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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부문의 전환은 가속화하는 중이나, 냉난방과 수송 부문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7 년 전 세계적으로 178 GW 의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용량이

추가되었다.

REN21 의 『2018 전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에 따르면,
2017 년에 재생에너지는 세계 발전용량 순증가량의
70 %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해가 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수요의
약 80%를 차지하는 냉난방 및 수송 부문은 발전
부문보다 뒤처져 있다.
오늘 발표된 『2018 전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을 가장
포괄적으로 개괄한 연례 보고서이다.
새로운 태양광(PV) 용량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2017 년에 신규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6 년
대비 29% 증가한 98GW 를 기록했다. 태양광은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의 신규 설비용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보급되었다. 풍력 또한 세계적으로 52GW 가
추가되면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계속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 순증가분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2017 년에 발전부문 투자의 2/3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었고,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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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중국, 유럽 및 미국이 2017 년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의 75%를 차지했다. 그러나 1 인당 GDP 를 고려하면 마샬 군도,
르완다, 솔로몬 제도, 기니비사우 등 많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나 신흥국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모두 4 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1.4% 증가했다.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17 년에 2.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신흥경제국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 재생에너지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화석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이행되고 있지만 기대보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2015 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의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약속은 재생에너지로 도전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전 세계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냉난방 및 수송 부문이 신속하게 발전 부문과 같은
경로를 따라야 한다. 이 부문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냉난방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에 변화가 거의 없다. 재생에너지는 2015 년 전 세계 열
생산량의 약 10%를 공급했다. 전 세계적으로 146 개국이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냉난방 부문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가진 국가는 단지 48 개국에 불과하다.
작은 변화들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2016 년 대비 2017 년에 태양열 집열기
설치량이 약 25% 증가했다. 중국은 2020 년까지 건물의 냉방 부하의 2%를 태양열로부터
충당하는 목표를 세웠다.
수송 부문에서 전력화의 증가는 화석연료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3 천만 대 이상의 2 륜 및 3 륜 전기 운송수단이 도로에
진입했다. 2017 년에만 2016 년 대비 약
58% 증가한 120 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되었다. 전기는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의 1.3%를 차지한다. 그중 약
1/4 이 재생에너지이고, 바이오 연료는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의 92%가 여전히 석유에
의해 충족되고 있고, 단지 42 개국만이
수송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문이 변화하려면 적절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부족한 부문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REN21 사무총장 라나 아디브(Rana Adib)는 “전기를 에너지와 동일시하는 것이 안일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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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지만, 냉난방 및 수송 부문은 마치 시간이 충분한 것처럼 천천히 걷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
REN21 의장 아소로 제르보스(Arthouros Zervos)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이
이행되려면 각국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하며, 냉난방 및 수송 부문에 강력한 목표와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한 리더십 없이는 전 세계가 기후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끝REN21 『전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에 대하여
REN21 의 『전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는 2017 년 말까지, 혹은 가능한 지역에서는 2018
년 초까지 나타난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 양상과 흐름을 소개한다.
2005 년에 처음 출판된 연례 『전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산업, 투자, 정책 개발의 최근 현황, 발전, 동향을 가장 종합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개괄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분석 혹은 전망은 제공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전 세계 900 여명의
참여자, 연구자, 저자 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된다. www.ren21.net/gs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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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음
인포그래픽
국가 및 지역 사실 정보
보도 자료 : 아랍어, 중국어, 영어, 이란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Spokesperson: Rana Adib, Executive Secretary, +33 (0) 1 44 37 50 90; +33 (0) 7 67 44 04 13 (m);
rana.adib@ren21.net
Media contact: Laura Williamson, Communication and Outreach Manager, +33 (0) 1 44 37 50 99;
+33 6 03 06 02 58 (m) laura.williamson@ren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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