

완전실업률1) 년1973 1.3%

년1975 1.9%→
년1979 2.0%

년1982 2.5%→
년2002 5.4%

년2005 4.4%→
년2007 3.9%→
년 월2008 5 4.0%→

무역수지
년 조엔 흑자1972 1.6

년 조엔 적자1974 1.9→
년 조엔 흑자1978 3.8

년 조엔 적자1979 1.7→
년 조엔 적자1980 2.6→

년 조엔 흑자2003 10.1

년 조엔 흑자2005 8.5→
년 조엔 흑자2007 10.9→
년 월중2008 (1 5 )→ ～

조엔 흑자3.4

경제성장률1)

실질( )

년1971 73 6.6%～
년1974 76 2.5%→ ～

년1977 79 5.0%～
년1980 82 2.6%→ ～

년2001 03 0.8%～
년2004 07 2.2%→ ～

년 분기2008 1/4 1.3%→
전년동기대비( )

주 회계연도 당해년 월 익년 월 기준: 1) ( 4 3 )～
자료 일본 내각부 총무성 재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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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 상승의 충격 약화 원인III.

에너지 효율의 제고1.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효율이 개선□
추세를 지속하면서 에너지소비의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

인당 에너지소비량 증가율이 년대 에서 년대1 1980 21.5% 1990―
로 낮아진 데 이어 년대 들어서는 를 기록15.5% 2000 0%

인당 에너지소비량 추이1 인당 에너지소비량 증감률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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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0년 1990→2000년 2000→2005년

한국 일본

OECD World

(TOE pe r Capita 증감률, %)

자료: OECD Factbook 2007

에너지원단위는 년대에 이미 미국 독일 등에 비해 크게 낮1970 ,―
은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도 꾸준히 하락

대비 차 에너지 공급량 비율GDP 1ㅇ 년(2004 )도 세계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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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단위 추이 국제비교 대비 차에너지공급량GD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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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U27 미국 호주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GDP당 1차에너지공급량, 일본 = 1.0)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등: IEA, (2007)

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

일본 정부는 년 자원에너지청을 신설하여 석유 및 에너지 관1973 ‘ ’□
련 전략 및 정책 수립집행을 총괄토록 함․

동 청의 주관 하에 에너지 효율 제고 대체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석유 소비 축소 해외 유전 확보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생산 현장의 에너지 효율 제고 노력(1)

일본 정부는 년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1979 ‘― 일명 에너지절(

약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공장에 대한 에너지‘多消費 管理 指定工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생산현장의 에너지 관리를 강화’*場

연료 등의 연간 사용량이* 3,000㎘ 원유환산( ) 이상이거나 전기 연간사용량

이 이상인 공장1,200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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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 지정공장은 에너지 사용상황을 정기보고하고 에너ㅇ
지 절약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년에는 에너지관리 지정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현장1998ㅇ
에 대한 에너지관리를 강화

종전 기준의 에너지관리 지정공장을 제 종으로 변경하고 연1․
료 등의 연간사용량이 1,500㎘ 원유환산( ) 이상이거나 전기 연간

사용량이 이상인 공장을 제 종 에너지관리 지정공장600kWh 2

으로 신규 지정

제 종 관리공장에 대해 이전 제 종 공장과 유사한 의무를 부과2 1ㅇ
하고 제 종 관리공장에는 추가로 에너지절약 중장기계획의 제1

출을 의무화

년 월에는 제 종 관리공장의 지정대상을 제조업 등에서2002 6 1ㅇ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공장이 아닌 연면적 이상의 상2,000㎡
업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 및 성과 보고를 의무화

년부터는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설비에 대한 특별상각 제1975―
도 도입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

원을 통해 기업의 관련 설비 교체를 촉진

정책금융기관의 장기 저리융자ㅇ 기간 년 이내( 15 ) 에너지수급 구조,

개혁 투자촉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7%) 및 특별상각 이내(30% )

등 시행

이는 년경 시멘트업이 주요 에너지를 석유에서 석탄으로1980ㅇ
전환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년 이후 최신 고효율1990

기기나 석유대체 기기의 개발도입에도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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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1978― 현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이 문라이'

트 계획 을 수립 에너지 전환효율 향상 미이용 에너지회수이'* , , ․
용 및 효율향상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연구를 주도

문라이트 계획은 년 시작된 선샤인계획* 1974 ' 신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목(

적)과 년 통합되어 추진' 1993

대표적 성과로 변환밸브를 이용하여 연소에 필요한 상온의 공ㅇ
기를 배기가스의 열로 사전에 예열시킴으로써 연소 효율을 향

상시키는 고성능 공업로를 개발하여 기존 공업로에 비해 30%

의 에너지를 절약(NEDO(2007))

이 기술은 금속공업 기계 요업 식품 가공 등 제조업을 중심, , ,․
으로 주요 산업에 보급되어 연간 만33.5 ㎘ 원유환산( )의 에너지를

절약

아울러 년부터는 에너지 사용합리화 사업자 지원사업을 통1998 ' '―
해 기업의 에너지절약 설비 도입을 지원

년도까지 총 건 억엔을 지원하여 연간 만2006 1,165 , 717 246ㅇ ㎘ 원(

유환산)의 에너지를 절약

또한 각 기업의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에너지절약( 大

)賞 등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생산현장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제고

기술개발을 독려

* 고효율기기 도입 공정통합 및 단축 최적제어와 고정관념 타파 등, , JIT,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건수 추이

1976 1986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0 212 141 185 180 161 161 158 151

자료: (2007)辻元久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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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국가에너지전략‘新― 년 월(2006 5 )’ 에너지절약 기술전략, ‘ (2006

년 월9 )’ 수립 등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점검

수정하면서 에너지효율 제고 노력을 강화

공산품의 에너지 효율 제고 유도(2)

년 공산품 중 에너지효율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여타 제품의1998―
효율 제고를 유도하는 선두주자(Top Runner) 제도를 도입하여 공산

품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적극 유도

이와 관련 정부 부처나 지방공공단체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구ㅇ
매 시 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관련 기기제조

업체의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노력을 지원

가정 전기사용량의 약 를 차지하는 냉장고는 년대 후반20% 1990ㅇ
부터 인버터 제어기술 채용 고성능 진공단열재의 개발도입, ․
등으로 연간 소비전력을 과거 년간 이상 감축10 70%

에어컨은 기간 부품인 압축기나 열교환기 송풍기 등의 요소기,ㅇ
술을 개선하고 필터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자동청소기능 보유

제품을 상품화하여 약 를 개선40% 년중(1997 2004 )～

자동차는 엔진효율 제고기술ㅇ 린번엔진 직분엔진이나 연속 가변밸브( ,

타이밍기구) 개발과 차량의 경량화 알루미늄 티탄 등 경금속 및 수지( , ,

고장력 강철 채용 등) 등을 통해 연료 소비량을 크게 축소함과 동

시에 일본 자동차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

년도부터는 선정대상에 대형차량 경유사용차량 총중량 톤 초과* 2006 ( , 3.5

트럭 및 승용차 승차 정원 명 이상 을 추가( 11 ))

년 월부터는 전기밥통밥솥 전자레인지 및 레코더2006 4 , DVDㅇ ․
를 신규대상으로 추가하고 최근에는 액정 의 추가도 검토 중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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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에너지 소비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 상황

주요 기기 개선 실적 기간( ) 주요 기기 개선 실적 기간( )
수신기TV 25.7%(1997 2003)→ 자기기록장치 98.2%(1997 2005→ )

VTR 73.6%(1997 2003)→ 형광등 35.6%(1997 2005→ )
에어컨 67.8%(1997 2004)→ 컴퓨터 99.1%(1997 2005→ )
전기냉장고 55.2%(1998 2003)→ 가솔린승용차 22.8%(1995 2005)→
전기냉동고 29.6%(1998 2004→ ) 디젤화물차 21.7%(1995 2005)→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06)

년 월에는 주요가전 제품의 기기효율 성능을 소비자에게 알2000 8―
리는 에너지효율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재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

가전제품ㅇ 에어컨 냉장고 형광등기구 등( , , , TV ) 가스조리기기, 가스레인(

지 등) 가스 및 석유온수기, 급탕용 난방용 등( , ) 전기변기, 비데 등( )

등 총 개 기종이 표시대상16 년 월 현재(2007 3 )

년 월부터는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가전기기 등을 구입할2006 10ㅇ
때 에너지효율 성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시방식 을 통*

일

에너지효율성능을 별표 개에서 개까지로 구분하는 한편 대상기기* 1 5

를 년간 사용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전기요금 정보도 함께 표시1

년에는 판매자의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 촉진 노력을 평가2003 ,―
하는 에너지절약형 제품 판매사업자 평가제도도 도입' '

년에는 개 점포 년 개 점포 년 개 점포2004 43 , 2005 106 , 2006 150ㅇ
를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 추진 우량점으로 선정

년에는 에너지절약형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2008―
위한 개보수시 소요자금 대출액의 를 세액공제2% 년간 대출상한(5 ,

만엔200 )하고 년 월까지 고정자산세의 을 감액하는 조치2010 3 1/3

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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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일본 정부의 에너지관련 주요정책 추진 연혁

시기 주요 내용

년1973 국민생활안전 긴급조치법 및 석유수급적정화법 제정

통상산업성 산하에 자원에너지청을 설치

년1974
원자력 발전 증강 등을 위한 전원 법 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 전원3 ( ,

개발촉진세법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 제정, )

선샤인계획 신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목적 출범 년까지 목표( ) (2000 )

물가통제 실시 개품목 사전승인제 개 생활물가 동결조치 등(58 , 148 )

년1976 석유비축법 제정 일 비축 목표 민간비축 의무화 석유안정공급 목적(90 ) ( )

제 차 석탄정책 년 에서 해외석탄 이용확대정책으로 전환6 (1976~1981 )

경자동차 규격 개정 배기량( 360cc 550cc)→
년1977 휘발유판매업법 제정 가솔린 등 안정공급과 품질관리 목적( )

년1978 석유개발공단법 년 제정 등 개정 석유 자주개발 확대 목적(1967 ) ( )

석유 국가비축 의무화 석유비축법 개정( )

문라이트 계획 출범 에너지절약에 관한 기술개발 촉진 목적( )

재단법인 에너지절약센터 출범 에너지절약 운동 촉진 홍보 강화 등( , )

년1979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일명 에너지절약법 제정( )

중장기 에너지계획수립 석유의존도 년 로 인하( 75% 1995 43% )→
재단법인 자전거주차장 정비센터 출범 자전거 이용 촉진 목적( )

년1980 석유대체에너지법 석유대체에너지 개발 및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년1981 가스 비축 의무화 비축법 개정LP ( )

년1985 특정 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 제정 석유제품 수입업자 관리( )

년1987 석유산업 규제완화 액션프로그램 년 년 수립(1987 ~1992 )

차 석유정제설비 인허가 탄력적 운용 규제완화2 ( )

년1989 자가발전 등 잉여전력의 소매가능 대상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

가솔린 생산량 한도 규제 및 등유 재고물량 행정규제 폐지(PQ)

년1990 주유소 건설관련 행정 규제 폐지

에너지절약대상 제도 창설 제 회 이후 매년 실시( 1 , )

경자동차 규격개정 배기량 전장( 550cc 660cc, 3.2m 3.3m)→ →
년1991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차 석유정제시설 인허가 탄력적 운용 규제완화1 ( )

년1992 원유처리량에 대한 생산계획 규제 폐지 규제완화( )

년1993 문라이트계획을 선샤인계획에 통합 뉴선샤인계획이 출범, ‘ ’

에너지 대량소비 원유환산 연료 연간 이상 사용 또는 전기 연( 3,000㎘
간 이상 사용 공장을 에너지관리공장으로 지정1,200Kwh )

에너지 등 사용 합리화 및 재생자원 이용 사업 촉진 관련 임시법 제정

중유관세할당 제도 폐지(TQ)

년1994 신에너지도입대강 발표 각종 조성조치로 초기수요창출 도모( )

년1995 전기사업법 개정 년부터 도매전력 입찰제도 도입(1996 (IPP) )

가스업 규제완화 대량공급 자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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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내용

년1995 주유소 등 석유유통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마련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 에너지절약 기기의 국제적 표시제도 참가( OA )

년1996 매년 종합에너지관련 정책보고서 작성 개시 자원에너지청( )

휘발유판매업법 개정 주유소 지정구역 신설 제한 폐지( )

특정석유제품수입 잠정조치법 폐지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

년1997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에너지법 제정( )

석유제품 수출승인제도 개정 포괄승인제 도입 수출자유화( , )

년1998 석유유통부문 규제완화 셀프주유소 영업허용 공급증명원제도 폐지( , )

에너지관리공장 대상 범위를 확대 종전 관리공장을 제 종으로 제 종( 1 , 1

의 절반 수준 에너지 소비 공장을 제 종으로 지정2 )

에너지 다소비 생활기기에 대한 선두주자 제도 도입‘ (Top Runner)’

년1999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제정

가스업 규제완화 대량 공급범위 확대( )

경자동차 규격개정 전장 폭( 3.3m 3.4m, 1.4 1.48m)→ →
년2000 주요 개 기종의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 도입16 ' '

전기사업법 개정 전력 소매 부분자유화 실시( )

년2001 신에너지 연구개발 프로그램 출범 뉴선샤인계획과 통합( )

석유업법 폐지 석유산업 경쟁조건정비 및 수급조정규제 폐지( )

년2002 에너지관리공장 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 등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제정(RPS )

풍력 태양광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종의 신에너지에 의한 발전, , , , 5

전력량의 일정비율 이용 의무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 년까지 온실가스 삭감 목표(2008~2012 6% )

년2003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판매사업자의 평가제도 도입

가스사업법 개정 등 차 가스업 관련 규제완화 검토 착수2

년2004 에너지백서 발간 개시 자원에너지청( )

년2005
종전까지 별도 관리되던 열 전기에너지 사용 관리를 통합규제,

주택 운수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화,

경자동차 희망넘버제 도입‘ ’

년2006 신국가에너지전략 수립 년까지 목표설정(2030 )

주요 가전기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통일

에너지절약 기술전략 자원에너지청 수립( )

원자력입국계획 경제산업성 수립( )

년2007 에너지기본계획 내각부 수립( )

년2008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택개보수시 세액공제 제도 도입

에너지절약콘테스트 가정 학교 대상 개최 경제산업성 환경성 공동( , ) ( , )

제 회 에너지절약대상부터 중소기업청 장관상을 추가19

자원확보지침 자원에너지청 책정( )

에너지 혁신기술계획 경제산업성 수립Cool Ear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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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철강 시멘트 제지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서는 에너지의, , ,□
재활용 및 생산 설비의 교체 등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년부1973

터 년까지 약 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2005 20 50%～

일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원단위 추이
(1973=100)

1980 1990 2000 2005

철강 91.8 83.0 89.0 80.1

화학 84.4 65.5 69.2 71.2

시멘트 82.9 73.7 74.6 76.5

제지 81.3 58.2 56.0 48.2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2007)

철강(1)

철강업계는 년을 에너지절약 원년으로 삼고 부생1973― ( )副生 가스*

회수강화 연속주조 생산방식으로의 변경 용광로 노정압, , ( )爐頂壓

발전 설비(TRT, Top-Pressure Recovery Turbine) 개발도입 코크스,․
제조시 배열( )排熱 회수설비 등의 도입을 추진

석탄에서 코크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나 일산화탄소가 주성분을*

이루는 가연성 가스

또한 철광석의 환원제나 공장내 가열용 및 자가 발전용 연료를ㅇ
석유에서 석탄으로 전환

년 이후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1990ㅇ
가분을 코크스대신 용광로에 미분탄( )微粉炭을 투입하거나 자가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생산공정 채택 용광로 등의 열원으,

로 폐플라스틱 및 폐타이어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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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조엔을 투입하여 약 의 에너지를 절약하였으1970 90 3 20%ㅇ ～
며 만1,346 ㎘ 년(1973 )였던 중유소비를 년 만 년1980 412 1985㎘ →
만 로 낮추어 중유소비 비중을 정도에서 로 축소188 10% 2%㎘

시멘트(2)

시멘트업계는 년대에 소성1970 80― ～ ( )燒成설비를 습식형에서 건식형

으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배 향상2 ( (2006))田修司奥

또한 연소기기를 개량하여 연료를 석유에서 석탄으로 전환ㅇ

최근에는 석탄재 소각재 하수 진흙 주물사 제철 부산물, , , ,ㅇ 용광로(

슬러그 등) 등 폐기부산물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
육골분 등도 소성용 연료로 활용*

이용되는 종 이상의 폐기부산물량은 년도 톤 시멘트* 20 2005 29,600 ( 1․
톤 당 사용량 으로 중유 환산시 천 상당분에 해당400 ) 394㎏ ㎘

철강업의 중유소비 및 에너지점유율 시멘트업의 에너지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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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철강연맹:
주 에너지원별 소비량구성비: 1) /
자료 일본 시멘트협회:

제지(3)

제지업계는 보일러의 고압 증기를 발전에 이용함으로써 에너지소―
비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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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Fㅇ 폐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고형연료(refuse plastic fuel, ) 보일러나

석탄보일러의 적극 도입 등 석유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

하여 전체 에너지대비 석유비율을 이상에서 로 축소50% 1/4

또한 총에너지의 약 를 흑액30% 'ㅇ 펄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지(

등 섬유 이외 목재부분이 주성분인 폐수)으로 조달하고 톱밥이나 간'

벌재 폐재 등도 연료로 이용,

석유화학(4)

제조공정을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
하는 한편 가스터빈이나 고효율 보일러압축기 폐열회수설비 등,․
을 도입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을 제고

년 이후 억엔 이상을 투자하여 에틸렌 분해로의 고효1973 6,000ㅇ
율화 여타 가열로의 폐열회수 철저 폴리에틸렌 제조시 신촉매, ,

도입 등으로 과거보다 정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40%

특히 소금을 원재료로 소다나 염화물 등을 제조하는 소다공업ㅇ
은 제조방법을 년대 중반부터 수은법에서 격막법 이온1970 →
교환막법으로 전환하여 약 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30%

제지업의 에너지구성비 열량기준( ) 소다공업 제조법과 에너지원단위

52.6%

26.5%

31.8%

31.9%

10.4%

5.5%

2.9%

24.5%

2.3%

11.6%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81 2005

기타

석탄

구입전력

회수흑유

중유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70 74 78 82 86 90 94 98 02 04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3,200

3,400

3,600

3,800

4,000

수 은 법 격 막 법

이 온 교 환 막 법 전 력 원 단 위

(생 산 량 ,백 만 T ) (전 력 원 단 위 ,kw h /t )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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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의존도 저하2.

일본의 석유 소비량은 년대 이후 대체로 소폭의 감소세 지속1980□
석유소비량― 연평균( )은 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증가세가 종전보1, 2

다 크게 둔화 년대 년대(1960 17.8% 1970 5.4%)→ 되고 년대와1980 2000

년대에는 소폭 감소 각각( -0.8%, -1.2%)로 전환

일본 연간 석유소비 증감률 추이 일본의 기간별 석유소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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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년 대 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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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별 평 균 증 가 율 , % )

자료: BP(2007)

― 발전분야의 석유의존도는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의 사용 확대로, ,

년 에서 년 까지 하락1973 71.4% 2005 9.5%

또한 철강 및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중유 소비도 1970―
년대말 차 석유파동 이후 대폭 감소2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변화 시멘트철강업 중유소비율․ 1) 추이

17.2
8.3

4.7 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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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등: 주 중유소비량 총에너지소비량: 1) /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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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 에너지 이용 확대.

석유파동 이후 일본 정부는 신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유 대체 에너지의, ,

보급 확대에 주력

년 선샤인계획 출범 및 전력생산 관련 법률 제정 년 석1974 , 1980―
유 대체 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대

체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꾸준히

지원

석탄 이용 확대(1)

차 석유파동 이후 석탄 정책을 국내 생산량의 소비라는 관점에1―
서 대체 에너지로서의 적극 활용이라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석탄‘ ’

수입을 확대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발전부문의 에너지원을,ㅇ
석유 중심에서 석탄으로 적극 전환

이를 위해 정부는 년 석유 대체 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에1980 ‘ㅇ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원을 통한 해외 탄광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해외 석탄 수입기지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

석탄의 가스화액화 기술 및 석탄재의 이용 기술 등 석탄의 청― ․
정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

이러한 기술 축적에 힘입어 최근에는 석탄의존도가 높은 중국,ㅇ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 석탄 이용기술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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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조업에서 석탄 이용이 증가함은 물론 전력 생산에서―
도 활용이 크게 제고

발전 에너지원 중 석탄의 비중은 년 에서 년1973 4.7% 2005ㅇ
로 상승25.7%

천연가스의 활용 확대(2)

일본 정부는 천연가스 관련 설비투자 및 수송 등에 대한 적극적―
인 자금 지원을 통해 석유를 대체하는 청정에너지로서의 활용을

확대

액화 천연가스는 생산지에서의 개발 액화 플랜트 및 적출 항만,ㅇ
시설 건설 전용 선박, 탱커(LNG ) 건조 수입기지 건설 등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분야별,

소요 자금을 과감히 지원

단계별 정책금융

단계 지원기관 지원분야

수입

단계

석유공단

현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

가연성 천연가스 탐광채취 자금 융자 해,․
외 천연가스 액화 필요자금의 출자

일본 수출입은행 현 국제협력은행( ),

일본 개발은행 현 일본정책투자은행( )

현지 생산시설 탱커 건설 등에 대한LNG ,

융자 석유공단 융자에 대한 채무보증,

일본 정부 수입관세 면제LNG

이용

촉진

단계

일본 개발은행 중소기업금융공고, 수입 설비에 대한 융자LNG

홋카이도 도호쿠 개발공사 수입 설비에 대한 출자 및 융자LNG

일본 개발은행 중소기업금융공고, 산업용 도입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LNG

또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로의 전환을 위한 설비교체ㅇ
비용 및 관련 기술을 지원

이에 따라 도시가스 원료 중 석유비중이 년 에서 년1973 46% 2005―
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발전용 에너지원 중 의 비중은6% LNG

에서 로 상승2.4%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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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의 적극 이용(3)

일본 정부는 자립형 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꾸준히 추―
진

년 전력생산 관련 개 법률 을 제정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1974 3 *ㅇ
한 세제 지원과 더불어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자금 및 주변 주

민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전원개발촉진세법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법 발전용시설 주변지역* , ,

정비법

년대 초반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경수로 도입 등을 계기로1970ㅇ
국내 기술수준 향상에도 꾸준한 노력을 지속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설비가 년 기에서 년 기로 크1974 8 2005 40―
게 증가하고 발전 에너지원 중 원자력의 비중도 년 에서1973 2.6%

년 로 대폭 상승2005 31.0%

신에너지의 보급 촉진(4)

년 일본 정부는 태양광 지열 석탄 수소 등 대 신에너지 관1974 , , , 4―
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선샤인 계획을 수립‘ ’

년에는 석유 대체 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법률에 근1980 ‘ ’―
거하여 신에너지종합개발기구를 설립하여 석탄 액화 기술 지열,

탐사 및 활용기술 태양광 발전기술 등을 연구,

년 이후 년까지 억엔을 투입하여 관련 기술을 개1974 2005 1,800ㅇ
발한 결과 태양광 연간 발전량 세계 위 누적 사용량 세계 위1 , 2

를 기록 년 기준(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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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신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에너지1997 ‘ ’―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년에는 선샤인계획을 신에너지 연구개2001 ‘

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추진’

특히 년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 등 이용에 관한 특별2002 ‘ㅇ
조치법을 제정하여 발전 부문의 신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전’

력 소매사업자에게 신에너지 로 생산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

매하도록 의무화**

* 대상 신에너지원은 풍력 태양광 지열, , 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지 않는 것( ),

중소수력 수로식 이하( 1,000kW ) 바이오매스의 종, 5

의무이용량 전국합계 은 년 현재 억 이며 년과 년까** ( ) 2005 38.3 kWh 2010 2014

지 각각 억 억 로 확대시킨다는 방침122 kWh, 160 kWh

나 경자동차 및 자전거 이용의 장려.

일본 정부는 석유파동 이후 경승용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자□
전거 이용을 유도

경차― 경자동차( )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 등에서의 우대조치 로 보급*

확대를 적극 유도

자동차취득세* 3% 일반( 5%) 경 승용 자동차세 연간 엔, ( ) 7,200 일반 이( 1,000cc

하 연간 엔29,500 ) 자동차 책임보험료 년간 엔, 2 25,000 일반 엔( 30,830 ) 등의

우대조치가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 시 인감 및 차고증명 불필요 사후제출(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년부터 일반보다 를 할인(1989 20% ) 등

이에 따라 경차점유비율ㅇ 신차등록기준( )이 년 에서 년1975 3.4% 2005

로 상승23.4%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차를 실용화하여 관공서의 업무용 차량으로―
의 이용 확대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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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판매대수 추이 차종별 신차 수요 비율 변화( )

1975 1990 2005

보통승용차 1.2 7.8 20.7

소형승용차 57.4 50.4 34.2

경승용차 3.4 10.8 23.4

기타차종 38.0 31.1 21.7

주 등록대수기준: 경승용차는 판매기준( )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2008)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육운통계요람: ,

전철 지하철 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
의 자전거 이용을 유도

일본 승용차 및 자전거 보유대수 도쿄 자전거 주차장 및 이용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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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동차 자전거 관련 협회 등: , 자료 일본 국세조사: (2005)

도쿄 도심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년 에서 년에는1990 6% 2000ㅇ
로 크게 상승16%

도쿄 도심지 교통 분담률 변화

개구 기준(23 )

년1990 년2000
지하철 75% 67%
자가용 7% 6%
지하철과 자전거 병행 0% 8%
자전거 단독 6% 8%
기타 도보 버스 이륜차( , , ) 12% 11%

자료 년 국세조사 자전거종합대책 도쿄도 에서 재인용: 1990, 2000 , ( , 2006.9.19)



- 23 -

석유류 가격 안정 노력3.

일본 정부의 가격 안정 노력에 힘입어 최근 석유제품 및 전기 가,□
스 가격의 상승률은 차 석유파동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1, 2

차 석유파동시에는 국제유가가 년에 년에1, 2 1974 204%, 1980―
상승하면서 가솔린소매가격18.0% 도쿄( )이 각각 상46.7%, 24.0%

승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하였으나 가72.8%

솔린가격은 상승17.1%

전기 및 가스 가격도 과거 석유파동기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ㅇ
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각각 의 소폭 상승2.8%, 3.1%

가솔린소매가격 상승률 비교 전기가스판매단가․ 1)
상승률 비교

46.7

24.0

5.8
17.1

204.1

18.0 24.3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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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소매가(도쿄)

국제유가(Brent)

(전년(동기)대비, %)

49.1

36.5

3.1

57.1

53.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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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판매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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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대비, %)

자료 일본 총무성:

주 년 이후는 소비자물가지수 중분1) 2005

류 가스대 전기대 지수 상승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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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유류 비축확대 및 유전 자주개발 노력.

일본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량을 꾸준히 확대하고□
해외 유전의 자체 개발에 노력

석유류의 비축 확대(1)

년 석유 비축의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회사의 석1975―
유 비축을 의무화

민간 석유회사에 대해 년까지 일분 비축을 목표로 하는1981 90ㅇ
일 비축 증강계획을 추진‘90 ’ 년 비축량을 일시 경감한 이후(1989 1993

년 이후 일분으로 축소70 )

년에는 정부에 의한 비축을 법제화함으로써 이후 비축기지1978ㅇ
건설 및 비축량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여 정부 비축 목표 5,000

만 를 년에 달성1998㎘

이와 같은 비축량 확대 노력의 결과 년말 현재 일본 정부 및2006―
업계의 석유 비축량은 일분으로 확대175 민간회사 일분 정부 일( 82 , 93

분)

또한 가스에 대해서도 비축 의무화 및 장기공급 계약 등을 통해―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

년부터 수입업자에게 일분의 비축을 의무화하였으며1981 LPG 50ㅇ
년말 기준 민간 일분2006 61 만톤(230 ) 국가 일분, 11 만톤(39 )이 비축

ㅇ 의 경우 가격 및 공급안정을 위해 년 공급계약을 체결LNG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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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의 자주개발(2)

일본 정부는 년 석유개발 공단 을 설립하고 탐사 개발 자금1967 * ,―
등의 지원을 통해 해외 유전의 확보를 추진

현재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JOGMEC)

이에 따라 총원유 수입 중 해외 자체개발 원유의 수입비중ㅇ 자주(

개발비율)은 년대 수준에서 년 까지 상승1970 8% 2005 17%

일본의 자주개발비율 등 추이 일본의 석유비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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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석유광업연맹 등: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2007)

년 신국가에너지전략에서는 자주개발비율을 년까지2006 ‘ ’ 2030ㅇ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40% ( (2006))田修司奥

나 석유류 유통의 효율화.

일본은 석유 수송수단의 대용량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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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관련 기업들은 년대초 이후 석유류 수송수단의 대형화1990 *―
로 물류비용을 감축

주요 수송수단의 평균용량은 내항탱커 선박 가 톤* ( ) 530 년(1992 )에서 톤641

년(2002 )으로 탱크차 철도 는 톤, ( ) 36.8 년(1993 )에서 톤41.3 년(2003 )으로 탱크,

로리 자동차 는( ) 15.4㎘ 년(1996 )에서 17.8㎘ 년(2000 )로 각각 대형화 일본 공(

정거래위원회(2004))

일본 석유수입 및 정유 회사의 코스트 추이
단위 억엔( : 10 )

1993 1995 1997 1999 년2001
수입회사 판매관리비 1,387 1,340 1,222 986 899
정유회사 총 비 용 1,073 1,062 1,098 795 873

변 동 비 361 348 413 304 403
고 정 비 712 714 685 491 470

자료: (2003)伊藤敏憲

일본 정부는 석유류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석유회사간 경쟁―
을 촉진

년에는 주유소 설치 규제 폐지 등 석유류 유통관련 규제를1998 *ㅇ
완화하여 공급 회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수입업자의 일

방적인 가격 전가를 억제

주유소 거리제한 지정구역 신설제한 공급원 증명제도 등을 폐지하고* , ,

셀프주유소를 허용

석유제품 가격 결정방식을 과거 원가연동방식 중심에서 지역시ㅇ
황연동방식 또는 정해진 산식에 특정 가격지표를 적용하여 산

출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화한 것도 가격안정에 기여 경제산업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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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환율의 하락4.

과거 차례 석유파동기와는 달리 엔화가 계속 절상된 것도 유가2□
상승의 충격 완화에 기여

과거 석유파동기에는 엔화가 절하됨으로써 달러표시 국제유가에―
비해 엔화표시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

달러 및 엔화 표시 유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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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블룸버그:

또한 엔화 환율의 대폭 하락으로 원유 수입에 따른 소득의 해외―
유출 규모도 크게 축소

일본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엔화 절상 효과는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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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시 소득이전액의 대 비율 하락에 대한 각 요인별GDPㅇ
기여도를 보면 환율 하락효과가 인 데 비해 에너지 효율43%

향상이 석유의존도 저하가41%, 19%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 증가액의 대 GDPㅇ 명목( ) 비율

이 차 석유파동기에는 였으나 년에는 에 불과1 2.8% 2005 0.7%

유가 상승의 영향 약화 요인분해

연도
소득이전액/

명목GDP

환율수준

엔 달러( / )
수입의존도 석유의존도

에너지원단위

석유환산 엔( g/ )

1974 2.8% 292.7 99.7% 74.4% 2.79

1980 1.8% 217.3 99.8% 66.1% 1.63

2005 0.7% 113.3 99.7% 48.9% 1.13

1974=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64.8 74.2 100.1 88.8 58.4

2005 26.2 38.7 100.0 65.8 40.6

년도 대비 연평균 저하율 및 요인별 기여율1974 1)

-7.1% -3.0%

(43%)

0.0%

(0%)

-1.3%

(19%)

-2.9%

(41%)

주 요인분해 관련 산식에 교란항이 있어 합계가 가 아님: 1) 100%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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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Ⅳ
일본이 차 석유파동 이후 추진해 온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석유1□
소비 억제 노력 등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

음

첫째 일본 정부는 독립부처를 설치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을 종합,―
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

년대초 통상산업성1970ㅇ 현 경제산업성( ) 산하에 자원에너지청 을“ ”

설립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의 수립 법제 정비 및 부서간 정책,

조정 등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

둘째 장기 전략 하에 실천 가능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꾸준하,―
게 추진

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된 시기에도 관련 정책을2ㅇ
계속 시행하고 매년 그 성과와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평

가 발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유지,

셋째 물리적인 에너지 절약보다는 에너지 효율 제고 및 대체 에,―
너지 이용 관련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

생상공정의 에너지 효율 제고 공산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ㅇ
석탄의 청정 이용 기술 및 태양열 등 신에너지 이용 기술 등을

적극 개발

이러한 노력은 공산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었으며 석ㅇ
탄 등 석유 대체 에너지 관련 기술의 신흥국 수출 확대에도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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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에너지 정책의 역점 대상을 에너지 사용이 많은 생산현장에,―
둠으로써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기업의 수익성도 제고

에너지 다소비 생산현장을 에너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에ㅇ
너지 절약 및 대체 기술 제공 설비 개체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우수 사례 발표 및 포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다섯째 가계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책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에너지 절약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에 대한 세제 지원과 더불어 가정 에“ㅇ
너지 절약 대사전 에너지 절약의 방법 및 효과를 상세히 기술( ) 의 발”

간 학교와 가정 대상 에너지절약콘테스트 개최 등을 통해 정보,

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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