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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연간보고:

10년의 우수성

REN21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구조 및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GSR 보고서를 제공한다. 각 보고서는 이용가능한 최신

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및 비공식 데이터를 이용한다.

신뢰성 있고, 시의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재생에너지 데이터는 본질

적으로 정책결정자 의사결정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에너지부문에서 재생에

너지 역할이 증가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전환이 현실이라는 것

을 입증할 수 있다.

올해는 REN21 GSR 보고서를 발간한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지난 10 년 동안 GSR은 

다루는 지역과 주제의 범위와 깊이가 확장된 한편 데이터 수집의 정밀함 또한 개선되

었다. GSR은 수백개가 넘는 문서, 수천개의 데이터요소, 전세계 전문가와 소통에서 수

집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이는 500명이 넘는 다양한 전문가 커뮤니

티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10년 동안 GSR은 산업과 정책지형, 재생에너지 시장 등 가장 자주 언급되고 활용되는 

보고서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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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21 : 21세기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

REN21은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의 핵심 행위

자를 연결하는 세계 재생에너지 정책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이다. REN21은 재생에너지

로의 신속한 세계적 전환을 향하여 지식 교환, 정책 개발, 공동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N21은 정부, 비정부기구, 연구 및 학술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산업계가 서로 상대를 

통해 배우고 재생에너지를 진전시키는 성공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결집시킨다. 정책 결

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REN21은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하며 

주제별 네트워크의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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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21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한다. 이 정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정책 변화를 촉진하며,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 아래 6개 항목을 통해서 

수행한다.

재생에너지현황보고서

2005년에 첫 번째 보고서 출시, 

REN21 GSR 보고서는 500명 이상의 

저자, 기여자 및 검토자 등 국제 네트

워크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됐

다. 오늘날 재생에너지 시장, 산업 및 

정책 동향에 가장 많이 참조하는 보고

서이다.

지역 보고서

지역보고서는 특정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 생산, 지역데이터 수집과정 

및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지도

재생에너지지도는 전세계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적하는 연구도구이다.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한 시장현황, 정책정

보, 국가정보 등을 GSR에 제공한다.

국제미래보고서

특정 주제영역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아카데미

REN21 참여자 커뮤니티 간 활발한 교

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지향 정책 

솔루션을 브레인 스토밍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참가자가 적극적으

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재생에너지컨퍼런스

수준높은 정치컨퍼런스이고, 재생에너

지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다. 2년마

다 열리고, REN 21과 정부가 개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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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는 꾸준히 성장했다. 전세계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하고, 세계경제가 성

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세를 유지했

다. 이 안정세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에너지효율성이 개선되었기 때문

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보급 확대는 기후변화 문제와 새로

운 경제적 기회 창출, 그리고 전기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수십억 인구에

게 매우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회복력을 개선하고, 에너

지서비스 접근을 강화해주는 등 변화하는 기후 조건 하에서 주요한 요소이다.

2013년에 재생에너지는 전세계 최종에너지소비량의 약 19.1% 공급했고, 2014년

에도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난방용량은 안정적인 추세로 확

대되었고, 수송용 바이오연료 생산은 2011~2012년의 부진을 딛고 2년 연속 증가

했다. 발전부문은 풍력, 태양광, 수력이 주도하여 빠른시간에 큰 규모로 성장했

다. 

성장을 이끈 요소는 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가격경쟁력 향상 등 여러 요소가 있

다.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는 전통적인 에너지원과 경쟁이 가능한 편이다. 하

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이 재생에너지의 성장

을 꾸준히 방해하고 있다.

유럽은 여전히 중요한 재생에너지 시장이지만, 재생에너지 수요는 다른 지역으

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에도 재생에너지 신규보급을 선도했고,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신규설비의 큰 비

중을 차지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많은 개도국들이 재생에너지 

기술의 중요한 생산시장이자 설치시장이 되었다.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 부문에서 개발과 보급에 상당한 

진전이 나타났다. 또한 수송과 난방부문의 전기화(electrification)는 미래 기술간 

융합 잠재력의 높은 가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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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석탄과 가스의 추가용량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용량이 추가됨

2014년 재생에너지는 전세계 신규설비용량 순 추가의 약 58.5%를 차지했다. 모

든 지역에서 신규설비가 상당히 증가했고, 풍력, 태양광, 수력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 2014년 말, 재생에너지는 전세계 발전용량의 약 27.7%를 차지했는데, 전력

의 약 22.8%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재생에너지는 몇몇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관련하여 재생에

너지 보급이 높은 국가의 정책입안가들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과 전력망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적 요구를 하고 있다. 

호주, 유럽, 일본, 북아메리카에서는 주거지형 프로슈머(자신이 쓸 전기를 생산

하는 전기고객)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2014년에 전세계 대기업과 공공기관들

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거나 자가설비에 투자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했다.

냉난방: 느린 성장, 하지만 큰 잠재력-에너지 전환의 핵심

2014년 세계 최종에너지소비의 약 절반은 건물과 산업에 필요한 열을 제공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중 약 8%를 현대적인 재생에너지(대부분 바이오매스)가 차지

했다. 재생에너지는 급성장중인 냉방에도 사용되었다. 특히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는 지역냉난방시스템에 더 많이 통합되었고(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지역냉난

방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된 열을 흡수), 하이브리드시스템

을 이용하여 다양한 열에너지 기기를 작동시켰다. 이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재생에너지의 큰 잠재력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의 상대적 결

핍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수송: e-mobility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바이오연료가 주도

수송부문의 정책, 시장, 산업의 주요 관심은 액체 바이오연료였다. 수송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크지 않고, 그 중에서도 액체 바이오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를 위한 신규시장과 신기술 개발(상업용 항공기들이 항공

용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은 2014년에도 지속되었고, 바이오메탄은 

차량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열차, 경전철, 트램, 2륜 및 4륜 전기차 전기공급 확

대는 재생에너지가 수송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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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정책지형

재생에너지의 발전은 2014년에도 정부정책에 의해 대체로 결정되었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미국연방의 생산세공제가 만료되

는 등과 같은 정책변화와 불확실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일부 국가에서 어려움

을 겪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정책을 보유한 국가의 수가 

다시 증가했고, 일부 행정구역에서는 (많은 수가 100% 재생에너지 혹은 전력 목

표치를 두는 등) 기존의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조정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최소 164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설정했고, 약 145개국이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정책입안가들은 급변하는 비용과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이한 정책메커니

즘 혼합, 전력과 열 수송간 지원과 연계 강화, 에너지믹스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

대 등 기존 정책들을 조정하는데 주력했다. 

전기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구조변화를 동반한 정책결합

정책입안가들은 주로 전력부문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의 정책지형을 결정한 것

도 바로 이런 흐름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원메커니즘은 FIT제도와 RPS제도

이다. FIT는 108개의 행정구역(국가, 주/지방 수준)에서 시행되었다. 새로운 FIT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한 유일한 나라는 이집트였고, (특히 유럽의) 정책입안가

들은 기존정책을 수정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RPS 정책은 주와 지방수준에서 가

장 인기가 있는데, 국가 수준에서는 최소 26개국, 그리고 72개의 주/지방에서 시

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RPS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몇몇 주는 꾸준히 반대

하고 있다. 입찰제도는 전 세계에서 갈수록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5년 초를 기

준으로 최소 60개국이 재생에너지 입찰을 시행했다. 넷미터링 제도는 48개국에서 

이행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금융지원 정책이 존재하는 국가는 약 126개였다.

에너지저장용량을 늘리고 전력망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메커니즘 

역시 사용되고 있다. 정책입안가들은 전통적인 지원 메커니즘 외에 녹색은행과 

녹색채권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전

력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금을 도입

하는 나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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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전력정책보다 느리게 확산

국가 정책입안가들은 재생에너지냉난방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쏟고 있

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냉난방에 대한 목표치를 두고 있는 나라

는 약 45개국이었다. 재생에너지 냉난방시스템에서 널리 시행되는 정책형태가 

금융 인센티브 제공이다(몇몇 제도들이 재도입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강화

되기도 했다). 기타 정책수단으로는 태양에너지에 특화된 재생에너지열의무(RHO)

규정과 기술중립적인 의무규정이 있는데, 전자는 11개국의 국가 혹은 주/지방수

준에서 추진중이고, 후자는 2015년 초를 기준으로 10개국에서 이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송정책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송이동

수송정책은 대부분 바이오연료와 도로수송에 꾸준히 초점을 맞춰왔다. 재생에너

지와 전기차 연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중심에 서지 못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바이오연료혼합의무규정(RFS)을 두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이었는데, 국

가수준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곳이 31개국이었고, 주/지방수준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곳이 26개였다. 많은 국가들이 2014년에 기존의 RFS를 강화했다. 하

지만 1세대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었다.

도시와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지자체가 주도권을 잡다

도시는 높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 및 달성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흐

름을 이끌어가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몇몇 행정단

위(대다수 도시/지방수준)들이 100% 재생에너지 혹은 전력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중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목표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전세계 도시의 정책입안가들은 건물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열 기술과 재생에너

지 전력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냉난방시스템의 개발은 냉

난방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규모 확대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갈수록 민관파트너십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지자체들은 공동체규모 발전시스템을 만들었다. 정책입안가들은 구매권

한을 이용하여 바이오연료와 전기차를 공공수송에 포함시키고 관련된 지원인프

라를 개발하는 등 모든 경제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

히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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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생에너지 지표

2004년 초 2013년 2014년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과 연료에 대한 신규 투

자(연간)
10억 달러 45 232 270

전력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수력 제외) GW 85 560 657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수력 포함) GW 800 1,578 1,712

수력 발전용량 GW 715 1,018 1,055

바이오 발전용량 GW <36 88 93

바이오발전량 TWh 227 396 433

지열용량 GW 8.9 12.1 12.8

태양광 발전용량 GW 2.6 138 177

태양열 발전용량 GW 0.4 3.4 4.4

풍력 발전용량 GW 48 319 370

열

태양열온수난방 용량 GWth 86 373 406

수송

에탄올 생산(연간) 10억 리터 28.5 87.8 94

바이오디젤 생산(연간) 10억 리터 2.4 26.3 29.7

정책

정책목표 설정된 국가들 # 48 144 164

FIT 시행 주/지방/국가 # 34 106 108

RPS/쿼터제 시행 주/지방/국가 # 11 99 99

입찰제 시행 주/지방/국가 # n/a 55 60

열공급 의무 시행 국가 # n/a 19 21

바이오연료 의무 시행 국가 # 10 63 64



- 18 -

상위 5위 국가들

2014년 연간 투자/용량 증가/생산

1 2 3 4 5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료 투자

(수력 제외)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GDP 당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료 투자
브룬디 케냐 온두라스 요르단 우루과이

지열 발전용량 케냐 터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탈리아

수력 발전용량 중국 브라질 캐나다 터키 인도

태양광용량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태양열 발전용량 미국 인도 - - -

풍력용량 중국 독일 미국 브라질 인도

태양열 온수용량 중국 터키 브라질 인도 독일

바이오디젤생산 미국 브라질 독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연료에탄올생산 미국 브라질 중국 캐나다 태국

2014년 말 기준 총용량 또는 발전량

1 2 3 4 5
전력
재생에너지 발전

(수력포함)
중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

(수력제외)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이탈

리아
인도

1인당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수력 제외)
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스웨

덴
오스트리아

바이오발전 미국 독일 중국 브라질 인도
지열발전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인도
수력 중국 브라질 미국 캐나다 러시아
수력발전량 중국 브라질 캐나다 미국 러시아
집광형태양열발전 스페인 미국 UAE 인도 알제리
태양광발전(PV) 독일 중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1인당 PV용량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체코
풍력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
1인당 풍력용량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열
태양열온수 중국 미국 독일 터키 브라질

1인당 태양열온수용량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바베이도스 그리스

지열 중국 터키 아이슬란드 일본 이탈리아
1인당 지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터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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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산업 흐름

2014년 모든 재생에너지 시장은 성장했는데, 이중 신규용량 측면에서 풍력과 태

양광이 주도했다.

- 바이오매스에너지: 열, 발전, 수송을 위한 바이오매스

2014년의 바이오-열 생산은 2013년보다 1% 늘어나 안정세를 유지했다. 바이오-

열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미국처럼) 산업에서 

대규모로 생산되기도 하고, (중국처럼) 가정용 소규모 바이오 소화장치의 수가 

크게 늘기도 하였다. 전세계 바이오-전력 생산량은 약 9% 증가했다. 추가설치용

량은 중국, 브라질, 일본이 많고, 상대적으로 추가용량은 적었지만 발전량은 미

국과 독일이 높다.

액체 바이오연료는 2014년에 전년대비 9% 증가해 생산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 브라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아시아의 생산증가율이 특히 높았

다. RFS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바이오연료시장은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지만, 특히 유럽, 미국, 호주에서는 정책불확실성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하반기 저유가는 특히 공급원료 생산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일부 바이오에너지 비즈니스의 매출은 감소했다.

2014년에는 고체연료와 액체연료 모두 무역흐름이 약간 바뀌었다. 북미 우드펠

릿의 상당한 비중이 아시아로 유입되면서 과거 유럽이 주도했던 흐름이 한풀 꺾

였다. 유럽에 도입되는 바이오연료의 교역 비중은 약간 감소한 반면 새로운 시

장(특히 연료용 에탄올)은 다른 지역에서 확대되었다.

- 지열에너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

2014년에는 약 640MW가 신규설비가 추가되어 누적용량이 12.8GW에 달했고, 약 

74T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신규 발전용량이 가장 많이 보급된 곳은 케냐로, 이

는 동아프리카에서 지열에너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열의 직접사용

(열) 용량은 약 1.1GWth 추가 되어 총 용량이 20.4GWth에 달했고, 출력은 약 

263PJ로 추정되었다. 지난 5년간 총 발전용량은 연평균 3.6%, 열용량은 약 5.9%

씩 성장했다. 지열산업은 프로젝트개발에 따른 위험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

고, 개도국과 선진국에서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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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 재생에너지 중에서 아직은 가장 거대함

2014년에는 약 37GW의 신규설비가 추가되어 전세계 총용량은 약 1,055GW에 달

했고, 발전량은 3,900TWh로 추정된다. 중국(22GW)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용량

을 설치했고, 브라질, 캐나다, 터키, 인도,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용량이 추가되었

다. 수력은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발전시설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하

고 있다. 특히 800MW 터빈과 같은 대형 발전유닛 설치는 효율성을 높이고, 발

전단가를 낮추는 요구에 부합했다. 또한 향상된 출력효율과 새로운 규제에 맞는 

성능을 갖추기 위해 기존발전소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더불어 양수발

전소의 변속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통합을 지원하는 등 혁신이 진행중

이다.

- 해양에너지: 지체된 전진 하지만 전도가 유망함

해양에너지 용량은 대부분 조력 발전용량이며, 2014년에도 약 530MW 수준에 머

물렀다. 신규설비는 모두 일종의 실증프로젝트였다. 두 개의 파력개발회사가 어

려움에 직면했고,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이해당사자들을 엮어 문제해결과 협력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유럽해양에너지포럼이 발족되었다. 다양한 실증현장에서 기

술개발이 지속되었고, 조력과 파력 장치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해양에너

지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 태양광발전: 신규시장으로 급속하게 확산

태양광은 설치비용 하락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화석연료와 비용경쟁이 가능

해졌다. 이러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태양광이 전력생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 약 40GW의 설비가 보급되었고, 누적 설치량은 약 177GW에 

달해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신규설비는 대부분 중국, 일본, 미국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그 외 라틴아메리카

에서도 급성장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상당량의 신규설비가 추가되었으며, 중

동지역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등장했다. 유럽연합 시장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유럽(특히 독일)은 누적 설치량과 발전량 측면에서 꾸준히 세계를 선도했다.

2013년에 시작된 태양광산업의 회복세는 2014년에도 지속되었다. 지난 몇 년간 

기업도산은 크게 줄었지만 제조업체들 간의 인수합병은 지속되었다.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셀 및 모듈생산시설이 전 세계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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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광형태양열 발전: 기술과 기기의 다각화

집광형태양열 발전시장은 다른 재생에너지 시장보다 아직 미숙한 상태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여 총용량이 4.4GW(27% 성장)에 달했

다. 포물선 구유형 발전소가 계속해서 기존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14년

에는 기술 다각화로 세계최대 선형프레스넬 발전소와 타워형 발전소가 건설되었

다.

2014년에 전력망에 새로운 태양열발전 시설을 추가한 나라는 미국과 인도 뿐이

었지만 비슷한 움직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과 모로코에서 건설과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스페인은 여전히 누적용량 

측면에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스페인과 미국시장 침체는 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였다. 집광형태양열 발전은 

전세계 선(Sun)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비용이 하락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이 개발

되고 있다. 특히 열에너지 저장장치(TES)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TES는 광범위

한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고 있다.

- 태양열냉난방: 신규시장의 성장과 기존시장의 둔화

태양열 기술 보급은 유럽과 중국시장의 침체로 2014년에도 성장이 둔화되었다. 

태양열 집열기 누적용량은 2014년 말 약 406GWth에 도달했고(공기식 집열기는 

추가로 2GWth 늘어났다), 이로써 연간 약 341TWh의 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 중국은 태양열 집열기 시장의 약 80%를 차지했다. 터키, 브라질, 인도, 독일

이 그 뒤를 이었고, 최근추세는 호텔, 학교, 기타 복합단지시설에 더 큰 가정용

온수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지역난방시스템, 태양열 냉

방, 산업용 고급형 집열기 사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고급형 시

스템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아시아국가와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내수시장이 확대되었

다(일부 영역의 강력한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채널 확대). 반면 유럽의 

산업계는 합병이 지속되면서 힘든 한해를 보냈다. 중국은 2014년 수요가 약해지

면서 과잉공급 때문에 곤란을 겪었지만, 중국은 장기적인 주도권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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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 신규 전력생산을 위한 가장 저렴한 선택지

전세계 풍력시장은 다시 반등하여 2014년 말 51GW를 신규설치 함으로써(모든 

재생에너지 기술 중에서 최고용량) 누적 설치량은 370GW에 달했다. 해상에서는 

약 1.7GW의 추가용량이 전력망에 연결되어 해상풍력 설치량은 8.5GW를 넘어섰

다.

풍력은 많은 지역에서 신규설치 비용이 낮아졌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

카에서 새로운 시장이 꾸준히 나타났다. 아시아는 중국의 주도 하에 7년 연속 

최대 시장 지위를 지켰고, 총 설비용량 면에서 유럽을 따라잡았다. 미국은 발전

량에서 선도적인 국가였다. 덴마크, 니카라과, 포르투갈, 스페인 등 몇몇 나라에

서는 풍력이 전기 수요의 20% 이상을 충족시켰다.

대부분 터빈제조업체들은 수년간 적자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상위 10대 기업들

은 모두 설비기록을 경신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해상과 육상용 터빈설계는 꾸

준히 진화하여 다양한 풍황과 여건 속에서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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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흐름

모든 지역의 투자 상승

재생에너지 전력과 연료에 대한 전 세계 신규투자(50MW이상 수력발전 제외)는 

2013년보다 17% 늘어나 2,703억달러에 도달했다. 50MW 이상 수력발전프로젝트 

투자까지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전력과 연료에 대한 총 신규투자액은 최소한 

3,010억달러에 도달했다. 재생에너지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순 투자액 측면에

서 5년 연속 화석연료를 앞질렀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액이 증가한 것은 유럽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증가와 중국과 일본에서 태양발전설비가 호황을 맞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2014년 개도국의 투자액은 2013년보다 36% 늘어난 1,313억달러였고, 선진국의 

총 투자액은 2013년보다 불과 3% 늘어난 1,389억달러였다. 전 세계에서 투자액

이 2013년보다 더 늘어났고, 개도국의 투자는 선진국의 총 투자액을 넘어서기 

직전에 도달했다. 

중국은 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재생에너지 발전과 연료에 대한 개도국 총 

투자액의 약 2/3를 차지). 그 외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이 상위권 국가를 차지하

고 있다. 2014년에는 신규시장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칠레,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는 각각 재생에너지에 10억달러 이상을 투

자했다. 

투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도적인 기술은 태양발전과 풍력이다. 태양발전(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신규투자의 55%, 36.8%를 차지하며 모두 2013년보다 크

게 증가했다. 태양발전 투자액은 25% 증가한 1,495억달러였고 풍력발전은 11% 

늘어난 995억달러였다. 2014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투자의 25% 이상이 태

양광 소규모프로젝트였다.

지열발전투자액은 23% 증가했고, 해양발전(100% 증가)도 전년도 투자액이 적었

지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그 외 나머지 재생에너지는 성적이 좋지 않았

다. 바이오연료는 8% 감소하여 10년 만에 최저치였고,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에너

지는 10% 하락했으며, 소수력발전은 17% 감소했다.

투자 유형별로 보면 모두 2013년보다 늘었는데, 유틸리티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

한 자산금융(asset finance)이 총투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남-남 개

발은행 두 곳이 신규로 만들어졌다. 5개 BRICS 국가들은 1,000억달러 규모의 신

개발은행을 만들었고 아시아 23개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만들었다. 재생

에너지를 위한 신규투자수단으로 일드코(yield co), 녹색채권(크라우드펀딩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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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자본공급자 계층이 유입되었고, 재생에너지 자본비용 감

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에너지 접근성을 위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긴요하고 생산적인 서비스를 제공

전세계 인구의 15%인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총 발전용량이 약 147GW에 불과해 독일보다도 적다. 

게다가 약 29억명 사람들이 청정한 취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분산형 재생

에너지 기술은 개도국 외딴지역과 농촌에 생산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개별가구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초소형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기존 옵션보다 더 저렴

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 역할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2014년에는 가정용태양시스템, 초소형수력발전소, 태양열 집열기 등이 더욱 확산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장비, 구성, 기기들이 발전했다. 원격통신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형풍력터빈, 관개키트에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발전 등 보조

서비스와 모니터링의 디지털화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판매후서비스를 개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몇몇 요인들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재원(공공과 민간)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

졌다. 여기에는 독립형 취사 및 전기시스템, 그 중에서도 특히 재생에너지 시스

템이 외딴 지역에 에너지서비스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선택지라는 인식이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많은 국가에서 농촌 전기보급과 청정한 취사에 중요한 요

소가 되었다. 페루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역경매를 준비하고 이행한 최초의 국

가 중 하나로 2014년에 1건의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몇몇 국가들은 2014년에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착수했는데, 

칠레, 미얀마, 스리랑카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개발했고, 에콰도

르, 과테말라, 방글라데시, 인도는 청정한 취사 확산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

시켰다.

2014년에는 수십 개의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양자 및 다자간 정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SE4ALL 같은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접근성을 확

대하는데 기여했다. 다자적 금융기관들과 개발은행들 역시 2014년에 재생에너지 



- 25 -

프로젝트에 꾸준히 재정을 지원했다. 기존단체들 외에 민관파트너십과 NGO들 

역시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저소득

고객들이 앞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상품 및 소비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는 인

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분산형 재생에너지시스템은 기타자금원 뿐만 

아니라 벤처자본가, 상업적인 은행, 기업으로부터도 꾸준히 투자를 끌어모았다.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의 양대 기둥

기술적 맥락과 정책적 맥락 모두에서 또한 건물과 전자서비스에서부터 수송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원 사이에는 특

수한 상승관계가 존재한다. 1990년 이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로 경제산출물 

단위 당 에너지소비량을 의미하는) 에너지집약도가 개선되긴 했지만, 에너지효

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량은 아직도 크다.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성장, 기후변화 완화 등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저개발국가에서 효율성이 개선되면 에너지에 접

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건물, 전자기기, 수송용 차량, 산업의 효율

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치와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

2014년 많은 수의 국가들이 이런 목표치를 두고 있었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

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개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2013년과 

2014년에 건물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능요건이나 인센티브를 이행했다. 전자

기기와 기타 에너지소비 제품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수단은 기

준과 라벨링 프로그램인데, 2014년 기준 81개국이 관련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산업용전동기에 대한 기준이 도입된 나라는 44개국이었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차량연비기준은 세계 경차시장의 70%에 도입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정책영역에서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상대

적으로 적었다. 건물 관련 인센티브 및 경제전반에 걸친 목표치 및 규제를 통해 

이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고, 그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 26 -

재생에너지의 주류화 : 정책입안가들을 위한 핵심결론

특히 풍력과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경우 정부지원에 힘입어 비용경쟁력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장조건이 변하고 있다. 미래 정

책들은 새로운 방향을 내놓았고, 그에 따른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방향이란, 특히 개도국처럼 새로운 국가로 재생에너지 보

급을 확대하는 것, 재생에너지 전력을 통합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와 

시장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비 전력부문(가령 냉난방과 수송)의 전기화 증대 등

을 말한다.

재생에너지현황보고서(GSR)가 기록하고 있듯 재생에너지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도전

과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끄는데 필요한 정책구조를 개발하여 모두를 위

한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에너지접근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하려면 정책구조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 해야 한다. 재

생에너지 산업이 투자를 끌어들이고, 생산용량을 늘리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

속가능한 일자리의 수를 확대하려면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책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시장변화에 적응하고 불필요

한 공적지출을 피할 수 있다. 정책환경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것이 대단

히 중요하다(가령 FIT를 갑자기 뒤집을 경우 재생에너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시간, 산업이 필요하다.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능력을 홍보해라

많은 개도국들이 에너지 생산용량을 빨리 늘려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에너지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

다. 이런 압박에 직면한 정책결정자들은 재생에너지가 신속하게 의미있는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과소평가한다. 중국,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 미

국은 기존 인프라에 상당한 비중의 재생에너지를 성공적으로 통합하였고,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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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믹스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스마트 관리를 통해 적절한 가격에 신뢰

성 높은 전력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는 기저부하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는 오해를 바로 잡으려면 이런 성

공과 경험을 서로 소통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공정한 플랫폼을 만들어라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전 세계 보조금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조금은 정의와 계산방식에 따라 그 추정액은 연

간 5,500억달러(IEA)에서 56,000억달러(IMF)에 이른다.

특히 개도국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성장(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는 보조금 영향으로 가격이 낮

게 유지되면서 효율개선과 에너지보존 노력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공정한 플랫폼에서는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할당이 가능하고, 에너지효율성과 재

생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이행을 이끌어가는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

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 에너지생산에 따

른 외부비용이 더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다.

개도국에서 에너지 또는 연료 보조금을 소비자에 초점을 맞출 경우, 보조금은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변화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다

변동성이 큰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의 전력 공급망에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프로그램은 단일기술 지원 

체계에서 다양한 기술의 균형있는 결합을 지원하는 체계로 이동해야 한다. 정책

과 규제 메커니즘은 보다 유연한 전력 공급망을 지원해야/가능하게 해야 하고, 

수요관리를 늘려야 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을 수송, 건물, 산업, 냉난

방 부문에 통합시켜야 한다.

유틸리티와 전력망 시스템 운영자들 역시 재생에너지가 지배적인 에너지시스템

에서 수요와 생산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분산

형 전력생산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산업, 수송시스템, 가정 수요관리를 위해서

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높은 비중의 급전가능한(dispatchable)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주류화 할 수 있는 

신기술을 역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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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정책입안가들은 에너지집약적 산업처럼 대규모 에너지소비자 뿐만 아니라 유틸

리티 및 전력망시스템 운영자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메커니즘과 규제구조를 설계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냉난방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냉난방은 총에너지수요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부문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정책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발전부문보다 계속 

훨씬 뒤쳐져있다.

(에너지효율성 개선과 재생에너지기술 보급에 대한) 건물의무규정은 재생에너지 

냉난방 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하다. 건물, 산업, 지역난방시스템에 재

생에너지를 통합하는 규정은 재생에너지 난방시스템 지원뿐만 아니라 변동성 있

는 전력생산을 통합하여 전력망의 압박을 덜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최종에너지수요에서 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할 때 각국 정책입안가

들은 재생에너지 열 개발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난방과 전력부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면 전력망 압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도국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접근을 개선해야 한다

개도국에서 다양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을 확보하려면 재원마련이 핵심이

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공급을 확대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가용

한 재원부족, 높은 자본비용, 혹은 투자자 측에서 내켜하지 않음 등의 정치적, 

재정적 한계에 부딪힌다.

에너지시장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에너지접근을 달성하려면 공공부문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대출담보 

뿐만 아니라 선별대출과 지원금 같은 공공재원메커니즘은 민간재원의 결핍을 극

복하고 시장개발을 활성화하며,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를 추진하

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금융수단은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서 이행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자와 에너지사용자 모두를 지원하여 해당프로젝트

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재원마련과 매입을 위

해서는 기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준과 인증서 등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는 재생에너지제품 수출과 지역산업을 개발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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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양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에너지계획 확정, 목표치 설정, 정책수단 설계, 지속적인 평가 및 투자 확보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규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

생에너지 관련된 데이터의 상황(특히 발전부문에서)은 최근 몇 년간 크게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이용 및 접근가능성은 특히 분산형 재생에너지

(현대적인 재생에너지 열 포함)의 경우 여전히 제한적이다. 시장의 잠재력을 이

해하고 정책개발을 이끌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향상되고 통

합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정책입안가들은 특히 개도국의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냉난방에 관한 

데이터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산적 속성 때문에 데이터

를 모으기 쉽지 않지만 에너지접근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이다. 그래서 데이터수집, 가공, 확인에 대한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

이 필요하다. 데이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비공식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의 통합뿐만 아니라(농업, 

산업, 보건 등) 다양한 비에너지부문의 새로운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데이터의 정의를 확대하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정책프로그램과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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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계 개괄

2014년 재생에너지는 하반기에 석유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전세계 에너지소비량

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최종에너지소비량은 개도국

의 수요증가로 인해 최근 연간 약 1.5%씩 늘어났다.

경제가 성장하고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처음으로 에너지소

비와 관련된 전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과거에는 경제가 

침체되면 배출량이 하락했지만, 2014년의 탄소안정화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

지효율성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유럽연합과 (중국, 멕시코, 미국 등) 일부국가

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기후변화 관련 약속을 선언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투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새

로운 경제기회 창출과 아직도 현대적인 전기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에게 에너지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여러나라에서) 농촌전력보급프로그램의 핵심요소이고,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재

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일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UN은 2014

년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10년 Decade of Sustainable Energy for 

All(SE4ALL)의 첫해로 선언했다(SE4ALL은 2010년 18%인 전 세계에너지믹스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 36%로 두 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3년에 재생에너지는 세계최종에너지소비량의 약 19.1%를 차지했다. 개도국 

농촌지역과 외딴지역의 취사와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재래식바이오매스가 약 

9%를 차지했고, 현대적인 재생에너지는 2012년보다 비중이 약간 늘어나 약 

10.1%였다.

현대적인 재생에너지가 점점 많이 이용되는 시장은 전력생산, 냉난방, 수송, 농

촌/독립형 에너지서비스 등 4곳이다. 원별로 2013년 수력발전은 최종에너지소비

량의 약 3.9%를 차지했고, 다른 재생에너지전원이 1.3%를 차지했으며, 재생가능 

열에너지가 약 4.1%, 수송용 바이오연료가 약 0.8%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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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최종에너지소비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대략의 비중, 2013년

2014년에는 전반적인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과 에너지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했

다. 지난 5년 평균보다 2014년에 보급이 더 빠르게 성장한 기술도 있다. 난방부

문에서 추가 설비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송용 바이오연료 생산은 

2011-2012년의 둔화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증가속도와 설비용량 규모면에서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난 분야는 전력부문이었다.

많은 재생에너지기술이 급속한 팽창을 경험해왔지만, 아직 SE4ALL의 목표를 달

성하는데 부족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신규 용량과 투자는 태양광, 풍력, 수력에 

쏠려있다.

2014년에도 재생에너지의 성장은 주로 정부정책에 의해 주도되었다. 하지만 일

부국가에서는 새로운 세금 부과(유럽), 생산세 공제 만료(미국) 같은 정책변화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목표치와 정책을 갖춘 국가는 2014년

에 다시 증가했고, 일부 행정단위들은 기존의 목표를 좀 더 높게 조정하기도 했

다. 정책입안가들은 주로 전력부문에 집중하고 냉난방이나 바이오연료 이외의 

수송부문에는 관심을 가장 적게 기울였다.

2015년 초까지 100% 재생에너지나 전력 목표치를 보유한 행정구역이 몇 개 있

었다. 이런 목표치의 대다수는 도시/지방수준에서 마련되었지만, 100% 목표를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수도 늘고 있다. 가령 카보베르데, 코스타리카, 덴마크 같

은 나라에서는 국가수준에서도 100% 재생에너지와 전력목표에 대한 탐색이 이

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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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증가 역시 성장세를 지속시킨 큰 힘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2014년에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기존 에너지원과 

경쟁할 만하다. 비용과 환경성과의 측면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시스템은 도서지

역과 외딴 지역의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화석연료(특히 디젤)와 경쟁할 만하다. 개도

국의 외딴 지역과 농촌에서 재생에너지는 필수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역할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비용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에너지효율성 개선)은 특히 개도국에서 화석연료

와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이 의해 꾸준히 억제되고 있다. 보조금은 관행적인 에

너지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경쟁하기 어렵

게 만든다.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은 에너지효율성개선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무

색하게 하여, SE4All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해야 하는 재생에너지의 양

을 증가시킨다. 2013년 화석연료에 대한 전세계 보조금은 5,500억달러를 넘어섰

다. 2014년, 30개에 가까운 국가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앴는데, 이

중 일부는 저유가에 대한 대응에서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

그림 2. 재생에너지용량과 바이오연료 생산량의 연평균증가율, 2009년 말~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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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바 1. 지역조명: 동아시아

지역으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는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최대의 투자자일 뿐

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었다. 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주요경제국들(중국, 일본, 한국, 대만)과 동남아시아의 급성장 

중인 경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으로 

구성된다.

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동아시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지역이고, 이 지역에 속하는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위험에 대단히 취약하며, 급성장하는 도시들은 매년 수백만 건의 조

기사망을 유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동아시아에 대단히 필요한 청정에너지 

선택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입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공급안정성 위험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동아시아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신산업정책의 핵심적인 전략

적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

2013년까지 동아시아의 총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약 457GW(세계총용량의 

29% 이상)로 추정되었고, 중국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수력발전은 총용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지만(동아시아전체는 322GW, 중국은 260GW), 중국의 

주도로 풍력에너지가 주요부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세계 상

위 2대 태양광 발전시장이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세계에서 두 번

째와 세 번째로 큰 지열발전 생산국들이었으며, 한국은 조력발전 분야에서 두

각을 나타냈다.

동아시아는 재생에너지 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태

양열온수기 용량추가분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총용량의 약 2/3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연료 분야에서 동아시

아는 세계 에탄올 생산량의 3%와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12% 밖에 점하지 못

해 거대한 세계 주자들보다 뒤쳐져 있다.

시설생산에서도 위와 유사하게 인상적인 수치들이 확인된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세계 태양광모듈의 5% 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2/3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태양열온수기의 약 3/4를 제조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풍력터빈(대형과 소형)을 생산한다. 중국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해왔다. 일본, 한국, 대만의 기업들은 (태양광발전, 태양

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중국은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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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관련 전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위해 타고난 역량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핵심적인 흐름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이고 다방면

에 걸쳐있는 전략과 정책에 통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녹색성장전략, 

일본의 신성장전략, 중국의 12차 5개년계획, 베트남의 녹색성장전략, 말레이시

아의 10차 계획 모두 야심찬 재생에너지개발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있다. 게

다가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소유의 에너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장비생산, 

지원인프라, 신기술개발, 투자에서 핵심적인 주체로 활동한다.

하지만 각 국가계획은 실적이 부진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 국가 목표치들은 반복적으로 달성되지 못했고(한국과 일본), 일부 정부

는 핵심부문에서 적극적인 목표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로 국내에서) 비난을 

샀으며(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부 장기계획들은 빈번하게 개정되었다

(가령 태국은 겨우 6년 동안 3개의 장기적인 “대안에너지” 전략을 발족시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들은 국가와 지역, 지방 수준에서 입법 구조를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풍족한 자금지원을 받는 정책 인센티브와 그 외 여

러 형태의 국가지원을 도입했다. 또한 이런 조치들은 지난 10년간 동아시아에

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FIT, 경매, 건축규정, RPS

는 점점 인기있는 정책수단이 되었다. 갈수록 많은 수의 도시 및 지방정부들 

역시 각자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정책을 고안하여 지방수준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다.

급증하는 상당량의 에너지수요, 다양한 상업적 기회,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은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왔다. 22억명의 인구를 보유

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지역이다. 분산형 발전과 

유틸리티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그 막대한 잠재력은 도시와 농촌지

역에서 비슷하게 개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소유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치사슬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지만, 태양과 풍력에너지 설비제조에서

는 Sinovel, Goldwind, Trina, Yingli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민간부

문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이제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들이

다.

동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의 규모를 더욱 확장하는 데 다양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대규모 수력발전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용

가능한 잠재력을 거의 모두 다 활동하다시피 했다.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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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시장은 지역적으로 꾸준히 다각화되었다. 유럽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자 혁신의 중심지였지만, 수요는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으

로 이전했다. 2014년에는 다시 중국이 재생에너지 전력 신규용량에서 세계를 선

도했고,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의 지역에서 추가된 용량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기술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보급하는 아시

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개도국의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 전력과 연료에 대한 전 세계투자액이 반등했고, 세계 모

든 지역에서 투자액이 늘어났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용량 추가분에 대한 순투자

액의 관점에서 5년 연속 화석연료를 앞질렀는데, 이는 주로 태양과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투자액을 기준으로 주도한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이었다. 하지만 

신규 재생에너지 전력과 연료에 대한 투자액을 연간 GDP와 비교해서 고려했을 

때, 상위국가에는 부룬디, 케냐, 온두라스, 요르단, 우루과이가 들어갔다. 인구당 

투자액 부문에서 선도적인 국가는 네덜란드, 일본, 우루과이, 영국, 아일랜드, 캐

나다(아일랜드와 캐나다는 거의 동일했다)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수와 종류가 늘

어나면서, (녹색채권, 일드코, 금융증권화(securitisation) 같은) 재생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투자수단들 역시 늘어났다. 이런 혁신들은 새로운 자본공급자계층(가령 

제도투자자나 유통업투자자)을 끌어들이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

에서 송전인프라의 병목현상은 꾸준히 풍력에너지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그

리고 바이오에너지 부문에서는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둘러싼 논

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석탄용량이 계속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위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불공정한 국가개입이라는 주장 때문에 중국의 태양광모듈, 

풍력터빈, 희토광물 수출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

에너지 같은 급성장하는 분야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래에도 분쟁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의 환경상품협정이 체결되고 그 회원

국들이 확대되면, 동아시아의 경쟁력있는 기업들은 상당한 이익을 챙길 가능

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가 재생에너지개발에 있어서 지금보다 하향

식 방식에 적게 의존하려면, 청정에너지혁명에서 동아시아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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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본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그 결과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더욱 향

상시킨다.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시장의 성장과 함께, 에너지 전 분야에서 저장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양수저장, 배터리, 열저장, 기타 수단을 

통한) 에너지저장은 주로 전력부문에서 첨두부하 이동과 진동수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며, 수송부문에서 전기차량 추진용 배터리와 냉난방 부문에서 

열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시장도 성장하는 중이다. 배터리는 전 세계 저장용량에

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작지만, 몇 가지 흐름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충분함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연결식 저장(on-grid 

storage)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와 보급모델들이 성장했고, 리튬이온배터

리 생산을 위한 거대한 제조공장 건설계획이 중국과 미국에서 발표되었다.

2014년에도 전기수송 및 전기난방기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융합기술이 나타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기로 작동하는 

개인차량과 난방시스템의 증가는 기존의 전력부문 목표치(가령 RPS)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용량을 더욱 늘리는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동시에 전기로 작

동하는 수송과 난방은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전력발전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가령 전기난방은 시스템 수준에서(가령 전력망의 전기를 사

용하여 열을 지역난방네트워크로 보내는 방식), 그리고 소비자 수준에서(가령 태

양광발전과 열펌프의 결합)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되고 있다.

□ 전력부문

2014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은 전력부문에서 일어났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4년 말 약 1,712GW에 도달했는데, 이는 2013년보다 8.5% 늘어난 

것이었다. 수력 용량은 3.6% 늘어나 약 1,055GW에 도달했지만, 다른 재생에너지

들은 약 18% 증가하여 총 660GW에 도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추가용량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여 모두 수력을 뛰어넘었고, 이 둘을 합치면 

2014년 비수력 설비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2014년 재생에너지는 전세계 발전용량 순 추가분의 약 58.5%를 차지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추가용량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4년 말 재

생에너지는 전 세계 추가 설비용량의 약 27.7%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 전력

의 약 22.8%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이며, 이중 수력은 약 16.6%를 제공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5.9%의 속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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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반면 같은기간 동안 전 세계 전력소비는 연평균 2.7%의 속도로 증가했고, 

비OECD국가에서는 전력소비량이 두 배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변동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

다. 가령 2014년 풍력은 덴마크에서는 전력수요의 39.1%, 포르투갈에서는 27%, 

니카라과에서는 21%를 충족시켰다. 또한 태양광발전은 이탈리아에서는 전력수요

의 약 7.9%, 그리스에서는 7.6%, 독일에서는 7%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

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총 발전용량이 상위에 드는 국가들은 중국, 

미국, 브라질, 독일, 캐나다였다. 중국은 약 280GW의 수력발전을 포함,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약 1/4을 보유했다. 비수력 부문에서 상위에 드는 국가

는 중국, 미국, 독일이었고, 그 뒤를 이은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인도는 모두 

비슷한 용량수준으로 2014년을 마무리했다. 비수력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상위 

20개국 중에서 1인당 가장 많은 용량을 보유한 나라는 덴마크였고 그 뒤를 독

일,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었다.

- 지역적으로 아시아는 가장 많은 발전용량을 설치했다. 전 세계에서 풍력, 태양

광, 수력 발전용량을 가장 많이 추가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아시아는 시장이 상

당히 커졌는데, 태국은 유럽국가들 보다도 더 많은 태양광발전(0.5GW)을 추가했

고, 필리핀과 파키스탄은 각각 상당량의 풍력 발전용량을 추가했다.

- 유럽연합 내에서 재생에너지는 7년 연속 신규 발전용량의 다수(78%)를 차지했

다. 독일은 비수력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2010년 10.5%에서 2014년 24%로 

늘렸고, 스코틀랜드는 전력의 절반가까이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 북미에서는 아직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4년 두 

분야의 시장이 상당히 성장했다.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용량보다 재생에너지 용

량이 더 많이 보급되었고, 비수력 발전원이 처음으로 수력발전을 능가했다.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브라질이 신규설치용량 면에서 꾸준히 

앞서나갔다. 브라질은 3GW이상의 수력 발전용량과, 기록적인 2.5GW의 풍력 발

전용량을 발주했다. 칠레와 멕시코 모두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상당히 늘어났고, 

우루과이는 1인당 풍력용량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

- 재생에너지 추가설비는 아프리카에서도 크게 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

도를 앞지르고 처음으로 세계 10대 태양광발전 시장(9위를 차지함) 중 하나가 

되었고, 신규 풍력설비에서 아프리카 대륙 선두를 달렸다. 케냐는 세계 신규지열

용량의 절반 이상을 설치했고, 르완다는 신규수력 발전용량(최소 30MW)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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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W의 태양광발전소를 추가하여 총 발전용량을 상당히 늘렸다.

2014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성장은 기회와 도전과제를 동시에 만들어냈다. 

에너지 및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발전이 동시

에 개발되고 있다. 반면 전력소비량이 느리게 성장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나라

에서는(가령 일부 OECD국가들처럼) 재생에너지가 갈수록 기존의 전력생산을 대

체하고 있다. 이런 경쟁에 대비하여 유럽과 북미의 일부 유틸리티공급자나 전력

공급자들은 화석연료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한 다른 유틸리티

를 인수하는 등 상당한 재생에너지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입지를 모색하

고 있다.

동시에 일부 행정구역의 정책입안가들은 비즈니스 모델과 전력망 인프라를 재정

비하여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원하기 위해 유틸리티를 인수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송전선로를 강화하거나 추가로 

건설하였다. 전세계 국가들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에 적응하기 위해 새

롭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2014년에도 대규모(가령 MW규모) 발전사

업 시스템이 주도했다. 하지만 호주, 유럽, 일본, 북미에서는 주거지형 “프로슈

머”(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전기소비자)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기도 했다. 프랑스

는 프로슈머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한 국가적인 토론회를 개

최했고,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을 위해 자가소비 규정에 대한 지침을 조사하기 시

작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에서는 산업적인 프로슈머 역시 농업 및 임업 폐기물 

바이오매스에서 상당량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했다.

2014년에는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처럼, 전력망에 연결된 재생에너지를 지역사

회와 협동조합에서 소유하는 형태도 확대되었다. 지역사회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를 지원하는 FIT제도는 태국과 노바스코샤 같은 행정구역에서 꾸준히 가동되었

다. 또한 스코틀랜드에는 지역사회 소유형 해양에너지시스템이 최초로 설치되었

다. 덴마크와 독일 양국은 재생에너지시스템을 지역사회와 지방에서 소유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의 47%가 개인 혹은 투자자 협동조합 소유였지만, 이 비중은 최근 몇 년 간 하

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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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세계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2014년 말

사이드바 2. 에너지시스템의 혁신: 발전시스템 전환

전력시스템은 발전과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계획 및 운영되었다. 하지만 오

늘날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화석연료의 온실가

스 배출이 지역과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성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고, 기술비용이 급변하는데다, 에너지 공급이 더욱 민주화되고, 물과 토

지이용 부문과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지능과 시스템 최적화

가 극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은 발전시스템의 상당한 전환을 요구한다. 전 세계에서 수집된 증거

들은 새로운 시스템 역량을 해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혁신들이 부상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롭게 등장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혁신들은 계획과정, 

운영 업무, 가격과 요금,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

눌 수 있다. 각 범주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계획과정. 에너지생산이 물과 기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측정

의 폭이 넓어지면서, 일부 행정구역에서는 이를 통합적인 자원계획에 분명하

게 포함시키고 있다. 가령 미국의 건조한 남서부에서 Arizona Public Service

의 유틸리티 계획과정은 다양한 물 시나리오와 배출시나리오의 위험과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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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공급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신흥시장 역시 에너지접근성과 경제발전 같은 독특한 특성을 설명

하기 위해 보다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에너지계획과정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거나 늘어나고 있는 행정구역에서는 계획과정에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향상된 지리적 분석,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맞추어 송

전망 확장을 조정하는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함에 따

라 신뢰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세세한 신

뢰성 척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령 아일랜드의 송전시스템 

운영자(EirGrid)는 송전과 풍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의 체계적인 보급을 유지

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친 절차를 개발했고, 대단히 세밀한 신뢰성 분석기

법을 차용하여 미래 풍력발전 시나리오 하에서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

다.

운영 업무. 전력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잡는 일에는 항상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라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함께 증가한다. 정확

한 날씨예보, 개선된 발전기 스케줄 관리, 이웃 전력망시스템과 조율 증가 등 

다양한 운영 방법들은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불확실성 요소를 좀 더 비용효율

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령 정확한 날씨

예보는 캐나다, 중국,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에서처럼 풍력발

전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요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가격과 요금. 가격과 요금 설계는 전력시스템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

다. 오늘날 가격과 요금은 재생에너지 채택을 유도하는 데 뿐만 아니라 수요

반응, 발전사업자들의 유연한 수행능력, 에너지효율성, 분산형 발전에 대한 투

자를 독려하는데 있어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령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다양한 시장에서는 풍력과 태양에너지가 제로 혹은 제로에 가까운 누적

비용으로 입찰하면서 전력도매시장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

격하락은 긴요한 전력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시장운영자들은 급전가능한 공급을 

제공하고 전력망의 균형을 맞추는 발전사업자들과 수요반응 공급자들에게 적

정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용량요금이나 “성과별지급” 메커니즘 같은) 특정 

상품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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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요기업들과 기관들은 2014년 재생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

했고, 상위의 기업들은 RE100 이니셔티브 하에서 100% 재생에너지 달성에 전념

했다.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소유(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

된 전기를 구입)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광산

업계는 신뢰성을 개선하고 에너지비용을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시스템에 투자

하고 있다. 브라질, 캐나다,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의 광산에서는 전

기와 열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시스템이 설치되거나 개발 중이다.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유틸리티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구입이 꾸준

히 증가했다. 독일은 여전히 세계녹색전력 선도자 중 하나였고, 2006년 80만명에

서 2013년 570만명으로 늘어났고, 가정의 14.3%가 총 19.5TWh의 재생에너지 전

기를 구입했다. 상업적인 고객들을 포함시켰을 때 독일의 녹색전력구매량은 

29.6TWh가 넘는다.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적극적인 녹색전력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발전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물절약발전

기술, 역동적인 동력출력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태양광발전을 위

한 “스마트” 인버터, 수요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미터 등 기술, 배터

리와 양수저장, 유연한 열발전장치 등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

고 있다. 가령 독일의 유틸리티들은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원을 더욱 유연하

게 통합하기 위해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가 더 빠르게 증감할 수 있도록 보수

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열병합발전소가 가변적인 풍력발전의 전력저장 시설

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런 혁신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대응에서, 그리고 재생에

너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인식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향후 몇 십 년간 재생에너지와 저장시설, 네트워크지능기술

의 비용이 떨어지면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발전

시설 전환의 전략적 관리는 갈수록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다.

“에너지시스템 혁신” 사이드바는 재생에너지 통합과 시스템 전환에 관련된 

에너지시스템의 진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GSR 보고서의 정규특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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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력시장은 호주,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에도 존재한다. 미국 

전력고객의 절반 이상이 직접 지역의 유틸리티나 전력공급자로부터 녹색전력을 

구매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2013년 미국의 녹색전력 도매판매량은 총 

62TWh(미국의 전기총판매량의 약 1.7%)였고, 구매자는 약 540만명에 달한다.

그림 4. 세계, EU-28개국, BRICS, 상위 7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2014년.

□ 냉난방부문

2014년 난방용 에너지사용량은 세계최종에너지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재

생에너지는 난방분야에서 최종에너지사용량의 25% 이상을 공급했는데, 이중 2/3 

이상이 재래식 바이오매스였다. 나머지 1/3은 현대적인 재생에너지가 제공했는

데, 이는 총 열 에너지의 약 8%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대적인 재생에너지 난방

은 최종에너지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총 기여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재생에너지 난방과 특히 저온난방기기의 잠재력은 아직도 크다.

2014년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현대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나머지는 태양열과 지열이 공급했다. 현대적인 재생에너지 열의 절반이상을 

산업계에서 소비했는데, 산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총 열수요의 약 10%를 충족

시켰고, 이는 거의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되었다(최근 몇 년간 산업부문의 성

장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었다).

재생에너지 열 소비량의 나머지 절반은 공간난방, 급탕, 취사를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주로 바이오매스로 생산되었고, 태양열과 지열은 훨씬 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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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여를 했다. 많은 입지와 환경에서 재생에너지 열 기술은 화석연료와 비교

했을 때 가격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열 사용량 

증가는 대부분 지원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취사용 재생에너지는 아시아, 유럽, 중동, 북미 등 여러 지역에서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취사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전기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태양 냉방시장은 연간 40% 이상의 속도로 성장했지

만, 전 세계에 보급된 설비용량은 아직도 제한적이다.

열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연평균 2.6%의 속도로 

성장했는데, 이는 주로 개도국의 산업과 건물에서 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접근성이 향상되고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냉방수요 역시 극적으로 증가

했다(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60% 증가).

최근 몇 년간 개도국의 도시화와 현대적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난방용 재래식 바이오매스 추세는 안정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반면 난방

부문에서 현대적인 재생에너지의 전 세계 소비량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

균 2.4%씩 성장했다. 열에 대한 최종에너지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부문에서 현대적인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총 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

다.

많은 나라에서 바이오매스를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용 재생에너지는 

꽤 고르게 분포해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난방 흐름에는 중요한 차이

가 존재한다.

- 아시아는 난방부문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데, 

이는 주로 인도와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사용하는 산업적인 바이오-열(bio-heat)

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4년에도 전세계 태양난방시장을 지배했고, 지

열의 직접적인 사용과 난방용 바이오가스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했다.

- 유럽은 난방에너지의 일부를 차지하는(2013년 14.7%) 현대적인 재생에너지 부

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유럽국가들은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난방이 가장 널리 보급된 곳들이다(50% 이상). 유럽은 태

양열병합시스템, 태양열 산업공정 및 지역에너지네트워크로의 통합, 소규모 지열

열병합 개발 같은 혁신기술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 태양열온수 집열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둔화되긴 했지만, 미국은 2014년 설

비용량에서 꾸준히 선두를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북미에서 난방용 총 재생에너

지는 산업부문의 바이오매스 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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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했다.

-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최근 몇 년간 바이오매스의 성장 때문에 재생열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어났다. 동시에 브라질에서는 태양열온수난방이 크게 성장했고, 멕시

코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몇몇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공인센티브

가 없음에도 태양열온수난방이 증대되었다.

-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모리셔스, 에티오피아, 케냐처럼 사탕수수산업(버개스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공급)이 있는 나라에서 현대적인 재생열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4년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태양열난방용량을 꾸준히 추가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장 우수하다.

- 중동에서는 태양열온수가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태양열온수 집열기

의 누적용량에서 가장 앞선 곳은 이스라엘이고 그 뒤를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

바논이 잇고 있다. 이스라엘 가구의 약 85%가 태양열온수 집열기를 사용한다. 

태양냉방에 대한 관심 역시 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냉난방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흐름들이 발견되었다. 산업공정과 냉난방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성 개선, 

순제로 에너지건물 관심 증대, 순제로 에너지의무규정(2020년과 그 이후)을 신설

한 국가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지역에너지시스템의 확대 역시 재생에너지 냉난방이 증대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에너지는 유럽에서 가정용 및 상업용 난방의 약 12%를 제공하고 있

고, 유럽과 그 외 일부 국가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

다. 가령 중국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지역난방네트워크를 두 배로 늘렸고, 

이를 통해 난방수요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건물에 제공되는 현대적인 재생에너지 열은 약 6% 수준이다. 유럽국가들은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의 열을 지역난방시스템에 통합시키고 있다. 덴마크는 

2012년부터 2014년 말 사이에 지역난방 네트워크의 총 태양열 용량을 두 배 이

상으로 늘렸다.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지역난방시스템과 기타기술을 이용하여 과잉공급 시기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기 시작했다(즉 열펌프나 저항가

열기를 사용하여). 중국은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 바람을 열로 전환시키는 기술

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하여 지역전력망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대기오염 수

준을 낮추기를 요청했다.

또 다른 중요한 흐름으로는 태양열 혹은 바이오매스와 열펌프를 통합하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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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기기를 작동시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있다. 하이

브리드 열펌프제품에 대한 중국시장은 유럽의 두 배에 달하며, 급속히 커지고 

있다. 산업공정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을 위한 대규모 열펌프 사용에 대한 관심 

역시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 난방에 대한 이 같은 혁신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인식제한, 난

방시장 파편화와 소비의 분산된 성격, 정책적 지원부족 때문에 이 분야의 성장

이 지체되고 있다. 게다가 이 부문은 에너지효율성 개선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시스템(가령 태양광발전, 열펌프, 태양광발전 및 열펌프 하이브리드) 같은 다른 

가능한 투자들과의 경쟁 뿐만 아니라, 낮은 화석연료 가격과 꾸준한 화석연료 

보조금(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때문에 역풍을 맞고 있다. 태양열은 현대적인 재

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경험했지만, 이런 도전들 때문에 2014년의 

성장속도는 지속적으로 둔화되었다.

□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재생에너지에는 세 가지 주요한 진입지점이 있다. 첫 번째 지점은 

100% 액체바이오연료 혹은 관행연료와 혼합된 바이오연료 사용이고, 두 번째 지

점은 천연가스의 역할 증대이며, 세 번째 지점은 수송의 전기공급 확대다. 이 세 

분야의 흐름은 수송부문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송

부문의 정책과 시장, 산업은 주로 액체 바이오연료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주로 개도국에서 자동차 소유가 늘어나면서 수송분야에서 석유수요는 크게 증가

했다. 하지만 개선된 수송전략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기타 경차 연비향상은 수

요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2008년~2012년 동안 차량 가솔린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연간 1.2% 상승했는데, 비OECD 국가는 연간 5.1%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송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많지 않다. 재생에너지는 2013년 도로수

송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약 3.5%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7년의 2%보다 약간 늘

어난 정도다(동시에 수송용 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에서 두 번

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액체 바이오연료(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는 재

생에너지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일부유럽국가와 미국, 브라질(브라질의 경

우 2014년 도로수송 연료에서 바이오연료의 비중이 20%가 넘었다)에서는 수송부

문에서 바이오연료의 기여가 더 높다. 액체바이오연료는 주로 여객차량과 대형 

도로용 차량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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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바이오연료 이외, 차량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메탄(정화된 바이오가스) 등 

가스형태의 바이오연료는 상대적으로 양은 적지만 점점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

는 열차, 경전철, 트램, 이륜 및 사륜구동 전기차량을 위해 전기 형태로 사용되

기도 한다.

일부지역에서는 바이오연료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성장을 억제했지만, 2014년에는 거의 모든 생산국에서 전년대비 바이오연료 생

산량을 늘렸다.

- 미국은 바이오디젤과 에탄올 생산 모두에서 꾸준히 앞서나갔다. 정책불확실성

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에탄올 생산량은 늘어났다. 캐나다 역시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약간 늘었고, 세계 5대 연료용 에탄올 생산국 중 하나에 

속했다.

- 2014년에 브라질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확대되었고, 브라질보다 생

산량이 적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생산량이 늘었다.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국가 인센티브와 혼합의무규정 덕분에 28% 증가했고, 2014년에 바이오연료 생산

량에서 세계 5위에 올랐다.

- 유럽연합은 설탕, 녹말, 기름용 작물에서 추출된 바이오연료를 제한할 것을 고

려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수송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런 배경에 힘입어 2014년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가

장 앞선 나라는 독일이었다.

-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2013년~2014년에 아시아에서 급속하게 확대되었는데, 중

국, 인도네시아, 태국을 모두 합하면 생산량이 16% 늘어났다.

-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국가 일부가 국가차원에서 RFS(대부분 에탄올) 규정

을 두고 있긴 하지만, 생산량은 많지 않았다.

바이오연료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장과 기기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2014

년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항공용 바이오연료가 사용되었고, 브라질, 중국, 인도네

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연합, 영국, 미국의 항공사들은 항공용 바

이오연료를 미래의 비행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나 항공용 바이오연료 공급협

약을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2014년에는 (호주, 칠레, 이탈리아, 미국의 해군 등) 군대들이 바이

오연료 개발을 꾸준히 이어갔다. 미군은 2014년 12월 재생가능한 이소부탄을 연

료로 최초의 초음속 비행을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액체바이오연료 이외에, 가스형태의 연료와 전기화 흐름은 꾸준히 재생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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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에 통합시키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갔다. 압축천연가스 차량과 연료충전소의 

수는 꾸준히 확대되어 바이오메탄 같은 가스형 바이오연료에도 그만큼 기회가 

만들어졌다. 일부 유럽연합에서(가장 주목할만한 곳으로는 독일, 핀란드, 스웨덴) 

자동차와 버스 등의 차량에 연료를 제공하는 바이오메탄의 양은 아직은 제한적

이지만 늘고 있는 추세다. 바이오메탄의 생산은 주로 유럽에 집중되어 있긴 하

지만, (아시아와 북미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브라질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 

및 차량연료충전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중이다.

수송부문의 전기화는 훨씬 더 많이 확대되었다. 도로여객용 전기차 수는 2013년 

35만대에서 2014년 66만5천대로 거의 두 배 늘었다. 전기차 승객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지만, 2014년 연간차량판매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는 노르웨이였다(12%). 2015년 초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 있는 전기이륜차 

2억3천5백만대 중 97%, 전세계 전기버스 4만6천대 중 79%를 보유했다. 2014년에

는 여객용 전기기차, 경전철, 트롤리 시스템 확대 등 전기 대중교통 역시 꾸준히 

확대되었다. 부탄은 일단 정부차량과 택시에서 출발하여 수송부문을 전기화 하

는데 다량의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재생에너지의 수송부문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전기차량은 

발전원이 재생에너지가 아닌 경우 재생가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된 전기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전기차량이 재생에너지 충

전소에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가 전기차량의 다른 설계에 직접 통

합될 수도 있지만, 이런 직접적인 연결은 아직 보기 드물다. 전기차의 저장용량

을 이용하여 변동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지만, 이 기

능은 아직 실증단계에 머물러 있다.

유럽에서는 소내 재생에너지와 자발적인 녹색전력구매프로그램을 결합시켰다. 

일부 철도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전기와 연료로 동력을 얻고 있거나 얻게 될 것이

라고 천명하게 되었다. 스웨덴의 여객용 철도회사(SJ)는 수년간 100% 재생에너지

에서 열차의 동력을 얻었고, 스위스연방철도회사(SBB)는 75%인 재생에너지 비중

을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독일의 Deutsche 

Bahn은 과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에

는 네덜란드의 국영철도시스템이 2015년까지 50% 재생에너지, 2018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고 독일의 Rhein-Hunsruck지역은 남

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수송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다. 유럽이외의 지역에서는 

인도철도회사가 열차의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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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바 3. 재생에너지 내 일자리

유럽과 북미에서 중국과 다른 아시아국가로 넘어가는 꾸준한 지역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및 무역정책, 산업재편성, 기술개발 등이 재생에너

지 관련 고용을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IRENA에 따르면, 2014년 이 분야

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사람의 수는 약 770만명으로 추정되고, 대형수력발

전에서만 150만명이 추가되었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한 부문은 250만개의 일자리를 보유한 태양광으로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이 급성장하는 국내시장을 보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부문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미국, 방글라데시에서도 태양광부문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에 유럽 태양광산

업의 일자리는 35% 감소하여 2013년 16.5만개로 내려갔다.

두 번째는 18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보유한 액체 바이오연료다. 바이오연료 

관련 일자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브라질이며,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

다. 그 외 중요한 나라로는 인도네시아, 중국, 콜롬비아, 태국이 있는데, 이는 

바이오연료가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전세계 풍력부문 고용은 2014년에 1백만개 문턱을 넘었다. 중국과 미국에서 

특히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냈고, 브라질과 유럽연합은 소소한 수준의 증가를 

겪었다.

나머지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데이터는 많지 않다. 태양열 부문에서 중국은 

약 76.4만개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보다 고용은 적지만 인도, 미국, 브

라질 역시 언급해둘만한 나라들이다.

2015년 IRENA는 처음으로 전세계 대형수력발전의 고용을 추정해보았는데, 이 

부문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일자리는 약 150만개로 나타났다. 2013년에 고용이 

많은 나라는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였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건축과 제조

에서 발생했고, 운전 및 유지관리가 그 뒤를 이었다.

재생에너지 고용은 독립전력망 부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접근성 개선과 고용이 개도국의 농촌지역으로 확

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정용태양시스템 설비가 

2015년 초 380만개로 증가했고, 약 11.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주로 판

매, 설치, 유지에서 발생했다.

340만개의 일자리를 보유한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를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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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국가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태양광발전, 태양온수난방, 풍력발전, 

소형수력, 바이오가스 부문에서 중국은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불리한 정

책적 조건에서 기인한 전반적인 투자감소를 반영한다. 2013년 총 120만개인 

일자리는 전년보다 4% 감소했다. 바이오매스(열과 전력)와 풍력발전에서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태양광발전 부문에서 일자리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여 전체적

으로는 상쇄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2013년 독일은 가장 좋은 수준의 고용을 

보유했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에서는 2014년 태양산업(2013년 이후 22% 상승)과 에탄올산업(34% 증가)

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바이오디젤 고용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약간 

감소했다. 풍력제조업체들은 2013년의 하락세를 만회했고, 새로운 풍력설비로 

전체적 고용이 2014년 45%까지 증가했다.

브라질의 고용상황은 꾸준히 바이오에너지가 주도했다. 기계화로 사탕수수 추수

노동력이 위축되긴 하지만, 이 흐름은 바이오디젤 부문의 성장에 의해 상쇄되고

도 남았다. 풍력과 태양온수난방 분야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수 역시 늘고 있다.

인도는 높은 태양광 설치목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값싼 수입품 

때문에 고전을 겪고 있다. 2014년에는 인도의 2.3GW 모듈생산용량 중 겨우 

25%정도 가동되었다. 태양열온수난방기 산업 역시 중국 수입품과 심한 경쟁

을 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태양광발전을 잘 진척시키고 있다. 설비의 강력한 증가

에 힘입어 일본의 태양광부문 일자리는 2013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말레이

시아는 우호적인 투자환경으로 다양한 태양광 제조업체들을 유혹하여 2014년 

1.8만명을 고용했다. 한국과 관련하여 구할 수 있는 최신 추정치는 태양광발

전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2013년 7,500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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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일자리

표 1. 전세계 재생에너지원별 직간접 고용창출 현황 추정

전세계 중국 브라질 미국 인도 일본
방글라

데시

EU

독일
프랑

스

나머지

유럽

단위 : 1,000개

바이오매스 822 241 152 58 52 53 238

바이오연료 1,788 71 845 282 35 3 26 30 42

바이오가스 381 209 85 9 49 3 14

지열 154 35 2 17 33 54

소수력 209 126 12 8 12 5 13 4 24

태양광 2,495 1,641

174

125 210 115 56 26 82

CSP 22 1 14

태양열냉난방 764 600 41 75 11 7 19

풍력 1,027 502 36 73 48 3 0.1 138 20 162

합계 7,674 3,390 934 724 437 218 129 371 176 653

그림 5. 재생에너지 일자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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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장과 산업 동향

바이오매스 에너지

다양한 바이오매스(유기폐기물, 에너지 작물, 조류 등 포함)에서 생산된 에너지 

운반체는 주거, 상업, 산업공정열, 전력, 수송 등 유용한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는 광범위한 자원분포에 따른 다양한 특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고, 기

관마다 자료 수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자료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 (사이드바 4번)

□ 바이오에너지 시장

2014년 바이오매스 1차에너지 총 수요는 약 16,250TWh (58.5EJ)로 나타났다. 세

계 총 1차에너지 소비량에서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10%로 나타나고, 2000년 이

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이오에너지 사용량 중 재래식 바이오매스의 비중은 54~60%로 나타난다. 재래

식 바이오매스의 상당수(장작, 숯, 농업부산물, 축산분뇨)는 화로, 가마솥, 취사용 

오븐, 난로에 활용된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부분 참조.)

그림 6. 바이오에너지 전환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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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바 4. 재생에너지 통계: 분산형 설비와 생산량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자료는 합리적인 정책결

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고 지리적 범위도 확대되

면서 자료수집, 신뢰성, 일치성에 대한 복잡성도 증가했다. (사이드바 1, GSR 

2014.) 난방과 취사목적의 재래식 바이오매스 이용자료 취합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바이오매스의 직접 소비에 대한 자료는 항상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과제는 현대식 재생에너지까지 확장되며, 특히 분산형 소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추적하기가 어렵고 국가 에너지 전략 수립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전체적으로, 분산형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총 용량과 국가 또는 세

계 수준의 발전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독일은 모든 태양광 발

전소(1MW 미만이 태양광 신규용량의 68% 차지)가 중앙시스템에 등록되어 자

료로 수집되고 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을 생략하지 않고 전체적인 현황에 넣기위

한 방안이 요구된다. 에너지 집계의 새로운 방법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분산형 에너지 생산량의 집계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주로 전력과 냉난방 부문

에서 발생한다(반면, 수송용 재생에너지연료는 보통 대규모 시설에서 생산되

기 때문에 추적이 쉽다). 분산형 발전과 냉난방은 자가 용도가 일반적이다. 재

정지원제도(가령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발전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면, 발전량은 설치용량에 근거해 추정돼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당국이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특히 개발도

상국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자료조사와 취합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NGO도 자료수집과 협력에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자료에만 의존했던 국제기구들은 국가마다 통계방법이 차이가 있

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료수집과 추정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국가 공식 재생에

너지 통계를 발표하는 것 외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다수의 비정부기관

과 자체추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적 통계를 내고 있다(매년 중

기 재생에너지시장보고서에서 이를 다루고 있음).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는 재생에너지통계 설문지를 통해 분산형 시스템에 대한 국가별 상세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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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함으로써 기존의 자료를 개선하고 있다.

추가적인 방법론으로 고형과 액체바이오매스 그리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

지 설비 국제교역자료(관세와 수입세 신고서 양식에서 추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정보는 새롭게 설치된 설비를 파악하거나 재생에너지 소비 자료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무역 코드는 최대 여섯 자리밖에 지

정되지 않아, 여러 종류의 재생에너지원과 설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

계를 갖는다. 다른 과제로는 설비의 통화 가치로부터 각각의 용량을 환산해야 

할 필요성, 수입설비의 시공과 가동 날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통계를 폭넓은 조사와 자료로부터 추출할 잠재적 기회는 더 있다. 

세계은행은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을 측정하기 위한 다층적 접근 방식을 새롭

게 고안 중에 있다. 세계은행의 방법론은 편리와 취사 목적의 전력과 열 공급

을 위한 설비관련 정보를 포함하는데, 재생에너지 사용량의 간적접인 추정치

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가령, 전력의 보편적 이용에 관한 조사는 태

양광발전(태양광랜턴) 관련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규모와 사용시간을 전제

하면 용량이나 발전량을 추정할 수 있다. 열에 대한 조사는 취사도구의 유형

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기기 효율성에 근거해 목재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보의 추출은 노동 집

약적이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엽적인 현황만을 제공할 수도 있

다.

기관과 국가간 협력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료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핵심은 자료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대

한 공동의 합의와 접속가능한 지식포탈에 대한 공헌이다. 이런 포탈은 피드백 

창구를 허용해 자료의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들면,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REN21 인터랙티브 지도

(그리고 연간 재생에너지현황보고서와 지역현황보고서)가 있다. IRENA가 새롭

게 공개한 REsource 포탈도 좋은 사례이다. 이 포탈은 IRENA 고유의 작업에

만 의존하고 있지만, 이후단계는 다수의 신뢰성 높은 재생에너지 행위자를 포

괄할 것이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4ALL) 이니셔티브도 이해관계

자를 함께 묶어 자료수집에 있어서 시너지(에너지 접근성과 소규모 재생에너

지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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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문 바이오매스 사용량에서 현대식 난방은 재래식바이오매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거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분산형 혹은 계

통연계형(지역난방시스템)인 경우도 있다. 현대식 바이오열에 이어 수송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발전도 있다. 고형 바이오매스는 열과 발전 부문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며 액체 바이오연료는 수송 부문에서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림8

번)

에너지부문 바이오매스는 대다수는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다. 고체 바이오매스는 

국경을 넘어 비공식 거래도 나타나지만, 공식적인 국제거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목재펠릿과 우드칩, 에탄올 연료와 바이오디젤은 오늘날 대규모로 거래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적으로 바이오메탄은 가스관을 통해 유럽 내에서 거래

되고 있다.

2014년에 목재펠릿 무역거래는 변화의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세계최대 무역거래

를 자랑하는 북미(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연합 간 목재펠릿 수송량은 2011년 수

준으로 떨어진 반면, 캐나다에서 아시아(특히 한국)로의 수송량은 크게 증가했

다. (그림 7번과 참고표 R3.) 아시아에서 일차적인 공급은 자국 또는 아시아 지

역(한국, 베트남 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에탄올 수출량은 2014년 24억 리터로 2013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생산량의 4%에 해당한다. 증가요인은 생산단가 하락과 그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성 확보, 미국 내수시장 포화, 새로운 시장(인도, 필리핀, 한국, 튀니지, 아랍

에미리트연합) 수요증가 등이다.

반면, 브라질은 환율과 기타요인 등으로 인하여 2013년에 비해 수출량이 42% 줄

어들었다. 그 결과 국내 에탄올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2014년 유럽의 (비변성) 에탄올 수입량 규모는 3% 하락한 6억 리터에 달했다. 

일부 에탄올 연료는 유럽에 수송되기 이전에 관세를 면제받는 3차 국가를 통해 

유입되기도 했다. 유럽연합위원회와 개별 회원국은 이러한 교역의 허점을 차단

하는 방법으로 문제에 대응하였다(유럽연합에 대한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 미국이 있다).

유럽연합은 전통적으로 가장 큰 바이오디젤 시장이었다. 하지만 2014년에 수입

량은 1백만 리터를 겨우 넘는 양(규모가 크지 않았던 2013년보다 3,560만 리터

보다 하락)에 불과했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반덤핑 관세를 

부여함으로써 바이오디젤 수입 가격이 상승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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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세계 목재펠릿 거래흐름(2014년)

바이오열 시장

고형, 액체, 기체 바이오매스는 연소 시 고온의 열(200–400℃)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지역난방, 농산물 과정, 열병합(CHP) 발전소에 활용된다. 건조를 

위해 저온(<100℃)에서 연소하는 경우에는 가정, 상업, 산업용 온수 공급과 개별 

건물의 난방에 활용된다.

세계적으로 바이오매스에 의한 열 생산량은 2014년 12,500TWh (45EJ)을 기록해, 

2013년 12,360TWh (44.5EJ)보다 상승했으며, 세계 총 1차 에너지수요의 약 77%

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재래식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약 70% (8,805 TWh)를 차

지했으며, 우선적으로 아시아(5,305TWh 또는 19.1EJ)와 아프리카(3,222TWh 또는 

11.6EJ)에서 열 공급에 활용된다.

현대식 바이오매스 열 생산은 주로 유럽(861TWh 또는 3.1EJ), 아시아 개발도상

국 (750TWh 또는 2.7 EJ), 그리고 북미(약 722TWh 또는 2.6EJ)에서 이루어졌다. 

현대식 바이오매스 열 생산용량은 2014년에 약 9GWth 추가됐고, 세계 총 용량은 

약 305GWth로 확대됐다.

유럽(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은 세계 최대의 현대식 바이오매스 

열 소비지역이다. 유럽에서 바이오에너지 열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고, 대부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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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난방에 공급된다(2014년 기준, 약 12~23%를 기록했다). 고형 바이오매스 열 소

비는 정책적으로 목재연료 소비를 촉진하는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프랑스의 세금공제와 영국의 재생에너지 열 인센티브(국내 제외)가 있다. 

장작은 가정용 난방으로 많이 사용되고, 바이오가스는 유럽에서 소비의 절반이 

열 생산(92TWh)에 활용된다.

바이오가스는 아시아 열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에 중국

은 100,000개의 대규모 현대식 바이오가스 발전소와 4,300만 개의 가정용 소화장

치(주로 취사용)가 보급되었다. 중국은 개인과 단지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에

서 상당한 열을 공급하여 매일 약 400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4년에 82,730대가 넘는 가정용 바이오가스 소화장치를 설치하면서, 누적설치

가 총 475만 대에 이르렀다. 한국은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약 24%가 열 공급에 

활용됐다.

미국에서 바이오매스 열 생산 대부분은 펄프와 제지 산업 등 주로 산업부문에 

사용됐다(미국은 420개의 대형보일러와 11,000개가 넘는 소형보일러가 있다). 미

국은 800,000개의 가정용 펠릿난로가 보급되면서, 가정부문이 펠릿수요를 이끌고 

있다. 2014년에 목재난방은 2013년 대비 약 4% 증가한 271만 가구에서 이용했

다.

바이오발전 시장

바이오 발전용량은 2014년 약 5GW 증가해, 세계 총 용량은 약 93GW에 도달했

다. 바이오발전량도 증가해 2013년 396TWh에서 2014년 약 433TWh으로 상승했

다. 국가별 바이오 발전량은 미국 (69.1TWh), 독일(49.1TWh), 중국(41.6TWh), 브

라질(32.9TWh), 그리고 일본(30.2TWh) 순이다.

미국은 바이오발전 공급량과 용량에서 선두를 달리지만, 2014년 말 가동용량은 

16.1GW로 추가용량은 0.3GW에 불과했다(2013년 대비 약 50% 하락). 최근 들어 

신규 발전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약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미국 바이오발전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주로 목재와 농업부산물을 연소하며, 바이오 열과 마찬가지

로 대부분 펄프와 제지 산업에서 소비된다. 목재바이오매스에 기반한 전력 생산

량은 6% 증가한 42TWh로 늘어났고, 폐기물바이오매스는 2% 하락한 19.7TWh를 

기록했다.

2014년 중국의 바이오 발전용량은 1.5GW 증가해 총 10GW로 나타났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목재펠릿과 우드칩 주요 소비국으로서 총 용량의 대부분(약 5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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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산림 연료와 지방 고형폐기물(약 45%)이 차지했다. 

일본은 고형 바이오매스를 0.9GW 이상 새롭게 추가했고(대부분 MSW), 6MW의 

바이오가스 발전을 확대했다. 인도에서는 0.5GW가 추가되어 2014년 말 기준 총 

5GW를 기록했다. 인도는 원료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2012년과 

2013년 대비 축소됐다. 인도는 아시아 목재펠릿과 우드칩 바이오발전 생산량에

서 가장 앞서지만, 대부분의 바이오발전 공급량은 당분 찌꺼기와 기타 농업부산

물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약 59%로 1.5TWh의 전

력을 공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은 바이오발전 공급량과 용량에서 가장 많으며, 2014년 말 

기준 가동용량은 약 36.5GW로 나타났다. 2014년에 영국에서 0.5GW가 확대됐는

데, 드락스 석탄화력 발전소(총 6기) 중 0.66GW의 설비를 고형 바이오매스로 교

체한 덕분이다. 독일은 0.4GW 설비를 신규로 설치했고, 대부분 바이오가스와 바

이오메탄을 연료로 한다.

2014년 유럽에서 고형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총 공급량은 약 81.6TWh를 기록

했다. 유럽의 상위 5개국(독일, 핀란드, 영국, 스웨덴, 폴란드)의 공급량을 합산하

면 유럽 총 공급량의 약 63%를 차지한다. 바이오매스는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하

는 국가(영국, 아일랜드, 헝가리)가 다수이다. 바이오발전의 약 65%는 열병합 발

전소에서 공급됐고, 2013년 대비 63% 증가했다.



- 60 -

그림 8. 전세계 열과 전력생산에서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비중(2014년)

그림 9. 에탄올, 바이오디젤, HVO 세계 생산(2000년~2014년)

그림 10. 국가별, 지역별 목재펠릿 세계 생산(2000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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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2014년 유럽의 총 바이오가스 생산량(92.3TWh) 중 약 50%는 전력 

생산에 활용됐다. 유럽에서 가동 중인 바이오가스 발전소는 14,560개 이상이고, 

총 용량이 7.9GW 수준이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총 용량에서 약 절반

을 차지하며(약 3.9GW), 연간 전력생산은 약 29TWh를 기록했다. 바이오가스 발

전소 수는 이탈리아(1,391개), 스위스(620개), 프랑스(610개) 순이다.

브라질 바이오발전 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1.49GW에 이르는 새로운 

설비 추가로 브라질 누적 설비용량은 2014년 12.3GW에 도달했다.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사탕수수 찌꺼기와 흑액 활용)의 전력생산량은 총 발전량의 7.6%로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했다. 추가적으로 2014년에 22기의 계통연계형 바이오가스 

발전소(폐기물 매립지가 대부분)에서도 전력을 공급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입찰을 통해 2GW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용

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정책은 실제로 바이오매스 보급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풍력발전(정부 인센티브 지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도 바이오발전 생산량이 증가했다. 모든 사탕수수 공장은 찌꺼기를 활

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전력을 충당하고, 에티오피아, 케냐, 모리셔스, 시에

라리온, 수단, 우간다에서는 잉여전력을 국가 전력계통에 판매한다. 2014년에 일

부 실증사업이 준공됐고 나이지리아 폐기물에너지 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수송 바이오연료 시장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2014년 9%가 증가해 총 1,277억 리터에 달했고, 각 

바이오연료 종류마다 최고치를 기록했다. 에탄올은 총 생산량 중 74%를 차지했

고, 바이오디젤(주로 지방산메틸에스터)은 23%, 수소처리된식물성기름(HVO)은 

제한적이지만 규모가 늘어났다. (그림9번) 바이오연료 최대생산국은 미국, 브라

질, 독일, 중국, 아르헨티나이다. (참고 표 R4.)

세계 에탄올 생산량은 생산단가 하락(옥수수와 사탕수수 수확증대, 저유가 영향)

으로 7% 늘어나서 940억 리터에 달했다. 미국은 에탄올 생산량의 58%를 차지했

고, 브라질 28%, 중국 3%, 캐나다 2%, 그리고 태국 1%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

(프랑스, 독일)은 세계 생산량의 6%를 차지했다.

미국 에탄올 생산량은 8% 늘어난 540억 리터에 달했는데, 지난 2년 하락세에서 

반등한 수치이다. 2014년 말 기준, 16개 주 약 100개의 주유소에서 E15(15%의 

에탄올 연료, 85%의 석유) 혼합제품을 판매했다1). 캐나다는 국내 생산용량이 확

1) 에탄올이 15%까지 혼합이 된다는 내용을 점차 여러 자동차업체들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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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지 않은 가운데 효율이 향상되면서 생산량이 소폭 증가했다.

브라질은 생산량이 4% 증가한 270억 리터에 달해, 국내 소비량의 약 88%에 해

당했다. 2015년 초 브라질의 혼합연료 의무 비율은 E27까지 인상됐다. (참고 표 

R18.)

2014년 중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5% 증가했고, 총 생산량은 약 30억 리터에 달했

다. 중국의 에탄올 혼합비율은 8~12% 범위다. 태국은 정부보조금을 통해 에탄올 

혼합유(12~40%)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E20과 E85 혼합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개

수도 늘어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필리핀은 

67%, 인도는 46%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유럽도 상당히 성장하여 에탄올 생산량은 2013년 대비 13% 늘어난 52억 리터를 

기록했다. 벨기에(22% 상승)와 네덜란드(35%)가 가장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호주는 에탄올 생산량이 감소한 국가 중 하나이다. 운전자들이 E10에서 고옥탄

등급 석유연료로 이동하면서 2013년 대비 생산량이 16% 하락했다.

생산량은 낮지만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약 10%의 혼합연료를 지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E10), 케냐(10%), 말라위(10%에서 20% 사이), 짐바브웨(5%에서 15% 

사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계 바이오디젤(대부분 FAME) 생산량은 13% 증가한 300억 리터를 기록했다.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고 세계 총 생산량의 16%를 차지했고, 브라질과 독일(각각 

11%), 인도네시아(10%), 아르헨티나(9.7%)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2014년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량에서 38%를 차지했다.

유럽은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115억 리터에 달해 2013년 대비 9%가 상승했다. 미

국 생산량(FAME)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3년 대비 5% 하락한 47억 리터

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HVO 생산량과 소비량도 상승했지만, 아직 규모는 작은 

편이다.

브라질은 혼합의무제도에 따라 혼합비율이 B5에서 B7으로 상향됐으며 이는 생

산량 증가로 이어져 전년대비 17% 상승한 34억 리터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바이

오디젤은 국내에서 소비된다.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약 28% 상승했는데 정부 

보조금과 10% 혼합의무 제도의 영향이다.

아시아 지역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최대 생산을 기록하며, 41% 증가한 31억 리터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상대적

으로 규모가 작지만 생산량이 높게 증가했다(141%). 인도는 디젤가격 규제완화, 

최종 소비자에 바이오디젤 직접판매 허용, 철도부문 바이오디젤 혼합 계획에도 



- 63 -

불구하고 소폭 하락했다.

중국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5% 상승한 11억5천만 리터에 달했다. 이는 식용유 

원료를 바이오디젤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불법적 재활용에 대한 규제가 주요했

다. 2014년 말 기준, 중국에서 350만 톤(대략 40억 리터) 이상의 용량을 갖춘 바

이오디젤 생산공장은 50개 이상에 달했고, 다수의 시설이 건설 중이다. 하지만 

원료에 대한 대규모 수거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시설 가동률은 28%

에 불과하다.

호주에서는 바이오디젤 FAME 생산량은 에탄올과 동일한 추세를 나타냈다. 호주 

생산용량의 약 30% 가량이 가동 중이며, 2014년 총 5,000만 리터가 생산됐다. 하

지만 HVO 생산량은 33% 증가한 2,000만 리터에 달했다. 세계적으로 HVO 생산

량은 2014년 23% 상승한 40억 리터에 달했다. HVO 생산량 대부분은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에 해당했다.

수송연료로 바이오메탄 활용도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은 최대시장으로 바이오에

탄 생산량의 약 10%가 수송부문에서 소비됐다.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14년 말까지 스웨덴에서 1TWh, 독일에서 0.55TWh, 핀란드에서 약 0.02TWh 

(약 15% 상승)을 나타냈다. 이탈리아는 천연가스차량 인프라를 강력하게 지원하

고 있으며(유럽 천연가스 충전소 약 31%가 이탈리아에 소재), 스웨덴은 거의 모

든 도시에서 통근버스 차량에 지역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주입하고 있다.

바이오메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 개선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

다. 가령 한국은 6개의 바이오메탄 충전소를 지원하며 600대의 바이오연료 버스

가 운행되고 있다.

□ 바이오에너지 산업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원료 공급업체와 가공업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체, 

바이오매스 수확, 처리, 저장 기기의 제조와 배급 업체, 바이오매스를 유용한 에

너지원과 서비스로 변환하기 위한 전자제품과 기기 부품 제조업체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 공급망 중 일부에서 바이오매스에 국한되지 않은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사료 작물과 목초 수확기계, 트럭, 증기 보일러).

2014년 바이오매스 산업은 유럽에서 농업 생산물 수확량(원료 가격에 영향), 거

래수단,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 다수의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원유가격과 관련정책이 바이오매스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다. 일부 국가

에서 시행중인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 정책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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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왔지만, 정책 불확실성(특히 호주와 미국)과 유럽에서 식량작물로 만든 바이

오연료의 총량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상반된 영향을 불러왔다.

2014년 하반기 저유가 영향은 원료생산과 수송비용을 절감시켰다. 하지만 이는 

공급망에서 사업자의 매출하락으로도 이어졌다(일부 기업들은 2014년 하반기 

30%의 매출 하락을 보고했고, 사업 지연을 불러왔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은 부문별로 이루어지거

나(유럽에서 열과 전력 생산용 고형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파트

너십), 원료별(지속가능한 팜오일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그리고 연료별(재생에너

지연료협회)로 진행됐다. 여러 바이오에너지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인증제도에 자

발적으로 참여해왔고, 원료 공급과 가공에 있어서 우수 운영사례를 활용하거나 

관련 비용을 운영에 포함시키고 있다.

바이오정제(바이오매스 원료로부터 화학물질이나 동물사료와 같은 부산물을 생

산) 사업도 이어졌다. 2014년 미국에서는 에탄올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부산물

을 생산하는 바이오정제 시설이 213개에 달했다. 바이오정제 시설은 다른 나라

에도 존재하는데, 가령 네덜란드에서는 5개의 상업용 바이오정제 시설을 운영 

중이며, 12개의 실증시설과 시범시설이 있다.

고형 바이오매스 산업

2014년에 고형 바이오매스를 목재펠릿과 우드칩으로 변환시키고 열과 전력을 생

산하는 바이오에너지 발전 사업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지속가능성의 기준은 주로 바이오연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고형 바이오매

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위원회는 고형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확정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책임을 남겨두었다. 

2015년 3월 기준,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발표한 유일한 

국가들이고, 독일과 벨기에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약 190만 m의 목재연료(통나무, 우드칩 – 목재 가공에 의한 부산물, 흑액, 회수

된 목재 폐기물은 제외)가 매년 생산되고 있지만 연간 증가량은 작다. 목재연료

를 생산하는 주요지역은 아시아 태평양(41%), 아프리카(35%), 그리고 낮은 비중

으로 남미, 유럽, 북미 등이다.

숯은 여러 국가에서 취사용으로 쓰이거나 브라질에서는 철강과 같은 산업에 활

용되고 있다. (참고 표 R21.) 숯 생산량은 2009년 이후 약 9% 증가했다. 아프리

카는 생산량의 대부분(61%)을 차지하고, 유일하게 생산량과 비중에서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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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이다. 숯의 재래식 활용이 증가한 이유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보

조금이 중단되면서 나이지리아에서 숯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

2014년 세계 목재펠릿 생산량은 9% 상승해 2,400만 톤을 넘어섰으며, 견고한 상

승곡선을 유지해왔다. (그림 10번.) 주요 목재펠릿 생산 지역은 유럽(약 62%)과 

북미(약 34%)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총 생산량의 26%), 독일(10%), 캐나다

(8%), 스웨덴(6%) 그리고 라트비아(5%) 순이다.

2014년 미국에서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약 1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의 최대 생산용량을 갖춘 기업으로는 Enviva LP, German Pellets 

GmbH, 그리고 Biomass Secure Power Inc. 등이며, 이외에도 다수의 소규모 업체

들이 있다. 유럽의 경우, 고형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주요 운영사는 Drax Group 

plc(영국), UPM/Pohjolan Volma Oy(핀란드), E.ON(독일), Fortum(핀란드), 그리고 

Vattenfall(스웨덴)이 있다.

반탄화(torrefaction)는 연료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처

리를 말하는데 2014년 성장세를 보였다. Solvay와 New Biomass Energy(NBE)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NBE에 의해 건설 및 개발되는 미시시피 발전소를 확장했다. 

생산량을 연간 250,000톤으로 3배 가량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액체 바이오매스 산업

2014년에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액은 감소해 전년 대비 

8% 하락했고 지난 10년간의 최저치인 51억달러를 기록했다. 브라질, 유럽, 미국

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제조 시설의 확대는 둔화됐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대부

분 중국)에서 바이오연료 투자 규모는 2014년 23% 증가했다.

대부분의 주요 바이오연료 원료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다. (그림 11번.) 2013년 

대비 국제 가격은 옥수수 -26%, 콩기름 -14%, 팜오일 -4%, 설탕 -4%로 나타났

고, 코코넛유는 예외였다. 원료는 일반적으로 생산단가의 70% 가량을 차지하며, 

가공, 수송, 기타 가격이 나머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료가격 하락은 전반적인 

생산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됐다.

2014년 에탄올의 대부분이 당료 작물로 제조됐고(약 61%), 곡물이 나머지에 해

당했다(약 39%). 원료는 국가와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가령, 미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주로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대부분 당료 작물

로 이루어져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사탕수수, 카사바, 그리고 기타 비곡물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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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처음으로 3억7800만 톤(140억 부셸)을 넘어서

면서, 미국 에탄올 생산에 영향을 주었다. 브라질은 사탕수수 수확량이 2013년 

가뭄에 의한 생산량 하락 이후 다소 회복되면서 3%정도 상승했다. 하지만 2014

년 시행된 (그리고 이후에 폐지된) 비공식적인 임시조치로 소매 연료펌프 가격

에 상한선이 정해졌고, 에탄올 가격이 사탕수수 생산비용을 맞출 수 없기 때문

에 바이오연료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2개 사탕수수 공장(총 370개)이 

조업을 중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료 작물의 공급량은 제한적이었는데, 화학물질 작물과 음료 산업과의 경쟁으

로 에탄올 생산량은 말라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잠시 중단되었다. 인도는 

에탄올 생산을 위한 정제설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부산물인 당밀에 의존

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동안 정제 설탕의 과잉공급에도 에탄올 생산을 위한 

사탕수수의 부족을 메울 수 없었다. 태국에서는 당밀 공급량의 부족으로 카사바

를 원료로 사용하게 됐다.

2014년 세계 에탄올 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생산업체인 

Archer Daniels Midland (ADM)는 5개의 세계 최대 규모의 에탄올 공장을 갖고 

있으며 연간 생산용량은 50억 리터에 달한다. Novozymes(덴마크)는 세계 옥수수 

에탄올 생산량의 약 60%에 대해 효소를 공급하고 있다. DuPont은 나머지 시장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Odebrecht Agroindustrial (브라질), 

Abengoa Bioenergy (스페인), 그리고 Henan Tianguan Group (중국) 등이 있다.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은 주로 식물성기름에 의존하며, 유채(유럽), 콩(미국, 브라

질, 아르헨티나), 팜(인도네시아) 그리고 자트로파와 코코넛 등이 있다. 바이오디

젤 생산량에는 취사용 기름(중국의 주요 원료), 동물성 지방과 같은 산업 부산물

이 포함된다. 유럽에서 바이오디젤의 취사용 기름과 탤로(소, 양 기름)가 차지하

는 상대적 비중은 점차 증가했는데 원료를 수송 부문의 목표에 이중집계 하도록 

허용하는 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최대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은 RBF Port Neches LLC이다. 프랑스의 

Diester Industrie는 유럽 내 최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이며, 250만 톤(28억 리터)

의 용량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연료(특히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둔화 요인으로는 높은 생산단가, 불안정

한 원료 공급(가령, 중국), 물류문제(가령 인도네시아 섬 사이 운송의 높은 비용), 

정책 불확실성(미국, 브라질, 유럽)이 있다.

미국의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은 바이오디젤 세금 우대의 축소(약 0.26달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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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RFS제도 발표지연과 같이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생산 작업을 중단하기 시

작했다. 석유가격 하락과 유럽의 수입관세는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수출 계

약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원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바이

오디젤 생산용량의 20~25%만이 가동 중이다. 호주에서는 다수의 바이오디젤 공

장이 문을 닫았다.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들이 2020년까지 수송연료의 1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5년에 시행하는 새로운 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

한 우려(주로 간접적인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우려)를 이유로 설탕, 녹말, 기름

작물에 의한 바이오연료의 비중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부 국가의 국내 

바이오연료 정책 수정과 맞물리면서 생산업체들에게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

일부 재래식 바이오연료 생산 시설이 폐쇄되긴 했지만, 2014년 고급 바이오연료 

생산 시설들이 새롭게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셀룰로오스 

식물재료(주로 옥수수대)를 원료로 하는 3개의 신규 바이오정제시설, 

POET-DSM, DuPont, 그리고 Abengoa가 해당한다. 브라질에서 3개의 상업용 2세

대 바이오연료 사업이 가동에 들어갔으며, GranBio 상업용 셀룰로오스 에탄올 

발전소, Raizen/Iogens 발전소 그리고 Solazyme-Bunge 발전소 등이다.

하지만 고급 바이오연료 산업도 난관에 처했다. 미국에 소재한 Kior는 파산 신청

을 하고 미시시피에 있는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공장을 폐쇄했다. 유럽에서는 

고급 바이오연료 개발사업이 지원 부재로 인해 지연됐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에 들어갔다(이탈리아는 2018년까지 0.6%의 고급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하기로 발표했다).

항공 바이오연료는 2014년 강한 진전을 나타냈다. 유럽(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는 항공 바이오연료 공급이 훨씬 용이해졌으며, 이듬해부터 공급을 시작하기로 

한 새로운 계약이 미국에서 체결됐다. 추가적으로, 바이오연료에 기반한 최초 상

업용 항공기가 유럽과 브라질에서 완성됐다. Boeing은 “그린 디젤”을 사용하

는 항공기를 세계 최초로 완성했는데, 이 연료는 육상 수송에서 쓰이는 바이오

디젤과는 화학적으로 차이를 갖는다. 2014년 10월, 중국 국유기업 SINOPEC의 자

회사는 Boeing과 공동으로 실증사업을 통해 취사용 기름 18억 리터를 제트연료

로 변환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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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세계 바이오 공급원료 가격(2005년~2014년 월별)

기체 바이오매스 산업

세계적으로 주택, 단지, 공동체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 제조와 설치는 2014년

에도 이어졌다. 바이오가스, 하수처리 가스, 매립지 가스를 품질 높은 바이오메

탄으로 변환시켜 수송연료로 활용하거나 가스관(발전, 수송, 열 생산을 위해)에 

주입하는 시설도 확대하였다.

유럽에서 바이오가스는 농업 폐기물, 가축 분뇨, 에너지 작물(5.1GW의 전력 생

산 용량에 해당), 매립지 가스(1.4GW) 그리고 작은 규모로 하수 슬러지 등에서 

얻는다. 생산용량과 원료는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의 주요 바이오가스 제조업체

들은 독일에 소재해 있으며, Schmack Biogas GmbH, MT-Energie, PlanET, 그리

고 EnviTec 등이 있다.

성장은 체코(+15%)와 영국(+15.4%)에서 두드러졌다. 영국은 농업 바이오가스 발

전소 확대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가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새로운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아 39개에서 62개로 59% 증가했다. 반면, 독일은 바이오가스 

발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으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를 따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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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세계 최대의 바이오메탄 생산지역으로 282개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은 

연간 9.4TWh에 달한다. 대부분 생산시설은 독일(154개), 스웨덴(54개), 네덜란드

(23개)에 있다. 2014년 동안, 18개의 새로운 공장이 완공됐다.

다른 지역의 경우 바이오가스는 주로 매립지 기반 발전소나 소규모 가정용 소화

장치에 의해 생산된다. 미국은 170개 이상의 혐기성 소화장치가 농장에 설치되

어 있고(100MW), 1,500개의 하수처리장 소화장치(250개는 자가 발전으로 에너지 

소비), 그리고 560개 이상의 매립지 발전소가 있다. 브라질은 6개의 매립지 발전

소가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68%를 차지한다. 2기의 산업용 발전소가 추가적

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소규모 농업, 바이오폐기물, 하수처리장 

발전소에서 공급된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은 2014년 약 150억m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했다(90TWh의 칼

로리 에너지). 인도에서는 475만 가구에 바이오 소화장치가 있고, 12개의 바이오

-CNG 발전소가 있다. 한국은 82개 바이오가스 발전소에서 연간 2.58TWh를 생

산했으며, 절반이상이 매립지(52%)에서 비롯됐고 하수 슬러지(37%)와 바이오폐기

물(음식물 쓰레기, 보조기질) (10%)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프리카에서 소규모 시도가 있었지만 사례는 많지 않다. 인프라와 수용성 부족

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왔다. 아프리카에서 바이오메탄 생산은 드물지만, 케

냐에서는 2014년에 처음으로 계통연계형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에 착수했고, 

2015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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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과 난방

□ 지열 시장

지열 자원은 전력과 냉난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2014년 공급량은 총 

528PJ(147TWh)에 달했다. 지열 발전량은 최종 지열 생산량(74TWh)의 절반에 달

하며, 나머지는 직접 이용에 해당한다. 일부 지열 시설은 전력과 열 에너지를 동

시에 공급한다.

2014년 약 640MW의 신규 지열발전 설비가 설치되면서, 세계 지열발전의 총 설

비용량은 12.8GW 수준에 이른다. 2014년 신규로 설치한 국가는 케냐, 터키, 인

도네시아,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이다(신규 설치 순서, 그림 12번 참

고). 케냐는 신규 설비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4년 말 기준, 국가별 지

열 설비용량은 미국(3.5GW), 필리핀(1.9GW), 인도네시아(1.4GW), 멕시코(1.0 

GW), 뉴질랜드(1.0GW), 이탈리아(0.9GW), 아이슬란드(0.7GW), 케냐(0.6GW), 일본

(0.5GW), 터키(0.4GW) 순이다(그림 12번 참고).

2014년 세계 지열 발전량은 74TWh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가동 중인 총 설비

용량은 연평균 3.6% 씩 증가한 반면, 연평균 발전량은 다소 낮은 1.8%의 증가율

을 보였다. 세계 지열발전 가동률은 같은 기간 2009년 약 71%에서 2014년 약 

66%로 하락했다.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평균 가동률은 80%로 세계 평균보

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신규설비 도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

역에서 설비 노후화로 인한 효율 감소, 바이너리 설비비중 증가 등이 가동률 하

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케냐는 2014년 358MW을 추가하여 누적설비가 600MW로 증가했다. 13MW 규모

의 바이너리 발전설비 2기가 2월에 준공되면서 올카리아 III 복합시설의 용량은 

110MW로 확대됐다. 140MW 용량의 올카리아 IV 사업이 10월에 승인을 받았고, 

올카리아 I 발전소는 12월 70M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2기가 추가로 가동에 들

어갔다. 2014년 총 52MW에 달하는 유정전원장치 방식의 지열발전이 가동에 들

어갔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유정전원장치 방식은 지열자원을 보다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터키에서는 2014년 약 107MW의 지열발전 설비를 도입해, 총 0.4GW에 이른 것

으로 나타났다. 모든 설비는 바이너리 발전설비로서 각각 6~26MW 범위의 용량

을 갖는다. 터키는 2023년까지 1GW의 지열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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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그림 12. 지열발전 신규 설비용량, 국가별 신규용량 비중(2014년)

전세계 생산량

전력 74TWh
  열 73TWh

그림 13. 지열 누적 설비용량과 신규 설비용량(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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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2014년 3기의 지열발전소를 도입하여 전체 설비용량이 1.4GW로 

약 5% 증가했다. 최대 설비는 파투하 1호기로서 55MW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신

규 지열발전 승인은 몇 가지 제한요인에 의해 지연되어왔다(화석연료 발전설비

에 대한 보조금과 지열발전에 대한 낮은 보조금). 산림보존 지역과 국립공원 지

역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열업계도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산림과 수문학적 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인도네시아의 지열 잠재량은 29GW로 나타나고, 복

잡한 허가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2014년 발효됐다. 이 법은 지열 

사업에 대한 허가 업무를 중앙정부에 통합하고 새로운 가격 체계를 제도화했다. 

게다가 광산사업과 지열 개발의 범주를 재정의 하면서 이 법은 산림보존 지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개발 사업자에게 지역 공동체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요구했다.

2013년 시범사업과 계통연계를 성공시키면서 필리핀의 20MW 마이바라라 지열

발전 사업은 2014년 초 상업발전에 들어갔다. 이어서 49.4MW의 나술로 발전소

가 가동되면서 필리핀의 총 설비용량은 1.9GW로 증가했다. 2008년 시행된 재생

에너지법은 현재와 향후 지열발전 보급의 기반을 이루는 제도로써 투자를 촉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탈리아의 경우, 2기의 20MW 용량의 바그노레 4 발전소가 연말까지 가동에 들

어갈 예정이다. 이는 17년 동안 가동 중인 투스카니 지역의 아미아타산에 있는 

20MW의 바그노레 3 발전소를 잇는 설비이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는 몇 기

의 지열 열병합 발전이 가동을 시작해 18MW를 추가하며 총 51MW에 이르렀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MW 이하 바이너리 지열 발전소를 설치했다. 일본은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지열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 20

년 동안 신규설비 증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발전량에서는 세계 8위를 차지했

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의 지열발전에 대한 지원에 힘입어 

2014년 기준으로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지열 사업은 40개 이상에 이른다.

166MW 규모의 뉴질랜드 테미히 발전소가 2013년 완공돼 신규 설비용량에 반영

됐지만(GSR 2014 보고서 참조), 공식적으로 2014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도시바

가 제작한 2기의 83MW 터빈이 와이라케이의 기존 설비를 대체한 것으로 실제 

순 증가량은 약 115MW 수준이다.

케냐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지열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에티오

피아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원으로써 지열관련 제약과 재원 마련 방

안을 강구중이다. 최근 아이슬란드와 일본의 개발기관이 에티오피아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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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계획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왔지만, 높은 초기 비용과 사업 리스크 그리고 

지역의 제한된 기술 역량으로 인해 진행이 더뎠다. 2014년 세계은행은 에티오피

아 알루토와 알라로바드 지역의 지열 사업에 대해 2억 달러의 재원 지원을 약속

했다. 지부티에서는 국제개발기관들이 탐사와 개발의 재추진을 지원 중이고, 여

기에 50MW 규모의 아살-피알레 사업도 포함된다.

중앙아시아 지역도 상당히 유망하다. 온두라스는 Platanares 지열 사업 추진을 

2014년 재개했고 201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Las Pailas 발

전소에서 55MW의 추가 확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열 직접이용은 냉난방을 위한 직접적인 열 추출을 의미하며, 히트펌프는 제외

한다. 지열의 직접 이용량은 2014년 263PJ(73THh)로 추산됐고, 1.1GW가 추가되

면서 총 용량은 20.4GW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직접이용 용량의 연평균 증가

율은 5.9%, 연평균 직접적 열 소비량은 3.3%로 나타났다. 직접 지열발전의 세계 

평균 가동률은 2014년 41%로 나타났다.

지열의 직접이용은 수영장과 기타 공중목욕탕이 해당된다(설비용량 9.1GW, 사용

량 33.2TWh). 하지만 이 분류는 가동 방식의 차이로 인해 계량화하기 어렵다. 

그 다음 최대 직접이용 분야는 지역난방을 포함한 난방이다(7.6GW, 24.5TWh). 

자원 잠재량이 풍부하거나 지역난방 시스템이 잘 발달된 지역의 경우 시장 진입

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에서는 10개 중 9개의 건물이 직접 지열이용

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주택 온수공급, 온실난방, 산업공정, 수경재배, 해빙, 농

작물 건조 등이 있다.

2014년 추진된 열 공급 사업은 대체로 유럽에서 활발했는데, 전통적인 고온 자

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 지역 열 공급 계획을 진행한 경우이다.

이탈리아에서는 투스카니에서 6.5MW 그리고 비첸차에서 0.7MW를 비롯한 2기의 

소규모 지열 발전소를 건설했다. 추가적으로, 독일은 앞서 서술한 2기의 열병합 

발전소를 준공했고, 헝가리는 2기의 설비를 완성했으며(각각 2MW와 3MW), 프

랑스는 파리 근교에 있는 아르케이-젠틸리의 10MW 발전소를 추진했다. 지열과 

천연가스에서 파생하는 열을 결합시키는 파리분지사업은 2013년 말에 착수해 

2015년 완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 지역의 새로운 5개 지역에서 지역난방 시

스템을 도입할 단기 계획이 마련됐다. 핀란드에서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직접 

열 교환기가 도입된 40MW의 지역재순환 열 발전소가 계획 중이다. 

2014년 말 기준 지열의 직접 이용의 최대 용량을 기록한 국가로는 중국(6.1GW), 

터키(2.8GW), 일본(2.1GW), 아이슬란드(2.0GW), 인도(1.0GW), 헝가리(0.9GW),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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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아(0.8GW), 미국(0.6GW) 순이다. 합산한다면, 이들 8개 국가는 세계 총 용량

의 약 80%를 차지한다.

설치 용량에 비례해서 중국은 지열의 직접이용 부문에서 세계 최고치(20.6GWh)

를 기록했다. 터키(12.2TWh), 아이슬란드(7.4TWh), 일본(7.1TWh), 헝가리

(2.7TWh), 미국(2.6TWh), 뉴질랜드(2.4TWh) 순으로 높았다. 이들 국가들은 2014

년 지열의 직접 이용에서 약 70%에 해당했다. 1인당 통계로 환산하면 아이슬란

드가 매년 1인당 22MWh로 가장 두드러졌고, 뉴질랜드, 헝가리, 터키, 일본은 모

두 1인당 0.5MWh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 지열 산업

2014년 UN 기후변화당사국회의에서 지열발전 확대를 가로막았던 높은 비용과 

투자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지열연맹이 출범했다. 연맹은 혁신적 투자 촉

진, 리스크 완화, 규제 및 제도 개선, 지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역량 확대와 기

술적 지원의 역할을 맡았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서 지열문제를 해결하고 주요한 초기 투자를 위해서 

2014년 말까지 총 2억35백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재원은 아르메니아, 칠

레,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니카라과, 

세인트루시아, 터키와 같은 국가들에서 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

적으로 16개국의 36개 지열 사업에까지 확대할 구상이다.

재원 부족과 사업 리스크는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된 문제가 아니다. 유럽의 지열 

산업계는 몇 가지 요인으로 지열발전 산업이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열에너지의 잠재력과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다른 

기술원에 비해 낮은 공적투자 지원, 국가경제를 넘어선 유럽 차원의 초국가적 

위험보험 기금 부족이 그것이다.

미국은 정부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열확대 관련 기술적 제약 또는 리스크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부지열발전(EGS)은 생산성이 없거나 상

업성이 낮은 지열정을 피해서 시추 리스크를 낮춘다. 심부지열발전은 지하 암반

의 파쇄를 통해 열의 산출량을 높여 자연 발생적인 기존의 지열 발전소와 유사

한 생산량을 확보한다. 이 기술은 재래식 수열자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잠

재량이 높아 미국에서만 100GW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잠재적인 유해 대기오염물질이 지역발전소로부터 배출

되는 문제가 있다. 미국 하와이의 푸나 지열발전소의 경우, 2015년 초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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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지 않은 황화수소의 배출로 인해 벌금에 처해졌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교외에 있는 303MW의 헬리쉬디 지열 발전소도 황화수소 배출 문제로 우려를 

일으켰다. 문제해결을 위해 발전회사는 수소 포집과 재주입 방안을 시작했다.

2014년 지열 산업계의 혁신 중 하나는 지열-태양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다. 

에넬그린파워(이탈리아)는 미국의 파트너와 공동으로 집광형 태양열발전을 활용

해 네바다 주에 있는 스틸워터 바이너리 발전소의 지열을 보완하는 방식을 시도

했다. 이탈리아에서 에넬사는 또 다른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는데, 산

림 바이오매스와 지열발전을 결합시킨 것이었다. 이 시스템은 기존보다 높은 증

기 온도를 확보해 효율과 발전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말 기준 세계적으로 612기의 지열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설치 용량의 

대부분인 7.8GW 또는 발전량의 63%는 237기의 플래시 발전소에 해당한다. 플래

시 발전소란 터빈 가동 이전에 증기를 수증기와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온도가 

180℃ 이상의 증기가 풍부한 지역에서 활용된다. 수에 비해 용량은 상대적으로 

작은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는 286기가 있으며(1.8GW, 발전량의 12%) 보통 100

∼180℃ 온도에서 가동된다. 가장 오래된 지열 발전소 유형인 건조 증기 방식은 

63기가 있으며(2.9 GW, 발전량의 22%) 물/증기 분리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 도

입된다.

2014년 주요 지열 발전사는 미국의 셰브런과 칼파인(각각 1.3 GW)이 있고, 필리

핀의 EDC(1.2 GW), 멕시코 국영기업 CFE와 이탈리아 에넬그린파워(각각 1GW) 

그리고 미국 오멋(0.9GW)가 뒤따르고 있다. 새로운 터빈 설치 시장은 미쓰비시, 

오멋, 후지 일렉트릭에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합산 규모는 2013년 신규 

설비의 60%와 기존 설비의 75%를 차지했다. 기존 설비용량의 경우 시장 주도권

은 도시바, 미쓰비시, 후지 일렉트릭 등 대부분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용

량은 각각 2.6~3.0GW에 이른다. 오멋(바이너리 기술)과 안살도-토시(각각 

1.7GW)가 뒤를 이었고, 제너럴일렉트릭-누오보 피요네가 6위를 차지했다

(500MW). 다른 기업들은 규모가 상당히 작은 상황이다. 오멋 이외에 (대부분 바

이너리) 터빈 제조사로는 Exergy, Atlas Copco, Electra Therm, TAS Energy, 

Cryostar, 그리고 Turboden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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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
그림 14. 전세계 수력 발전용량과 상위 6개국이 차지하는 비중(2014년)

전세계 총용량

1,055GW
그림 15. 전세계 수력신규 설비용량, 상위 6개국이 차지하는 비중(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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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 수력 시장

2014년 승인된 수력 발전용량은 약 37GW이고, 세계 총 설비용량은 3.6% 늘어나 

총 1,055 GW로 증가했다. 수력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이 높은 국가들은 중국, 

브라질,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인도로 변동이 없으며, 이들 국가의 합산 규모는 

세계 총 설비용량의 약 60%를 차지했다(그림 14번과 참조 표 R6 참고). 세계 수

력발전량은 수리학적 상황에 따른 매해 변동이 생기는데 2014년 약 3,900TWh로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했다. 수력발전은 가뭄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감소했

지만, 중국에서 2013년 감소 이후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다. 세계 양수 발전용량

은 2014년 말 기준 약 142GW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설비 대부분이 중국에 설치되었고, 브라질, 캐나다, 터키, 인도, 러시아도 상

당한 용량의 설비를 추가했다(그림 15번 참고). 중국의 총 수력 발전용량 280GW 

중 2014년 말까지 승인된 설비용량은 22GW에 해당한다. 중국의 신규 설비용량

이 큰 규모를 나타냈음에도 2013년과 비교해 29% 하락한 수준이다. 중국의 수력

발전량은 약 20% 증가해 최초로 1,000TWh를 초과했는데(1,070 TWh), 이는 수리

학적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시루오두 발전소(13.86GW)는 2013년 발전용량

의 2/3 수준으로 최초 가동을 시작해 2014년 완공했으며, 중국 싼샤와 브라질 

이타이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력발전소에 등록됐다. 시루오두 하류

의 진샤강에서 6.4GW의 썅지아바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중국 내 3번째 

규모의 수력발전소가 됐다. 추가적으로 5.85GW의 화넝 누오자두 발전소는 6월

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중국의 수력설비 투자액은 156억 달러(960억 위안)로, 

2013년보다 21.5% 하락했다.

브라질 신규 수력발전은 3.3GW 추가됐는데, 이 중 소수력(30MW미만)은 138MW

에 해당했다. 2014년 말 총 수력 용량은 89.2GW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수력에 

의한 발전량(2014년 393TWh)은 장기화된 가뭄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일부 저수지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위를 보였다. 연간 발전용량이 증가했음에도, 

총 발전량 중 수력비중은 2011년 91%에서 2014년 73%로 하락했다. 마데이라 강 

복합단지에 있는 지라우 발전소(재생에너지 청정개발체제 중 최대의 단일 프로

젝트)에서는 2014년 말 기준 75MW터빈 24기가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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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완공되면 3.75GW 규모가 될 것이다. 지라우 그리고 산토 안토니오 발

전소(완공시 3.57GW)는 마데이라 강에 위치해 있는데 상류 볼리비아 지역에서 

폭우에 의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승인 명령이 내려졌다. 콜롬비

아에서는 820MW의 소가모소 발전소가 완공됐는데, 전력 수요의 10%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뭄으로 인해 수력발전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국가는 미국이다. 2014년 미국

의 수력발전량은 259TWh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과거 9년간의 연평균 

기록보다 5.3%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014년 말 기준 수력 설비용량은 79.2GW

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2014년 1.7GW를 추가해 77.4GW에 도달했다. 신규 설치용량에서 세계 

3위 국가이지만 발전량은 375TWh로 3.1% 하락했다. 2015년 초까지 온타리오의 

로우어 마타가미강 재개발 사업이 완공되면서 수력 발전용량은 두 배 가까이 늘

어 총 924MW로 확대됐다. 195MW 규모의 Forrest Kerr 수력발전소는 2014년 브

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 이 두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호수 개발로 인해 토착지가 피해를 받는 원주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협력은 새로운 수력발전 사업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터키는 2014년에 1.35GW를 추가해 총 23.6GW를 나타냈다. 수력발전량은 연간 

40.1TWh를 기록하면서 2013년에 비해 32% 감소했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이어

진 가뭄의 결과다.

인도는 1.2GW를 추가했고 총 수력 발전용량은 44.9GW에 이른다. 이 중 228MW

는 소규모(설비당 25MW 미만)로 분류됐다. 연간 발전량은 144TWh로 나타났으

며 대규모 수력(25MW 이상)에 의한 발전량은 131TWh로, 2013년과 변동이 없다. 

승인 과정에서 물 이용 제약을 비롯한 기술적 난관에 처했던 유리 II 프로젝트

(240MW 규모)는 2014년 초 완공됐다.

러시아에서 2014년 수력발전의 순 증가량은 1.1GW였으며, 총 설치 용량은 

47.7GW로 나타났다. 설비용량 면에서도, 수력발전량(164GWh)은 전년에 비해 

4.4% 하락했다. 사야노-슈셴스카야 수력발전소(6.4GW)에서 640MW 터빈 10기가 

2014년 말 완공되면서 2009년 심각한 사고를 겪은 이후 발전소 복구 작업이 모

두 마무리됐다. 보구찬스카야 수력발전소의 경우 333MW 급 9기 모두가 승인을 

받았다. 2015년 말 저수지의 수위가 확보된 이후 총 3GW 용량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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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청나일강에 있는 그랜드 르네상스 프로젝트(완공시 6GW)는 2014년

에도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하류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2014년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은 이 사업에 대해 추가 조

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2015년 초 나일강 유역 수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평

한 이용을 위한 협력 원칙에 대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르완다는 새로운 냐보론고 수력발전(28MW)의 가동을 시작했다. 국제적으로 보

면 소규모지만, 자국민들은 르완다 전력부족을 완화(2014년 말 기준 전력공급률 

19%)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수력발전소인 루카라라 2 수력발전소

(2.2MW)는 2014년 가동에 들어갔고, 농촌지역에서 소수력이 전력 보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사례로 알려졌다. 2012년 기준, 전세계 10MW 이하의 소수력 설치용량

은 총 75GW로 추산된다. 소수력은 농촌 전력 공급률 향상 및 사회적 수용과 지

속가능한 발전의 잠재성에 있어서 가능성을 인정 받아왔다.

세계 양수 발전용량은 2.4GW가 추가되어 2014년 말 146GW에 이르는 것으로 집

계됐다. 새로 설치된 양수발전은 카나리아 제도의 가장 작은 섬인 엘 이에로 섬

에 있는 발전소다. 6MW 용량은 규모 측면에서는 작지만 중요성은 크다. 이 섬

은 풍력발전(11.5MW)과 양수발전의 조합을 통해 전력 자립이 가능해졌고, 기존

의 디젤 발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오스트리아는 레이섹 II 양수발전소를 

2015년 초 완공했다.

2015년 초 신규 변속 양수발전소 사업이 유럽에서 일부 계획 또는 건설 중에 있

고, 1개의 기존 발전소가 변속 양수발전소로 개조 중이다. 신규 또는 개조된 변

속 양수발전소는 펌프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전력계통의 상황에 따라 발

전과 펌프 모드에서 전력 통제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

용이 가능하다. 건설 중에 있는 스위스의 1,000MW 린탈 발전소는 2015년 완공

될 경우 최초의 고용량 변속 양수발전소 댐으로 기록될 것이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다른 설비로는 2015년 가동 예정된 1.3GW의 남아공 잉굴라 양수발전소와 

이집트에서 건설 예정인 2.1GW 양수발전이 있다.

양수발전의 용도는 수력을 예비 전력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재생에너지의 변동

성을 낮추는 목적이 있다. 노르웨이의 풍부한 수력 용량을 이용해 주변 국가들

과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르웨이, 영국, 독일은 2014년 2기의 1.4GW 전력

망 건설에 합의했다.

수력 개발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주제이다. 2014년 세계은행은 수력

의 지속가능성 평가 규약(2011년 발효)에 대해 지속가능한 수력발전을 위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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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보완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지만, 세계은행의 정책과 보호장치를 대체하

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프로젝트 금융을 위한 사회 환경 보호조

치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2014년 발효했고 세계은행은 2015년 초 수력 개발에 

의한 재정착 관련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15

년 초 미국 행정부는 108MW의 파키스탄 굴퍼 수력 사업에 대한 세계은행의 기

금 지원과 관련해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환경리스크평가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사회 환경적 피해를 둘러싼 우려로 인해 여러 수력발전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터키에서는 티그리스 강의 1.2GW 일리수 댐 사업이 지

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2014년 계속 지연되는 상황을 겪었다. 고고학적으로 가치

가 높은 고대 유물 지대의 범람 가능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도 작용했다. 

인도에서도 2GW 규모의 로우어 서반시리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가 

지연이 발생했다. 베트남에서는 불법 토지취득과 관리 소홀을 이유로 당국이 투

자자의 사업권 박탈을 심사 중이다. 댐 하류 지역의 농업과 산림 파괴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된 조림사업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수력 산업

산업계는 수력 시설의 유연성, 효율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을 계속해왔

다. 제조사들은 양수 발전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왔는데, 이는 변동성을 갖

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증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효율성과 발전량을 늘릴 뿐 

아니라 새로운 규제 기준에 맞는 환경성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수력발전 시설을 개선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의 다른 요

인은 낮은 발전단가에 대한 요구이다. 낮은 발전단가는 고효율 설비개발을 달성

하는 데 기여해왔고, 2014년 중국에 설치된 800MW 2기의 Xiangjiaba 수력발전

소가 여기에 속한다.

수력분야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며 취약성 관련 연구를 확대해왔고, 일부 경

우에서 프로젝트 설계와 운영 방식을 통합하고 있다. 유량의 잠재적 변동 예측, 

극단적 홍수로 인한 댐의 안전성, 발전량 변동성 전망, 유량의 변동성 증가에 따

른 터빈 최적화와 기타 설계 변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설비 제조사로는 알스트롬(프랑스), 안드리츠 하이드로(오스트리아), 호이트 

하이드로(독일)를 꼽을 수 있으며, 이들 기업은 비등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제조사로는 하빈(중국), 동팡(중국) 그리고 파워머신(러시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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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리츠 하이드로는 최근 세계 시장 축소로 인해 2년 연속 판매와 신규 주문 

물량이 하락했다. 신흥경제국에서 기존 수력시설 개선과 소수력 설비 시장이 성

장하는 가운데 낮은 투자비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호이트 하이드로는 매출이 2013년에 비해 5% 하락했지만, 신규 물량은 같은 기

간 24% 증가했다. 하지만 호이트는 북미, 러시아, 동유럽을 중심으로 기존 수력

시설 개선 사업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호이트에 따르면 이 시장의 한 가지 

약점은 남미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이다. 보이트는 

태양광의 전력피크 비중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양수발전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

는 우려도 제기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알스트롬에 대한 잠재적 인수합병과 관련해 유럽위원회는 

일부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에 대해 사전 우려를 표했는데, 이 합작 회사의 수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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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 해양에너지 시장

해양에너지는 파도, 조수(간만),  조류,  (영구적) 해류,  수온차,  염도차를 활용

해 해양에서 얻는 에너지를 말한다. 2014년 말 기준, 세계 해양에너지 용량은 약 

530MW로 변동이 없었고, 대부분은 조력발전, 특히 만과 하구 퇴적지를 가로지

르는 조력발전 댐에 해당한다. 해양발전 기술의 개발 사업 대부분은 조력, 조류, 

파력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에너지 시설은 조력발전소이다. 한국 254MW 시화조력

(2011년 완공), 프랑스 240MW 랑스조력(1966년), 캐나다 노바스코티아  20MW  

아나폴리스조력(1984년),  중국의 3.9MW 지앙샤조력(1980년)이 대표적이다. 다른 

조력 사업은 소규모이거나 실증사업이고, 영국에 설치된 조류와 파력 발전소가 

주목할 만하다.

2014년 세계적으로 추가된 용량은 거의 없다. 실제로 모든 신규 설치는 실증사

업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유럽 해역에서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추진 중인 

가장 주요한 사업은 스코틀랜드의 398MW 메이젠 조류 발전이다. 영국의 해저 

관리를 담당하는 왕립토지관리위원회는 메이젠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위해 

1,550만 달러(1,000만 파운드) 투자를 선언하면서 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왕립토지관리위원회는 영국 해상에서의 추가적인 파력과 조류 

기술 연구 및 실증사업을 위해 공유지를 개방했고, 일부는 지역 기관을 위해 사

용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올더니 해협에서 조력 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곳의 조력 자원은 1.4GW로 추정된다.

□ 해양에너지 산업

2014년은 해양에너지 분야 상용화를 위한 혁신과 발전의 해였다. 하지만 해양에

너지 산업계는 역풍에 직면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특히 스코틀랜드의 두 기업인 

펠라미스 웨이프파워와 아쿠아마린 파워에게 더욱 그랬다.

펠라미스는 해양에너지 변환장치 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실패하면서, 2014

년 말 파산관리에 맞닥뜨렸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펠라미스의 연구를 진척시키

기 위해 일부 직원들의 보수를 스코틀랜드 파력에너지에서 지원했다. 결과적으

로, 스코틀랜드 파력에너지는 지적재산권과 펠라미스의 유형자산을 취득했고, 여

기에 2,200만 달러(1,430만 파운드)의 자금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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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아쿠아마린 파워는 사업 축소를 선언하면서 핵심 인력의 유지와 오크

니에 위치한 유럽해양에너지센터(EMEC)의 오이스터 800 파력 설비에 대한 운영

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체 해양에너지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적, 제도적, 기술적 장벽의 결과라고 언급됐다.

발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양 시뮬레이션 시설이 에딘버러대학 내 

설치됐다. 플로웨이브 실험탱크는 모의실험을 통해 실제 해상에서의 막대한 비

용 부담 이전에 잠재적인 개발 과정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했고, 플로웨이브

와 정부 지원을 받는 다른 실험시설과 연구들은 기술적 리스크를 개선하도록 했

다. 장기적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최적 해양에너지 자원이 전력계통과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계통연계 방안도 과제로 남아있다.

해양에너지 관련 이해당사자의 해법 마련과 공동협력을 위해 2014년 유럽 해양

에너지포럼이 발족됐고, 궁극적 목적은 연구개발 강화와 투자 리스크의 분담을 

위한 플랫폼 마련에 있다. 

2014년 설치사례는 대부분은 상업화 이전 단계 사업으로 개발자는 이를 더 확대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카네기 파력에너지(호주)의 퍼스 프로젝트는 3기의 상호 

연결된 CETO 5 파력 장치를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설치하면서 중요한 전환

점을 지났다. 이 장치는 전력생산과 해수담수화 기능까지 설계에 포함됐다.

다른 주요 사업으로는 노바이노베이션(스코틀랜드)의 30kW 조력발전소가 2014

년 4월 셰틀랜드(스코틀랜드) 지역에 설치된 사례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이 사업은 세계 최초로 공동체 소유의 조력발전이 되었다. 결

과적으로 노바와 협력사인 ELSA(벨기에)는 같은 지역에서 100kW 설비를 활용한 

500kW 조력발전 설치를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2015년 초 3기의 계통연계

형 조력발전소가 네덜란드 해역에 설치됐다. 이 조력발전은 토카르도와 네덜란

드조력실험센터가 협력해 추진됐고 향후 평가를 통해 현재 300kW 설비를 2MW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대한민국 목포에서 28MW 조력에너지 사업

과 영국의 맨 섬의 조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도 아쿠아마린은 2015년 초 오이스터 800이 기대치만큼 실

적을 나타냈고, 유리한 해상 조건에서는 실적이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이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인 해저 파력 에너지 발전장치인 

WavePOD와 함께 차세대 장치에 대해서도 개발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아틀란티스 리소스(영국/싱가포르)는 2014년 초 발표를 통해 중국 저장성 해양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아틀란티스 1MW AR1000 조류 발전터빈 설치 사업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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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한 동팡 일렉트리컬 머시너리(중국)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틀

란티스가 록히드 마틴(미국)와 협력을 통해 개발한 새로운 1.5MW AR1500 터빈

에 대해서도 동팡은 저비용으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틀란티스 리소스는 2013년 스코틀랜드의 메이젠 사업에 대한 다수 지분을 확

보한 이후 2015년 초 터빈과의 계통연계용 해저 케이블 설치를 위해 육상시설 

건설(방향성 천공 포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아틀란티스는 이 사업을 위해 

록히드 마틴과 AR1500 터빈 제작을 발표했고, 2016년 납품될 예정이다. 이 터빈 

기술은 회전체 능동제어와 풀 나셀 요잉 기능을 갖췄다. 추가적으로 아틀란티스

는 안드리츠 하이드로(노르웨이)와 메이젠 1단계 사업에 3기의 1.5MW 조력 터

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오픈하이드로(2013년 이후 프랑스 DCNS의 자회사)는 올더니 재생에너지와 300 

MW 조력발전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레이스 타이들이라는 합작투자회사는 

2MW 터빈 150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브르타뉴(프랑스)에서의 실증결과를 바탕

으로 오픈하이드로와 EDF(프랑스)는 2015년 2기의 조력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

기로 했고, 향후 몇 년간 준상업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알스톰(프랑스) 역시 이 지역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4년 GDF 수에즈

(프랑스)와 공동으로 알스톰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블랑샤르(올더니 레이스) 조력 

시범사업에 대한 새로운 조력 터빈 4기의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17

년부터 가동에 들어가 20년 동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스톰은 향상된 조

력터빈인 1.4MW의 Oceade 18 기술을 활용할 예정으로, 가변피치날개와 조류 흐

름에 최적화된 회전식 나셀을 장착했다.

노트리시티(스코틀랜드)는 2014년 새핀세이 사운드(스코틀랜드)에 있는 EMEC의 

테스트베드에서 500kW의 2중 역방향 회전자 수중 터빈(CoRMaT)의 실험을 마쳤

다. 2015년 초 이 업체는 EMEC의 폴오브워니스 부지(강력한 조류가 발생하는 

거친 해양 조건)에서 교환 계통연계 시험을 검증했다. Magallanes Renovables(스

페인)은 최초의 해상 실험을 위해 EMEC에서 부상 ATIR 터빈의 프로토타입을 

2014년 말 개시했고, 이는 유럽연합의 후원을 받는 마린넷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온전한 규모를 갖추게 된다면, 이 사업은 2MW 용량에 달할 것이다. 오

픈하이드로는 EMEC에서 기술 실험과 개발을 계속했고 2014년 초 차세대 장치

의 설비를 설치했다.

캐나다 펀디해양에너지연구소(FORCE)는 펀디 만에서의 신규 조력발전 사업을 

계획 중이다. 오픈하이드로와 협력사인 에메라는 상업규모의 ‘케이프 샤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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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단계로써 2015년 2MW 조력 터빈 설치 계획의 사업자로 고려되고 있다. 

선박 추진기 제조사인 쇼텔(독일)의 자회사인 블랙락타이들파워(캐나다)는 타이

들스트림(영국)의 트리톤 플랫폼과 16기의 쇼텔 70 kW 수상 조력발전(STG)을 결

합한 기술을 적용할 시범사업 기회를 얻었다. 쇼텔은 지속가능해양에너지(UK)가 

운영하는 와이트섬 해상 실험부지에도 STG 터빈을 설치했다. 2014년 새롭게 설

립된 쇼텔 하이드로는 새로운 해양터빈(SIT)를 발표했다. 이 기술은 터빈 사이즈

를 축소할수록 출력과 물질사용에서 유리하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2014년 해양전력 산업계 일부에선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스코틀랜드 파력의 

펠라미스 자산 인수, 포텀(핀란드)의 핀란드 파력에너지 기업 웰로 소량 지분 인

수가 그것이다. 웰로의 단일 장치인 ‘펭귄’은 2011년 개발 당시의 모든 원본 

부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설계 완성도를 담보하게 됐다. ‘펭귄’은 파도에 의

해 작동되는 편심 회전체를 탑재한 수상 플랫폼으로써, 풍력 터빈에 전형적으로 

활용되던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토카르도는 로열 IHC로부터 네덜란드 기업인 

IHC 타이들 에너지를 인수했다. 동시에, 토카르도는 기존의 수평축 터빈에 더해 

상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수직축 터빈 기술을 보완하게 됐다. 2015년 초 토

카르도는 스완터빈(영국)의 해저 조력터빈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도 취득했다.

최근 조력과 파력 기술은 해양에너지 기술 전반의 발전을 불러왔고, 조력 상용

화가 파력에 비해 더 일찍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력 기술은 동일한 설계

로 수렴되는 반면, 파력 설비는 보다 다양하며 전반적으로 개발 수준이 상이하

다. 파력 에너지의 차별성은 해저 깊이에 따른 파도 자원 특성의 변동성에 일부 

기인한다.

사이드바 5. 지속가능성에 대한 초점: 물-에너지-식량의 결합

수요증가와 자원부족에 시달리는 세계에서 물, 에너지, 식량 시스템간의 상호

연결성을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성과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이

다. 인구증가, 경제발전, 도시화는 깨끗한 물과 에너지, 식량에 대한 소비를 

부추기고, 장기적으로 점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자원 부족과 기후변화 피해, 욕구의 상호 충돌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것

이다.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량은 희소해지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펌프와 담수화, 처리, 공급에 투여될 것이다. 에너지 부문(채굴, 처리, 정련, 

발전)에서 연간 취수량은 세계 담수 사용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향후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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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식량 부문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0%를 차지하며 담수 취수의 70%에 해당한다. 식량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에너지와 물 투입량도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부문을 압박할 것이

다.

상호연계성에 기반한 정책과 해결책은 이런 충돌되는 접점을 완화하거나 제

거할 수 있으며 시너지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속적

으로 보급된다면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물, 식량,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물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

는 것은 에너지 부문에서 사용하는 물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최근 IRENA 보

고서에 따르면 독일, 인도,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를 통해 전력 부문에서 취수량과 물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기

반한 기술은 물 안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에 의해 전력을 공급 받

는 펌프와 관개시설은 선진국(미국, 호주 등)과 개발도상국(인도 등)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담수화시설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

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태양광 담수화 시설이 건설 중인 것처럼 중동

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가격상승에 취약한 농업식량 부문의 약점을 보완해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취약성은 2007-2008년 세계 식량 위기

와도 연관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이용은 개발도상국에서 식량손실을 줄이고 

농산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가공과 냉장을 위한 에너지가 부

족하여 농업 생산물의 30~40%가 손실되고 있다. 태양열건조기는 파키스탄 북

부에서 과일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바이오가스 발전소에 의한 냉

방기능은 우간다 유제품 산업에 도입됐다. 유기폐기물과 비(非)식량작물에 의

한 바이오에너지는 지역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상호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에너지-식량 이 세 가지 

부문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통합적 접근의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평가수단과 추가 방법론 개발로 정책결정과 이행을 알릴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상호연계 관련 수단은 자원흐름과 영향을 모델화하고 

지역 환경을 분석하며 정책적 선택지를 평가한다. 방법론은 모든 상호연계성

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택하거나 한 가지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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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 입구 접근을 택할 수 있다. 스톡홀롬환경연구소의 WEAP-LEAP 모델

은 물과 에너지 시스템을 모델화하고 분석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양적접근 방

법을 활용한다. UN 농업식량기구와 IRENA는 식량과 재생에너지에 대해 각각 

입구 접근을 활용했고, 양적·질적 방법을 병행했다.

연구기관과 NGO는 이미 상호연계성 평가 방식을 도입했는데, 가령 에티오피

아의 성장과 전환 계획에 적용된 잠재적인 상호연계적 접점을 평가하고, 마다

가스카르에서 대안적 농업 양식과 바이오연료 생산 잠재력을 평가하는 사례

이다. GIZ와 ECOWAS 같은 기관들은 이런 접근 방식과 수단을 폭넓은 정책 

수준에 통합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물-에너지-식량의 

상호연계성은 SE4ALL 이니셔티브에서 High Impact Opportunity로 인식되었

다.

여러 진전과 접근을 통합시키기 위한 평가수단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상호연계성 사고방식을 정책결

정과 사업개발에 제대로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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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PV)

□ 태양광 발전시장

2014년은 태양광 전지가 처음으로 공개된 지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게다가 태

양광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기록한 해로 40GW의 태양광 설비가 추가되어 전 

세계 총용량은 177GW를 달성했다. 태양광 시장은 유럽 신규물량 감소세, 중국 

태양광 목표(특히 분산형) 달성을 둘러싼 논쟁, 작은 신규시장 등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나타냈다. 2014년 말 기준 전세계 가동 중인 태양광 60% 이상이 지난 3

년 동안 설치된 설비에 해당했다(그림 16번과 참고 표 R7 참조).

중국, 일본, 미국은 최대 태양광 시장 규모를 유지했고, 영국, 독일이 뒤를 이었

다. 프랑스, 호주, 한국, 남아공, 인도가 나머지 상위 10개국에 해당했다. 1GW 

이상 계통연계된 국가는 5개국으로 2013년에 비해 9개국이 줄었다. 신규 설치용

량의 대다수가 특정국가에 집중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에 힘입어 분산

형 신규설치는 더 확대되었다. 모든 국가에서 태양광이 일정 규모 이상 가동 중

이다. 2014년 말 기준, 1GW 이상의 태양광 용량을 갖춘 국가는 20개국으로 지

난해 대비 17개국이 늘어났다. 1인당 태양광 용량 순위는 독일, 이탈리아, 벨기

에, 그리스, 체코, 일본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는 세계 태양광 신규 물량의 약 60%를 차지하면서 다른 시장을 압도했다. 

중국은 10.6GW을 추가해 총 28GW을 넘어섰고, 누적 태양광 용량이 60% 증가했

다(그림 17번 참조). 중국에서 신규설비의 80%는 대규모 발전소에 해당했고 나

머지는 지붕 분산형 또는 소규모 용도로 설치됐다. 송전 시설이 태양광 용량의 

급격한 확대를 따라가지 못해, 일사 조건이 좋은 서부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에

너지 수요가 높은 중부나 동부에 송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2014년 내몽고, 칭하이, 장수성은 각각 태양광 1GW 이상을 설치하며 가장 두드

러졌다. 중국의 태양광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분산형 설치와 같은 부

문에서는 자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중국 태양광 발전량은 

약 250억 kWh를 기록하였고, 전년 대비 200% 증가하였다.

일본도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약 9.7GW를 보급하여 누적 설치량은 

23.3GW에 달했다. 기록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태양광 시장은 2007년 이

후 첫 감소세를 나타냈다. 겨우 0.9GW 늘어나는 데 그쳐서 총 누적설비는 

7.5GW를 기록했다. 상업용 또는 발전사업용 규모의 사업은 2년 연속 확대되면

서, 전력 소매판매자에 등록된 기업수(식당, 주택 건축업체)가 빠르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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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연계와 적절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업단지, 공터, 지붕과 같은 공

간을 활용하는 태양광 사업자가 늘고 있다.

2014년 말, 일본에서는 추가적인 변동성 전원의 연계 용량에 대한 우려를 이유

로 4개의 발전사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신규 계통연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

는 신규 계통연계에 대한 용량제한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개정을 통해 발전사는 변동성 전원에 대한 계통 용량이 피크에 도달

할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출력 제한을 요구하도록 허용했고, 출력 제한에 

따른 발전사의 보상 이행 의무를 폐지했다. 2015년 초, 4개의 발전사는 새로운 

법(동경전력을 비롯한 3개의 주요 발전사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계

통연계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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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그림 16. 전세계 태양광 발전용량(2004년~2014년)

2014년 추가

40GW
그림 17. 전세계 태양광 누적 설비 및 신규용량, 상위 10개국(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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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다음으로는 한국(0.9GW), 인도(0.7GW), 태국(0.5 GW) 순

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보조금 지연에 따른 재원 확보 어

려움)이 태양광 보급을 막는 큰 장벽으로 작용했고,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보

급이 감소했다. 2014년 말 기준, 인도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 설비용량은 3.2GW

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상황은 조

금 나아졌다.

아시아를 제외하고, 새로 설치된 태양광 용량 15~16GW의 대부분이 북미와 유럽

에서 집중됐다. 북미에서 태양광은 2014년 6.7GW가 확대됐는데, 캐나다는 

0.5GW를 차지하며 연말 기준 총 1.7GW를 기록했다. 나머지는 미국에 해당한다.

미국은 2013년 대비 30% 상승한 수치인 6.2GW를 새로 추가하면서 누적설비는 

총 18.3GW로 증가하였다.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인 태양광 설치비용 하락

(특히 태양광 주변장치), 금융지원 개선, 정책안정화에 따라 활성화 되어왔다. 최

초로, 주요 3대 시장 부문(주택, 상업, 발전사업)에서 각각 1GW 이상의 설치용량

을 나타냈다. 다만 상업 부문의 수요는 소폭 하락했다. 발전사의 태양광 신규 설

치(3.9GW 추가)는 RPS제도와 전력시장에서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 상승(특히 천

연가스 대비)에 힘 입었다. 2015년 초까지, 발전사가 계획 중인 14GW 이상의 태

양광 설치 사업은 2016년 말 예정된 연방 세금공제 개혁 이전에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주택 태양광 수요(1.2GW)는 3년 연속 50% 이상 성장률을 보였는데, 가격 

하락과 함께 금융과 소유 방식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에서 기인했다. 일부 대규

모 사업자들은 직원들에게 매우 낮은 비용으로 태양광 설치를 제공하기 위해 대

량 구매 사업을 시작했고, 일부 주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했다. 캘리

포니아(3.5GW)는 연속해서 태양광 최대 설치를 기록했고, 노스캐롤리나(0.4GW)

가 뒤를 이었다. 2014년 말 기준, 캘리포니아의 총 태양광 설치용량은 8.7GW로 

가장 높았고, 하와이는 1인당 설치용량에서 가장 높았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 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87GW)이며, 태양

광 전력 공급 비중도 가장 높다. 하지만, 유럽 시장은 3년째 하락세를 나타냈는

데, 2014년에는 6.3GW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2GW로 최대치를 기록). 유럽 대부분 시장에서 정책지원 감소와 일부 국가에서 

불리한 세제로 인해 태양광은 하락세를 보였고, 이는 투자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보험료 납부와 같은 시장 중심

의 정책을 특히 대규모 사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정책 현황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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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고, 독일도 2013년에 비해 43%가 줄

어들었다. 과거 GW 규모의 시장이었던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스페인

에서는 2014년 매우 적은 용량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에서 예외를 보인 

국가로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이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연합의 최대 태양광 설치국가로, 세계 신규용량 규모에서 각

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영국은 2.4GW의 태양광을 설치해 2014년 말 5.2GW

를 기록했다. 2014년 영국에서 125,000개 이상의 주택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했고, 

대규모 지상 태양광 시장으로 유럽에서 유일하다. 독일은 2.5GW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1.9GW를 새로 추가해 총 38.2GW로 나타났다. 독일 

태양광 시장의 축소는 FIT제도의 보전가격 하락(2006년 이후 70% 이상 하락)과 

자가소비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를 둘러싼 우려 때문이었다. 소규모 지붕 태양광

(10kW 미만)은 자가소비에 대해 재생에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

규모와 같은 요금 할인을 받지 못 했다. 독일은 태양광을 통해 약 33TWh의 전

력을 공급했고, 2014년 기준 누적 설치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

호주는 2014년 신규 태양광 설치에서 세계 7위를 기록했으며, 0.9GW를 추가해 

총 4.1GW로 늘어났다. 주택의 약 14%가 지붕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사우스오스

트레일리아주가 가장 높은 비중(24%)을 차지했다. 15,000개 이상의 상업시설이 

자가발전용 태양광을 도입했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대규모 사업이 지

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2015년 초 최소 2건은 공사에 들어가 연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미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칠레는 기존 12MW에서 395MW를 추가하면서, 남미 신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

했다. 칠레에서 신규 설치용량의 상당량은 대규모 사업으로 광산에 전력을 공급

하거나, 현물시장 판매를 위한 대규모 상업용 발전 사업에 해당한다. 멕시코에서

도 태양광이 상당한 용량(64MW)으로 확대됐고, 브라질에서는 2014년 말 대규모 

태양광 사업(31개 태양광 부지에 대한 총 1GW 규모)에 대한 첫 승인이 이루어

졌다. 계통연계와 재원 지원 등이 남미의 태양광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에서 재원 확보는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다. 태

양광 설치는 리스크가 낮아 대형은행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럼에

도, 일부 시장에서 계통연계형과 독립형 모두에서 태양광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

다. 예를 들어, 남아공은 2014년 약 0.8GW의 태양광을 설치해 세계 신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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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에서 9위에 해당했다. 남아공에서 태양광 설치는 대규모 단지에서 이루어졌

고 입찰사업 결과가 대부분이다. 케냐는 외딴 지역에서 독립형 태양광을 확대하

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미 MW급 대규모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르완다

는 국가 설치용량의 약 7%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단지(8.5MW) 사업을 2014년

에 승인했다(개발도상국에서 독립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부분

을 참조). 이집트도 FIT제도에 따라 총 2.3GW의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 시장도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태양광 확대 목표를 마련했

다(참고 표 R15 참조). 이스라엘은 2014년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약 50% 늘어

난 0.7GW를 기록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요르단은 태양광보급제도

를 중동에서 최초로 시행한 국가로 발돋움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도 태양광 수

요와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

규모 입찰을 발표했다. 중동지역은 높은 일사량,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태양광

의 적은 물 소비량, 담수화 잠재량 등이 태양광 활성화 요인으로 보인다.

2015년 초 기준, 50MW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7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14개국에

서 가동 중이다. 상위 10개국은 중국, 인도, 미국으로서, 세계 최대 발전소인 토

파즈 솔라, 데저트 선라이트(각각 55 MW)가 각각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가

동에 들어갔다. 최대 용량을 가진 세계 상위 50개의 태양광은 2015년 초 누적용

량이 7.1GW에 이르렀고 세계 총 용량의 약 4%를 차지하게 됐다. 이 중 최소 17

개 발전소가 2014년과 2015년 초에 가동에 들어갔으며(또는 최대 용량에 도달), 

칠레에서 1기(100MW)와 남아공에서 6기(합계 500MW 이상)가 해당 대륙에서 최

대 용량을 기록했다. 중국 칭하이성에서는 160MW의 태양광-수력 하이브리드 발

전소가 준공됐다. 세계적으로, 총 용량이 4MW 이상의 태양광 사업은 약 65% 증

가해 35.9GW에 이르렀으며, 아시아, 유럽, 북미에서 균등한 용량으로 분포했다. 

2014년 말 기준, 호주, 프랑스,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를 비롯한 몇 개 

국가에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준공되거나 건설 중이다.

발전사업 규모의 태양광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국가는 고객층 축소

와 세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여 발전회사는 분산형 태양광 확대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미국 여러 주에서 넷미터링과 요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됐고, 호주에서는 주요 발전회사들이 미래 사업모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태

양광 확대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기도 했다. 일본에서 발전회사들은 태양광 

계통연계 제한에 나섰고, 유럽에서는 탈집중형 전력 생산량이 늘어난 맥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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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비중 확대 포함)에서 소매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해

당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는 발전회사들이 태양광 확대 및 운영을 증대해왔다.

공동체 소유의 태양광 사업은 점차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

는데, 호주, 일본, 폴란드, 영국,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FIT제도에서 공동체 태

양광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동체 태양광 사업은 지역 발전사에 전기

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매달 인증서를 공급하는데, 2014년에도 계속 확대됐

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공동체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

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공동체 소유의 소형 발전사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점차 일

반화되고 있다.

집광형 태양광(CPV)은 광범위한 지역의 햇빛을 각 셀에 집중시키는 광학 시스템

을 포함하는데 아직 초기의 소규모 단계에 있다. 하지만 높은 직달일사량과 낮

은 습도를 가진 고효율 조건의 지역에서는 틈새시장의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 

주요 국가로는 호주, 중국, 이탈리아, 남아공, 미국, 그리고 소규모 발전소(1~2 

MW)가 가동 중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기타 국가들이 있다.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70MW의 용량이 설치됐고, 남아공에서 44MW의 투스리버 발전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2014년 말 기준, 전세계 총 용량은 최소 330MW에 이른다. 

20MW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이 몇 건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시설에 대한 계

획은 취소되거나 지연되었다.

연간 전력수요에서 태양광 비중은 이탈리아 약 7.9%, 그리스 7.6%, 독일 7%를 

기록하여 전력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말 기준, 

유럽의 태양광 용량은 총 전력소비량의 약 3.5%(2008년에서 0.3% 증가)와 피크 

수요의 7%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은 연

간 최소 200TWh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 태양광 산업

2013년 시작된 태양광 산업의 회복세는 세계적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4년에도 

이어졌다. 

평균 모듈비용은 2014년 동안 하락했고, 다결정 실리콘 모듈의 현물가격은 약 

14% 떨어진 0.6달러/W를 기록했다. 모듈비용 하락, 낮은 지역가격수준, 예상보

다 약한 수요(특히 중국) 등에 의해 현물가격은 떨어졌다. 

태양광 산업계는 비 하드웨어 부문의 비용 절감에 역점을 뒀다. 2014년은 세계

적으로 설치비용이 감소했고, 사업 지역과 규모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낸다. 예



- 95 -

를 들어 미국과 일본에서 비 하드웨어 비용이 호주나 독일에서보다 더 높았다.

단가가 하락하면서 점차 여러 국가에서 태양광 전기는 보조금 없이도 화석연료

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기 시작했다. 브라질, 인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는 태양광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상위 6개국의 경우 0.06달러/kWh), 정부가 계

약용량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결정질 실리콘 셀과 모듈 생산량은 2014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셀과 모듈 생산

은 물론 생산용량은 자료가 다양하여 추정하는 데 오차가 있다. 외주화와 브랜

드 변경이 증가하면서 생산량과 유통량의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해마다 복잡해

지기 때문이다. 2014년 생산량 예비 통계는 셀의 경우 약 45GW에서 60GW에 이

르고, 모듈의 경우 약 50GW에서 70GW 범위에 이른다. 박막 필름의 생산량도 

약 25% 가량 증가해 세계 태양광 생산량 비중의 약 10%를 차지한다.

지난 10년 동안, 모듈 생산국은 미국과 일본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가 2009년 

이후 중국이 물류의 중심이 되면서 다시 아시아로 넘어왔다. 2014년 기준, 아시

아는 세계 생산량의 87%를 차지했고(2013년 대비 83% 상승), 중국은 세계 총 생

산량의 64%를 담당했다(2013년과 동일). 유럽은 계속 하락하여 2014년 8%를 기

록했으며(2013년 10%), 미국의 비중은 약 2%로 나타났다.

2014년 주요 모듈 생산업체로는 중국 기업인 트리나, 잉리, 캐나다 솔라, 징코 

솔라와 한화큐셀(한국), 퍼스트솔라(미국)가 있다. 샤프 솔라와 교세라(일본)는 중

국의 다수 모듈업체를 인수해 브랜드 변경을 했고 2014년 최대 판매업체 중 이

름을 올렸다.

여러 시장에서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시아, 미국, 그리고 일부 유럽 국

가에 소재한 제조업체들은 중단됐던 생산공정을 재개하고, 셀과 모듈 제조시설

을 신설하거나 세계 곳곳에서 생산용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패널 제

조업체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공장 건설에 나서게 한 주요 요인은 미

국에 의해 제기된 중국 내 생산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미

국에 기반한 제조사들은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용

량을 확대하거나 자동화와 효율화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이와 동시에, 일부 

제조업체는 다른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에 있는 시설을 폐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쏠라리아 에너지아(스페인)는 남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시

장에 집중하기 위해 쁘에르또야노에 있는 제조공장을 폐쇄했다.

제조업체 내 합병은 2014년에도 이어졌지만, 속도는 둔화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지만, 정부가 과다공급의 악화를 피하고 제조업체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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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취하면서 태양광 산업계는 큰 난관에 봉착했다. 중국의 셀 제조업체

인 LDK 솔라는 파산과 정리채무를 맞은 지 일년 만에 주요기업에 올라섰다.

몇 건의 인수합병이 2014년에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부 제조사는 기초자재 부문

의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했고,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한편, 비 태양광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개발, 금

융, 설치 분야 사업자인 솔라시티는 모듈 제조사인 실레보(모두 미국)를 인수해 

에너지 효율화와 저장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선런(개발 및 금융)은 배전업체

인 AEE 솔라와 태양광 구조물 제조업체인 스냅엔랙(모두 미국)을 인수했다. 중

국의 건축자재와 유리 제조업체인 CNBM은 독일의 CIGS 제조업체인 아반시스를 

인수했다. 2015년 초 캐나디안솔라(중국)는 미국의 리커런트에너지를 샤프(일본)

으로부터 인수해 미국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미국의 최대 발전사인 듀크에너

지는 개발사업자인 REC 솔라의 다수 지분을 확보했다.

다수의 기업이 기술 개발과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강화했다. 예

를 들어, 선에디슨(미국)은 JIC 캐피탈(중국)과 합작사업의 계약 체결을 발표하면

서 중국 내 최대 1GW 규모의 사업 개발, 건설, 소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예

정이다. 하너지와 선텍(중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각각 스위스와 베네룩스 

국가로 사업을 확대했다. LG전자(한국)는 미국 시장 내 태양광 모듈 공급을 위

해 보레고솔라(미국)와 손을 맞잡았다. 트리나, 잉리, 캐나디안솔라는 새로운 대

규모 발전사업을 위해 금융 투자자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파트

너십은 일본, 미국, 일부 유럽과 다른 국가에서 상업과 주거 부문에서의 에너지 

저장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가령, 교세라와 샤프는 태양광과 연계한 혁신 저장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시작했고, 지멘스(독일)는 주택 전력충전 시스템인 

VersiCharge를 선런의 전기차 고객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사업 모델과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계속 등장하였다. 2014년 일부 

태양광 투자기업(또는 일드코)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업개발을 연결시켜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은 세계 각지에서 태양

광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가능케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태양광 개발, 시공, 투자 

기업과 은행 등 가치사슬을 총 망라한 업체 증가로 인해 태양광 자금조달 시장

이 창출됐다. 예를 들어, 미국 모듈 생산업체인 선파워는 태양광발전소의 판매와 

자금조달 사업을 시작했다. 구글은 주택태양광 자금지원을 위한 기금 사업을 시

작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이 미국을 넘어 유럽, 인도, 태평양과 기타 지역에 확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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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에서 캐나디안솔라는 투자관리 업체인 시촨개발과 함께 중국 내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발, 시공, 소유 부문에서 공동협력을 하기로 했고, 트리나솔라는 

순타이리싱의 지분을 획득했다(개발도상국의 독립형 전력망 부문의 자금조달에 

대해선 분산형 재생에너지 부분을 참조).

태양광 제품은 효율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한 조건(고온, 습도, 먼지, 모래 

퇴적)에서의 내구성과 저항성을 갖추면서 새로운 환경과 지역에 보급될 수 있게 

되었다. 태양광 셀의 효율성은 2014년 동안 기록을 갱신하며 향상됐다. 페로브스

카이트(Perovskites)셀은 실험 조건에서 효율성을 갱신했지만,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남아있다. 단기적으로는 PERC(Passivated Emitter 

Rear Cell) 코팅 기술이 표준제조공정을 통해 효율상승을 목적으로 하고, 신기술 

개발과 잠재적인 GW 규모의 생산용량 마련을 위해 작업해왔다. 추가적으로, 아

직 연구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태양광발전으로 작동하는 가역성 히트펌프에 기

반한 차세대 태양광 냉각 시스템이 등장할 예정이다.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부시공과 부품품질을 둘러싼 우려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기되어 왔고, 2014년에 내수 목적으로 제작된 패널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

다. 이는 중국에서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부각된 이런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단가하락

에 따른 비용 절감이 품질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금조달 거부

로 이어져 사업 개발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긍정적인 측면은 태양광 인버터가 전력계통 관리에 적합하도록 더 정교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버터는 전력계통과 통신, 제어, 상호작용 기능을 강화시키면

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부가가치에 있어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그늘 진 옥상 조건을 겨냥한 부가 제품으로 간주되던 마이크로인버터는 태

양광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 자리잡았다. 새로운 인버터 제품

은 광범위한 고객층의 필요에 맞게 안전성과 축전 관리를 비롯한 여러 기능을 

갖추게 됐다.

인버터 산업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가(세계 총 순익도 마찬가지) 하락으로 

이어졌고, 2014년에도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 결과 인수합병이나 사업축소(독일

의 인버터 기업인 SMA 포함), 그리고 최소 1건 정도 파산이 발생했다. 생산용량

이나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인버터 사업으로 전향한 기

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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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광형 태양광 산업은 2014년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파산 및 폐쇄하거나 태

양광 사업을 중단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집광형 태양광 모듈과 셀 기술의 효율

성이 기록을 갱신했음에도, 여전히 규모의 경제성에 도달하거나 일반 태양광의 

단가하락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 했다. 2013년 소이텍(프랑스) 캘리포니아 

신규공장 가동률은 100%에 도달했고, 2014년에는 새로운 독립형제품 판매와 남

아공 44MW 발전소 준공, 효율성 기록 갱신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2015년 초, 남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발전사업 계약의 수정과 궁극적인 취소로 인해 소이텍은 

태양광 사업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다른 주요 기업도 2014년 인수 합병되었다. 

집광형 태양광 산업의 다른 기업들은 제품 개선과 전략 확장을 위해서, 중동과 

북미(MENA) 지역과 중국에서의 적극적 마케팅과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구축에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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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광형 태양열발전(CSP)

□ 집광형 태양열발전 시장

집광형 태양열발전(CSP) 분야는 다른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에 비해 시장이 안정

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분야는 2014년 거의 10년 가까운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총 0.9GW 이상에 달하는 4개의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전세계 총 용

량은 27% 상승한 4.4GW에 이르렀다(그림 18번과 참고 표 R8 참조). 2009년 말

부터 2014년 말까지 5년간, 세계 가동 용량은 연평균 46%씩 증가했다. 미국은 2

년 연속 세계 최대 시장이었고, 인도는 2014년 동안 신규 상업발전을 도입한 유

일한 국가였다. 남아공은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높은 직달 일사량

(DNI) 조건의 새로운 시장에서 집광형 태양열발전에 대한 추가 개발과 관심이 

활발해지고 있다.

파라볼릭 트로프 발전소가 현재 용량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2014년 집광형 태

양열발전의 기술 현황은 다양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다. 새롭게 설치

된 파라볼릭 트로프와 타워 발전소의 용량 비중은 각각 46%, 41%로 대등했다. 

타워 기술 용량이 증가한 것은 미국에서 Ivanpah 발전소에 대한 승인으로, 이 

발전소는 세계 최대 집광형 태양열발전소다. 세계 최대의 선형 프레스넬 발전소

(125MW)는 세계 신규 용량의 13%를 차지하며 인도에서 가동을 시작했고, 신규 

기술 형태의 다양성을 높였다. 2015년 초 기준, 건설 중인 용량에서 파라볼릭 트

로프 발전소는 절반을 약간 넘는 비중을 차지했고 타워/중앙집중형 방식은 약 

40%에 해당했다.

미국은 집광형 태양열발전의 가동용량이 0.9GW에서 1.6GW로 증가하면서 기록

적인 해를 맞았다. 가동을 시작한 발전소는 이반파 타워 발전소(377MW), 모하비 

발전소(250MW), 제네시스 발전소 2호(125MW, 총 250MW)가 있으며, 뒤의 두 발

전소는 모두 파라볼릭 트로프 기술을 적용했다. 2015년 미국 신규 설치용량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Crescent Dunes 파라볼릭 트로프 발전소(100MW)가 

연내 가동에 들어갈 유일한 발전소이다.

인도는 Dhursar 발전소(125MW)와 Megha 발전소(50MW)의 가동에 따라 집광형 

태양열발전의 설치용량이 4배 이상 늘어나 225MW 용량에 도달했다. 인도 라자

스탄주에 있는 Dhursar 발전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Megha 발전소는 인도 안

드라프라데시주에 위치해 있으며, Jawaharlal Nehru 국가솔라미션 1단계 계획에 

따라 승인된 세 번째 태양열발전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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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2014년 집광형 태양열발전소 설치용량이 없음에도, 2.3GW의 누적용량

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시장의 동결은 최근 수정된 정책 시행

에 따른 것으로, 2012년 신규 발전소 FIT에 대한 지급유예 그리고 2014년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의 대대적 인하가 그것이다.

남아공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4년 말 기준, 총 300MW에 달하는 4

기의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여기에는 2015년 초 가동을 시작한 100MW 발전

소, 연말에 가동 예정인 2기의 50MW 발전소, 2017년 가동 예정인 100MW 발전

소가 포함된다. 다른 발전소들도 계획 중이며, 2기의 100MW 발전소가 2015년 

말 시공을 앞두고 자금조달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는 Noor 발전소 1호기(160MW) 건설이 2014년에 계속됐고, 2015년 상업운

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후속단계를 위해 2015년 초 사업자 선정이 이루

어졌다. 추가적으로 총 350MW에 이른다.

그림 18. 전세계 집광형태양열발전 국가별, 지역별 용량(2000년~2014년)

기존의 집광형 태양열발전을 갖고 있지만 2014년 가동에 들어간 신규 설비가 없

는 국가로는 아랍에미리트연합(100MW), 알제리(25MW), 이집트(20MW), 모로코

(20MW), 호주(13MW), 태국(5MW)이 있다. 소규모 실증사업을 운영 중인 일부 국

가로는 중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그리고 터키를 꼽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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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중동 등 신규 시장 확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최초로 50MW 용량의 집광형 태양열발전소가 건설에 들어

갔다. Qinghai Delingha 발전소는 파라볼릭 트로프 기술이 적용됐다.

중동 지역의 경우, 쿠웨이트가 50MW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 협정대상자를 선정

했고 태양열복합발전시스템(ISCC)에 기반한 추가 사업개발을 추진했다. 사우디아

라비아에서도 태양열복합발전시스템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이스라엘은 

2015년 초 기준 121MW 발전소를 계획 중이며, 열 저장장치를 결합한 10MW의 

태양열발전-바이오매스 발전소도 계획 단계에 있다.

아프리카 남부의 나미비아에서 집광형 태양열발전 계획은 예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남반구의 다른 국가로 눈을 돌려보면, 칠레에서 계통연계 규모의 첫 발전

소 건설이 승인됐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The Cerro Dominador 발전소

(110MW)는 2017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18시간의 열 저장장치와 결합돼 광

산운영에 기저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는 몇 건의 집광형 태양열

발전 사업이 검토 중이지만, 2014년엔 재원 확보와 정책의 불확실성에 부딪혔다.

추가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집광형 태양열발전 기술이 등장했는데,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획된 태양열복합발전시스템이 그것이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집광형 태양열발전-지열 발전소가 건설중에 있으며, 호주에서는 Cogan 

Creek Solar Boost 사업이 지연 속에서도 추진됐다(기존 석탄발전소를 보완). 이

탈리아에서 소규모 시범사업으로서 집광형 태양열발전-바이오매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했고, 인도에서 다른 발전사업이 계획 중에 있다. 하이브리

드형 집광형 태양열발전은 여러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데, 화력발전소 배출량 감

축과 경제성 개선 그리고 열에너지저장 장치와의 결합을 통한 변동성 완화 등이

다.

□ 집광형 태양열발전 산업

2013년 진행됐던 집광형 태양열발전 산업 내 통합은 2014년에도 계속됐다. 이는 

스페인의 지속적 침체와 미국의 예견된 둔화에 따른 것이었다.

프랑스의 선형 프레스넬 전문기업인 아레바는 심각한 손실을 입은 이후 집광형 

태양열발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행보는 선형 프레스넬 

기술의 광범위한 상업적 발전과 관련해서 충격으로 다가왔다. 쇼트솔라는 생산

체계의 재조직과 수요 하락으로 인해 독일 내 제조공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

다. 유리-금속 밀폐제품 생산은 계속될 예정이다.



- 102 -

2014년 주요 업체로는 Abengoa, Acciona, ACS Cobra, Elecnor, Sener/Torresol 

Energy, FCC (모두 스페인), 그리고 Brightsource와 Solar Reserve (모두 미국), 

ACWA Power International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쇼트솔라 (독일) 등이 있다. 

모든 기업이 사업 개발, 시공, 소유, 운영과 관리, 제조에 있어서 한 가지 또는 

여러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Abengoa 솔라는 세계최대 가동 또는 건설 중 발전

이력을 갖고 있으며, 2014년 신규 설치용량의 25%, 건설 중 용량의 약 60%를 차

지했다.

스위스 기업 ABB는 노보텍 솔라로의 지분 매각을 통해 2013년 집광형 태양열발

전시장을 떠나게 됐지만, 프랑스의 경쟁업체인 알스톰은 이 분야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사유 재벌은 국제 집광형 태양열발전 기업의 전

략적 인수와 연구기관의 전략적 제휴를 계속해나갔다.

용융염을 사용한 축열 장치(TES)는 스페인과 미국에서 상용화되었다. 변동성을 

갖는 태양광과 풍력의 성장, 그리고 축열장치를 결합한 집광형 태양열발전의 전

력계통 신뢰성에 대한 역할을 염두에 두면서, 집광형 태양열발전 연구분야는 축

열장치 시스템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4년 개발과 평가 중인 축열장

치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고체 콘크리트 열 저장장치, 저압 열저장을 위한 고온 

및 저온 수소저장합금(잠재적으로 물질수명을 연장하고 열전달 물질의 냉각을 

방지), 열 저장장치의 유동층에 대한 모래 활용, 높은 에너지밀도 성능을 위한 

상변이 물질의 활용 등이다.

태양 일사 예측은 여러 실험 및 연구기관에서 점차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 주제

가 되고 있으며, 중장기 날씨 예측과 그에 따른 발전소 운영을 위한 방법론 개

발 및 개선 중에 있다. 비용효과적인 태양 자원의 정확한 측정 방법론 개발도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 분야이다.

집광형 태양열발전은 태양광발전의 단가하락으로 인해 2014년 도전에 직면했고,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에너지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비용 절감과 최

적화 전략(대규모 추세와 규모의 경제 확대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이반파와 모

하비 발전소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음)이 전반적인 비용개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

다. 아벤고아는 남아프리카에서의 신규 발전소 발전단가를 스페인의 기존 발전

소에 비해 약 절반으로 낮췄다고 보고했고, ACS 코브라는 열 저장장치와 연계한 

집광형 태양열발전은 적절한 직달일사 조건에서 천연가스 발전과 경쟁할 수 있

는 잠재력을 갖췄다고 언급했다. ACWA 역시 모로코에서 건설 중 또는 건설 예

정인 파라볼릭 트로프와 타워 발전소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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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냉난방

□ 태양열 냉난방 시장

태양열 기술은 여러 국가에서 온수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지역 냉난방과 

산업공정 분야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3년 세계시장은 유럽과 중국 

시장의 축소로 인해 둔화됐다. 세계 태양열 설비용량은 55GWth으로, 2012년 

54.1GWth보다 증가했다. 가동 중인 모든 유형의 집열기 누적용량은 44GWth만큼 

증가해 연말기준 총 374.7GWth를 기록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유광액체식 집열기가 주요하며, 중국과 인도에서는 진공관액체

식 집열기(ETC)를 설치하고, 다른 주요 시장에서는 평판형 집열기(FPC)를 도입

하고 있다. 미국은 수영장에 온수공급을 위해서 무광액체식 집열기를 사용하고 

있다. 무광액체식 집열기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로는 호주와 브라질이 있다. 모든 

태양열 시스템의 약 3/4는 열사이펀 시스템이며, 나머지는 펌프식 시스템이다(북

미와 중북부 유럽에 일반적).

시장의 둔화는 2014년에도 계속되면서, 액체 집열기 총 용량은 약 33GWth 증가

해 세계 총 가동 태양열 용량은 406GWth로 확대됐다(그림 21번 참조). 이 용량

은 연간 약 341TWh(1,228PJ)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독주택

은 주택용 온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은 2014년 신규 태양열 설치용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

근 몇 년 동안의 급격한 성장이 이어지면서, 중국 시장은 2013년에 비해 약 18% 

하락했다. 약 36.7GWth의 추가 설비용량 중 약 27GWth가 신규 설치된 용량으로

(기존 설비를 대체한 신규 집열기가 약 26%), 중국의 총 가동 용량은 289.5 

GWth로 확대됐다.

중국은 소매시장에서 상업규모로 추세가 옮겨가고 있다. 농촌 주거지역과 같은 

소매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시장포화와 히트펌프와 경쟁으로 인해 둔화되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태양열의무제도와 새로운 주택 건설(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포함)로 평판형 집열기 보다 정교한 건물일체형 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학교, 대학, 호텔에서 온수 공급을 목적으로 한 사업도 

주목할 만하며, 대형 저수조와 연계한 대규모 중앙집중형 지붕 시스템도 주요하

다. 이 부문의 성장은 농촌시장에서의 손실을 상쇄하지 못하였다(여전히 중요하

나 정체 또는 하락 추세에 있다)

인도와 일본은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최대시장이다. 상당한 투자 보조금이 지



- 105 -

원됐던 2012년은 예외로 한다면, 인도는 2013년 인센티브 지급 유예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2014년 인도 신규 설치용량은 0.8GWth로, 전년 대비 8%가 증가해 

총 4.7GWth에 이르렀다. 인도는 진공관액체식 집열기(대부분 중국산) 수요가 높

았으며, 이는 평판형(10년 전에는 가장 주요했던 기술)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일본은 2012년과 2013년 동안 약 9% 하락했고, 누적용량은 노후 설비에 대한 해

체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터키는 2013년 신규 설치용량 규모에서 2위를 차지했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

록했다(2012년 대비 18% 증가). 1.3GWth가 새롭게 추가돼 2013년 말 기준 총 

11GWth 가량을 기록하면서 총 가동용량에서 4위에 해당했다. 다가구주택에 진공

관액체식 집열기와 연계한 주택용 온수 난방기가 확대되면서 아직 낮은 비중이

지만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2013년 신규용량에서 3위를 기록했다. 브라질 시장은 2013년 대비 약 

4.5% 증가해 연말 기준 총 7.7GWth로 확대됐다. 태양열의 가격 경쟁력 상승과 

극빈층의 신규주택에 대한 태양열온수기설치를 의무화한 지방 정부의 규제와 

Minha Casa, Minha Vida(나의 집, 나의 인생)와 같은 공공주거 계획은 전반적인 

수요를 증가시켰다. 부문별로 주거부문(60%)이 가장 큰 시장이고, 공공주택(19%), 

상업(18%), 공정열(3%) 순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2013년 신규 설치용량에서 세

계 11위를 차지했고,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는 공공 인센티브 지원

이 없음에도 성장세를 나타냈다.

유럽연합(EU-28)은 가장 광범위한 유형의 태양열 기술을 지원한다. 동시에, 유럽 

시장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2013년 유럽 시장규모는 연간 2.14GWth에 달하였

는데,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8년 대비 1/3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연말 기준 총 

30.2GWth를 나타냈다. 2012년 상당한 성장곡선을 그렸던 덴마크, 폴란드와 같은 

대규모 시장이 축소됐다. 스페인은 예외로 시공 증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인센티브로 인해 시장이 안정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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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전세계 태양열 온수 용량,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2013년)

그림 20. 전세계 태양열 온수 신규용량, 상위 10개국(2013년)

그림 21. 전세계 태양열 온수 용량(2004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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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럽은 6년연속 하락했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 및 효과적인 지원정책 부

재, 시공업체 부족, 많은 법규와 조건사항, 녹색 투자옵션과의 경쟁 등이 원인으

로 작용했다. 독일은 유럽 최대 태양열 설치국가로서 200만번째 설비가 가동에 

들어갔지만 약 12% 감소해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약 0.6GWth 용량이 

추가되어 누적용량 12.9GWth로 나타났다). 독일의 태양열 시스템은 2014년 동안 

7.3 TWh의 열을 공급했다.

미국은 2013년 세계 신규용량에서 다섯 번째를 기록한 가운데(0.7GWth), 전체 집

열기 부문에서는 2013년 말 기준 16.7GWth로 2위를 차지했다(그 중 14.6GWth는 

수영장 온수 공급을 위한 무광액체식 집열기에 해당). 전체 무광액체식 집열기 

중 약 58%가 미국에서 가동 중이다.

호주는 무광액체식 집열기 부문의 또 다른 주요 시장으로 총 용량의 13% 이상

을 차지한다. 2013년 호주는 태양열 집열기 신규 설치용량에서 6위에 해당하고, 

미국의 뒤를 이었다. 2014년, 호주에서 약 0.6GWth(78%는 무광)의 용량이 추가됐

고 0.2GWth의 노후설비가 해체되어 연말 기준 약 6GWth(60%는 무광)에 이르렀

다. 약 50,000개의 신규 태양열온수시스템이 설치돼 2014년 말 기준 총 900,000

개를 초과했다.

이집트, 케냐,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튀니지, 짐바브웨, 남아공 등 아프리

카 국가에서 태양열시스템은 온수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 지역은 사하라 이남에

서 가장 활발한 시장에 속한다. 남아공은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18%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지만, 품질보증 수단과 숙련노동자 부족이 열악한 제품으로 이어

져 결국 태양열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총 설치용량에서 가장 높고,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순으로 나타났다(2014년 말 기준 가동용량 255MWth). 이스라엘 주택의 약 85%가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했고, 팔레스타인도 높은 수준의 1인당 설치비율을 나타냈

다. 요르단은 사해연안에 있는 국제적인 호텔 체인점의 약 95%가 태양열 설비를 

도입했다. 다만, 2014년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소규모 설비 시장은 새로

운 태양광 FIT제도 시행에 따른 투자 이전으로 감소했다.

키프로스는 2013년 말 기준, 1000명당 423kWth을 기록하여 모든 액체식 집열기 

기준 1인당 누적 설치용량에서 가장 높다. 키프로스 가구의 93% 이상 그리고 호

텔의 52%가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키프로스 다음으로는 호

주(385kWth), 이스라엘(374kWth), 바베이도스(319kWth), 그리스(271kWth) 순이다. 

2013년 1인당 신규 설치용량은 이스라엘(38kWth), 중국(33kWth),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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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kWth), 터키(17kWth), 호주(15kWth)순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태양열시스템은 가정용 온수기로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소비량의 40~80%

를 충당한다. 호텔, 학교, 다세대주택, 기타 대규모 단지에서 대규모 온수시스템

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난방용 태양열 집열기는 특히 중유럽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100% 태양열 난방 건축물이 선보이기도 했다(다만 보통 태양열 난방은 

소비량의 15~30% 충당). 온수와 난방을 병행하는 이른바 Combi-systems은 세계 

태양열 시장에서 약 4%를 차지하고, 유럽에서 가장 대중적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Combi 시스템은 약 40%를 차지하고,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태양열은 다양한 보조열원 장치와 연계될 수 있으며 히트펌프

와 연계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유럽에서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태양열액체식 집열기와 달리 기체식 집열기는 태양 복사열을 흡수해 (액체 대

신) 건물 내에 열을 전달하거나 산업 공정에서 건조공기를 공급해준다. 이 설비

는 건물난방을 위한 재래식 설비의 에너지소비량을 20~50% 줄여주거나, 농업 또

는 공정에서 건조용도로 활용된다. 2013년 말 기준, 태양열 기체식 집열기(유광/

무광 포함)는 세계 태양열 가동용량의 1% 미만 또는 1.7GWth 미만을 기록했다.

유광기체식 집열기는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다. 무광기체식 집열기는 호주와 미

국이 큰 시장인데, 다만 북미 생산량은 인센티브 중단에 따라 최근 정체를 보이

고 있다. 스위스는 무광 집열기 설치용량에서 가장 높았는데, 주로 건초를 건조

시키는 용도이고, 최근 신규설치는 거의 없다.

가정용 태양열 난방과 온수 설비는 평판형과 진공관형 집열기로 설치되고, 보통 

60℃ 이하의 온수를 공급하는 반면, 고급형 집열기는 지역난방은 물론 산업이나 

상업적 용도로 일반적으로 60~120℃의 온도로 가동되며, 일부 냉방 기능도 포함

한다. 파라볼릭 트로프, 접시형, 프레스넬 집열기와 같은 집광형시스템은 고온열

(보통 120-250℃, 최대 400℃)을 산업공정이나 이중 또는 삼중 효용 흡수식냉동

기의 가동에 활용된다.

지역난방시스템에 태양열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바이오매스와 같은 다른 열 에너지원, 그리고 계간축열 장치와 연계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유형의 시스템 시장은 아직 비중이 낮지만, 최근 확대 추세에 있다. 

가동용량의 대부분은 북유럽에 있으며, 최근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

타낸다. 대규모 설비가 가동 중인 캐나다, 중국, 남아공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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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기준, 약 20개 유럽국가에서 227개의 태양열 지역난방 발전소(551 

MWth)가 가동 중인데, 이는 2013년의 216개(433MWth)에 비해 증가된 것이다(오

스트리아, 독일, 스웨덴에서는 각각 20개 발전소가 지어졌다). 유럽에서 11개의 

신규 발전소는 모두 덴마크에서 설치됐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태

양열이 가격경쟁력을 갖추었다. 덴마크는 2014년 43%가 상승한 61개 발전소로 

총 389MWth에 달했다. 추가적으로, 유럽 기존 4기의 발전소는 2014년 증설됐고, 

오스트리아 1기와 덴마크 3기에 해당한다. 덴마크의 보옌스에 위치한 증설 설비

는 2015년 5월 승인되면서 계간축열 장치와 연계된 세계최대발전소(49MWth)가 

됐다.

아직은 미미한 태양열 냉방 시장은 2004년 이후 연평균 40%를 초과하는 성장률

을 기록했으며, 2014년까지 모든 기술 유형과 규모를 아울러 총 1,200개의 설비

가 설치됐다. 설비의 75% 이상은 유럽에 속하며, 여기에 최소 17개의 지역난방 

시스템이 포함됐다. 태양열 난방은 호주, 인도, 지중해 도서국가, 중동과 같이 햇

빛이 많고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태양열 냉방 시장은 피크 전력수요를 낮추는 잠재량이 있으며, 특히 냉방수요가 

높은 국가에 필요하다. 주택용 소규모 냉방 장치(20kW 미만)은 중부 유럽과 다

른 지역에서 주목 받고 있으며, 대규모 설비는 유리한 경제성으로 인해 호응을 

얻고 있다. 대부분 태양열 냉방 설비는 15kW에서 500kW 범위를 보이며, 1MW 

이상의 대규모 설비는 2011년 이후 설치되고 있다. 2014년 남아공의 첫 태양열 

냉방설비 사업이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루어졌고, 세계최대 설비(3.4MWth)가 미국 

아리조나주의 한 학교에 완공됐다(민간 투자자의 지원을 받았고 에너지서비스 

업체(ESCO)로서 운영된다).

태양열이 산업공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열과 증기의 공급과 냉장 용도

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높은 비용과 연계 문제, 표준화된 설비 부족으로 인해 

확대의 한계를 갖는다. 주요 산업공정으로는 음식물 가공, 취사, 직물 제조가 있

다. 2014년 후반 기준, 세계에서 최소 138개의 설비가 총 95MWth의 용량을 기록

했는데, 중국, 인도, 멕시코와 같이 최근 설치가 급증한 국가는 통계에 빠져있다. 

음식물 건조 용도의 태양열건조기는 비중이 낮지만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틈새시

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4년에 멕시코의 사료펠릿 사업, 이스라엘 집단농장, 포르투갈의 금속가공업체

를 비롯해 태양열 활용 공정열 사업이 진행됐다. 호주의 콘크리트 재료 생산시

설에 설치된 사례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인도는 집광형 태양열시스템(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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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분야에서 대표적이다. 중동-북미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는 재래식에너지가 여전히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낮은 비용을 유지하고 있

다는 것이다.

태양열지역난방, 환기 시스템, 산업용 공정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

대되고 있음에도 태양열 용량은 약 1%에 머물러 있다. 정수와 담수화와 같은 새

로운 분야에서도 새롭고 거대한 잠재력이 남아있다.

□ 태양열 냉난방 산업

2014년 태양열 냉난방 산업은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남미(특히 브라질)에서는 높은 수요증가로 인해 내

수와 유통경로가 확대됐다. 반면, 유럽과 칠레, 러시아 일부, 미국은 2014년이 

난관의 해였다. 유럽에서 수요하락을 견뎌내기 위해 여러 소규모 제작업체는 비

용구조를 최적화하고 수출 비중을 높이며 사업이력을 확장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태양열 유형에 따른 상황도 천차만별이었다. 2014년 평판형 집열기 제조업체는 

민간 부문의 수요증가로 생산량 규모와 판매 실적은 최근 크게 증가했다. 인도

의 경우, 평판형 집열기 부문은 진공관형 집열기 부문의 시장 우위에 따라 난관

에 부딪혔고, 2014년 말 최대 제조업체는 진공관형 집열기 조립업체(Supreme 

Solar)가 되었다. 3개의 터키 진공관형 제조업체는 중국산 진공관형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수출전략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발돋움시켰다.

평판형 집열기의 최대 생산업체(2013년 집열기 부문 생산량 기준)로는 

Greenonetec(호주), Soletrol(브라질), Prosunpro(중국), Five Star(중국), Bosch 

Thermotechnik(독일), 그리고 Ezinç(터키) 등이 있다. 진공관형집열기의 최대 제

조기업은 Linuo Group, South East Corporation (Sunrain and Micoe brands), 그

리고 Himin(모두 중국) 등이다. 지난 3년간, 평판형 시스템에 특화됐던 일부 기

업들은 세계최대 제조업체 목록에서 제외됐고, 시장비중이 낮아졌거나 사업을 

중단했다.

중국은 수요하락에 의한 과잉공급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2014

년 태양열 집열기 생산량이 36.7GWth를 기록하며 세계 태양열 산업에서 다년간 

정상의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 산업은 500개 이상의 시스템 공급업체로 구성됐

으며(영세 사업자 포함), 이로 인해 시장이 분절화 됐지만, 일부 대기업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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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규모는 산업계의 총 매출액

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미미하며, 약 3억달러로 2013년과 유사하다.

2014년 유럽의 가장 주요한 합병은 1979년부터 집열기 생산업체였던 Wagner & 

Co Solartechnik이 파산으로 인해 기존의 고객이었던 Sanderink Holding(네덜란

드)에 매각된 사례이다. 유럽에서 턴키 대형 공급업체의 합병으로 2015년 초 

VKR Holding이 Sunmark Solutions(모두 덴마크)를 인수해 자회사인 Arcon Solar

와 합병한 것이 가장 주요했다. Arcon Solar는 지난 10년간 대규모 태양광 시공 

분야에서 가장 우세했다.

시스템 품질과 가격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태양열 비용은 시스템 가격만큼 빠르

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유럽에서는 하드웨어 가격을 넘어 기술 향상과 플러그-

앤드-플레이 방식의 간편한 설치를 통해 태양열의 최종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이스라엘, 다른 국가에서는 태양열로 공급하는 온수가 

화석연료와 비교해 이미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태양열 집열기의 부피를 줄이

거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지붕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혁신 노력도 진행 중이

다.

2014년에도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어졌다. 중국 강제순환형 태양열온수시스템이 

그 중 하나로 건물 일체형 기술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제도에 따라 촉진되고 

있다. 태양열 지역난방과 연계한 계간축열 장치를 위한 멤브레인라이너와 절연

유동커버도 진전을 보였으며, 지역난방을 위한 대규모 태양열과 축열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술력을 검증하였다. 태양광/태양열 하이브리드(PVT) 시스템은 햇

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한편 패널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온수로 공급하는 

기술로 발전되었다.

기체식 집열기 산업은 중대한 고비를 맞았는데, 기업들이 시장을 시험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수익목표가 달성되지 않자 철수하면서 심화됐다. 일부 기업들은 

2013~2014년 사업을 중단한 한편, 2014년에 새롭게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Brassolar (브라질), Elsol(세르비아), 그리고 Sammler(그리스) 등이 있다.

태양열냉방키트의 비용은 계속 하락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스템 규

모에 따라) 45~55% 가량 감소했다. 2014년에 열 냉각기의 종류는 다양해졌고 표

준화 수준도 상승했다. 일부 유럽 기업들은 시스템이 5kW 까지 내려간 새로운 

냉각기를 발표했다. 대안적인 열 배출 시스템(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폐열의 제

거)이 단가하락을 위한 개발과 계획 단계에 있다.

새로운 냉각기에 더해 대규모와 산업 시스템과 같은 부문에서 혁신적 기술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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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등장하고 있다. 냉각기의 효율향상과 태양열의 온도범위 확대로 인해 평판형

과 진공관형 집열기는 -20∼10℃ 범위로 냉난방 장치와 슬래브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파라볼릭 트로프와 프레스넬 집열기와 같은 집광형태양열 장치

는 -20℃까지 냉동기를 작동할 수 있다. 시스템이 대형화되면서 태양열 에너지

서비스 업체들은 금융과 장기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

산업용 집광형 집열기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 제

조 기업들은 태양열 파라볼릭 접시형 분야를 주도하고 있고, 파라볼릭 트로프와 

프레스넬 집중형 분야는 유럽과 미국에 의해 주도된다. 태양열 이용 공정열은 

오늘날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고, 확대된 온도 범위를 제공하는 기술과 화

석연료 관련 비용과 변동성 증가로 인해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 분야의 기

술은 저온(100℃ 미만)부터 고온(최대 400℃)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활용 잠재

량을 갖췄지만,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2014년에도 품질기준과 인증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어 태양열에 대한 세계적 인

증 네트워크가 개발 중에 있다. 제품품질을 향상시키고 시험과 인증 관련 비용

을 저감할 수 있다. 남미와 중동-북미 지역은 지역 태양열 시스템 기준을 마련

해나갔다. 브라질은 태양열에 대한 품질보증 라벨링 의무화를 2015년 말로 연기

했고, 인도는 태양열 기술을 위한 2개의 실험센터를 개소했다. 기존의 표준(유

럽)을 다른 국가나 지역에 적용시키는 추세에 있으며, 공공주택에 태양열을 도

입하거나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요인이 일부 작용했다. 2014년 태양열 냉방

에 대한 산업표준 개발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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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풍력 시장

2013년 둔화 이후, 이듬해에 풍력 시장은 반등했다. 2014년에 51GW 추가되어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세계 총 용량은 370GW로 확대됐다. (그림 22번과 참고 

표 R10.) 세계 총 용량이 11.5GW였던 200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규보급 절반을 차지한 아시아는 7년 연속 가장 큰 풍력시장을 유지했고, 유럽

과 북미가 뒤를 이었다. OECD 비회원국이 설치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는 2010년 이후 지속됐다(2012년 제외). 중국은 세계 신규 용량의 약 45%를 차

지했고 독일과 미국, 브라질, 인도가 상당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국에 

속하는 다른 국가는 캐나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터키 등이다. (그림 23번) 

가장 큰 시장의 일부 성장은 미래 정책변화 및 On-Off 정책의 불확실성에 의해 

주도되었다.

2014년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새로운 시장이 등장했고, 점점 더 많은 시

장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되고 있다. 1인당 풍력용량은 우루과이가 세계에

서 가장 높고, 상위 국가로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6위에서 상승), 스페인, 아일

랜드 등이다.

중국은 육상풍력 FIT 보조금이 축소될 것이란 예측으로 인해 신규설치가 급속하

게 증가했다. 신규용량은 23.2GW로 세계 최대를 기록했으며, 누적용량은 총 

115GW에 근접했다. 신규용량 중 약 20.7GW가 국가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FIT지

원을 받기 시작했다. 2014년 말 기준, 공식적으로 계통이 연결된 풍력용량은 약 

95.8GW로 나타났고, 발전량은 2013년 대비 2.6% 상승하여 156.3TWh를 기록했

다(발전비중 2.8%). 내몽고 지역이 용량의 21.1%를 차지했고, 간수(10.3%), 허베

이(9.2%), 신장(8.1%) 순으로 나타났다. 간수와 허베이는 새로운 송전망과 개선된 

전력망 운용으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

중국은 풍력단지에서 전력 수요지까지 송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새로운 

송전선로, 계통연계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풍력개발, 수요지와 근접하지만 바람조

건이 불리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해 풍력의 가동률이 높아졌다. 

그 결과, 단축정도가 2013년 12%에서 2014년 8%로 떨어졌다. 이는 14.9 TWh에 

달하는 잠재적 발전량이 축소됐다는 의미이다. 북동부에서 잉여풍력 발전량을 

중앙난방과 지역난방 시스템에 공급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며, 전력 단축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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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그림 22. 전세계 풍력 발전용량(2004년~2014년)

2014년

5.1GW 

추가

그림 23. 상위 10개국 풍력 발전용량과 추가용량(2014년)

덴마크,

니카라과,

포르투갈, 스페인을 

포함하여 몇 개 국가

풍력으로

20%
이상 전력생산

그림 24. 상위 10개 풍력터빈 제조업체의 시장지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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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최대 민간 풍력사업(150 

MW)을 준공했고, 2014년에 두 번째로 큰 풍력(81MW) 사업을 승인했다. 파키스

탄은 150MW를 추가해 연말 기준 총 256MW에 도달했다. 일본은 복잡한 환경영

향평가 절차로 인해 풍력 사업이 지연됐다(130MW). 인도는 세계 5위(2.3GW, 

2013년 대비 34% 상승)이고 누적용량도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다(22.5GW).

유럽연합은 2014년에 최대시장 자리를 아시아에게 양보했지만, 2013년에 비해 

4% 증가했다. 유럽 신규용량은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높았는데(2012년 이후), 

독일의 영향이 주요했다. 풍력은 2014년 유럽 신규 발전용량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약 44%)했고, 태양광이 그 다음이었다. 11.8GW 이상의 풍력(순 증가량 

11.4GW)이 유럽 전력망과 연계되면서, 총 129GW에 도달했다. 연말 기준, 유럽

연합 16개 국가들이 1GW 이상의 발전용량을 갖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풍력투자는 규제와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화되었

고, 정책 안정성이 높은 국가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독일과 영국은 유럽연합 내 

설치용량의 59%(2013년 46%)를 차지했다. 독일은 5.3GW 설비를 계통에 연결했

는데 이것은 2013년 기록을 갱신한 수치이다. 해체된 육상풍력 용량(약 0.4GW)

을 고려했을 때, 독일의 풍력용량은 4.9GW 증가해 연말 기준 총 39.2GW에 도

달했다(계통연계가 되지 않은 해상풍력 용량까지 포함하면 40.5GW). 리파워링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법(EEG) 개정과 신규 풍력우선지역의 등장에 따라 육상풍

력 시장 강세는 지속되었고, 풍력의 총 발전량은 56TWh(2013년 51.7TWh에서 

상승)를 기록했다.

영국은 1.7GW를 계통에 추가하여 총 12.4GW에 이르렀고, 해상풍력은 36%를 차

지했다. 2014년 풍력은 31.5TWh의 발전량을 생산해 총 전력 공급량의 9%를 차

지했다. 다른 주요시장으로는 스웨덴(1.1GW), 프랑스(1GW)가 2013년 대비 괄목

할 만한 증가를 보였고 각각 연말 기준 5.4GW와 9.3GW에 도달했다. 덴마크, 이

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기존의 주요시장은 2013년 대비 하락했다.

미국은 2014년 말 기준 신규용량에서 세계 3위(약 4.9GW), 누적용량에서 2위

(65.9GW), 그리고 발전량에서 1위(181.8TWh)를 차지했다. 미국은 2015년 초 건

설 중인 풍력이 13GW로 반등했다. 텍사스주(1.8GW이상)는 가장 많은 신규설비

를 보급했고,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워싱턴, 콜로라도가 뒤를 이었다. 연방세액

공제(PTC)는 2013년 만료됐는데 2014년 12월 중순에 소급 적용됐다가 연말에 다

시 만료됐다. 캐나다도 2013년 기록을 갱신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약 1.9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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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되어 총 9.7GW에 이르렀으며, 온타리오(1GW 추가), 퀘벡(0.5GW), 알버타

(0.4GW) 순이었다.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에서 새로운 시장을 통해 풍력이 활기를 나타냈다. 이 지

역에서는 약 4.3GW의 풍력이 추가됐는데, 멕시코(0.6GW), 칠레(0.5GW), 우루과

이(0.4GW), 페루(기존 2MW에서 146MW 추가)는 브라질에 이은 최대 시장이다. 

브라질은 2.5GW의 풍력을 추가해 2013년 대비 누적설비가 2배로 확대되었고, 

세계 신규용량 4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에서도 풍력보급 속도가 너무 빨라 중국

과 유사하게 건설 시점과 송전선 계통연계 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

고, 새로운 송전 정산제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풍력터빈 공급부족과 national content rules가 다른 과제로 나타난다. 브라질은 

연말 기준 5.9GW 설비에 대해 승인을 마쳤고, 이중 5.6GW는 계통연계된 상업

발전에 해당한다.

호주는 약 0.6GW의 용량을 추가해 총 3.8GW에 이르렀다. 2014년 풍력은 호주 

전력의 4%를 공급했다. 하지만 2015년 초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투

자와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태평양 지역에서 사모아가 유일하게 550kW 

용량의 풍력터빈을 신규로 설치했다.

터키는 0.8GW를 추가하면서 (2010년 이후 연간 약 0.5GW 추가) 상위 10개국에 

들어섰으며 누적용량은 3.8GW가 되었다. 중동은 신규설치가 거의 없었다.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첫 대규모 풍력발전을 승인한 알제리(10MW) 덕분에 2014년 약 

1GW의 풍력을 새로 확대했다. 이집트(60MW), 모로코(300MW), 남아공은 일 년 

만에 10MW에서 570MW로 급성장했다. 모로코는 총 0.8GW의 풍력을 갖춰 이집

트(0.6 GW)를 추월했고, 연말 기준 아프리카에서 최대 용량을 기록했다. 두 국가

에서 2015년 동안 건설중인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는 매우 많다. 지난 3년간 재

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보류됐던 케냐의 레이크투카나(310MW) 사업은 2014년에 

빠른 진척을 보였고, 가나, 세네갈, 탄자니아에서도 풍력사업들이 추진에 들어갔

다.

2014년에 해상풍력은 약 1.7GW가 추가됐고, 누적설치량은 8.5GW를 넘어섰다. 

1.5GW의 계통연계형 해상풍력 설비추가로 11개국의 해상에서 총 8GW에 이르렀

다. 영국은 새로운 계통연계형 해상풍력의 48%(813MW)를 차지했고, 독일

(529MW), 벨기에(141MW)가 뒤를 이었다. 2014년 말 기준, 영국은 계통연계형 해

상풍력의 규모에서 세계 다른 국가들의 합보다 앞섰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조건 

악화로 인해 GW급 규모의 사업이 취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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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계통연계형 해상풍력은 2014년 말 기준 1GW를 초과했고, 추가적으로 

1.3GW가 계통연계 대기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추가적인 풍력가동으로 누적

용량은 1.3GW로 2위를 유지했다. 해상풍력 사업은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에서 

추진 중이다. 다만, 유럽을 제외하면 주요시장은 중국으로 200MW를 계통에 연

결하면서(약 230MW 설치) 총 440MW에 이르렀다(660MW 설치). 2015년 초 기준, 

7개국에서 약 6GW가 건설 중이며(아시아와 유럽), 미국은 첫 번째 해상풍력 건

설이 2015년 중순 예정돼있다.

풍력에 의해 생산된 전력과 터빈에 대한 대기업 구매자의 수는 2014년 동안 계

속 증가했다. 게다가, 공동체 그리고 시민 소유 풍력발전 사업이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다른 유럽 국가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소형풍력 용량은 세계적으로 12% 증가했는데, 2012년 18% 증가에 비해

서는 낮은 수준이다. 최소 870,000개의 소형풍력(755MW 이상)이 2013년 말 기준 

가동 중에 있다(2012년 678MW에서 증가).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 255MW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 농촌 전력공급, 물 펌프, 배터리 충전, 통신 등은 

물론 외딴 지역에서도 소형풍력은 디젤발전을 점차 대체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형풍력이 가동중이고, 2013년 말 기준 중국(305MW), 미국

(221MW)이 소형풍력 주요국가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영국(113MW), 이탈리

아(29.1MW), 독일(21.9MW), 캐나다(12.6MW), 우크라이나(12.5MW) 순이다. 2014년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센티브 감소와 태양광과 경쟁으로 인해 상당한 둔화를 나

타냈지만,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여모델을 개발 중이다. 일반적으로, 풍력시장은 

재원조달이 유리한 대규모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소규모 수직축 풍력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시장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기존의 노후 풍력터빈을 더 크고, 높고,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비로 대체하

는 리파워링은 유럽과 일본에서 새로운 시장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4년 동

안, 해체에 들어간 노후 풍력터빈은 약 444MW 규모로 유럽에서 430MW, 일본 

11MW, 대만 2MW 등이다. 최대시장은 독일로 최소 544개의 터빈(약 0.4GW)이 

해체됐고, 리파워링 사업으로 1,148MW가 설치됐다. 재활용 풍력의 국제 시장도 

일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풍력은 점차 여러 국가에서 주요한 전력공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에서 

풍력 전력생산 비중은 2014년 약 7.5%를 차지했고, 연말 기준 가동용량은 10% 

이상의 전력공급 규모를 갖췄다. 덴마크(39.1%), 아일랜드(19%), 포르투갈(27%), 

스페인(20% 이상)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풍력으로 전력수요의 상당비중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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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다. 2014년 말 기준 독일 4개 주에서는 전력소비량의 55% 이상을 풍력으로 

공급했고, 호주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풍력은 약 40%의 전력량을 담당

했다. 미국에서 풍력은 총 전력생산량의 4.4%를 차지하고, 9개 주에서 발전량의 

12%를 공급했다. 니카과라는 40MW 설비를 추가해, 누적 설치량은 총 186MW를 

기록했고, 전력의 약 21%를 공급했다. 2014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풍력은 총 

전력소비의 3.1%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 풍력 산업

터빈 제조사들은 몇 년간 적자 운영이후, 2014년에 흑자로 돌아섰다. 주요 업체

들은 제품과 서비스 부가가치 향상, 수익률 유지, 화석연료와 비용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범위한 아웃소싱을 단행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풍력은 경쟁과 가동률을 높인 기술향상을 통해서 자본비용이 

하락했다. 육상풍력은 신규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와 비교해 비용 경쟁력을 이미 

갖췄거나 거의 근접했으며, 지원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흐

름은 호주, 브라질,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남아공, 유럽 여러 국가, 인도 

일부 지역, 미국 등 여러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육상풍력 MWh

당 세계 평균비용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약 15% 하락했다. 해상풍력은 해안 

멀리 떨어진 곳이나 깊은 곳에 설치하는 조건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주요 터빈제조업체는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스페인, 미국에 있

으며, 부품은 여러 국가로부터 공급된다. 브라질은 제조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

며 한국 또한 풍력기술 제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블레이드 제조업은 유럽에서 

북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최근 남미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세계 상위 10대 터빈 제조업체가 2014년 시장의 68%를 점유했다(2013년 70%에

서 하락). Vestas(덴마크)가 선두에 올랐고, Siemens(독일)는 2단계 상승한 2위를 

차지했다. Goldwind(중국)는 1단계 하락한 3위를, GE(미국)는 설치용량이 두 배

로 늘어 5위에서 4위로, Enercon(독일)은 3단계 하락한 5위를 기록했다. 기타 상

위 업체로 Suzlon Group(인도), Gamesa (스페인), 그리고 United Power, 

Mingyang, Envision(모두 중국) 등이 있다. 상위 10대 기업들은 2014년 기록을 모

두 갱신했다.

풍력 발전량과 전력공급 비중이 상승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계통문제가 발생하였

다. 또한 송전망 부족, 계통연계 지연, 이웃 국가를 통한 송전경로 재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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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제어관리시스템,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이 문제로 직면하였다. 전력단축은 

이익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중국 풍력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주요 부품과 재료의 공급과잉은 2014년에도 이어져 많은 생산시설이 생산용량의 

일부만 운영했다. 공급과잉은 공급체인 여러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선택사항, 유

연성, 비용 조절을 가능하게 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 결과로 난관에 처했다. 

중국에서는 일부 제조사들이 고군분투해야 했고, 터빈 제조업체 수는 2009년 80

개 이상에서 2014년 약 30개로 감소했다(이후 다소 개선). 유럽에서 제도의 불안

정성과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축소는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거나 해

외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에서 2006~2009년 동안 여러 생산공장이 

생겨났는데, 당시에 업체들은 연방지원제도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제조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고용을 줄이자, 미국 풍력부품 공장의 수는 2013

년 550개에서 500개로 줄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생산용량을 확장시켰다. 

브라질에서는 국내제품 요건에 따른 수요를 맞추고 부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설비를 증설시켰다. Suzlon(인도)은 남미에 공장을 건설하여 공급체인 개발에 나

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초 Alstom과 Andrade Gutierrez(브라질)는 합작투자를 

통해 브라질에 알스톰의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Vestas도 브라질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해상풍력 블레이드를 와이트섬(영국)의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 내 구조조정이 이어져, 주요한 인수와 합작투자가 이루어졌다. 미국 

SunEdison이 풍력 개발업체인 First Wind(미국)를 인수한 것이 2014년 최대규모

(240만달러) 거래였다. 대규모 풍력사업 소유권도 이전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총 

24.6GW 규모에 달했다. Vestas와 Mitsubishi(일본)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Vestas의 

8MW 해상풍력 터빈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의 승인에 따른 GE의 

Alstom 전력부문 인수, Areva(프랑스)와 Gamesa의 해상풍력 부문 합작회사, 인

도, 브라질, 중국, 멕시코, 남아공, 터키의 고성장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Suzlon

의 Senvion(구 Repower) 매각 등이 있다.

터빈설계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장치의 대규모화(브레이드 길이 확장, 구조물 높이 

상향화, 공칭용량 확대), 운영관리 비용저감, 광범위한 운영조건에서 경제성 향상

을 위한 기술과 전략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블레이드는 전략적 혁신 대상이 되

면서 설계, 재료, 제조공정에서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특히 

해상풍력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첨단 블레이드는 길이가 80m를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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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자 분야에 대한 발전은 가동률을 높여 더 낮은 풍속에서도 발전량을 증대시

키며, 이는 유리한 풍속 조건을 갖춘 지역이 부족해지거나(유럽에 해당) 수요지

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풍력개발(중국)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낮은 풍속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터빈도 모습을 나타냈다.

터빈용량의 대형화 추세는 2014년에도 계속됐는데, 평균 2MW(2013년 1.9MW) 

규모로 상승했다. 평균 터빈규모는 독일 2.9MW, 브라질과 캐나다 2.1MW, 미국 

2MW, 중국 1.8MW, 인도 1.5MW를 나타냈다. 유럽 해상풍력의 평균 터빈규모는 

약 3.7MW로 2013년 대비 하락했다(지멘스의 3.6MW 설비비중 증가). 5~8MW 범

위의 새로운 터빈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실증되고 있으며, 2015년 초 해상풍력으

로 설치된 최대용량은 Vestas의 8MW 터빈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기술적으로나 공급에 있어서나 차이를 보인다. 터빈 대

형화 이외에도, 해상풍력 산업은 더 깊고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대규모사업 

기회를 노리고 있다. 유럽에서 2014년 완공됐거나 일부 설치가 끝난 해상풍력은 

해안과의 거리가 32.9km, 해수깊이는 22.4m를 기록했다. 대서양과 지중해 그리

고 일본의 깊은 해역에서도 풍력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산업계는 수상터빈에도 

투자하고 있다.

부지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근해 특수기계 개발, 구조물, 선박, 운영관리, 더 

안전하고 저렴하고 나은 건설기술 등으로 설치비용은 상승했다.

공급체인 병목현상은 대부분 극복했고, 남아있는 과제로는 숙련노동자 부족, 자

켓 구조물(심해용) 연속생산, 고압 직·교류 송전시스템, 최대규모 터빈, 기반 구

조물, 케이블 수송을 위한 선박의 활용성(특히 일본과 대만) 등이다.

가장 주된 문제는 비용감축이다. 이는 시설이 대형화되는 움직임의 원인이 되

고 있다. 해상풍력은 보통 육상풍력에 비해 50~60% 높아 영국 (송전 시설까지 

포함한) 약 204달러/MWh부터 독일 170달러/MWh 범위를 나타내며, 덴마크 

Horns Rev 3(2020년 완공 예정)의 입찰 계약은 125달러/MWh에 이루어졌다. 유

럽은 2020년까지 122달러/MWh에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MHI-Vestas, 

Siemens, DONG Energy는 2020년까지 해상풍력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공동선언

에 서명했다.

소형풍력 산업은 5개국(캐나다, 중국, 독일, 영국, 미국)이 2013년 기준 터빈 제

조업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의 역할은 미미했다. 

2013년 영국과 미국은 수요 감소로 제조업이 고비를 겪었다. 미국은 내수부진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수출을 공략했다. 그래서 2013년(13.6MW)은 2012년(8MW)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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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70% 상승했다. 9개의 미국 제조업체와 1개의 수출업체는 2013년 100만달러의 

판매실적을 보고했는데, 이는 2012년의 총 1,700만달러보다 하락한 수준이다. 

2014년 초, 소형풍력 제조업체인 Quiet Revolution(영국)은 파산신청을 했다. 일

부 미국 소형풍력 및 분산형 풍력 업체들은 소형풍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대여 사업을 시작했다.



- 122 -

표 2. 재생에너지 기술현황(특징, 비용)

기술 특징
발전단가

(달러/KW)

연료비용

LCOE 센트/kWh
발전부문

바이오매스
발전(고체)

규모:0.5–200MW
변환효율:25–35%
설비이용률:25–95%

800–4,500
발전:200–800
최대 1,000(중국 및 인도)

3-22
발전:4-12
14(유럽)
5-6(중국)

바이오매스
발전(가스화)

규모:0.03–40MW
변환효율:30–40%
설비이용률:40–80% 2,050–5,500 6-24

바이오매스
발전
(혐기성소화)

규모:0.075–20MW
변환효율:25–40%
설비이용률:50–90%

바이오가스:500–6,500
매립가스:1,900–2,200 바이오가스:6–19

매립가스:4–6.5
지열 규모:1–100MW

설비이용률:60–90% 응축:1,900-3,800
바이너리:2,250-5,500

응축:4-14
바이너리:7-24

수력
(그리드기반)

규모:1MW–다수GW
유형:저수, 수로
변환효율:20–80%

20MW이상:750–2,500
20MW이하:750–4,000 20MW이상:2–8

20MW이하:3–23
해양(조력) 규모:<1to>250MW

설비이용률:23-29% 5,290–5,870 21-28

35-42(유럽)

지붕태양광

첨두용량:
3–5kW(가정),100kW(상업)
500kW(산업)
설비이용률:10–25%(각도고정)

가정-2,200 (독일), 3,500-7,000(미국)
4,260(일본), 2,150(중국), 3,380(호주)
2,400-3,000(이태리)
상업-3,800(미국), 2,900-3,800(일본)

21–44 (OECD)
28–55 (비OECD)
16–38 (유럽)

태양광 첨두용량:1-250MW
설비이용률:10–25%(틸트고정)

1,200-3,000, 1,670(중국), 2,710(일본),
1,495(독일), 2,080(영국), 2,218(미국),
1,510(인도)
집광형 태양광:1,480-2,330(10MW)

10–38 (OECD)
7–40 (비OECD)
14–34(유럽), 11(중국),
25(일본), 11(미국)
집광형:10-15

집광형
태양열발전
(CSP)

유형:파라볼릭 트로프, 타워, 
접시형
규모:50–250MW(트로프), 
20–250MW(타워), 
10–100MW(프레넬)
설비이용률:20–35%(저장없음), 
35–80%(저장포함)

트로프, 저장없음:
5,000–7,000(OECD),3,100–4,050(비OECD)
트로프, 6시간저장:6,000–8,000
타워:6,000(미국, 저장없음) 9,000(미국, 
저장포함)

트로프와 프레넬:
19–38(저장없음),
17–37(6시간저장)
타워:12.5–16.4(미국;
고급 저장기술)

육상풍력 터빈규모:1.5–3.5MW
설비이용률:20–50% 925–1,470(인도), 660-1,290(중국)

2,300–10,000(미국), 5,873(영국)

4–16, 6-7(아시아, 
유라시아, 북미),
5-10(중남미)

소형풍력
터빈규모:최대100kW
0.85kW, 0.5kW(중국), 
1.4kW(미국), 4.7kW(영국)

2,300-10,000(미국), 1,900(중국), 
5,870(영국) 15–20(미국)

해상풍력 터빈규모:1.5–7.5MW
설비이용률:35–45% 4,500–5,500

2,250-6,250(OECD) 15–23

기술 특징 설치비용 혹은 LCOE(달러/KW or 센트/kWh)

개발도상국 분산형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소화) 규모:6–8 m3 612 달러/unit (아시아), 886 달러/unit (아프리카)

바이오가스(가스화) 규모:20–5,000kW LCOE:8–12, 5-6(중국)

주택태양광 규모:20–100W LCOE:160–200, 4(방글라데시)

가정용풍력발전기
규모:0.1–3kW(그리드없음, 가정
용)
1.1-2.5MW(산업용)

자본비용:10,000/kW(1kW), 5,000/kW(5kW), 
2,500-3,500/kW(250kW)
LCOE:15–35+

수력(그리드없음/농촌지
역)

규모:0.1-1,000kW
유형:수로, 주행저장, 유체

자본비용:1,175-6,000
LCOE:5-40

마을단위
소규모그리드 규모:10–1,000kW LCOE: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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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원료 원료 특징 추정 생산비용(센트/리터)

수송연료

바이오
디젤

콩, 유채, 겨자씨, 팜, 
자트로파, 폐 식물유, 
동물성 지방

각 원료는 면적당 작물수확량이 다르
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국가별로 다양
하게 나타난다. 고단백질 meal 포함

대두유:56–72(아르헨티나), 100–120 
(전세계 평균)
팜유:100–130(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그 외), 유채유:105–130 (EU)

에탄올 사탕수수, 사탕무, 옥수
수, 카사바, 수수, 밀

각 원료별 수익과 비용의 변동성이 다
양하게 나타난다. 사탕수수찌꺼기 및 
잔여물에서 나온 사료, 열, 전력을 포
함한다. 고급바이오연료는 아직 완벽히 
상용화되지 않아서 비용이 높다.

사탕수수:82–93(브라질)
옥수수(dry mill): 85–128 (미국)

기술 특징 자본비용(달러/KW)
연료비용

LCOE센트/kWh
냉난방/온수

바이오매스
열

규모:0.1–15 MWth

설비이용률:~50–90%
변환효율:80–90% 400–1,500 4.7–29

가정용
펠릿보일러

규모:5–100 MWth

설비이용률:15–30%
변환효율: 80–95% 360–1,400 6.5–36

바이오매스
열병합

규모:0.5–100 kWth

설비이용률:~60–80%
변환효율:70–80% 열 및 전력

600–6,000 4.3–12.6
지열
건물난방

규모:0.1–1 MWth

설비이용률:25–30% 1,865–4,595 10–27
지열
지역난방

규모:3.8–35 MWth

설비이용률:25–30% 665–1,830 5.8–13
지열원
히트펌프(가정 및 상업)

규모:10–350 kWth

변환효율:280-500% 500–2,250 7–13
온수히트펌프 규모:1–2 kWth

변환효율:250–300% 300–350 6-7

수열원히트펌프(가정, 
다가구주택 포함)

규모:4–40 kWth

변환효율:300–400% 500–700 5-7

공기열원히트펌프 규모:1–2 kWth

변환효율:300–400% 350–400 5-7

태양열
가정온수

집열기 유형:접시형, 진공
관(열사이펀, 펌프시스템)
규모:2.1–4.2 kWth(독신가
구),
35 kWth(다가구)
효율:100%

독신가구:1,100–2,140(OECD, 새건축), 
1,300–2,200(OECD, 개보수), 147–634(중국)
다가구:950–1,850(OECD, 새건축), 1,140–
2,050(OECD, 개보수)
직접열사이펀:100-250(중국, 인도, 터키), 
630-650(남아공), 1,100(호주)
간접열사이펀:2,300(미국)
직접펌프:1,700(미국), 760-820(남아공)
간접펌프:2,300(미국), 850-1,900(유럽중
앙), 1,600-2,400(북유럽)
통합저장형:450-800(미국), 
대규모SWH:350-1,040(유럽)

1.5–28(중국)
5-8(호주)

태양열
복합시스템

집열기 유형:온수와 같음
규모:7–10 kWth(독신가구), 
70–130 kWth(다가구),
70–3,500 kWth(지역난방),
3,500kWth초과(지역난방 계
절저장)
효율: 100%

독신가구:온수와 같음
다가구:온수와 같음
지역난방(유럽):460–780,(덴마크 350-400)
저장포함:470–1,060

5–50 (가정온수)
지역난방:4이상(덴
마크)

태양열
산업공정열

집열기 유형:접시형, 
진공관,
파라볼릭 트로프, 
선형프레넬
규모:100 kWth–20 MWth

온도범위:50–400℃

470–1,000 (저장없음), 265-1,060(유럽), 
210-320(인도, 터키, 남아공, 멕시코)
집광형시스템:420-1,900(파라볼릭 접시
형, 인도), 640-2,120(파라볼릭 트로프), 
1,270-1,900(선형프레넬), 
집광형:980-1,400(중국), 1,800이상(독일)

4–16
2.6-8.5(유럽)
집광형시스템:6.4-9.6

태양열
냉방

용량:10–1,000kW(흡수식냉
각기), 5–430 
kW(흡착식냉각기)
효율:50–75%(단일효과 
냉각기), 
120-140%(이중효과 냉각기)

1,600–3,20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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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투자동향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력과 연료에 대

한 전 세계 신규투자(50MW이상 수력프로젝트 제외)는 2014년에 2,702억달러였

다. 전년 대비 17% 늘어난 수치이며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50MW 이상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과 연료에 대한 

총 신규투자는 2014년 최소 3010억달러였다(재생에너지 냉난방기술에 대한 투자

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 해상풍력 프로젝트(186억달러)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과 중국과 일본에서 

태양발전 설비가 호황을 맞은 것이 투자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총 투자액은 749억달러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 신규투자

의 25% 이상(약 735억달러)이 소형프로젝트에서 이루어졌다. 개발도상국에서 중

앙집중적 전력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써 소형프로젝트(소규모 분산형 태양광발

전 시스템 등)는 각광받고 있다.

2014년에는 개도국 내 투자가 꾸준히 상승했다. 전년 대비 36% 증가하여 1313달

러에 달했다. 개도국투자액은 선진국의 총 투자액을 넘어서기 직전에 도달했다. 

선진국 투자액은 2013년보다 겨우 3% 증가한 1389억달러였다.

2014년 내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산되었다. 칠레, 인도

네시아, 케냐,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각각은 재생에너지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요르단, 미얀마, 파나마, 필리핀, 우루과이 등) 다른 개도국들

의 투자액은 5억에서 10억달러 사이였다.

그림 25.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료분야 투자 흐름(2004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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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태양발전에 대한 투자액은 25% 증가한 1,496억달러에 달하고,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11% 증가하여 995억달러로 나타났다. 지열 발전용량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해서 전년보다 23% 늘어난 29억달러에 도달했다. 반면에 다른 재

생에너지는 이보다 실적이 좋지는 못했다. 바이오연료는 8% 감소하여 51억달러

에 달했고(10년만에 최저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에너지는 10% 감소한 84억달

러였으며, 소수력발전은 17% 감소한 45억달러에 그쳤다.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에 대한 신규투자(대형수력발전을 제외하면 2,425억달러)는 

에 화석연료에 대한 총 투자(약 2,890억달러)보다 적지만, 2014년 추가적인 화석

연료에 대한 순 투자총액(1,320억달러)보다는 훨씬 많았다. 대형수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경우 2014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에 대한 세계투자액은 화석연료 

투자액보다 2배 이상 많다.

□ 경제지역별 투자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증가

했다. 선진국 투자액은 전년보다 3% 증가한 1,389억달러로 괄목할만한 증가는 

아니었지만, 주요 개도국(중국, 브라질, 인도)의 투자액은 36% 증가한 1,313억달

러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결과 2014년 전세계 투자액에서 개도국이 차

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6% 증가한 49%를 달성했다. 개도국 투자액 중 중국은 

2014년에는 63%를 차지했고(2013년 61%), 이로서 전세계 총 투자액 중 개도국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크게 한몫했다.

전세계 재생에너지투자액은 2013년보다 늘어났다.(그림 26 참조) 중국의 투자액

은 2013년보다 39% 늘어났고, 인도의 투자액은 64억달러에서 74억달러로 늘었

다. 나머지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역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간 투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 487억달러에 달했다(약 9% 증가). 유럽 투자액은 1% 줄어든 575

억달러였다. 미국은 2013년보다 7% 늘어난 383억달러를 투자했지만, 여전히 

2011년 최고액에는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아메리카지역(브라질과 미국 제외)에

서는 투자액이 21% 이상 증가하여 148억달러에 달했다. 중동과 아프리카지역 역

시 투자액이 상당히 증가하여 126억달러(2013년 89억달러)에 달했다.

상위 10대 투자국은 4개의 개도국(모두 BRICS 국가들)과 6개의 선진국으로 구성

된다.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중국이 이번에도 선두를 달

렸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 브라질, 인도,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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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나머지 5개국 자리를 차지했다. 투자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중국으로 2013년보다 총 207억달러가 늘어났다. 네덜란드와 브라질은 비

중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투자액이 3배 이상 증가하여 74억

달러에 달했고, 브라질에서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76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신규투자액이(연구개발 포함) 833억달러였는데,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이다. 유틸리티규모 프로젝트에서 풍력발전은 379억달러의 자

산금융(asset finance)을 끌어모았고, 태양발전이 297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태양발전분야 내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한 투자액이 2013년의 12억달러

에서 2014년 76억달러로 다시 상승했다. 중국은 소수력발전에 24억달러를 투자

했고, 대수력발전에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총 22GW의 신규설비가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중 대다수가 50MW 이상 프로젝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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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포함) 383억달러를 투자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재원형태로 보았을 때 태양발전에서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가 2013년 

3.73억달러에서 2014년 13억달러로 증가했다. 태양발전에서 미국의 공개시장 활

동 역시 좋은 실적을 냈고, 전년보다 76% 증가하여 59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풍

력발전은 2014년 어려운 한해를 보냈는데, 투자액(연구개발 제외)이 반으로 줄어

든 69억달러였다. 정책불확실성(생산세공제 연장 여부) 때문에 재원충당이 지연

되었다.

일본은 (연구개발 제외) 투자액이 343억달러로 미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일

본은 FIT제도 덕분에 총 투자액 중 약 82%를 소형태양광프로젝트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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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조금(1%) 늘어난 139억달러(연구개발 제외)였다. 풍

력발전 투자액이 80억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중 86%가 해상프로젝

트에 투자되었다. 반면 태양발전에 대한 투자액은 27억달러였다. 또한 영국은 해

양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독려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다.

해상풍력프로젝트 분야에서 또 다른 선도적 투자국인 독일의 전체 재생에너지 

투자액(연구개발 제외)은 4% 늘어난 114억달러였다. 풍력발전은 2013년과 비교

했을 때 2.5배 증가한 투자액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과거 투자액이 최고였던 태

양광(소형태양광발전)은 2년연속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4년 8월에 도입된 

자가소비 추가요금과, 발전차액지원 감소 때문이었다.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에 안정적인 투자를 해왔다. 2014년 캐나다는 

전년보다 약 31% 늘어난 80억달러의 투자액(연구개발 제외)을 끌어모았다. 증가

분의 대부분은 자산금융의 형태로, 주로 온타리오와 퀘벡의 대규모 풍력프로젝

트와 태양광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브라질은 2014년 재생에너지에 74억달러(연구개발 제외)를 투자하여 상위 10개

국에 재진입 했는데, 투자총액의 84%를 풍력발전이 차지했다. 브라질에서 두 번

째로 큰 재생에너지 부문인 바이오연료에는 5.74억달러가 투자되었는데, 2007년

의 83억달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브라질 외 다른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폭넓게 진행되었는데, 멕시코는 전년보다 투자액

이 19% 증가한 20억달러였고, 그 뒤를 칠레(14억달러), 우루과이, 파나마, 코스타

리카가 이었다.

인도의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74억달러였다. 태양발전은 유

일하게 투자액이 증가하여 2014년에 30억달러에 달했다. 용량경매는 2013년과는 

다르게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신청이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풍력발전은 

인도의 총 투자액 중 거의 절반인 34억달러를 끌어모았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국은 인도네시아(18억달러)였고, 미얀마, 필리핀, 스

리랑카, 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재생에너지 투자액 상위 10개국 중에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른 증가율

을 보인 것은 네덜란드였다. 투자액은 2013년의 19억달러에서 2014년의 65억달

러로 증가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해상풍력프로젝트 투자액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두를 달리며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

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재생에너지투자액은 전년보다 5% 증가한 55억달러였

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원동력은 국가입찰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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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약 16억달러(30% 이하)가 풍력에 지출되었고, 총 투자액의 71%가 태양

광발전과 집광형 태양열발전에 지출되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국

은 케냐(13억달러)였고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탄자니아가 그 뒤를 이었다.

□ 기술별 투자

2014년에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선도적인 분야는 역시 태양발전이었다. 

태양발전에 대한 투자액은 1,496억달러로 재생에너지 전력 및 연료(50MW이상 

수력발전 제외)에 대한 총 신규투자액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은 것

은 총 투자액의 36.8%(2013년보다 11% 늘어나 신기록을 세움)인 995억달러인 풍

력발전이었다. 나머지 8%는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에너지(84억달러), 바이오연료

(51억달러), 소규모수력발전(50MW 이하)(45억달러), 지열발전(27억달러), 해양에너

지(27억달러)로 구성되었다. 이 기술들 중에서 2014년에 투자액이 증가한 에너지

는 지열(23% 상승)과 해양(110% 상승)이었고, 바이오연료(-8%), 바이오매스와 폐

기물에너지(-10%), 소수력발전(-17%)은 투자액이 감소했다.

풍력, 소수력, 지열발전에서 개도국이 투자액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나머

지 기술에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앞섰다.

태양발전투자액 중 약 90%는 태양광발전(1,348억달러)에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집광형 태양열발전(2.5%)과 그 외 불특정태양발전(7.4%)에 지출되었다. 태양발전

투자액은 2013년 보다 25% 증가했고, 투자액의 대다수는 여전히 선진국(58%)이 

차지했다. 이는 세계 총 투자액의 25% 이상을 주도한 중국의 약진 때문이다. 선

진국 중에서 태양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일본으로 전체 투자액의 23%

를 차지했고, 미국(19%)이 그 뒤를 이었다.

풍력발전에서 상위투자국은 중국(곧 FIT제도가 축소된다는 예측에 부분적으로 

힘을 받음)이고,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 뒤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가 이었다. 다른 재생에너지 기술들은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 소수력발전

에 대한 투자액은 선진국에서는 증가했지만, 개도국에서는 상당히 감소했고, 바

이오연료와 지열발전은 선진국에서는 감소했지만 개도국에서는 증가했다. 선진

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바이오매스는 감소했지만, 해양에너지 투자액은 증가했다.

50MW 규모 이상 대수력 발전프로젝트는 태양, 풍력에 이어 3번째로 중요한 재

생에너지 투자부문임에도 불구하고 BNEF는 자세한 통계를 추적하지 않는다. 평

균적으로 프로젝트가 건설 되는 데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력 발전용량 추가분

을 연간 자산금융달러로 치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BNEF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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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발주된 대수력 프로젝트에 들어간 자산금융이 최소한 210억달러에 달했다

고 추정한다. 

그림 27.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투자 동향(2014년)

□ 유형별 투자

전세계 연구개발은 2014년 2% 증가한 117억달러로, 정부 연구개발이 51억달러, 

기업연구개발이 66억달러였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최대의 

투자처는 유럽인데, 총 투자액의 36%(43억달러)를 지출하여 미국과 중국의 지출

액을 합한 것에 거의 육박한다.

태양발전에 대한 총 연구개발 지출액은 2% 증가한 61억달러였다. 태양발전은 4

년연속 다른 부문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끌어모았다.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약간 감소한 20억달러였고,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은 증가했다.

유틸리티규모 프로젝트의 자산금융은 재생에너지 총 투자액의 대다수를 차지했

다. 2014년 동안 유틸리티규모 프로젝트의 자산금융은 2013년보다 10% 증가한 

1,707억달러에 달했다.

소규모분산형 용량에 대한 투자, 그중에서도 주로 지붕형태양광발전에 대한 투

자는 735억달러였다. 이는 2013년보다 34%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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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업과 펀드에 대한 공개시장투자는 42% 늘어난 151억달러였다. 2년

에 걸쳐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개시장투자는 2012년보다 거의 4배 가까

이 늘었다. 공개공모(initial public offerings) 자금은 2013년보다 20% 하락한 31

억달러였다. 하지만 이차발행(secondary issues)과 상장기업 사모투자(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는 60% 이상 증가하여 62억달러를 달성했고, 전환사

채발행은 58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일드코(yield co)에 대한 공개시장을 통한 투자는 꾸준히 성장했고, 투자자들은 

저금리, 저위험에 안정적인 배당금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태양발

전투자액은 73% 증가한 83억달러였고, 풍력발전은 120% 증가한 54억달러였다. 

소수력발전과 해양에너지의 공개시장 자본(equity)은 그 기초가 대단히 미미했지

만 2014년에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바이오연료와 바이오매스는 감소했고, 지

열은 2013년 대대적인 사유화 이후 제로로 떨어졌다.

2014년 106개의 청정에너지 기업들을 추적한 WilderHill New Energy Global 

Innovation Index(NEX)는 같은 기간 동안 3% 하락했다. 이 하락은 주로 태양발전

과 풍력발전 분야에 닥친 정책불확실성과 유가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때

문이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VC/PE)는 2014년에 25% 이상 증가한 

28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최고치에 비하면 1/3에 미치

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초반에 투자하기를 망설였고, 후반의 모험에 자금을 대는

데도 아주 조금 관심을 보였을 뿐이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의 세계 중심지였고, 유럽의 자본모

집(equity-raising)량은 크게 줄었다. 사모확장자본(private equity expansion 

capital)은 미국의 가정용 태양기업과 관련된 상당한 거래에 힘입어 20% 성장했

다. 바이오연료는 기술 상업화에 가까워지면서 여러 바이오연료 제조업체들이 

투자를 확보했다.

(신규투자에서 2,702억달러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은) 인수활동 역시 증가했다. 

이는 2013년보다 20억달러가 늘어나 2014년에는 688억달러에 달했다. 이 수치에

는 기업 인수합병, 전력인프라 인수와 부채 재융자, 사모매수, 무역바이어의 전

문기업 지분 구입 등이 포함된다.

기업 인수합병은 2014년 35% 하락한 98억달러에 달했다. 자산인수와 재 금융화

는 지난 10년간 줄어들다가 반등하여 11% 증가했고, 결국 545억달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공개시장투자는 19억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사모매입(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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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buy-outs)은 25억달러로 2013년보다 4배 늘어났다. 인수활동은 풍력(약 

410억달러)과 태양발전(200억달러를 약간 넘는 액수)이 주도했다. 풍력과 태양발

전을 합하면 모든 활동의 약 89%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3년의 83%보다 늘어난 

비중이다.

□ 재생에너지 투자전망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용량에 대한 총 투자(50MW이상 수력발전 제외)는 2013년

보다 17% 늘어난 2,425억달러였다. 이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는 화석연료용량에 대한 총 투자액보다는 여전히 뒤쳐졌다. 화석연료용량에 대

한 총 투자는 7% 늘어난 2,890억달러였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은 기존 석탄, 석유, 가스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데 쓰이고, 추가용량을 건설하는데 1,320억달러만 들어갔다. 반면에 재

생에너지의 거의 모든 투자는 추가용량 건설에 들어간다. 2014년 순 투자액만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425억달러로 화석연료용량에 대한 순 투자

액 1,320억달러를 크게 앞질러 5년 연속 화석연료보다 앞섰다. 50MW 이상 수력

발전에 대한 투자까지 고려하면 2014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에 대한 전세계투자

액은 같은 해 화석연료 발전용량에 대한 순 투자액의 두 배를 넘는다.

□ 투자재원

2014년 청정에너지기금 분야는 주가가 하락했는데, 유가하락이 부분적으로 영향

을 미쳤다. 청정에너지기금이 관리하는 자산가치는 2013년에 비해 13.5% 하락했

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수익지향 금융수단들이 꾸준히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일드코 회사 세 곳이 상장하여 총 16억달러 자금을 조달했다. 미국의 일드코에 

해당하는 영국의 listed project funds는 2014년에 6개로 늘어났다. 6%의 배당금 

수익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는데, 10년까지 국채가 2%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

익이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일드코와 영국 listed project funds, 그리고 독일에 

있는 비슷한 성격의 회사 한 곳은 2014년 주식시장 투자자들로부터 총 50억달러

를 거둬들였다.

크라우드펀딩은 점점 많은 나라에서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크라우드펀

딩을 통하여 중소규모 회사들이 소액투자자들에게 자본지분이나 정해진 지불금, 

혹은 상품을 주는 대신 자본을 걷을 수 있다. 미국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생에너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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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Centrale이다.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이 플랫폼은 1,700만달러가 넘는 자본

금을 모았다.

녹색채권 발행은 2014년 390억달러로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년도 총액보다 

약 2.6배 더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기록적인 금액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은행 같은 대출기관과 각국 정부기관들의 발행이 두 배로 늘었고, 발행인들이 

스스로 라벨을 붙인 회사채가 5배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반면 청정에너지프로젝트 채권은 82% 줄어든 6.3억달러를 조달하는데 그쳐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유럽에서 태양광단지를 대상으로 은행대출이 확대되면

서 기존과 같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의 청정에너지프로젝트 채권

이, 아시아의 민간부문에서는 최초의 녹색채권이, 그리고 명백하게 “녹색”이라

는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세계최초의 프로젝트 채권이 나타났다.

(연기금, 보험회사, 재산관리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졌다. 이

는 청정에너지와 연계된 고정이율 상품으로 녹색채권이 출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노출된 자본상품으로써 일드코와 프로젝트 펀드가 

출현한데서 확인된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는 청정에너지사업에 기관투자

자금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18억달러였던 직접투자는 

2014년 28억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개발은행이 여전히 청정에너지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브라질의 

BNDES는 유틸리티규모 자산금융 거래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2013년에 15억달

러였던 신용은 2014년 27억달러로 늘어났다. 유럽개발은행은 15억달러으로 2위

로 물러났는데, 2013년의 총액보다 20% 하락한 액수다.

2013년에는 새로운 남-남 개발은행이 두 곳 만들어졌다. 2014년 7월 BRICS 5개

국은 1,000억달러 규모의 신개발은행을 창설했다. 각 참여국이 초기에 100억달러

씩을 출자하여 인프라 확대와 지속가능개발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다(대출은 

2016년부터 시작). 이후 아시아 23개국(일본과 한국 제외)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

행을 창설하는데 합의했다. 초기에 중국이 500억달러를 출자했고, 운영은 2015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2015년 초반 투자동향

브라질, 중국과 같은 큰 시장과 유럽에서 거래성사가 둔화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세계 투자는 2015년 1사분기에 502억달러에 그쳤다. 1사분기는 201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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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가장 저조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총액은 전년도와 비교해도 

10%가 낮았다(559억달러). 하지만 그 사이 달러강세로 감소분의 일부는 상쇄됐

다.

2015년 1사분기 투자액을 지역별로 보면, 유럽은 전년도에 비해 29% 하락했고, 

중국(-23%), 브라질(-62%),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메리카대륙(-18%) 역시 하락

했다(미국은 46% 증가). 일본(-3%)과 나머지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42%) 역시 

하락했는데, 인도는 예외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투자액이 59% 증가했다.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2014년 1사분기 투자액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2015년 1사분기에는 투자액이 31억달러로 치솟았다. 남

아프리카공화국 입찰과정에서 체결된 태양광, 집광형태양열, 풍력 프로젝트로 자

금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모든 형태의 투자는 전년도 1사분기에 비해 낮았지만, 전년보다 11% 증가한 203

억달러의 투자액을 기록한 소규모분산형 용량(주로 지붕형 태양광발전)만은 예

외였다. 분야별로 보면, 2015년 1사분기 투자액은 2014년 1사분기와 비교했을 때 

태양광(7% 늘어난 318억달러)과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에너지(94% 늘어난 17억

달러)의 경우 늘어났다. 하지만 풍력(-30%; 151억달러)과 바이오연료(-64%; 4.47

억달러)의 경우는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보면 저유가 상황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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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지형

재생에너지기술은 [각국이 설정한] 목표와 정책에 힘입어 주류에너지원이 되었

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수입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유연하

고 복원력있는 에너지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 때

문에 발전, 냉난방, 수송부문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펼쳐왔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145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의 138개국보다 늘어난 것이며, GSR 2005에서 보고했던 15개국보다 9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일종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채

택했기 때문에 최근 신규정책 채택은 둔화되었다. 정책입안가들은 기존의 정책

들을 급변하는 비용과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는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흐

름으로는 다양한 정책메커니즘 요소들의 혼합, 전기, 난방, 수송부문간의 지원연

계확대, 큰 비중의 재생에너지를 에너지믹스에 포함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제

의 개발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활성화 전략은 광역적인 수준에서도 꾸준히 진화 및 확대되어 왔다. 

2014년 유럽연합은 2020년 이후 에너지부문을 관장하는 신규규정을 만들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7%까지 도달하는 광역규모의 목표를 설정했

다. 역시 2014년, 아랍연맹과 그 22개 회원국들은 아랍재생에너지프레임워크의 

채택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전개를 위한 광역적인 틀을 짜는 (유럽연합

과 카리브해공동체 같은) 광역규모의 시도에 합류했다. 아랍재생에너지프레임워

크는 2013년 채택된, 재생에너지적용개발을 위한 범아랍 전략:2010-2030을 발판

으로 삼고 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목표는 2014년 144개국보다 많

은 164개국에서 확인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경제전분야에 걸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설정한 국가도 있지만, 목표치의 대다수는 (전력, 냉난방, 

수송 등) 특정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 이후 시스템 전반에 목표치를 새로 

설정하거나 개정한 사례로는 프랑스(203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의 32%를 재생에

너지로 충당하는 목표)와 우크라이나(2020년까지 국가에너지믹스의 11%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가 있다.

많은 목표치들이 특정한 정책메커니즘이나 조달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 주 수준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정책은 재생에너지 

전력(혹은 용량)이 일정한 비중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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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입찰메커니즘은 조달과정에서 용량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의무규정, 인센티브, 능력부여 메커니즘 등 2014년과 2015년 초에 

전력, 냉난방, 수송 분야에서 추가되거나 개정된 다양한 정책들을 조명한다. 때

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합해서 이행되긴 하지만, 각각의 정책메커니즘과 관련

된 진전들은 독립적으로 서술된다. 이 절에서는 특정정책메커니즘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시도하지 않는다.

□ 전력생산

정책입안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발전용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많다. 

전력부문의 목표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의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다. 이 절

에서 다루는 목표치들은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국가에너지계획문서, 국가원수의 

공식적인 선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해졌다.

몇몇 국가들이 전력생산목표치를 추가하거나 개정했다. 일본과 니카라과는 새로

운 목표치(비중)를 추가했다. 2014년에 발표된 일본의 제4차 기본에너지계획은 

2020년까지 국가 전력의 13.5%(2030년까지 20%)를 달성하는 목표를 채택하였다. 

니카라과의 신규 발전확대계획은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비중을 90%

로 잡았다. 또한 볼리비아와 싱가포르는 새로운 재생에너지기술용량 목표치를 

추가했다. 볼리비아는 향후 10년간 태양, 풍력, 지열, 바이오 발전용량을 추가로 

160MW 개발한다는 목표를 수립했고, 싱가포르는 2020년까지 태양광 350MW 보

급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기존의 목표를 개정하거나 확장시킨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행정단위는 7개였

다. 알제리는 에너지계획을 개정하여 2030년까지 새로운 재생에너지 목표들을 

채택했다. 중국은 2015년 초 기준 2017년까지 풍력 150GW, 태양광 70GW(35GW

는 유틸리티규모, 35GW는 분산형), 수력 33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2015년 한 해 동안 태양광 17.8GW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도는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용량을 170GW까지 보급하는 목표를 수립했고, 2022년까

지의 태양광발전 목표치를 100GW로 확대하였는데, 기존 목표보다 5배 더 많은 

양이다. 또한 수력발전 목표치가 들어있는 국가 소수력계획을 선포했다. 세인트

루시아섬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치를 20%에서 35%로 상향조정했

다. 터키는 기존의 풍력에너지 목표치(20GW)에 바이오매스(1GW), 지열(1GW), 

수력(34GW), 태양광(5GW)의 누적용량 목표치를 추가했다. 모든 목표는 2023년

까지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하부 수준에서는 두바이 에미리트가 203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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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를 5%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다른 국가들도 목표치

를 상향조정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목표치를 낮추어 2032년부터 2040년까지 

8년간 태양발전에서 전력의 33%를 충당하기로 했다.

FIT정책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

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FIT정책은 국가수준에서는 73개국에서 시행되고 있

었고,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 미국의 35개주/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FIT는 

변화하는 시장조건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꾸준히 조정되었다. FIT에서 지원금

이 (다소 역진적으로) 하향조정 되었고, 일부 제도설계에는 다른 정책유형(가령 

경쟁입찰이나 소내소비)의 요소들을 통합시켰다.

FIT 관련된 동향과 진전은 소득집단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아프리카의 국가들

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갈수록 FIT에 의존하는 추세다. 10년

전 아프리카에서 FIT를 시행하는 나라는 알제리뿐이었지만, 2015년 초를 기준으

로 8개의 국가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2014년에 새로 FIT를 도입

한 유일한 나라였다. 이집트는 태양발전(태양광발전과 집광형태양열발전)의 경우 

(5개 범주로 구분되고 최고용량은 50MW인) 설비규모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다르

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총생산시간을 가지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그 외 알제리의 경우 발전차액지원프로그램을 개정하

여 풍력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보급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015

년 기준 신규 FIT정책이 감비아, 세네갈, 짐바브웨에서 논의 중이다.

아시아는 2014년에 카자흐스탄에서 FIT제도가 발효되었고, 몇몇 다른 아시아 국

가들은 기존 정책을 개정했다. 중국(소규모 분산형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과 베

트남(폐기물에너지) 두 나라에서는 기존의 발전차액지원프로그램이 신기술을 포

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육상풍력 요금 축소)과 필리핀(수력, 바이오매

스, 풍력, 태양발전 요금 축소)에서는 낮은 신규요금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FIT

에 들어가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요금고지서에 포함되는 소비자 추가요금

을 두 배로 늘렸고, 자격요구사항을 개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태양광발전

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했다(2015년 4월부터 시작). 말레이시아 FIT는 새로운 지

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고, 2014년 초 누감요금이 하향조정 되었다가 

하반기에 다시 증가했다. 2015년 초, 인도는 투자 및 태양광발전 규모를 확대하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FIT에 우호적인 입찰 제도 폐기를 검토 중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FIT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령 버진아일랜드는 규모 10-500kW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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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를 채택했다. FIT와 입찰을 기초로 한 혼합형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는 코스

타리카는 2014년 FIT를 개정했고, 2015년 초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발전차

액지원요금을 승인했다. 코스타리카는 20MW 이하의 독립발전생산자가 운영하는 

발전소 뿐만 아니라, 1MW 규모 이하의 자가설비에서 전력망으로 내보낸 잉여전

력에 대해 차별화된 금액을 지불한다.

북미에서는 FIT정책이 국가 하부 수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2년 연

속으로 FIT정책을 새롭게 추가한 주가 한 곳도 없었고, FIT정책을 시행하는 주

는 5개주로 유지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 주가 발전차액지원프로그램의 3차 

적용시기를 완료하긴 했지만, 2014년에 FIT제도를 추가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FIT 메커니즘을 진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기존정책을 개정하는 최근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의 지침에 따라 FIT제도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이 공식화되고 있다. 2014년에 발

표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국고보조 가이드라인은 2015∼2016년 신규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입찰을 이용하여 할당하고, 2017년부터 모든 신규프로

젝트 지원은 재생에너지 입찰을 통해 할당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한편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기존 FIT제도를 개정했다. 덴마크와 폴란드는 소규모 

풍력프로젝트(덴마크는 25kW 이하, 폴란드는 10kW 이하)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

해 새로운 요금을 만들었다. 2013년 프랑스의 발전차액지원정책 프로그램이 불

법적인 국고보조라고 판결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는 규정

에 맞게 FIT를 개정했다. 그 결과 과거에 유예되었던 풍력 보조금을 다시 지급

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에는 (불가리아,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국가수준에서 FIT요금을 삭감했는데, 대부분의 삭감은 주로 태양광발전과 풍력

발전에 집중되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과 같이 이런 개정을 소급적용 시키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다. 몰타는 계절에 따라 조정되는 태양광발전 FIT요금을 

새로 승인했고, 러시아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을 시행하고 있는데, 줄어든 요금에는 

국내부품사용요건(70%)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하위 수준에서는 크림반도에서 

FIT요금이 줄어들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누감 메커니즘이 시행되고 있

다. 영국에서는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모든 신규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최소누감율 3.5%가 적용되었다(설비총량은 더 높은 자동적인 감축율을 작동시키

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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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도
그림 28. 재생에너지정책과 목표치가 있는 국가들, 2015년 초.

그림 29. 재생에너지정책과 목표치가 있는 국가들, 2005년.

164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목표확인

(2015년초)

그림 30. 재생에너지정책이 있는 국가의 수, 유형별, 2011년~2015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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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바 6. 경쟁입찰/입찰: 정책설계의 추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북미와 유럽에서 시작된 경쟁입찰 혹은 입찰은 수십년

간 재생에너지 전력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세계 모든 지역으로 경쟁입찰이 확산되었다.

경쟁입찰을 설계하는 데는 참여의 요구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판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을 사용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승자를 둘 것인가, 실제로 무엇을 수여할 것인가(즉, 장기적인 인센티브

를 줄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계약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인가) 등

과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이를 비롯한 여러 설계 선택지들은 극

적으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규모가 큰 경쟁조달 중 몇몇은 신흥경제국(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타났는데, 최근의 활동들은 라틴아메리카에 크게 집

중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는 2007년부터 입찰을 통해 1만3

천여MW의 용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우루과이는 경쟁입찰을 이용하여 

2012년 40MW인 풍력 발전용량을 2015년까지 1GW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아

메리카에서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가 각각 2014년에 재생

에너지에 대한 입찰을 발표했다.

라틴아메리카 등의 지역에서 최근 입찰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흐름은 재생

에너지계약가격,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발전단가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브

라질에서 최근 이루어진 태양광발전입찰에서는 890MW의 용량에 대해 0.087달

러/kWh의 평균입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두바이에서는 2014년 11월에 

태양광발전 100MW에 대한 한 입찰이 0.06달러/kWh라는 낮은 입찰가를 받았

다. 파나마는 태양광발전 172MW에 대해 평균 0.088달러/kWh라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파나마의 도매시장 현물가격은 2014년에 0.30달러이상으로 

치솟았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태양광발전 계약가격이 낮게 책정되면서 이 가격으로 과

연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 정책입안가들이 고려해야 할 이슈는 최근에 체결된 계약 중 실제 프로젝

트의 건설로 이어지는 것이 몇 개인지다.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비용을 하락

시키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투기적인 행동이나 경험이 없는 입찰

자들 때문에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질 경우, 이는 높은 수준의 계약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낮추려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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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입찰은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기술중립적 단일기술 재생에너지 입찰을 보유한 나라는 60개국이다. 요르단, 러

시아, 우간다는 2014년에 다중기술 입찰을 사용했고,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 

모로코, 르완다 등의 국가들은 단일기술 입찰을 사용했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은 다중기술입찰과 단일기술입찰을 모두 사용했다.

다중기술입찰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요르단이 최초의 재생에너지 입찰에서 12개

의 태양광 발전프로젝트와 2개의 풍력프로젝트를 할당한 것과, 우간다가 세 번

째 입찰을 통해 수력, 바이오매스, 버개스 발전프로젝트 개발자를 선정한 것을 

들 수 있다. 단일기술입찰 사례는 아르헨티나(2015년 초 지열입찰 시작), 인도(입

찰을 이용하여 국가수준에서 태양광발전부문을 발전시키고 6개주에서 태양광발

전 입찰 시행), 르완다(태양광발전 경매 시행) 등이 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집

트와 모로코 모두 풍력 경매를 진행했다. 국가하위수준에서는 호주수도특별지역

에서 대규모 풍력발전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2015년 초에 채택된 폴란드의 

경쟁입찰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확산되면서, 입찰이 다른 정책프레임워크와 

어떻게 교차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2000년대 초 이후, FIT와 단기적

인 인증서거래 같은 다른 정책형태들과 입찰의 상대적인 장점을 둘러싼 논쟁

이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입찰이 주요한 재생에너지조달 메커니즘

으로 FIT를 대신하게 되었고, 중국과 아일랜드는 FIT가 입찰을 대신하게 되었

다.

요즘에는 정책입안가들이 FIT와 경쟁입찰을 결합하여 보급하고 있다. 일부 행

정단위에서는 입찰과 FIT가 다양한 시장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병렬적으로 전

개되었다. 프랑스와 대만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원에 FIT를 사용

하고, 대규모 시스템 지원에는 입찰을 사용한다. 우간다에서는 입찰은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고, FIT제도는 다른 에너지원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FIT제도와 경쟁입찰 설계의 일부를 섞어 혼합형 정책을 사용하는 행정단위들

도 있다. 경쟁입찰의 결과를 가지고 FIT요금을 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결합형 

정책들은 정책입안가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보장해주었지만, 진행과정에서 전

통적인 라벨을 사용하는 정책 형태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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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재생에너지 법은 기존의 녹색인증서거래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입

찰 제도를 만들었다.

정책입안가들은 기존의 입찰 제도를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수정을 했

다. 유럽에서는 덴마크와 프랑스가 입찰설계에서 민간부문과 긴밀한 공조를 취

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책입안가들이 입찰 운영과 관련한 신규 규정들을 이행하

는 곳도 있다. 브라질은 입찰요구조건을 개정하여 모든 프로젝트 입찰 전에 전

력망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중국은 입찰 결과에 대한 개입을 피하기 위해 

투명성 메커니즘을 강화했다.

그림 31. 재생에너지정책을 보유한 국가의 비중, 소득집단별, 2004년~2015년 초

넷미터링 혹은 넷빌링 정책은 2015년 초를 기준으로 48개국에서 시행되었다. 

2014년에 신규로 넷미터링을 채택한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였

다. 국가하위 수준에서는 두바이가 요르단에 이어 지붕형태양광발전에 대한 전

력요금인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전력요금인하 크레딧 이월분을 한시간(다른 

나라들처럼 한 달이나 일 년이 아니라)으로 제한한 덴마크는 급속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넷미터링을 개정했다.

그 외에도 많은 국가와 지역들이 기존의 넷미터링을 개정했다. 미국령 버진아일

랜드는 넷미터링과 발전차액지원 규정 하에서 일정보다 빨리 태양광발전 15MW

라는 용량한도를 달성하고 난 뒤 태양광 발전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많



- 145 -

은 도서국들은 잉여전력에 소매가격을 매기는 관행에서 이탈하여 소매가격 이하

를 매기기 시작했다. 가령 세이셸의 전력요금인하 프로그램은 잉여전력에 대체

된 연료비용 88% 수준의 가격을 책정한다. 바베이도스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은 자체전력을 소비하고, 전력망에 전송된 전력에 대해서는 소매가격 이하의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국에서 규모가 큰 시스템은 자체

전력을 소비하지 못하며 생산된 모든 전기를 전력망에 팔아야 한다.

RPS는 유틸리티가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혹은 발전량에 의무비중을 설

정한다. RPS는 전통적으로 REC 같은 이행메커니즘과 의무목표치가 포함되어 있

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수준에서 RPS를 시행하는 나라는 (중국, 

이스라엘, 영국 등) 26개국이었고, 주/지방 차원에서는 벨기에(2), 캐나다(4), 인도

(27개주와 7개 연방직할령), 미국(29개주, 컬럼비아 특별구, 두 개의 령) 등 72개 

주/지방이 시행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주 수준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규제적인 방안으로 RPS를 선

호해왔다. 주에 따라 내용은 크게 다르지만,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33%를 발전하

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2014년과 2015년 

초 주 수준의 RPS 정책은 꾸준히 반대에 직면했고, 오하이오주는 미국에서 처음

으로 2017년까지 RPS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초 웨스트버지니아주는 

RPS정책을 완전히 폐지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 오

클라호마, 텍사스 같은 다른 주들 역시 RPS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전세계 약 126개국이 세금감면, 보조금, 저리대출 등 일정

한 형태의 재정적인 지원정책을 채택했다. 2014년 동안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정

하거나 새로운 지원계획을 도입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콜롬비아의 재생에너

지법에는 수입관세면제, 부가세 면제, 가속상각, 소득세 공제 등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인센티브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014년

에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가세를 삭제했고, 파키스탄은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

해 수입관세와 일반판매세를 없앴다.

미국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프로젝트에 대한 소급지원을 

위해, (2013년 말에 종료된) 여러 재생에너지기술을 아우르는 생산세공제가 2014

년 12월 2주간 한시적으로 재이행 되었다. 주 수준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더 많

은 태양광발전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환불 시스템을 개정했다. 개정된 

인센티브는 남향 대신 서향시스템 설치에 대해 15% 더 많은 환불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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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지원메커니즘 외에도 (2014년에 시작된 뉴욕그린뱅크나, 영국에서 시

작된 그린뱅크들 같은) 그린뱅크와 녹색채권 같은 혁신적인 제도는 정책입안가

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몇몇 중앙 및 주정부들은 재생에너지 전력부문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했지만, 

2014년에 인센티브를 축소한 지역도 있다. 가령 우크라이나는 재생에너지 전력

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철회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의 규

제자들이 태양광발전 세금할인프로그램을 2015년 말에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조

치에 들어갔다.

갈수록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에 요금 혹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런 수수료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유틸리티의 고정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만회하는데 사용된다. 최근에는 (체코공화국,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한 세금이나 전력망연결 요금을 만들었다

(자체소비용과 전력망에 되팔기 위한 전력 등). 불가리아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

전을 통한 전력생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책정했다(이후 대법

원은 이 세금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이를 뒤집었다). 독일은 FIT 추가요금을 확

대하여 10kW 이상의 태양광발전 설비에서 생산되는 소내소비 전력에 적용하였

고, 이탈리아는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되는 자체소비 전력에 5%의 요금을 부과했

다.

남북아메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가 재생에너지시스템의 전력망 상호연결에 대한 

요금을 부과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미국 8개주는 신규 및 기존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요금을 부과하고, 11개의 주는 이에 대해 논의중이다.

일부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재생에너지 수입부품에 

대한 수수료를 만들기도 했다. 태양광 부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지

속되었고, 2015년 1월, 미국은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한 태양모듈이나 셀에 대한 

91% 관세를 만들었다. 한편 중국은 유럽연합의 폴리실리콘에 대해 42%의 반덤

핑관세를 부과했다. 2014년 미국은 인도의 국내부품사용요건에 대해 세계무역기

구에서 공식적인 반격을 시작했고, 2015년 초 캐나다는 수입된 중국산 태양설비

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국제무역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몇 가지 합의에 도달

했다. 가령 미국과 인도는 재생에너지개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양자계약에 합의

했고, 미국이 인도의 재생에너지와 기후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20억달러를 지출

하기로 약속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무수한 청정에너지활성화 조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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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호적인 기후변화 퇴치 노력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믹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프로젝트 개발을 

단순화하고 관련된 소프트비용(비하드웨어)을 낮추는 동시에, [전력망] 통합 문제

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책제도에 포함되고 있다. 영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설치되는 태양열난방시스템과 지붕태양광발전에 대한 요구조건을 개정하여, 

1MW 규모 이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 수준

에서는 캘리포니아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검토 과정을 단순화했

다.

그림 32. 재생에너지정책을 두고 있는 개도국과 신흥경제국, 2004년, 2009년, 2015년 초

에너지저장용량을 늘리고 전력망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전통적인 메커니즘

이 사용되고 있다. 케냐는 태양전력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일부 충전기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일본은 에너지저장개발을 위한 인센티브에 7억달러를 지

출하기로 했다. 반면 파키스탄은 태양충전지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와 세금을 부

과했다.

미국에서는 국가하위 수준에서 일부 주가 신규전력망 및 저장 인프라 프로젝트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에너지저장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264MW 저장용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에는 하와이 

역시 전력망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만들어서, 전력망 운영자들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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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발전의 상호접속과정을 개선하고, 수요대응 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요구했

다. 매사추세츠주는 유틸리티들에게 향후 10년간 전력망을 현대화하라고 명령했

고, 복원력이 높은 에너지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충전기 저장

과 초소형 전력망 등)에 1,8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저지주는 13개

의 에너지저장프로젝트에 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 냉난방

재생에너지냉난방기술들은 국가에너지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

재력이 있음에도, 정책입안가들은 관심이 높지 않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씩 바뀌

고 있다.

재생에너지난방기술은 냉방 기술보다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받았다. 난방기술 

중에서도 태양열(주로 태양열온수기)이 공공정책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스트리

아, 덴마크, 독일, 인도, 멕시코, 태국, 튀니지 모두 유틸리티규모나 산업적인 재

생에너지 열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두는 등 산업용 열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하였지만, 국가정책은 가정용과 상업용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자금

조달 메커니즘들이 정책입안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전력부문도 

마찬가지로 정책입안가들은 목표치와 요금설정, 인센티브 정책, 규제적인 규정, 

공공자금조달 메커니즘을 섞어서 재생에너지 냉난방을 활성화했다.

재생에너지 냉난방 목표치는 유럽에 국한되어 있지만,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전

세계 약 45개국이 목표치를 설정하였다(2014년에 추가된 신규 목표치는 없었다). 

국가 하위 수준에서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열 목표치를 개정하여, 

(2010년 이후 발효된) 가정용 건물에 대한 RHO(Renewable Heat Obligation) 규정

을 10%에서 15%로 상승시켰다.

전통적으로 목표치들은 재생에너지기술로 충족되는 총 냉난방수요의 구체적인 

비중을 설정하거나, 특정한 용량 혹은 재생에너지 난방시스템의 설치에 중점을 

두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과 에너지공동체회원국의 목표치 대부분이 각국의 

국가재생에너지실천계획을 통해 도입되었다.

종종 건물규정에 포함되기도 하는 재생에너지 냉난방활성화 규정들은 지방정부 

수준과 비교했을 때 국가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었다. 정책입안가

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규정들을 채택해왔다. 하나는 국가나 주/

지방 수준에서 11개국에서 시행되어 온 태양발전의무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 초를 기준으로 1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술중립적인 재생에너지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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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그림 33. 재생에너지냉난방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의 수, 유형별, 2011년~2015년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4년에 유일하게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2011

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지만, 2014년 9월까지 효력이 없었던)은 신규 및 보수 

건물의 온수 중 최소 50%를 열 복원시스템 뿐만 아니라 태양, 지열, 바이오매스 

난방 같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정책들은 

대부분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은 건물에너지성능지침을 통해 RHO 규정들

이 시행되었다(지침의 건물효율성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스, 요르단, 케냐, 우루과이 등 많은 재생에너지 냉난방 규정들은 태양열온

수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규정들은 (프랑스, 독

일, 아일랜드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술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인 재생에너

지 열 기술을 지원한다.

2014년에는 기존의 규정들이 대체로 바뀌지 않았지만, 미국의 몇몇 주정부들이 

RHO 규정을 전기사업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매사추세츠주는 향후 RPS 제도 하

에서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RHO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미국 주정부중에서 콜

롬비아 특별구, 메릴랜드,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다음).

열 부문에서는 제한된 수의 성능기반 정책메커니즘이 채택되어 사용되었다. 

2014년 영국은 기존의 비가정용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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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가정용 재생에너지난방 인센티브

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단일한 가정용 건물에서 사용하는 태양열온수기, 바이오

매스 보일러와 스토브, 지열 원 및 공기열원 열펌프에서 발생된 열에 대해 지불

금을 지급한다. 2014년에는 기존의 재생에너지난방 인센티브 제도에서 지불하는 

요금이 증가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재생에너지냉난방 시스템 정책 중에서 가장 널

리 시행되었다. 이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보조금, 소프트론, 혹은 세금인센티브

를 통해 투자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2014년에는 4개국(알제리, 칠레, 루

마니아, 슬로베니아)이 이전에 만료된 인센티브 제도를 재도입했다. 알제리는 시

스템 비용의 35%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태양열온수기를 활성화화고 있다. 

칠레는 가정용 태양열시스템에 대한 세금공제를 재 시행했고, 이를 확장시켜 사

회적 주택개발까지 포함시켰다. 루마니아는 태양열 시스템과 바이오매스 시스템

을 보급하는데 보조금을 제공하는 Casa Verde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다. 슬로

베니아는 태양열시스템과 화목보일러에 지원금과 저금리 대출을 꾸준히 제공하

기 위해 환경공공펀드를 확대했다.

기존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개정하기도 했다. 체코공화국, 인도, 케냐는 인센티브

를 강화했다. 체코공화국은 낮은 수준의 재정지원과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부담

에 대한 민간의 우려 속에 Green Savings 프로그램으로 제2차 금융지원에 들어

갔다. 인도는 태양열시스템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들에 대해 소비세와 수입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태양발전 부품에 대한 관세면제규정(14~21%)을 개정했다. 케냐

는 기존 관세규정을 개정하여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부가세를 없앴다. 반면 남아

프리카공화국과 이탈리아는 기존의 인센티브를 축소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수입한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모든 지원을 없애고, 고압시스템에 대한 환불을 

70%까지 국내 부품으로 제한시켰다. 이탈리아는 Conto Termico 인센티브 제도

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하여, 이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투자비용의 65%로 

제한했다.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가 상업용 태양열온수기 시스템에 제공하는 최대 환불

액을 두 배로 올리고 가정용시스템과 공공 혹은 비영리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를 늘렸다. 또한 미네소타주는 가정용 및 상업용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환불프로

그램(10년간)을 실시했고, 뉴욕주는 2015년에 고효율, 저배출 화목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가정용 및 상업용 소비자에 대한 2,700만달러의 환불기금을 만들었다.

정책입안가들은 또한 재생에너지 열을 에너지허가 및 계획 과정에 더욱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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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키기 시작했다. 가령 스코틀랜드는 2014년에 국내 재생에너지 열 시장의 

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한 몇 가지 규정을 만들었다. 재생에너지 열 기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는 지역난방시스템의 계획과 허가를 관장하는 새로

운 조항들을 만들었고, 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연결 시스템을 알기 쉽게 보여주

는 재생에너지 열 지도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했다.

사이드바 7. 건물과 지역난방네트워크를 위한 통합형 재생에너지 냉난방정책

현대적인 재생에너지로 충족되는 냉난방 부하는 8%밖에 안되지만, 열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약 50%를 차지한다. 에너지안보, 온실가스배출저감,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냉난방이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냉난방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재생

에너지냉난방을 스마트 지역난방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신규 및 기존 건물에 

통합시키는 혁신적이고 통합형 에너지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및 기후와 관련된 더 넓은 목표에 재생에너지냉난방을 맞추기 위해 (인센티

브, 의무규정, 건물 박람회, 계획이니셔티브 등) 몇몇 신규 정책들이 보급되기

도 했다.

신규 및 기존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냉난방

(상오스트리아와 덴마크 같은) 일부 리더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계는 건물

과 관련된 재생에너지냉난방 정책들의 필요를 간과해왔다. 이런 분위기가 변

하기 시작했다. 가령 2012년 영국은 상업용 및 산업용 소비자들을 위해, 난방

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성능기준 인센티브인 재생에너지난방인센티브를 개

시했고, 2014년에 이 인센티브는 가정용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재생에너지난방

인센티브는 생산된 재생에너지 열 단위에 대해 페니/kWh당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 산업용 소비자들에게 정해진 요금을 지급한다.

2008년 독일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냉난방 14% 달성이라는 법적으로 구속

력있는 목표를 설정했다. 독일의 정책입안가들은 모든 신규건물 건축시 태양

열온수기, 바이오매스, 지열원 열펌프, 기타 재생에너지냉난방기술 등 재생에

너지냉난방시설을 넣도록 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이 목표를 한층 더 심화시켜 기존의 가정용 건

물이 중앙난방시스템을 교체할 때 열의 최소 1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

도록 요구했다. 2015년 7월부터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이 규정을 15%로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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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12년 케냐는 하루 1백리터 이상의 온수를 사용하는 모든 기존건물들

이 5년 이내에 태양온수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요의 60%를 충당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률을 공표했는데, 이 규정은 모든 신규건물에도 적용된다.

이런 정책들이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냉난방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장려해왔다

면, 순제로에너지 건물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 역시 재생

에너지냉난방을 지원하고 있다. 냉난방은 건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냉난방기술은 순 제로에너지 건물지위를 달

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 결과 순 제로에너지 목표치와 의무규정 등의 

프로그램들은 재생에너지냉난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로 기능하고 있

다.

가령 유럽연합 건물에너지성능 지시문서(2002/91/EC, EPBD)에서는 유럽연합회

원국들에게 2020년까지 모든 신규건축에 대해 제로에너지에 가까운 지위를 달

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까지는 가정용 건

물, 2030년까지는 상업용 건물의 모든 신규건물을 순 제로에너지 건물로 만들

기 위한 탄탄한 계획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와 뉴욕 등 다른 미국

의 주들은 순 제로에너지개발의 잠재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시범적인 건물 

보조금과 건물간 경쟁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는 모든 신규공공

건물을, 2030년까지는 민간건물들을 순 제로에너지 건물로 만드는 목표를 세

우고 있다. 모든 경우에 정책입안가들과 건물소유주, 개발자와 설계자는 재생

에너지냉난방 기술의 역할을 건물에너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난방과 스마트지역에너지네트워크

역사적으로 기존 지역난방네트워크는 열을 일방적으로 최종사용자에게 분배하

는 소수의 중앙집중식 대형 생산자들로 구성되었다. 반면 스마트난방네트워크

는 많은 분산형 생산자들이 에너지를 공급망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게 한다. 

이는 열 네트워크에 더 큰 유연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준다. 또한 지역난방네트

워크에서 재생에너지냉난방과 에너지효율성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스마트지역 난방네트워크의 폭넓은 보급은 무수한 기술적 난

관과 시장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고, 정책입안가들과 공급망 운영자들(특히 

유럽에서)은 이제 막 이런 장벽과 난관들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기존의 지역난방네트워크는 (고압시스템으로) 고온이나 중간온도 열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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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비자들에게 열을 공급해왔다. 이런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 

열병합, 화석연료 보일러로 가동되기 때문에, 태양온수나 고급형 열펌프 같은 

저온 재생에너지냉난방기술의 폭넓은 통합을 저해해왔다.

이런 기술적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난방공급자들과 에너지계획가들은 

저온지역 난방공급망 시범적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캐나다와 덴마크 같은 경

우는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동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네트

워크는 효율이 훨씬 높고 최종사용자들이 남는 저온의 열을 건물에서 다시 열

공급망으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다. 저온네트워크는 재생에너지냉난방과 에너

지효율성기술을 건물에 통합시킬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유연성을 증대하여 

“스마트시티 중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의 장벽을 걷어내고 분산형 생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열을 스마

트난방 공급망에 보내도록 하려면 새로운 상호접속, 전송, 요금 정책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건물박람회에서는 새로운 규제정책을 

적용한 빌헬름스부르크지역 실증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규제정책은 중앙화된 

열생산, 분산형 재생에너지냉난방 생산, 열 저장을 통합하는 스마트난방 공급

망의 운영을 가능케했다.

빌헬름스부르크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지역조직은 재생에너지 FIT 원칙을 난방

에 적용시켰다. 2012년 이 규정들은 분산형 열 수출업자들에게 공급망의 연간 

열 요구량을 10%까지 우선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 공급망 운영자는 분산

형 생산자들에게 이들이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열 kWh에 대해 고정된 요금을 

지불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한선을 높이면 분산형 난방생산자들이 빌헬

름스부르크 중앙의 공급망을 위해 필요한 열의 25%까지 공급할 것이라는 기

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냉방을 위한 계획과 기술적 지원

일부정부들은 당국의 권위를 이용하여 지역냉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규제하며, 재정을 조달하거나 이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령 두바이

시(아랍에미리트)는 2030년까지 지역냉방을 통해 자체 냉방용량의 40%를 충당

하는 목표를 세웠다. 두바이의 경우 가장 큰 동인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에어컨 부하를 줄여야 하는 필요였다. 두바이는 앵커부하

(anchor load)를 제공하여 부하위험을 낮추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시의 자

산과 규제권한을 이용하여 지역냉방설비를 지원해왔다. 특히 모든 공공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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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재생에너지수송연료의 활성화는 규제 조치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섞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를 통한 전기차 활성화는 제한적이지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그랬듯, 수송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바이오연료와 도로수송 부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RFS(Renewable fuel standard) 규정은 이제 33개국에서 시행중인데, 이중 31개는 

국가의 의무규정이고 26개는 주/지방에서도 의무규정이다. 이런 정책구조 내에

서 44개국이 바이오에탄올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27개국은 RFS 규정을 두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두 연료 모두에 대해 의무규정을 시행하고 있었다.

2014년에 일부국가들은 기존 의무규정을 강화했다. 아르헨티나는 2014년 12월에 

기존의 에탄올혼합의무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과거 7%(E7)규정을 10%에탄올 의무

화(E10)로 올리고 별도의 10% 바이오디젤(B10) 의무규정을 도입했다. 브라질은 

RFS 의무규정을 7월 1일부터는 5%에서 6%로, 그리고 다시 11월 1일부터 7%로 

두 번 상향조정했다. 또한 최대 에탄올 혼합 비중을 25%에서 27.5%로 상향조정

했다. 말레이시아는 기존 바이오디젤 5% 의무규정을 10%로 상향조정했다. 파나

마의 에탄올혼합규정은 2014년 2%에서 5%로 올라갔고, 다시 2015년 초에 7%로 

올라갔다. 베트남은 7개시에게 5% 에탄올혼합의 시행을 요구하는 국가적인 의무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주가 10%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한 최

초의 주가 되었다.

건물과 새로운 개발지들은 이 지역냉방시스템을 연결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Renewable Smart Cooling Urban Europe 프

로젝트에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 지원을 통해 

지역 정책입안가들이 저탄소지역냉방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과 관련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너지계획가들과 기술직들을 위한 지원패키지는  

프로젝트 개념화와 실행가능성에서부터 이행에 이르는 개발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많은 도시들이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유럽연합 Covenant of 

Mayors'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s에 대응하여 탄소를 저감하는 수단으

로 지역냉방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실행가능성 연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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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재생에너지수송의무규정을 갖춘 국가의 수, 유형별, 2011년~2015년 초

재생에너지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늘어나면서, 이런 의무규정을 충족시

키기 위해 사용되는 제1세대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많은 나

라에서 계속되었다. 2014년 유럽연합 에너지부장관들은 곡물이나 기타 녹말성분

이 많은 작물, 설탕, 기름용작물로 생산되는 바이오연료와 바이오액체가 유럽전

역의 재생에너지수송연료 목표치(총 수송연료의 10%)에 기여하는 비중을 최고 

7%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2013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권고치는 최고 5%였다. 

2015년에 7% 상한선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는 

고급 바이오연료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규정(2018년까지 고급바이오연료의 0.6%)

을 마련한 유럽연합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스페인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바이오연료의무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재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각국은 재생에너지연료를 활성화하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바이오연료 개발과 생

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가령 브라질은 2014년 에탄올 수출에 대

한 세금감면을 승인했고, 인도는 바이오디젤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

자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인도의 국유철도회

사인 India Railways는 기관차연료에 바이오디젤을 5%까지 혼합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원을 삭감한 나라들도 있다. 가령 호주의 2014

년 예산에는 Ethanol Production Grant 프로그램을 2015년 중반에 종료하기 위한 

대비 비용이 포함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대안적인 수송연료에 국가소비세를 징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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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바이오연료 국제무역이 꾸준히 정책입안가들의 관심을 받았다. 남아

프리카공화국은 유럽연합과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

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럽연합에 면세에탄올을 8만톤까지 수출할 수 있

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바이오연료 부문의 개발을 둘러싼 불평을 제

기했다.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이 바이오디젤 수출물량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대한 공식적인 불평을 세계무역기금에 제출했다. 아르헨티나 역시 자국의 바이

오연료 산업을 위해 유럽연합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반발을 하고 있다.

전기차는 세계자동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낮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세계는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존재하지만, 

동력원이 무엇이든 간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과 전기차 연계에 집중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는 각각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개

발할 때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크다. 나아가 전기차에 에너지저장용량을 제공

함으로써 전력망 네트워크에 균형을 유지하는 잠재력도 있다. 중국은 2014년부

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구입하는 차량의 최소 30%를 전기차로 충당하도록 하

는 규정을 만들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가 주차장에 전기차량충전용 태양광발전

기 설치를 지원하는 2백만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 도시와 지방정부

시와 지자체들은 재생에너지를 전력인프라, 건물, 수송시스템에 통합시키는데 앞

장서고 있다. 수천개 도시와 마을들은 고유의 구매 및 규제권한을 이용하여 재

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목표치를 이행해왔다. 지방정부들은 

더 넓은 차원의 생태발전이나 기후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메커니즘과 간

접적인 지원을 혼합하여 사용해왔다.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목표치와 정책 수준이 혁신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 (독일

에서 지방차원에서 수행하는 FIT, 스페인의 태양발전관련 의무규정 같은) 지방수

준의 정책들은 주와 국가 정책의 청사진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지방관료들은 민

간부문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재생에너지기술의 규모를 키우는 데 선도적인 역

할을 해왔고, 전력부문 재생에너지기술 보급지원은 도시 수준의 정책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지원은 전력부문 이상으로 확장해왔다. 국가수준에서 재생에너지난방 정책

의 채택이 더뎠던 것과는 반대로, 여러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 열 기술의 활용

을 증대하기 위해 자체적인 계획 및 규제권한을 사용해왔다. 가령 유럽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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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카에서는 재생에너지 열 부문이 시에서 보유한 독자적인 규제권한의 혜택을 

받아왔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통합한 지역냉난방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태양

열온수기를 폭넓게 보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시 역시 바이오연료와 전기차

를 공공수송시스템에 통합하고 전기차 충전소 같은 지원인프라를 개발하는 등 

재생에너지수송 대안들을 활성화시켜왔다. 이 절에서는 지자체 정책실천들의 목

록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기보다는 도시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개괄적으로 보

여주고자 한다. 

세계의 많은 대도시를 비롯해 전세계 여러 지자체들이 지방차원의 재생에너지보

급 관련 목표치를 설정해왔다. 이런 도시들 대부분이 선진국에 속해있긴 하지만, 

목표치를 설정하는 개도국 도시의 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목표치는 크기도 범

위도 천차만별이며 국가 목표치보다 더 높게 설정한 경우도 종종 있다. 주목할 

만한 도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은 2025년까지 시의 유틸

리티가 재생에너지비중 65%에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미국) 뉴

욕시는 10년간 신규태양광발전 350MW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일본) 

도쿄는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20%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재

생에너지 열 부문에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2025년까지 열수요의 절반을 태

양열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지자체들이 전력부문 혹은 경제전반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려는 움직임

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만 100% 재생에너지 혹은 전력 목표를 약속한 지자

체가 140개에 이른다. 2014년에 새로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한 곳은 일본 

후쿠시마지역(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과, 하와이 마우이카운티섬(재생

에너지로 전체 전력 100% 달성)이 있다. 독일의 74개 도시 및 지자체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도시와 지자체들이 이미 100% 재생에너지 목표에 도달했는데, 대

부분의 경우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달성하는데 주력한다. 2014년 미국 버몬트

주의 벌링턴시는 재생에너지 전력 100% 목표를 달성했다. 유럽의 100% RES 

Communities and RES Champions League, Global 100% RE 이니셔티브 같은 공

동의 노력들은 지자체 수준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추가

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다.

재생에너지활성화 수단으로 의무규정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규정은 종

종 건물 건축과 리노베이션에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건물 규

정을 통해 이행된다. 의무규정들은 재생에너지난방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도시 의무규정의 대다수는 태양열온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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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파울루 등 브라질의 주요도시들은 재생에너지 열 

기술을 활성화하는 건물규정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도

시들 역시 이런 조항들을 이용하여 태양열온수기 사용을 촉진하는데 특히 적극

적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산동지역의 10개 도시가 가정용 건물에서 태양열온

수기 사용과 관련된 의무규정을 채택했다. 재생에너지발전 기술을 촉진하기 위

한 의무규정 역시 사용되고 있다. 2014년에는 태양광발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도

시 대열에 두바이(아랍에미리트)와 구라곤(인도)이 포함됐다.

지방정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규제수단들도 이행해왔다. 

국가나 주/지방정부에 정책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방의 정책입안가

들은 넷미터링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2014년에 인도의 델리와 방갈로

르시는 신규 넷미터링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리고 두바이는 중동최초로 태양

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잉여전력을 전력망에 주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을 채택했다.

지방 수준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정책(feed-in policy)이 사용되거나(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처럼 국가 혹은 주/지방 정책들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

원하기도 한다) 국가 혹은 주/지방의 FIT제도보다 먼저 도입되었다(많은 독일의 

도시들처럼).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정책들은 도시수준에서 그렇게 널리 채택되지

는 못했고, 지역수준의 정책이 채택된 곳에서도 국가수준의 정책들과 유사한 도

전에 직면하기도 한다. 2014년에 도시수준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여러 개정작업

을 거쳤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밴프가 FIT를 시행하는 최초의 지자체가 되었

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팔로알토는 발전차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용량상한선

을 상향조정했으며, (미국에서 지방수준의 FIT를 선구적으로 도입했던) 플로리다

주의 게인즈빌은 과잉용량을 제한하고 전력요금을 관리하기 위해 FIT를 유예했

다.

공적자금 지원정책은 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과 태양열기술, 대안적인 수송을 지

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태양열온수

기 설치 등 옥상 리노베이션을 활성화하는 1,37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 제도를 

승인했다. (호주) 멜버른은 태양광발전시스템(기업대상)의 구입과 설비를 위한 세

금을 환불해준다. 도시들은 민간의 전기차 구매를 진작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

메커니즘을 시행해왔다. (중국) 선전시(市)가 전기차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택시

운전사에게 계약금이 없이도 전기차를 장기임대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시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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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생에너지 자원은 풍부하지만 예산이 한정된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관파트너십을 활용한다. 중국에서는 (바오딩시의 관

할인) 슝 현이 지열원을 이용하는 파트너십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현재 지열원

으로 현의 지역난방지역에서 열수요의 90%를 충당하고 있다. 멜버른시는 도시 

전역의 대규모 에너지이용자들이 에너지수요를 결집시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혜

택을 볼 수 있는 집단구매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지자체 건물이나 공공인프라 개선을 위해 재생에너지시

스템을 구매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시들은 전기차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기술을 공공구매에 통합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을 만들어왔다. 국

가수준의 전기차 정책과 유사하게 정책입안가들은 전기차 활성화를 재생에너지

에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메커니즘을 채택하는데 아직도 소극적이다. 샌프란시스

코 공공버스를 모두 바이오연료와 전기차로 전환한 정책 덕분에 2014년 샌프란

시스코 시정부 기관들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구매했다. 공공차량 중에

서 전기차 비중과 사용을 늘리는 것은 수송부문에서 화석연료소비를 줄이기 위

한 시 차원의 핵심적인 노력 중 하나이다. (프랑스) 파리는 시범적으로 

1,200~4,900만달러 규모의 전기버스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가 지역 유틸리티의 통제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수준에서 재

생에너지 전력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럽에서는 커뮤니티 발전시스템

의 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파워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다. 미국에서는 

2015년 초를 기준으로 2천여 개의 지역공동체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커뮤니

티 발전시스템을 만들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경우 Austin Energy가 시의 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8백여 개의 

추가적인 전기협동조합이 소비자소유형 발전시스템의 혜택을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왔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또 다른 수단은 지역냉난방시스템이다. 도시 수

준에서 지역에너지네트워크는 계획과 규제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를 통해 촉진되

었다.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시스템 중에서 주목할 만한 도시 사례로는 두바이

와 파리가 있다. 두바이는 2030년까지 시의 냉각수요 40%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

냉각 기술을 이용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최대의 지역냉방네트워크를 발전

시켰다. 또한 파리는 센강에서 냉각의 동력을 끌어와 유럽최초의 지역냉방네트

워크를 만들었다. 그 외 (덴마크) 코펜하겐, (핀란드) 헬싱키, (리투아니아) 빌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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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같은 도시들은 지역에너지네트워크에서 냉난방 수요를 거의 다 충당한다. 유

럽 전역(특히 북유럽)에서는 지역에너지네트워크에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

열난방발전소들이 개발되었다. 총 누적설비는 덴마크가 가장 앞서 있지만, 오스

트리아, 독일, 스웨덴의 도시와 마을들 역시 대규모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도적

인 역할을 해왔다.

많은 도시의 정책입안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행정적인 장애물들을 

완화하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주력해왔다. 상하이 등 몇몇 중국도시들도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시가 

태양광발전 온라인허가절차를 도입하여 신규시스템을 설치하는 주택소유주에게 

비용을 줄여주고 있고, 미국연방의 SunShot 이니셔티브는 태양에너지 시스템의 

총 설비비용을 2020년까지 0.06달러/kWh로 낮추기 위해 여러 지역공동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도시들은 더욱 실효성 있게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한정된 자

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많은 협력을 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유엔기후정상

회의에서는 시장협약을 실시하였다. 시장협약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기술 

보급 등 도시 수준의 기후행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2천여 개 도시의 협

력을 추구한다. 유럽 중심의 이니셔티브인 시장서약은 행정당국이 지자체나 해

당지역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말 이 시장서약에 서명한 행정당국은 6,149개로 확대되었고, 2015년 초에는 작은 

지자체 71개 집단이 각자의 자원을 집결시켜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시장서약의 하에 공동지속가능에너지실천계획을 채택했다. 2014년에는 중국, 일

본, 한국, 몽골의 도시들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에너지안전도시 동아시아프로그램을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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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재 생
에 너
지 목
표치

규제정책 재정적 인센티브와 공공대출

FIT/프
리 미
엄 지
급

전기유
틸리티
할당의
무/RPS

넷 미
터링

바 이
오 연
료 의
무 규
정

열 의
무 규
정

거 래
가 능
한 
REC

입찰

자본금 
보 조 
나 환
불

투 자
나 생
산 세
공제

판 매 세 , 
에너지세, 
탄 소 세 , 
부 가 세 
등 세금
감면

에 너
지 생
산 지
불금

공공투
자, 대
출, 보
조금

고소득국가
안도라 ○ ○

호주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바레인 ○ ○

바베이도스 ○ ○ ○ ○

벨기에 ○ ● ● ○ ○ ○ ● ○ ○

캐나다 ● R* ● ● ○ ○ ○ ○ ○ ○

칠레 ○ ○ ○ ★ ○ ★ ○ ○

크로아티아 ○ ○ ○

키프로스 ○ ○ ○ ○ ○ ○

체코공화국 ○ ○ ○ ○ ○ ○ R

덴마크 ○ R R ○ ○ ○ ○ ○ ○ ○

에스토니아 ○ ○ ○ ○ ○

핀란드 ○ ○ ○ ○ ○ ○ ○

프랑스 R R ○ ○ ○ ○ ○ ○ ○ ○

독일 ○ R ○ ○ ○ ○ ○ ○

그리스 ○ R ○ ○ ○ ○ ○ ○ ○

아일랜드 ○ ○ ○ ● ○ ○

이스라엘 ○ ○ ○ ○ ○ ○ ○ ○

이탈리아 ○ R ○ ★ ○ ○ ○ ○ R ○ ○

일본 R R ○ ○ ○ ○ ○ ○

쿠웨이트 ○ ○

라트비아 ○ ○ ○ ○ ○ ○

리히텐슈타
인 ○

리투아니아 ○ ○ ○ ○ ○

룩셈부르크 ○ ○ ○ ○

몰타 ○ R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 ○ ○ ○ ○ ○ ○

폴란드 ○ R ○ ○ ○ R ○ ○

포르투갈 ○ ○ ○ ○ ○ ○ ○ ○ ○ ○ ○

러시아 ○ R ★ ○

산마리노 ○

싱가포르 ★ ○ ○ ○

슬로바키아 ○ ○ ○ ○ ○

슬로베니아 ○ ○ ○ ○ ○ ○ ○ R

한국 ○ ○ ○ ○ ○ ○ ○ ○ ○ ○

스페인 ○ ○ R ○ ○ ○ ○ ○

스웨덴 ○ ○ ○ ○ ○ ○ ○ ○ ○

스위스 ○ R ○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

아랍에미리
트 R* ● ● ● ● ●

영국 ○ ○ ○ ○ ○ ○ ○ ○ ○

미국 R* R* R* R* ○ ● ● ○ R ○ ○

우루과이 ○ ○ ○ ○ ○ ○ ○ ○ ○ ○

○기존 국가수준의 정책, ● 기존 국가하위수준의 정책, ★ 신규, R 개정, × 폐지/만료, * 국가하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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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어서)

재 생
에 너
지 목
표치

규제정책 재정적 인센티브와 공공대출

FIT/프
리 미
엄 지
급

전기유
틸리티
할당의
무/RPS

넷 미
터링

바 이
오 연
료 의
무 규
정

열 의
무 규
정

거 래
가 능
한 
REC

입찰

자 본
금 보
조 나 
환불

투 자
나 생
산 세
공제

판매세, 에
너지세, 탄
소세, 부가
세등 세금감
면

에 너
지 생
산 지
불금

공공투
자, 대
출, 보
조금

중고소득국
알바니아 ○ ○ ○ ○ ○ ○ ○ ○ ○ ○

알제리 R R ○ ○ ★
앙골라 ○ ○

아르헨티나 ○ ○ ○ R ★ ○ ○ ○ ○ ○
아제르바이
잔 ○ ○

벨로루스 ○ ○ ○ ○ ○
벨리즈 ○ ○

보스니아헤
르체고비나 ○ ○ ○ ○

보츠와나 ○ ○ ○

브라질 ○ ○ R ● ★ ○ ○ ○
불가리아 ○ R ○ ○

중국 R R ○ ○ ○ ○ ○ ○ ○ ○ ○
콜롬비아 ○ ★ ○ ★ R ★

코스타리카 ○ R ★ ○ ○ ○
도미니카공
화국 ○ ○ ○ ○ ○ ○ ○ ○

에콰도르 ○ ○ ○ ○ ○ ○
피지 ○ ○ ○

그레나다 ○ ○ ○
헝가리 ○ ○ ○ ○ ○ ○

이란 ○ ○ ○ ○ ○
자메이카 ○ ○ ○ ○ ○ ○

요르단 ○ ○ ○ ○ ○ ★ ○ ○
카자흐스탄 ○ ★ ○ ○

레바논 ○ ○ ○ ○
리비아 ○ ○

마케도니아 ○ ○
말레이시아 ○ ○ ○ ○ ○ ○

몰디브 ○ ○ ○
마샬군도 ○ ○

모리셔스 ○ ○ ○ ○ ○
멕시코 ○ ○ ○ ○ ○

몬테네그로 ○ ○
나미비아 ○ ○

팔라우 ○ ○
파나마 ○ ○ ○ ○ ○ ○ ○ ○

페루 ○ ○ ○ ○ ○ ○ ○
루마니아 ○ ○ ○ ○ R

세르비아 ○ ○ ○
세이셀공화국 ○ ★ ○ ○

남아공 R ○ ○ ○ ★ R R ○
세인트루시아 R ○ ○

세인트빈센
트그레나딘 ○ ○

태국 ○ R ○ ○ ○ ○

튀니지 ○ ○ ○ ○ R
터키 R ○ ○ ○ ○



- 163 -

표 3.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어서)

재 생
에 너
지 목
표치

규제정책 재정적 인센티브와 공공대출

FIT/프
리 미
엄 지
급

전기유
틸리티
할당의
무/RPS

넷 미
터링

바 이
오 연
료 의
무 규
정

열 의
무 규
정

거 래
가 능
한 
REC

입찰

자 본
금 보
조 나 
환불

투 자
나 생
산 세
공제

판 매 세 , 
에너지세, 
탄 소 세 , 
부 가 세 
등 세금
감면

에 너
지 생
산 지
불금

공공투
자, 대
출, 보
조금

중저소득국가
아르메니아 ○ ○

카보베르데 ○ ○ ○ ○ ○
카메룬 ○

코트디부아
르 ○ ○ ○

이집트 ○ ★ ○ ○ ○ ○

엘살바도르 ○ ○ ○ ○ ○
가나 ○ ○ ○ ○ ○ ○ ○ ○

과테말라 ○ ○ ○ ○ ○ ○
가이아나 ○ ○

온두라스 ○ ○ ★ ○ ○ ○
인도 R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키르키스스
탄 ○ ○ ○

레소토 ○ ○ ○ ○ ○ ○ ○
미크로네시
아 ○ ●

몰도바 ○ ○ ○
몽골 ○ ○ ○

모로코 ○ ○ ○ ○
니카라과 ○ ○ ○

나이지리아 ○ ○ ○ ○ ○ ○
파키스탄 ○ ○ ○ ○ ○ ● ★ ○

팔레스타인 ○ ○ ○ ○
파라과이 ○ ○

필리핀 ○ ○ ○ ○ ○ ○ ○ ○ ○ ○ ○
세네갈 ○ ○ ○ ○ ○ ○

스리랑카 ○ ○ ○ ○ ○ ○ ○ ○ ○
수단 ○

시리아 ○ ○ ○ ○ ○
우크라이나 ○ ○ ○ ○ ○ X ○

우즈베키스
탄 ○

바누아투 ○ ○

베트남 ○ ○ ○ ○ ○ ○ ○
잠비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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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어서)

재 생
에 너
지 목
표치

규제정책 재정적 인센티브와 공공대출

FIT/프
리 미
엄 지
급

전기사
업 할당
의 무
/RPS

넷 미
터링

바 이
오 연
료 의
무 규
정

난 방
의 무
규정

거 래
가 능
한 
REC

입찰

자 본
금 보
조 나 
환불

투 자
나 생
산 세
공제

판 매 세 , 
에너지세, 
탄 소 세 , 
부 가 세 
등 세금
감면

에 너
지 생
산 지
불금

공공투
자, 대
출, 보
조금

저소득국가
방글라데시 ○ ○ ○ ○ ○

부르키나파
소 ○ ○ ○ ○

에티오피아 ○ ○ ○ ○

감비아 ★ ○
기니 ○ ○

아이티 ○ ○
케냐 ○ ○ ○ ○ R ○ ○

라이베리아 ○ ○
마다가스카
르 ○ ○

말라위 ○ ○ ○
말리 ○ ○ ○ ○

모잠비크 ○ ○ ○ ○
미얀마 ○ ○

네팔 ○ ○ ○ ○ ○ ○ ○ ○
니제르 ○ ○

르완다 ○ ○ ★ ○ ○ ○
타지키스탄 ○ ○ ○ ○

탄자니아 ○ R ○ ○ ○ ○
토고 ○ ○

우간다 ○ ○ ★ ○ ○ ○
짐바브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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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에서 여자아이들은 말라리아나 영양실조보다 실내취사

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연기를 들이마셔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남아시아에

서 농촌여성들은 취사용 연료를 모으는데 한 달에 보통 40시간 정도를 소비한

다. 북아시아 일부지역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겨울철에는 취사용 목탄을 구입하

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전기와 현대적인 에너지서비스

가 부족해서 의료와 교육서비스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은 7명당 1명꼴이고, 5명중 2명 이상이 가정

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재래식 바이오매스에 의존한다. 많은 사람

들에게는 아직도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전투와 같다. 개도국의 많은 

농촌지역에서 중앙전력망에 접근하는 일은 높은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며, 가능하더라도 수십 년이 걸린다. 게다가 전력망에 연결된다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난방과 취사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취사와 난방도구; 저렴한 조명, 통신, 

냉장; 교육; 향상된 의료서비스; 가공 및 기타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에너지접근

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외딴 농촌지역에서 현대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이런 목표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법적, 규

제적 지원메커니즘을 만들고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메커니즘은 기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공급망 인프라를 개발하며, 지속가능에너지원

에 대한 접근 부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에 대한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실행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기술 활용을 통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한 기술 중에는 독립형 소규모 전력발전시

스템, 조명, 배터리충전, 통신, 양수 등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전력망이 있다. 또한 공간난방과 온수, 냉방, 청정한 취사를 위한 재생가능한 에

너지시스템도 여기에 해당된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지역과 관계를 맺는 

모듈식의 분산형 재생에너지 해법들은 에너지안정성을 높이고, (화석연료보조금 

등) 연료비용을 낮추며, 노동력과 교육기회를 증진하고, 땔감을 수집하는 부담을 

덜어주며, 등유램프와 비효율적인 화덕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배출물질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의 에너지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개도국 분산형 재생에너지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2014년에 가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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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네트워크와 프로그램들을 개괄할 것이다.

□ 농촌지역의 에너지접근성 현황

(2015년 초 기준)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 15%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전력망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청정한 취사를 할 수 없

는 사람들도 약 29억 명에 달한다. 전기와 청정한 취사를 누릴 수 없는 조건에

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있다. 하지만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

의 절반 이상은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살고 있고, 청정한 취사를 하

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남아메리카다.

전기와 청정한 취사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는 아직도 주로 농촌의 문제다. 도시

에서 전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1.39억명인 반면에 농촌에서 전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9.41억명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청정한 취사를 하지 못하는 

도시민은 약 4억명이지만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민은 24억명에 달한다. 하

지만 이것만으로 새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수치들이 암

담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력공급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전세계 전력공급율은 

1990년 75%에서 2012년 85%로 향상되었음).

물론 수치와 경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인

구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6.2억명 이상이 전기없이 살고 있고, 7.3억명이 오염

을 유발하는 취사형태에 의존한다. 아프리카대륙에는 약 10억명이 살고 있지만, 

전세계 전기 중 겨우 4%만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총 설비용량이 약 147GW인 

아프리카는 발전용량이 독일보다도 적다. 사하라사막 이남에 있는 모든 나라 47

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제외)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다 합쳐도 23GW밖에 안

되는데, 이는 인도의 재생에너지 전력 총 설비용량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

다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당 GDP는 늘었지만 청정한 취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인구 역시 증가했다(199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간 

약 2.7%씩 증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은 전력보급과 현대적인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상당

한 진전을 이루었다. (인구의 40%가 전기와 현대적인 에너지서비스를 누리지 못

하고 살아가는) 예멘을 제외하면, 이 지역 국가들은 거의 완전한 전력보급을 달

성했다. 하지만 특히 북아프리카와 레반트[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등 동부지중

해지역을 말함]의 산악지역과 농촌지역에서는 전기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아직

도 남아있고, 농촌의 많은 사람이 재래식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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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세계의 전기보급률과 지역별 미보급지역, 2012년

그림 36. 세계의 청정취사보급률과 지역별 미보급지역, 2012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에 밀집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살고 있는 평균적인 사람들보

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더 적다. 인도는 고형연료로 취사를 하고(7.78억명) 전

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2.63억명). 중국의 전기보급률은 100%에 

가깝지만, 약 6.7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취사 시 고형 연료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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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나 바누아투 같은 오세아니아의 군소도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대적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은 어렵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아직도 수입

산 디젤에 많이 의존하고 전력망이 작으며 전기요금이 비싸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우, 서반구에서 최악인 나라(아이티는 30% 

미만이다)부터 거의 100%인 나라까지(브라질은 99% 이상을 달성했다) 다양하지

만, 전반적인 전기보급률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청정취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

다.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취사를 위해 화목을 이용하는 사람이 50% 이상인 것으

로 추정되지만, 개량형 스토브를 보유한 사람은 겨우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 아마존분지(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농촌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취사와 난방을 위해 화목연료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 분산형 재생에너지기술

농촌과 오지 사람들은 다음 3가지 방식으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

다. 1) 가구 수준의 전력공급과 난방 및 취사를 위해 독립형 기기 및 시스템 사

용 2) 공동체 수준에서 초소형 전력망 시스템 이용 3) 전력망을 도시 및 준도시

지역 너머 연장. 이 절에서는 에너지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앞의 두 가지 (분산형) 

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장과 설비용량 관련된 신뢰할만한 정량적인 자료는 상대적

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가정과 비가정용의 (소규모 태양광발전과 독립형 조명

시스템, 풍력, 바이오디젤, 전기와 냉난방기기를 위한 초소형/극소형수력발전소, 

취사도구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술들은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이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LED 조명과 새로운 리튬기반 배터리 같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기들이 이용가

능해지고 동시에 태양광 전지비용이 하락하면서 태양광시스템의 규모가 크지 않

은 경우에도 비용이 저렴해졌다(시장에 따라 가격은 다르다). 2014년에는 태양광

랜턴과 극소형태양광발전시스템(1-10W 용량), 그보다 약간 더 큰 가정용 태양시

스템(10-200W)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정

용 태양시스템은 2014년 5월 말을 기준으로 2백만개 이상의 시스템이 가동중이

며(매달 6만5천개의 유닛이 팔렸다), 이를 통해 총 인구의 9%에 달하는 1,300만

명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태양광랜턴, 손전등, 배터리식 LED 기기 등) 독립형 조명시스템은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2014년에는 소규모 풍력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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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배터리충전, 원거리통신, 관개, 양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1kW 크기의 초소형/극소형 수력발전소들이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지역공동체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수력시스템은 최소 20년간 문

제없이 가동하고 (취수구 거름망에 부스러기가 쌓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외에

는) 관리에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팔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설치된 

초소형/극소형 수력 시스템은 2,600개가 넘고, 총 용량은 45MW가 넘는다.

갈수록 많은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 시스템들이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발전기의 연료로 디젤 대신 팜, 코코넛, 자트로파 등

의 야채유를 이용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폐식용유를 가지고 발전용 바이오디젤

을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인도, 베트남 등지에서는 마른 나무, 잡

초, 볏짚을 가지고 만든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삼아 발전기를 돌려 초소형 전력

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벌목을 통한 산림훼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관련기술이 발전하면서 농

촌 취사와 난방부문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교육프로그램은 농촌에서 현대적인 

바이오매스와 태양열시스템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상당수의 가구들이 현

대적인 바이오매스 화덕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수용했는데, 이는 대체로 

중국 정부와 청정한 취사용 스토브를 위한 세계동맹의 국제적인 노력 덕분이다.

그 외 가정용 취사를 위해 사용되는 연료로는 훨씬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탄,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같은 비재생연료 뿐만 아니라 에탄올, 바이오가스, 목

재펠릿, 태양에너지 등이 있다. 에티오피아는 액체바이오연료를 이용하는 취사용 

스토브 프로그램의 중심지이고, 나이지리아에서는 SMEFunds가 에탄올 젤을 연

료로 사용하는 약 20만대의 청정연소 스토브를 보급했다. 간단한 혐기성 소화장

치 기술은 동물의 분뇨, 작물부산물, 기타 유기폐기물 원료를 가지고 청정한 취

사용 바이오가스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이오가스는 매일 충분한 동물분뇨

(와 인간의 부산물)를 모을 수 있는 (약 1억5천5백만개의) 가정과 상업적인 농장

에 가장 적합하다. 네팔에는 바이오가스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3만여대의 발전장

치를 설치했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바이오가스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가로등 조명과 생산적인 용도의 에너지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기타 

기기들이 꾸준히 나타났다. 몇몇 국가에서 확산된 태양발전 공공조명이 농촌전

기 보급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자리잡았다. 아이티에서는 2014년에 정부가 14,000

대의 태양광가로등 설치를 지원했고, 민간단체들도 무수한 태양광가로등을 세웠

다.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에도 태양광가로등이 설치된 도로가 100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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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여러 분산형 재생에너지시스템들은 생산용 에너지 혹은 기계작동에 필요

한 에너지에 연결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분산형 재생에

너지는 디젤발전기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학교, 보건소, 일

부도시 주거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 외에도 분산형 재생에너지는 오지의 원격 통신탑에 동력을 

제공하거나, 남는 에너지를 공동체의 초소형전력망으로 되돌려 보내는 등의 방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분산형 재생에너지시스템은 초소형/소형 전력망을 통해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도 있다. 적절하게 배치하면 중앙집중식 전력공급망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작

동할 수 있다. SunEdison은 인도의 5천개 마을에 태양발전 초소형전력망을 세우

는데 합의했다(누적용량 250MW). 가봉의 Meagle Sun은 배터리가 장착된 100개

의 공동체 가정용태양시스템을 단일한 하나의 초소형 전력망 형태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설치했다. 인도정부도 2014년 40GW의 지붕형 태양광발전소

를 설치하는 원대한 목표를 발표했다. 이 발전소들은 1kW부터 500kW 용량에 

이르는 공동체의 초소형전력망으로 5년 뒤 완공될 예정이다.

농촌지역에서도 초소형 전력망이 설치되었다. 네팔의 Gham Power는 공공전력망

의 불안정한 전력공급에 대한 해법으로, 도시의 디젤-태양 초소형전력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 Gham Power는 병원, 은행, 호텔, 공장 등 30여개 조

직을 위해 약 4MW의 태양광발전-디젤 혼합 발전기를 건설하고 있다.

기존 기술들 외에도 2014년에는 새로운 분산형 재생에너지 장비, 배치, 응용기기

들이 다양하게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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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산적인 에너지서비스와 경제발전을 위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에너지서비스 기술 새로운 소득기회 기존활동의개선 추가적인 혜택

조명

소규모태양광발전, 독립형
조명시스템; 극소형풍력, 
바이오디젤, 극소형/초소
형수력발전소; 바이오디젤
엔진

가로등조명은 야간좌판
과 오락시설을 가능케 
한다.

음식점, 카페, 가게를 더 
늦게 폐점함; 교육과 독
서; 야간 제조업

야간활동의 기회창출, 안
전성 증대, 사회적인 교
류 강화

취사
청정한 바이오매스 취사
용스토브, 바이오가스, 태
양열조리기

상업적인 현대적 연료와 
스토브의 판매와 유통

더 청정하고 더 비용효
과적인 취사

땔감수집, 취사, 조리도
구 청소에 들어가던 시
간 절약; 건강개선

취사/냉장

대규모태양광발전과 풍력, 
바이오디젤, 초소형/극소
형수력발전소; 바이오디젤 
엔진

우유, 치즈, 요거트, 커
드 등 냉장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 말린 생선 
대신 신선한 생선

농수산 폐기물이 줄어듬, 
더 많은 소득창출, 의약
품의 안전한 저장

상품을 신선하게 유지하
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 절약; 의약품으로 
목숨을 구함

난방 태양열온수기, 바이오가
스, 바이오매스

새로운 산업공정들과 농
업가공 같은 기타 활동
을 위한 가공열

가정과 상업용 건물의 
안락함 증대

난방용 땔감을 수집하는 
시간 절약

정보통신기술
(핸드폰, 라디오) 태양광발전, 극소형풍력 인터넷카페, 핸드폰충전, 

라디오방송국
실시간 시장가격을 확인
할 수 있음

통신, 은행업무, 요금납
부에 관련된 이동시간과 
비용 감소

관개

바이오연료를 연료로 사
용하는 디젤양수시스템, 
초소형수력, 태양광발전, 
풍력

더 많은/새로운 종류의 
작물을 재배

천수답방식의 농업과 비
교했을 때 기존의 땅에
서 더 나은 수확을 얻음

작물에 물을 주는데 들
어가던 시간 절약

농업가공
바이오디젤펌프, 초소형수
력, 초소형전력망, 태양건
조기

농업작물을 손질하여 가
치를 부가함 처리량증가와 비용감소

손으로 제분하고 빻고 
건조하는데 들어가던 시
간 절약

기계에너지 바이오디젤펌프, 초소형수
력

용접과 금속가공을 가능
케함

목공작업의 질과 속도 
개선

반복적으로 설계된 기계
화를 통해 시간절약

□ 정책개발

에너지접근성 확대는 전력망의 확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입안자

들은 다양한 정책과 규정, 목표치를 가지고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대부분의 시스템은 취사와 냉난방보다 

전력공급을 강조했다.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규모 독립형(off-grid) 재생에너지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에너지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가지 과

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가 성공

한 중요한 요인은 장기적인 농촌전력보급 프로그램에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대부분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에너지시장에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다. 

가령 페루는 최저가를 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보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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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매를 준비 및 이행했다. 경매준비는 2013년에 이루어졌고, 2014년 말 건설, 

설치, 운영, 유지, 기타 필요한 교체를 포함하는 15년간의 계약을 통해 50만개의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2014년에는 일부 국가들이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자체적인 부처나 과를 

만들었거나 만드는 중에 있다. 2014년 방글라데시는 지속가능재생에너지개발부

처를 신설했다. 차드 역시 에너지 접근성 관련 개발을 조절하고 분산형 재생에

너지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적인 기관 신설을 준비중이다.

사이드바 8. 혁신적인 신생 분산형 재생에너지기술들

최근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미래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반영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전열발전기스토브는 자체 열을 이용하여 송풍기나 팬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

에, 외부전원이 필요 없고 연소효율성 또한 높여준다. 이 발전기로 만들어낸 

전기는 핸드폰 같은 작은 기기를 충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전열발전기 

스토브는 갈수록 비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래식스토브와 비교했을 때 

오염물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아이티, 인도, 말라위, 네팔, 

니카라과에서 수십 개의 기업들이 지지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필드테스트를 

하고 시험적으로 가동되었다.

Flexi-biogas systems은 폴리에틸렌이나 비닐봉지로 만든 풍선형(혹은 관모양) 

소화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볍고 이동이 가능하다. 재래식 장치와 비교했

을 때 다음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만에 만들 수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

이로 운반할 수 있으며, 비용과 재료가 적게 든다. 또한 처음에 불을 붙일 때 

분뇨가 적게 필요하고,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짧

다. 국제농업개발기금과 바이오가스인터내셔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케냐

에 500개 시스템을 배포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인도, 르완다, 상투메, 프린

시페에서 그리고 다자간투자기금은 멕시코에서 Flexi-biogas systems 실증사업

을 진행중이다.

극소형풍력터빈은 대단히 낮은 비용으로 오지의 원격통신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불과 몇 년 전에 설립된 Fairwind라는 회사는 플라스틱병

과 칼과 가위로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소형풍력기계를 설계했다. 이 기계

는 겨우 “가벼운 산들바람”만을 가지고도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고, 3~4시

간 정도면 충전이 완료된다. Fairwin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 시스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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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사업을 진행중이고, 2015년에는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지역과 남아시아

(인도와 네팔)등 더 많은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발전 관개키트가 있으면 농부들은 고가의 과일과 야채를 재배할 수 있다. 

SunCulture가 만든 관개도구세트는 비용효율적인 태양펌프기술과 고효율 점적

식 관개시스템을 결합시켜놓았다. 이 시스템은 아프리카의 농부들이 수확량을 

300%까지 늘리고 물을 80%까지 절약하는데 도움을 준다. 베냉에서는 태양전

기조명기금이 “Solar market gardens”을 활성화시켜왔다. 이 프로젝트는 태

양광발전유닛(1.5-3kW)을 점적식 관개시스템과 결합시킨다. 시추공형태로 구

멍을 뚫는 점적식 관개시스템은 0.5ha 농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 2014년 

방글라데시에서는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imited 가 18,700개 

디젤기반 관개펌프를 대체하기 위해 160MW의 독립형 태양관개펌프를 보급했

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파트너십 역시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 태양발

전관개에 투자해왔다.

보조서비스와 모니터링은 디지털화를 활용하고 있고, 사물인터넷은 시스템사

용 및 현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애프터서비스와 고객서

비스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비용을 낮춰주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은 분산형 재

생에너지분야에서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 Product Health는 분산형 재

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먼 곳에 있는 태양유닛의 배터리상태

와 사용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SparkMeter 초소형전력망 

계량시스템은 초소형전력망 운영자들이 전력에 대한 선불방식을 이행할 수 

있게 해주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저비용시스템들

은 4개의 하드웨어 부품과 클라우드기반 운영자인터페이스, 그리고 모바일화

폐(혹은 현금기반) 선불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에는 다자간투자기금이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지역을 위해, 셀룰러 

시그널을 통한 원격시스템모니터링, 모바일 지불서비스와 호환성, 초소형 전

력망 혹은 국가전체 전력망접속 같은 추가적인 기술을 통합시킨 태양충전컨

트롤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취사부문에서는 Project Surya가 무선센서를 활

용하여 스토브가 취사에 사용되는 횟수와 지속기간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

는 Cookstov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을 개발했다.

태양직류초소형전력망은 (LED 조명,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화와 컴퓨터, 텔레

비전 등) 일부 전자제품과의 호환성이 우수해서 인버터를 쓸 필요가 없다. 

Schneider Electric은 저압방사상배전선을 태양광발전유닛에 결합시킨 직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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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접근성을 농촌 및 오지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하는 나라들도 있다. 칠레는 농촌공동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규모재생에너

지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에너지접근성펀드를 개시했다. 전력공급 

100%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얀마는 2015년에 국가전력보급계획

이 완성될 예정이다. 또한 스리랑카는 전력망에서 벗어나 있는 1,200세대에 전력

을 공급한다는 목표와 함께 전력망에서 벗어나 있는 나머지 세대 100%를 겨냥

한 Sunithyalokaya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바베이도스, 중국, 가나, 남아공, 남수단, 스리랑카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은 모

든 국민이 전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필리핀 농촌전기보급

확대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90% 가정에 전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2014년 4월 기준 barangays(마을)에 잠재적으로 99.98%에 전기를 보급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가정용태양시스템 같은 특정기술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코스타리카는 농촌지역에서 독립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보급하는 이니셔티브가 

지속되었고, 2014년 초에는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스템 공급과 관련 8백개 이상의 

입찰이 발표되었다. 가나는 2013년에 시작된 태양광랜턴보급프로그램이 지속되

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농촌공동체에서 등유사용

을 대체할 수 있도록 5년간 랜턴 20만개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도

로로 접근할 수 없는 공동체나 섬을 겨냥하여, 지역에 조립형 발전소를 설립하

여 의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소형전력망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방글라데시의 한 회사는 더 적은 선로손실

과 더 높은 직류전압으로 배전이 가능한 직류컨버터 충전컨트롤러를 개발했

다.

혼합형 혹은 통합형 패키지시스템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특히 전

기과 제품사용, 원거리통신, 취사를 활성화시키는 묶음) 역시 영향력이 큰 혁

신이 될 수 있다. 가정용태양시스템에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초고효율 직류

기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LED와 함께 최근에 시작되어 라디오, 면도기, 

환풍기 뿐만 아니라, 12V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 등 다른 기기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에서는 TERI가 조명, 핸드폰충전, 강제통풍 취사용 

스토브의 환풍기 작동을 위해 기본적인 태양에너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Integrated Domestic Energy System을 설계했다. 2015년 3월을 기준으

로 TERI는 인도에 7,793개의 유닛을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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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청정한 재생에너지 취사와 관련된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생겨났다. 7

월에는 에콰도르가 2016년까지 3백만대의 solar induction cooktops을 보급하는 

계획을 시작했다. 과테말라는 고급 취사용 스토브와 청정연료 클러스터를 만들

어 여기에서 일하는 개인과 조직들을 대변하는 한편, 연료효율성 개선과 기술전

유, 사회적 책임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 공기오염 문제와 화목의 과도

한 사용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해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방글라데시는 

2030년까지 청정한 스토브 3천만개를 보급하여 주방에서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

록 하는 목표를 포함하는 국가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014년에는 인도가 

2017년까지 청정한 스토브 275만개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했

다. 인도는 국가바이오가스및동물배설물관리프로그램을 지속했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1만기의 바이오가스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나이지

리아와 세네갈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청정한 취사용 스토브 수백만대를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독립형 재생에너지 전기보급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높은 초기비용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지원금, 세금감면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성공적으로 

사용해왔다. 접근법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역공동체에

서 전력공급 계획을 개발할 때 재생에너지기술을 채택하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4년에는 (최소한 30개의 프로그램과 20개의 글로벌네트워크 등) 수십개의 국

제적인 행위자들이 개별국가 수준을 넘어서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간

여했다. 가장 가시적인 노력중 하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12년 착수하고 

세계은행총재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Sustainable Energy for All(SE4ALL)이다. 

SE4ALL이니셔티브의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현대적인 에너지서

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힘을 싣는 것이다. 

SE4ALL 이니셔티브는 2014년에도 꾸준히 동력을 모았고, 6월에는 SE4ALL 1차

연례회의에서 유엔 지속가능한 에너지 10년(2014-2024)을 개시했다.

SE4ALL 이니셔티브는 국가수준의 활동을 통해 각국 정부가 실천의제를 마련하

도록 힘을 보태는 한편, (청정에너지 초소형 공급망과 여성 및 아동보건을 위한 

에너지 등)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력 있는 몇 개의 영역에서 작업을 진두지휘하

고 있다. SE4All 이니셔티브 하에서 농촌전력보급동맹과 유로아프리카녹색에너지

파트너(PANGEA)가 2014년 말 바이오매스기반 분산형 재생에너지시스템 개발을 

지원하여 에너지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SE4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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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재생에너지 허브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개도국에 대한 투자자

들의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각국이 분산형 재생에너지

의 보급을 위한 정치적, 규제적 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분산형 재생에

너지분야의 핵심적인 관련자들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각국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

다. 가장 규모가 큰 프로그램 중 하나는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에서 전력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이니셔티브인 파워아프리카(Power 

Africa)이다.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미국은 260억달러 이상을 재정지원과 대출

담보에 투자했고,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은 총 120억달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

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의 이니셔티브(EnDev)는 2018

년 말까지 최소 1,500만명에게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2014년 말까지 EnDev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1,290만

명에게 도움을 주었다. 정부와 손을 잡고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보급

을 지원하는 정책과 규제의 틀을 만들고 이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가령 독

일의 GIZ는 인도, 케냐, 마다가스카르, 파키스탄 등 몇몇 나라에서 이런 프로그

램들을 지원한다.

정부와 국제조직 같은 전통적인 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민관파트너십과 비정부

조직들 역시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있다. 청정한 취사용 스토브를 위

한 세계동맹은 국가 및 민간기부자로부터 높은 수준의 헌신을 이끌어내 2020년

까지 1억가구에 청정한 취사용 스토브와 연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1차시기

(2010-2014년)가 종료되었고, 취사용 스토브를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건

을 개발하는데 30개국을 참여시켰다. 2차시기(2015-2017년)는 투자 유도, 혁신강

화, 프로젝트 규모 확대에 중점을 둔다. 세계조명에너지접근성 파트너십은 에너

지접근성 해법을 위한 상업적인 시장을 개발하는 작업을 한다. 2014년 세계조명

에너지접근성 파트너십은 Lighting Africa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여 아프리카

에 고품질 독립형 조명시스템 270만개를 판매했고, 이를 통해 29개국 700만명이 

혜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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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마련과 투자

역사적으로 에너지접근성을 향상하는데 앞장서온 것은 정부와 국제조직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관주도의 중앙집중식 접근법이 서서히 민관파트너십과 민간

벤처,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으로 발전했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된 

것은 주로 (핸드폰시장과 마찬가지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 고객들이 

급성장하는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외딴 지역에서 가정과 기업체에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가장 비용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늘면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기술

이 꾸준히 개선되고 비용이 하락하면서 갈수록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자리잡고 

있다. 이 모든 요인들은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금(민간과 공공)이 확대되

는 결과로 이어졌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벤처자본가, 상업은행, 기업들로부터 꾸준히 투자를 

끌어모았다. 가령 Khosla Impact와 Solar City 같은 에너지회사들은 2014년 독립

형 태양광발전에 약 639억달러를 투자했다. (미국의) Bank of America는 정상적

으로는 리스크평가를 통과할 수 없는 분산형 재생에너지프로젝트의 재원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10억달러를 지원하고, Catalytic Finance Initiative에 종자돈을 

마련하여 파급력이 큰 청정에너지프로젝트에 최소 100억달러의 신규투자를 활성

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이니셔티브들은 혁신적인 재원마련 메커니즘의 개발

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낮추고 더욱 폭넓은 제도적인 투자자들을 분산형 

재생에너지 분야로 끌어들일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재정조달흐름은 많지 않다. 아프리카에서 모두가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인 전문투자은행 Persistent Energy Capital은 가나, 탄자

니아, 우간다 등지에서 재생에너지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해왔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파트너십(REEEP)은 중소기업이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도록 종잣돈 수준의 지원금이나 전환대출을 제공하는 한

편, 투자자에게 코칭, 자문, 상담주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적인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다자적인 금융기관과 개발은행들은 2014년에도 꾸준히 업적을 쌓았다. 세계은행

은 아직도 여전히 화석연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2014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최

소 36억달러였다(세계은행은 이 자료를 분산형 재생에너지나 비분산형 재생에너

지로 구분하지 않았다). 아시아개발은행은 Energy for All Initiative하에서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 4억달러의 기금을 모았고, 825만명에게 혜택이 전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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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미주간개발은행은 꾸준히 다자적 투자기금을 지원했고, 누적대출 금액

은 2014년 20억달러를 넘어섰고, 1,800여개의 개별적인 분산형 재생에너지프로젝

트에 지출되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를 위한 지속가능에너지기금에 

6,000만달러를 배당했는데, 개별사업들은 국가별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취사용 스

토브, 카메룬에서는 태양광발전, 탄자니아에서는 태양-디젤 초소형 공급망에 초

점을 맞추었다. 이슬람개발은행은 1.25억달러 규모의 빈곤감소를 위한 재생에너

지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이는 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6개국에서 

저렴한 비용의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2014년에 독일개발은행(KfW)은 2백만명 이상이 현대적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에너지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지출했다.

이중 일부은행들은 새로운 재원마련 메커니즘으로 경쟁을 활용한다. 미주간개발

은행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에너지접

근성 영역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혁신 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한

다. 2014년에는 칠레 티에라 델 푸에고와 파타고니아 오스트랄의 외딴 공동체를 

위한 유체역학(해양과 하천) 프로젝트와, 니카라과의 가정용태양시스템에 원격서

비스와 관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상을 받았다. 또한 다른 콘테스트에서는 가

장 효율적인 독립형 LED등과 텔레비전이 상을 받았다.

또한 녹색기후기금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총회 절차를 통해 수십억 달러

의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녹색기후기금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과 기술이전을 

양대 주안점으로 삼아, 세계은행, 지구환경기금, 적응기금, 교토의정서의 청정개

발체제, 그리고 G8의 에너지 및 수송인프라와 관련된 재원마련 노력 간의 조화

를 도모한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녹색기후기금은 102억달러를 확보했다.

재원이 증가하면서 크라우드펀딩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의 활약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캠페

인을 시작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 꾸준히 인기를 모았다. 유엔재단의 에너지접근

성실무자네트워크는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SE4All의 다양한 노력에 사용할 목

적으로 20만달러를 모았다. 케냐의 외딴 공동체에 에너지접근을 활성화하고, 아

이티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드 대출을 이

용하여 초소형 공급망을 설치한 행위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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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모델

2014년에도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은 꾸준히 성장했다. 여기에는 에너지절약전

문회사(ESCOs),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마이크로 크레딧, 선불제(pay as you go), 

그리고 원스탑샵이 있다.

에너지절약전문회사 모델 혹은 서비스수수료는 기업이 유지, 운영, 관리하는 재

생에너지시스템 사용에 대한 요금을 고객이 규칙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장

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전달, 전문적인 유지관리, 미 작동시 시스템교체 등이 있

고, 사용자가 소유주가 아니다보니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갈수록 많은 에너지절약전문회사들이 직원들의 이직을 막고 관리

를 활성화하며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세우고 있다.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마이크로 파이낸스)을 이용할 경우 구매자(가구, 소기업)는 

은행으로부터 소액 융자를 받아 분산형 재생에너지 장비 비용을 충당한다. 사용

자는 초기비용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재생에너

지시스템이 감당해야 하는 높은 초기비용의 부담을 덜어준다. 마이크로 파이낸

스는 지난 10년간 개도국에서 에너지시스템을 보급할 때 가장 인기있는 모델 중 

하나로 입증되었다. 2014년 아이티, 인도, 우간다 모두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태양광랜턴과 청정한 취사용 스토브를 위한 소비자금융의 

이용가능성을 확장시켰고, 방글라데시는 청정한 취사용 스토브, 바이오가스 소화

장치, 가정용태양시스템의 비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

용했다.

선불제 방식을 활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LED등의 전력을 공급하고 

핸드폰 같은 기기를 충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장치와 이동가능한 시스

템, 태양광충전키트의 초기요금을 지불한다. 그 후 필요한 에너지 혹은 소비량에 

따라 규칙적으로 돈을 납부한다. 이런 소액지불방식은 비즈니스모델에서 가장 

인기있는 범주 중 하나였다. 가격수준과 납부일정이 소비자의 가변적인 현금흐

름과 에너지소비패턴에 맞추어 설정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특히 태양광충전키

트 같은 기술에서 효과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운영 중인 한 선불제모델은 2014

년을 기준으로 해당공급채널에 3만개의 태양광발전유닛이 연결되어 있고, 2014

년 말까지 소비자의 집에 15,000개의 유닛이 설치되었다. 케냐는 이미 가정용태

양시스템을 위해 대규모로 선불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인도는 태양램프를 위

해 이와 유사한 선불제도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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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탑샵모델 역시 꾸준히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하나의 조직이 

재생에너지 홈시스템을 판매하는 동시에 이 비용을 위한 대출을 공급한다(본질

적으로 해당회사는 에너지공급자이자 마이크로금융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조직이 15%의 계약금을 

받고 가정용태양시스템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3년간 6% 이자의 융자와 판매후서

비스, 장기제품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해당조직은 방글라데시 농촌전역에서 전문

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가,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재

생에너지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이끌고 있다.

사이드바 9. 여성과 분산형 재생에너지

분산형 재생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빈곤층,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삶을 개

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에너지빈곤 속에서 살아갈 경

우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려 건강이 악화되고, 휴식시간이

나 자녀들을 위한 시간, 소득창출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는 화목스토브나 바이오가스 스토브는 땔감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무거운 짐을 나르는 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건강상의 위

험을 줄여주는 동시에 주방을 청정하게 해준다. 우간다에서는 바이오가스가 

여성들의 취사시간을 하루 1시간까지 줄여주고,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는데 남

성들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한다는 보고가 있다. (등유랜턴이나 양초가 아닌) 

태양광발전으로 제공되는 양질의 조명과 백열전등은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에너지비용을 줄여주며,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 스리랑카에서는 가정용태양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조명 덕분에 여성들이 일부 집안일을 밤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낮 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동아프리카 

여성들은 등유램프를 태양램프로 교체한 후 가계지출의 30%까지 절약하였다.

분산형 재생에너지기술은 오지에 전기를 보급하여, 사람들이 텔레비전, 라디

오, 핸드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장치와 서비스들은 여

성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전통적

인 은행을 통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을 받거나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며, 여성들이 현대적인 세계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재생에너지기술 공급사슬 내에서는 개도국 여성들이 판매팀, 그리고 기업가로

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이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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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재생에너지기업 42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수의 기업가들이 (개량형 취사용 스토브 같은) 가정에서 사용되

는 장비의 설계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제품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여성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남성판매원보다 여성판매원

을 더 좋은 곳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가정용태양시스템, 

개량형 취사용 스토브, 바이오가스 소화장치를 판매하는) Grameen Shakti가 

잠재적인 여성고객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의 여성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다. 이런 일은 남성들이 

항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개도국 여성들은 재생에너지 기업가가 되고자 할 때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장

벽에 부딪힌다. 가령 여성들은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담보와 창업자본이 부

족하고, 또한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지식, 금융지식이 남성보다 부족할 가

능성이 높다. 일부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기술 관련 일이 “남성들의 일”로 

인식되기도 한다.

만일 고용주가 여성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이들은 회사와 고용방식이 여성친

화적임을 보여줘야 한다. 인도의 Greenway Grameen Infra는 스토브판매직원

의 25%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단체고용을 발판으로 한 유연한 고

용정책과 적절한 위생시설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단체고용을 시행할 경우 여

성들이 집안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서로를 지원하고 대신 일을 해줄 수

도 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모델을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사

슬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ENERGIA

의 여성경제역량강화프로그램은 에너지서비스조달 분야에 종사하는 3천명의 

여성기업가들을 지원한다. 이 여성들은 5개국 2백만여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사업을 펼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Solar Sister는 지역사회의 가

정에 이동식 태양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물품목록, 교육, 마케팅지원 등으로 이

루어진 창업키트(business in a bag)를 제공하는 동아프리카의 사회적 기업이

다. 인도네시아 Kopernik는 여성이 운영하는 노점에 태양광랜턴을 보급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들은 연대와 지원을 통해 서로가 직면한 장벽을 극복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Khulumani Gogos Going Green은 태양조명과 전기를 이용하

기 위해 저축모임을 결성한 농촌지역의 나이든 여성들이 시작한 작은 기업이

다. 웨스턴솔로몬 지역공동체계획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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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자금관리책임을 여성들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방글라데시의 외딴

섬마을인 Char Montaz에서는 40명의 여성들이 가정용태양키트를 조립 및 판

매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멀리 떨어진 지국에 추가로 15명을 더 고용하였다. 

이런 형태가 이웃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비즈니스모델은 성공

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이 재생에너지공급사슬에 이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가로서 참여하도

록 지원하는 데는 정책환경도 중요하다. 가령 우간다 재생에너지정책은 여성

들이 집안일에서 재생에너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이크로파이낸

스의 활성화 같은 전략들이 들어 있다. 인도의 국가바이오연료프로그램은 특

히 바이오디젤작물을 재배할 때 여성의 역할을 언급한다. 그 결과 Karnataka

의 Hassan지역 여성들은 뒤뜰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덕분에 

여성들은 집안일과 병행할 수 있고 소득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SEED나 Ashden상 같은 포상제도를 통해 여성의 업적을 인정해줄 경우 여성

들이 재생에너지관련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탄

자니아 농촌에너지국은 여성주도의 기업들도 포상제도에서 수상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ighting Rural Tanzania Competition에 참가신청한 대부분

의 조직과 기관들이 남성주도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젠더중립적인 언어로 대회를 공지한다. Ashden Awards를 통

해 여성기업가들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은 소규모재생에너지조직들을 

위한 Ashden India Renewable Energy Collective를 설립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여성들은 이 공동사업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은 

정부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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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에너지효율성 : 재생에너지의 양대기둥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의 양대기둥이다. 에너지서

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면, 재생에너지는 더욱 신속하게 1차에너지 공급

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

면 같은 수준의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1차에너지의 비중이 줄게 된다.

에너지효율성수단과 재생에너지선택지들은 협력을 통해 시스템 전반의 환경 및 

경제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가령 분산형 재생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효율성개

선과 함께 전력망의 피크전기수요를 낮추는 한편, 전송손실과 병목장애를 완화

시켜줄 수 있다. 풍력, 태양,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같이 열 손실

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켜준다. 이 양대기둥이 서로 

힘을 보태면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졌던 장비들이 상용화되고, 

이를 통해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결실이 생기게 된다.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은 에너지원과, 각 단계에

서 발생하는 손실(즉, 1차에너지 추출, 변형, 수송, 전송, 최종사용) 두 가지에 의

해 좌우된다. 각 단계마다 전반적인 시스템의 에너지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는 1차에너지원이 무엇이든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원 간에는 기술적인 맥락과 정책적인 맥락 모두에서 

특수한 상승효과가 존재한다. 이런 상승효과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 시스템 장점이 커지게 하는 상승효과. 효율적인 건물시스템과 설계는 소내 재

생에너지발전과 결합되면 최종에너지 수요와 전력망 폭주 및 손실, 연료수송과 

관련된 금전적 지출 및 에너지소비를 줄여준다.

-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주는 상승효과. 최종 효율성 개선과 

소내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대는 1차에너지 수요를 줄여준다. 최종에너지 요건이 

낮아지면, 낮은 에너지밀도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전체 에너지서비스의 필요를 충

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게 된다. 총에너지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

리는 목표는 재생에너지의 양을 늘림과 동시에 총에너지소비량을 낮춤으로써 달

성될 수 있다.

- 재생에너지와 효율성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는 상승효과. 최종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재생에너지로 최종사용서비스를 조달하는 비용을 낮춰주고, 효율성을 통

해 절약된 비용은 추가적인 효율성향상이나 재생에너지기술 보급에 보탬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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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런 상승효과들은 건물과 전기서비스에서부터 수송과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존재한다.

에너지집약도(즉, 경제생산물 단위당 1차에너지소비)는 일반적으로 거시수준의 

분석을 할 때 에너지효율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는 에너지효율성

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높은 수준의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전 세

계 차원에서 에너지집약도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1.25%로 감소했

고,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총 에너지집약도는 이 기간동안 개선되었다. 에너지집

약도에서 가장 의미있는 감소는 독립국가연합[1991년까지 소련연방의 일원이었

던 국가들], 북아메리카, 유럽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구조적 변

화가 에너지집약도 감소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동은 전체적인 에너지집

약도가 상승한 유일한 지역이다.

일부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경

우에 따라 차이가 상당하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잠재적인 절약분이 크게 차이

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와 경제지역에서 에너지효율성이 더욱 개

선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다음절에서는 건물과 전기제품, 수송,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성과 관련하여 현황

과 흐름, 사건들을 다룰 것이다. 각 영역들은 전세계 최종에너지수요의 약 1/3 

정도를 차지한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에너지효율성을 증진하고, 에너지효

율성과 재생에너지간의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현황을 다룰 것이다. 이 

절에서는 각 영역내의 최신 기술들과 최근의 정책개발에 집중할 것이며, 전체적

인 상황을 모두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보고서의 이번 부분은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발전간의 중요한 연결고

리를 인정하면서 최초로 이 주제를 독립된 장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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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세계에너지집약도, 1990-2013

사이드바 10. 에너지효율성 데이터의 현황

에너지효율성 향상은 여러나라에서 최우선 정책이지만, 국가수준이나 세계수

준에서 에너지효율성 흐름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합의는 국제적으로 이루

어지지 못했다.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보여주는데 널리 사용되는 합계지표 중 하나는 에너지

집약도이다. 하지만 에너지집약도의 변화는 에너지효율성 외에도, 경제구조 

변화(가령 에너지집약적인 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같은 다른 요인들

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에너지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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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채점표 같은) 다른 접근법들은 일반적으로 부문별 또는 정책별 세부데

이터를 요구하는데, 이는 부문이나 국가에 따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건물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중 하나는 건물에너지성능이다. 관련 데이

터베이스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극소수 빌딩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례로는 미국국가건물성능데

이터베이스, 미국고성능건물데이터베이스,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순 제로에너

지건물지도 국제프로젝트, New Building Institute의 “NZE인증 및 NZE 신규

프로젝트 사례연구”가 있다. 또한 패시브하우스 개발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

스도 있다.

(1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럽전역에서 저에너지건물의 시장흡수를 모니터링

하고 정책평가 및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와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EU ZEBRA 

2020 프로젝트가 2014년에 시작되었다.

건물인증과 라벨링제도를 통해 건물에너지성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도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2013년에는 뉴질랜드가 호주에서 성공한 국가건

조환경등급 시스템을 차용하여 상업적인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하고 등급

을 매기는 자발적인 제도(NABERSNZ)에 착수했다. NABERSNZ에서는 상업적

인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고 여기에 점수를 매긴다.

다양한 성능데이터 수집은 에너지절약과 그 외 에너지효율성 향상의 장점을 

홍보하는 캠페인과 비교연구에 사용될 수 있다. 2014년 알제리는 건물의 에너

지효율성을 측정하고 몇몇 지역의 냉난방 에너지절약을 평가하는 Ecobat라는 

실증프로젝트에 들어갔다. 평가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성 기준에 맞춘 건물의 

에너지성능과 기존 건물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

여러 분야와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품질을 개선하고 에너

지효율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수집 노력이나 지표개발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효율성 데이터의 질과 범위

는 재생에너지원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뒤처져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에너지효율성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구

체적인 형태가 없고, 에너지효율성의 향상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둘째, 에너지효율성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꾸준히 데이터를 수집할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에너지효율성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아직 낮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려는 나라에서도 수집은 다양한 수준에서(즉, 국가차원, 국가하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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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과 전자기기

건물부문은 전세계 최종에너지수요의 약 1/3을 차지한다.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

너지의 약 40%는 공간냉난방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온수, 조명, 전자기기 작동 

등에 사용된다.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안락함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락함의 증진이란 건물 방향과 설계의 최적

화를 통한 패시브로 태양에너지의 장점 극대화(가령 난방이나 낮 시간의 조명을 

위한), 열교현상의 감소, 창유리(glazing)의 개선, 공기밀폐도의 개선, 열용량의 증

대를 통해 열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건물의 능력 개선, 통풍개선 등이 있다.

최근 몇 년간 개별시스템의 효율향상보다는 건물에너지성능개선에 대한 전체론

적인 접근법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는 주어진 지리적 위치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체적인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물설계의 모

든 측면들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기준 사례로는 미국의

Energy Star와 주로 유럽에서 건물에너지고성능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인 

Passivhaus Standard가 있다. 정의상 패시브하우스는 에너지수요가 대단히 낮고, 

기존의 냉난방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열 쾌적성을 제공한다. 2000

년부터 2012년 사이 유럽에서만 이런 건물의 수가 3배로 증가했는데, 이 성장세

를 주도한 것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였다.

순제로에너지건물(NZEBs)과 제로에너지에 가까운 건물(nZEBs)은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통해 에너지수요를 크게 감소시키고 그 외 나머지 에너지수요(nZEBs의 

경우는 거의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매년 새로운 순제

로에너지건물이 각국에 세워지고 있어, 다양한 지역과 기후에서 순 제로에너지

건물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새로운 순 제로에너지

건물 관련 흐름과 시사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nZE와 NZE의 잠재적인 편익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공공

건물에 가능성을 시연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공공건물이 기존의 NZE 프

로젝트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익프로그램들은 오리건주와 캘리포

니아주에서 성공적인 시범 NZEBs로 이어졌다.

원, 지방정부차원 등)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각각 방법론과 질이 달라서 일

관성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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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이 5,000m2 이상인) 대형 NZE 건물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 전세계 건축가들이 nZE 설계에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다. 2014년 국제건축가연

맹(124개국 130만여명의 건축가들을 대표하는)은 회원조직들이 2050년까지 nZE 

설계를 100%하기로 약속하는 2050 Imperative를 채택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 북아메리카는 NZE 성능이 신규건축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북아메

리카에서 NZE 인증을 받은 건물의 24%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주

로 몇몇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기존 건물을 가지고 NZE/nZE 프로젝트와 목표치

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프로젝트는 하나의 건물을 넘어서서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은 이웃한 건물들의 포트폴리오나 공통의 NZE 목표치를 적용받는 전체 지

구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가령 북미에서는 미군시설과 몇 개 대학 등 18개의 

NZE지구가 있다.

- 기존의 NZEB 프로젝트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케냐, 

말레이시아, 대만 등 몇몇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에서도 시범적인 NZEBs가 건설

되었다.

- (유사한 기존의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 NZEBs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비용은 

5~19% 범위로 추정된다. 보조금이 없는 경우,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투자 회수율

은 5~12%인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효율성은 냉난방 등 시스템과 설계에 의해 주로 판가름난다. (열원이 공기

든, 땅이든, 물이든) 열펌프는 냉난방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세계 열펌프 시장은 약 150만유닛에서 

200만유닛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된 동력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었다. 

열펌프에는 건물 냉난방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건물 단

열이 효과적일 경우, 열펌프로 냉난방수요를 충족시키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

에 상승효과가 존재한다. 태양열과 현대적인 바이오매스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다.  

마지막은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와 전자장치이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건조기 같은) 대형전자기기는 가정용 전력소비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효율향상 덕분에 대형전자기기의 에너지소비량은 급감했다. 가령 1996년 연간 

450~800kWh에 달했던 냉장고의 에너지소비량은 2011년 연간 250~400kWh로 줄

어들었다(이 시기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은 유럽연합의 냉장고였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 역시 지난 10년간 효율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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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관이 평판기술(LCD와 PDP)로 대체되고,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그리고 냉음극

형광등배면광이 LED 배면광으로 전환되었다. 텔레비전에 대한 전력관리시스템

이 채택된 결과이다. 2015년에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술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모델들은 기존의 냉음극형광등배면광이 들어오는 LCD 텔레비전과 비교했

을 때 32~71%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효율성이 

낮은 냉음극형광등-LCD의 전세계 수출선적은 거의 90%까지 하락한 반면, 

LED-LCD의 선적은 8배 증가했다.

전세계 조명시장은 백열등에서 에너지집약적인 LED로 전환하는 중이다. LED등

은 전통적인 백열전구보다 90%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수명이 약 6배 더 

길다. 최근 몇 년간 LED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했고 비용은 크게 떨어졌다. 60w

급 LED 전구의 비용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약 40% 하락했다. 국가차원에

서 백열전구를 금지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LED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급속하게 상용화되고 있다. 주도적인 LED 시장으로는 유럽(세계시장의 

23%), 중국(21%), 미국(19%), 일본(9%)이 있다.

전자기기 및 장비는 가동될 때 에너지를 소비하고, 주요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지

만 대기전력을 소비하는 제품들이 많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기전력이 보

통 가정용 전력사용량의 5~10%를 차지한다. 개도국(특히 도시)에서는 대기전력

소모량이 이보다 적긴 하지만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상업용 건물에서도 

대기전력소모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적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하다. 

2010년에 선진국에서 마련된 규제로 인하여 단위당 대기전력소모량은 최근 몇 

년간 줄어들었다.

□ 수송

수송은 세계 최종에너지수요의 30%를 약간 밑도는 비중을 차지한다. 수송용 에

너지사용량 중에서 (경차, 버스, 대형트럭 등) 도로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81.4%에 달하며, 항공수송 8%, 수상수송 4.5%, 파이프라인수송 3.8%, 철도수송 

2.3%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효율성향상에 대한 강조는 대부분 도로수송 영역에

서 이루어졌다.

도로수송부문의 핵심적인 흐름으로는 민간차량의 연비향상, 전기차와 하이브리

드차량의 보급확산, 더 지속가능한 여행형태로 이전(가령 대중교통, 철도, 간선

급행버스체계)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연비성능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향상했

고, 평균적인 에너지집약도는 상당히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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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경트럭의 연비가 지난 10년간 약 25% 향상되었고, 

1975년과 비교하면 85%가 향상되었다. 2014년 미국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

고급 디젤 모델과 가솔린모델차량(모두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는 리터

당 30~32km(갤런당 70-76마일)였다.

전기차는 전력망에서 끌어온 전기에너지의 약 59~62%를 동력으로 전환시킨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만대에서 40만대 이상으로 

폭등했고, 성장률은 연평균 100%가 넘는다. 하지만 아직 세계시장과 국가별 시

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013년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르웨이(6.1%)였고, 그 뒤를 네덜란드(5.6%), 캘리포니아(4%, 미국 전체는 

1.3%)가 이었다.

그림 38. 국가 및 지역별 수송의 에너지집약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개인차량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같은 공공교통으로 중심이 이전할 경우에도 이

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150

여개의 도시가 일종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채택하여 주중 약 2,800만명의 승객

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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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전 세계 최종에너지의 약 40%가 전기, 열, 기계적인 에너지의 형태로 산업부문

에서 소비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중동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

에서도 에너지집약도가 하락했다.

에너지집약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정제 등의) 화학, 금속과 합금, 펄프와 제지, 

시멘트다. 이런 산업들은 에너지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하다(모

두 이미 존재하는 최고의 방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잠재력은 펄프와 제지산업 26%, 화학 24%, 철강 21%, 시멘트산업 

18%, 알루미늄생산 11%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 향상의 긍정적인 흐름으로는 산업시설에서 국제표준

화기구(ISO) 기준 50001 같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이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은 (ISO 50001이 만들어진) 2011년부터 2014년 5

월까지 전세계 7,200여개 현장에서 이행되었다.

그림 39. 국가 및 지역별 산업의 에너지집약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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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성향상 정책

에너지효율성개선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에너지안보 강화, 경제성장 지원, 기후변

화 완화 등의 이유로 추진된다. 에너지효율성 증진은 경제성을 확보하는데도 중

요하다. 저소득 국가에서 (전자제품과 전등 등의) 효율이 향상되면 에너지에 접

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서비스를 더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수의 국가들이 건물, 전자제품, 수송수단, 산업의 에너지효율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왔다.

광역 및 정부차원에서 에너지효율성 향상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2014년 말, 

유럽연합은 (1990년 수준과 비교했을 때) 2030년까지 최소 27%까지, 그리고 

2020년에는 20%까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속력 없는 목표를 설정했다. 유

럽연합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회원국들은 

2020년의 국가별 고시목표(indicative targets)를 마련했다. 2013~2014년까지 14개 

회원국들이 국가규모의 에너지절약 목표치를 설정했고, 20개 유럽연합이 이 목

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를 개괄하는 국가에너지효율성실천계획을 제출했다.

유럽연합 이외에 에너지효율성 향상 목표를 채택한 국가와 지역으로는 중국, 인

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미국, 그리고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에 속한 모든 

국가들이 있다. 2015년 초 중국은 에너지집약도를 3.1%까지 낮추는 계획을 발표

했다(2014년에는 4.8%를 낮췄다).

각국 정부는 경제전분야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 새로운 진전이 일어난 경우는 다음

과 같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는 2014년 단독주택과 소형건물에 대한 더욱 

엄격한 에너지효율성 요건을 도입했고, 벨기에와 리투아니아는 2013년 새로운 

건물에너지성능요건을 채택했으며, 영국의 에너지기업의무요건은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한편, 연료 빈곤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목표에

서 마련되었다. 베트남은 역시 에너지효율성요건을 포함한 새로운 건물규정을 

도입했다.

전자기기와 기타 에너지소비제품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1차적인 수단

은 기준과 라벨링 프로그램이다. 2014년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 국가는 81

개국이었고, 의무적인 에너지성능기준은 55개의 제품형태에 적용되었는데, 이중 

가장 일반적인 규제대상은 냉장고, 실내에어컨, 조명, 텔레비전이었다. 전 세계

적으로 (에너지성능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준과 라벨링 조치의 수는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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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해서 2014년 3,600개를 넘어섰다.

지난 20년간 일부 기준과 라벨링 제도가 확대되거나 강화되었다. 가령 폴란드, 

일본, 한국은 라벨링 범위를 모든 에너지소비제품으로 확대시켰다(이전에는 가

정용 제품만을 대상으로 했다). 독일은 자발적인 라벨링제도로 기후관련제품에 

대한 상위 100대 에코라벨을 도입했다. 그 외 다른 국가들도 기준과 라벨링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이다. 가령 코트디부아르는 2011~2030년 전략적발전계획 

하에서 가정용 제품에 대한 기준과 라벨을 개발중이다.

특히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에서는 취사기술의 에너지효율성이 중요해져서 관련 

규제와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2013년에 cookstoves and 

hobs/cooktops에 대한 에너지성능기준을 이행했고, 베트남은 의무적인 라벨링제

도를, 2014년에는 밥솥에 대한 에너지성능기준을 채택했다. 그 외 유사한 수단을 

고려중이거나 개발중인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칠레, 인도네시아, 멕시코가 있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가나, 기니,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등 일부개도

국들은 효율적인 취사용 스토브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성기준과 라벨제도는 점점 수송과 산업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채택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 최근에 나타난 진전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캐나다는 2025년

까지 연비기준을 마련했고, 멕시코도 최초의 기준을 마련했다. 유럽연합, 중국, 

일본은 [5톤이하의] 경량 연비기준을 강화 및 확대했으며, 인도는 기준을 개발하

고 이행을 준비중이다. 칠레는 최초의 연비 라벨링 정책을 도입했고, 모리셔스는 

개도국 최초로 연비/이산화탄소 기준 feebate system(차량연료효율성을 기준으로 

요금과 환불금을 정하는)를 개발하여 이행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차량연비기

준은 세계경차시장의 70%에 적용되었다.

산업부문에서 에너지성능기준은 종종 특정장치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2013년 

말 현재, 브라질, 중국, 한국, 미국 등 44개국에서 전동기에 대한 기준을 도입했

다. 2013년 중국은 국내 대형에너지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수준에서 에너지관

리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는 41개주가 지방납세자들의 기

금으로 마련된 에너지효율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5개주의 에너지청은 지

방납세자들의 기금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거나 그와는 별개로, 산업

에너지효율성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세금환불, 세금감면, 저금리 대출 같은) 재정

적 인센티브 역시 활용되었다. 가령 일부 유럽국가들은 건물부문에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이행해왔다. 2014년에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건물의 에너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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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프로젝트(이탈리아에서는 산업설비와 생산공정의 에너지효율성 역시 대상으

로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전기금(revolving fund)을 만들었고, 

체코공화국은 EU-ETS 경매수입 8,300만달러를 건물효율성개선에 할당하는 녹색

투자제도 New Green Savings 2014+를 만들었다. 또한 폴란드는 2013년에 건물

효율성증진을 독려하기 위해 두 개의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에너지효율

성주거프로그램은 주택소유주에게 성능을 기준으로 리노베이션이나 효율적인 건

축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프로그램에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등급에 따라 투자의 30~70% 범위에서 지원금을 제공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같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차량에 대한 세금공제와 세금환불이 시행되고 있다. 2013년 폴란드는 도시

수송에서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재원조달계획을 도입했

다. 이 계획의 수혜자로는 지자체, 지역의 대중교통당국 산하 공익회사, 그 외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도시의 수송서비스공급자들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연료효

율이 좋은 하이브리드 전기차나 전기차에 대해 세금을 환불해준다.

산업부문에서도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했다. 터키는 산업시설의 에너지효율

성을 독려하기 위해 투자인센티브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고, 독일은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와 인증, 측정을 지원하기 위해 2가지 보조금 프로

그램을 도입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40% 이상이 에너지관리시

스템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고, 회원국의 약 15%가 환

경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35%가 자발적인 협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서 사용하는 녹색인증계획처럼 에너지효율성에 

적용되는 인증계획인 백색인증계획 같은 에너지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장메커니

즘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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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성 연계향상 정책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를 각각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

지만, 정책영역에서 이 두 가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

족한 편이다. 일부사례에서는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가 경쟁관계에 놓이기

까지 한다. 하지만 갈수록 많은 정책들이 건물관련 인센티브와 경제전반의 목표

치 및 규제를 통해 효율성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루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취해진 중요한 접근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 경제전반에 걸쳐 재생에너

지와 에너지효율성을 동시에 장려하는 것(두 영역에 대해 유사한 목표를 설정). 

둘째, 경제전반에 걸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을 통합시키는 것(둘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로 충족시킬 수 있는 RPS 시행). 셋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

율성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재생에너지를 이행하려면 그 전에 에너

지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

유럽연합수준 뿐만 아니라 몇몇 개별국가들은 최근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

를 결합시킨 목표치들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유럽연합은 2020년과 2030년을 위

한 에너지효율성 목표치 외에, 전반적인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2030년까지 27%). 2013년에는 인도가 12차 5개년 계획

(2012~2017년)을 도입했는데,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에너지집약도를 20~25% 낮

추고, 2012~2017년 동안 재생에너지 30GW를 추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

한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일본이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

지기술을 개발 및 확산시키기 위한 저탄소기술계획을 채택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공건물과 모든 신규건축을 각각 2018년과 2020년까지 nZE 

형태로 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지침을 달성하기 위해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공공건물에 대한 중간적인 목표치

를 만들었다. 국가별로 건물규모나 목표연도 같은 요인들에 따라 이 목표치는 

차이가 있다. 수송부문에서 역시 효율성과 재생에너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

치가 사용되고 있다. 가령 체코공화국은 2014년에 총 수송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까지 10% 끌어올리는 동시에 에너지소비량과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채택했다.

일부 정책입안가들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증진을 결합시킨 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2015년 초 스위스는 2020년 이후부터 (유럽연합선물에너지성능 지시문서

의 유럽연합 요구사항들과 유사한) nZEB 기준을 포함시키는 건물에너지규정과 

난방시스템 보수시 재생에너지 10%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201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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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가정용 및 상업용 신규건물을 각각 2020년과 2030

년까지 NZE로 하도록 하는 개정판건물규정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건물규정을 연방차원에서 마련하지만 시드니는 지방차원에서 건물의 에

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계획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사례를 보여준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시드니는 건물 재생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효율성마스터플랜 초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이 마

스터플랜은 시드니시의 재생에너지마스터플랜과 트라이제너레이션마스터플랜

(Trigeneration Master Plan)과 함께 이행될 것이다.

일부국가들은 목표치와 규정 이외에도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재생에너

지와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시키고 있다. 2014년 초 캘리포니아는 (건물의 에너

지효율성 개선과 지붕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성공적인 PACE 재원조달

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해 모기지대출기관들의 우려를 종식하는 작업에 들어갔

다. 2015년 초에는 캘리포니아의 38개시와 3개의 카운티가 새로운 PACE 프로그

램에 착수했다.

역시 2015년 초에 독일은 자체적인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의 재생에너

지 열 비중을 높이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 인센티브프로그램은 에

너지효율성 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지원한다. 2014년 콜롬비아는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전력시장에 통합시키기 위한 1715 법률을 제정했다. 또

한 이 이니셔티브의 재원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비관행 에너지와 효율적인 에

너지관리기금의 신설 등 에너지효율성 증진을 위한 법적 구조와 재정적 수단들

을 마련했다. 2013년 룩셈부르크는 기존의 구조나 새로운 고성능구조에서 재생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지원금을 주는 제

도를 채택했다. 같은 해 이탈리아는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성 개선, 소규모 고효

율시스템, 재생열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비의 40%까지 보전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다른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모두에 동시 적용되는 재정적인 인

센티브의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폴란드는 2013년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 사용 등 도시수송에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프로젝

트에 대해 투자지원금(45%까지)을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고 이를 재생에너지활용과 결합시키는 방향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반동효과(rebound effect)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효율성 증가로 비용이 절감되면 이를 계기로 사용량이 늘어날 때 반동효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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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가령 더 오랜시간 동안 가전제품이나 차량을 가동시키거나 전등이나 전

자제품 기기의 수를 늘리는 것). 하지만 아직은 관련연구가 제한적이라서 일반

적인 에너지효율성프로젝트의 반동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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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특집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기후변화 적응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가 기후변화(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온난한 날씨

가 지속되는 등)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명확하다. 기후변화의 정확한 규

모와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IPCC의 최신평가보고서는 기

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의 빈도와 격렬함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후변동성 증가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홍수로 이어지는) 강우, 

폭풍해일, 산사태, 강한바람, 혹한, 열파, 계절성 가뭄의 세기 증가. 이는 모두 

도로, 교량, 터널, 식수와 식품공급, 하수시설, 원거리통신, 에너지시스템 등 한 

나라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대적인 에너지시스템은 날씨 외에도 다양한 요인(전쟁, 지진, 연료공급부족, 

테러리즘 등)에 민감하지만,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영향들과 극단적인 날씨는 

에너지인프라의 취약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연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서비스

에 혼란을 초래하는 자연재해가 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개도국들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재래식 바이오매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식

생이 감소하고 자원희소성이 증대되면, 취약한 인구집단들은 기본적인 에너지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에너지가 경제발전과 전반적인 사회의 작동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날씨조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에너지시스

템이 꾸준히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화석연료와는 반대로) 재생에너

지원을 사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적응이란 위해를 누그러뜨리거나 피하기 위해 실제자극이나 예상되는 자극, 그

리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여 어떤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

화라는 맥락에서 적응은 잠재적인 위해를 완화하거나, 날씨패턴의 변동이 만들

어낸 편익을 포착하기 위해 과정과 실천,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기

후변화협약은 미래에 나타날 영향에 대비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하고 있는 변화

에 대응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어도 각 사회는 과거와 미래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야기하는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사용이 기후변화 완화(기후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늦추는 노력)에 중

요하다는 인식은 이미 널리 확산되어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적응

에도 중요한 요소다. 1)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에 대응하여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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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을 증진시키고 2) 변화하는 기후조건하에서 (조명, 냉난방 등) 에너지서비

스의 조달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 재생에너지로 복원력 높이기

기후변화적응의 요소 중 하나는 에너지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기후관련 위협 

속에서도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모든 에너지시스템은 기후변동성과 극단적

인 기후에 취약하다. 가령 저수지 수위 하락과 가뭄은 냉각시스템에 의지하는 

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홍수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기

는 침식과 퇴적패턴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바이오매스의 성장속도가 변해 잠

재적인 연료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빙하의 용융

은, 발전용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홍수와 세사유입으로 인프라 위해를 

유발하여 수력발전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양광발전은 기온

이 올라가고 먼지가 쌓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풍력터빈은 시간당 

100~120km가 넘는 바람이 불면 고장이 난다.

시스템취약성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은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고(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강화하는 등), 핵심시스템의 중복성(redundancy)을 확보해놓으며, 발

전소 주변에 해일을 막는 방조제를 건설하고, 발전소 냉각수 수요를 줄이며, 발

전소에 저장하는 연료의 양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보다 좀 더 혁

신적인 전략으로는 지역적인 발전과 저장, 에너지원의 다각화,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기술의 통합사용, 위기상황에 개별시스템을 중앙의 전력망시스템에 연결

시켰다가 분리시킬 수 있는 용량 개선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시스템 역시 기후변화에 취약하긴 하지만, 재생에너지 고유의 특성들

은 에너지인프라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기후조건 아래서 에너지서비스

의 공급을 보장해주는데 적합하다. 모듈방식의 시스템, 분산형 전개, 연료의 지

역적인 이용가능성과 다양성(에너지시스템 복원력의 중요한 요소들)은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시스템이 가진 핵심적인 특징이다.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시스템은 

좀 더 다각적이고 분산된 자산풀(pool)에 집단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기존 재래식

발전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킨다. 

모듈방식: 많은 재생에너지기술은 모듈단위로 설계된다. 모듈방식은 에너지서비

스를 바꿔야 할 때 유닛을 추가(하거나 선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많은 재생에너지기술은 상대적으로 짧은 사이클(몇 개월) 덕분에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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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발전이나 원자력발전(몇 년)에서는 불가능한 유연성을 누릴 수 있다. 많은 

저지대 도서 국가들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인구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는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모듈방식(특히 일부태양기술)은 위기상황에 서비스를 빠르게 공급

해줄 수도 있다. 허리케인 샌디는 내륙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서양해

안지대 전체에 영향을 미쳐 850만명의 전기공급을 끊은 무시무시한 재난이었다.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롱아일랜드전력당국의 고객 110만명 중 90%가 며

칠간 (경우에 따라 몇 주간)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다. 그 사이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 것이 재생에너지였다. 솔라샌디프로젝트(Solar Sandy Project)는 롱아일랜

드전력당국이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애쓰는 지역에 이동식 태양발전기를 공급하

여 정전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했다.

분산형, 분권형 전개: 재생에너지기술은 분산형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날씨

나 재난으로 인해 전력공급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 게다

가 분산형 시스템은 전력망에 한 두개의 유닛에 문제가 있어도 작동할 수 있다. 

분산형 시스템에는 기능을 복원하고, 연쇄적인 정전이 위험을 줄이며, 중요한 서

비스를 더 빠르게 복구시키고, 전반적인 공급안정성을 보장해줄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전력망에 연결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는 동기화할 전력망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중앙발전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산형 발전 역시 작동

하지 않게 된다. 이런 한계는 기술자체 때문이 아니라 전력망이 운영되는 방식 

때문이다. 독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전력망을 안정화시키

는 방법을 이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고 있다.

중복성(redundancy): 시스템복원력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식은 시스템 안에 중복

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가지 전달형태(가령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전력원에서 에너지를 직접 끌어오든, 대체시스템을 선로에 끼워넣든,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다양하게 준비해놓는 것을 말한다. 전력의 중복성을 확보하는 일반적

인 방법은 예비발전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핵심시설(제련시설, 병

원, 데이터통신센터 등)에 예비발전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을 통해 요구하고 있

는데, 이런 예비발전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디젤발전소들이다. 규칙적인 연료공급

에 의지해야 하고 비용이 높으며, 종종 오염을 유발하는 디젤발전 예비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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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려면 많은 경우 재생에너지가 적합할 수 있다.

이용가능성: 어떤 형태의 재생에너지원은 지역에 따라 에너지원의 다양성이나 

품질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용가능하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가장 양이 많은 재생에너지는 종류에 관계없이 재생에너지기술에 동력

을 공급하여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해수면상승, 해

일, 산사태, 홍수, 강풍 때문에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인프라가 손상되면 연료

저장 및 수송도 위태롭게 된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을 사용

하면 연료조달사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다양성: 재생에너지원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는 개별 자원형태가 맞닥뜨릴 수 있

는 기후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지역들은 전력공급을 

위해 대규모 수력발전에 크게 의지한다. 가령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수력발전이 

전력의 50~60%를 차지한다. 기존의 수력의존적인 에너지시스템을 비수력시스템

으로 보완하는 것은 취약성을 줄이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 브라질, 케냐, 

우간다 등은 수력발전 부족에 대응하여 수력발전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재

생에너지용량을 확대하고 있다.

□ 에너지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해주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개별, 때로 분산형 단위로나, 더 큰 다각화된 에너지시스템의 일

부로써) 복원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에너지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해줄 수 있다.

가나에서는 매년 전력수요가 10%씩 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서부의 기후조

건이 변해 연간 강수량이 줄고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수력발전 생산량이 줄어

들었다. 그 결과 국가적인 전력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가나에너지위원회는 최

근 태양에너지가 전력수요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시스템복원력과 

수입산 화석연료로부터의 독립과 관련된 우려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에너지안보에 대한 더 넓은 논의에서 기후변화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간의 

관계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네팔 저지대에서는 강우의 빈도와 강도가 변하면서 지역공동체들이 양수기로 퍼

올린 지하수로 지역의 상수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태양광펌프가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태양 정수시스템으로 이 지하수를 정화한다. 재생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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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상수시스템에 안정적이고 복원력이 높은 

에너지공급체계를 확보하고, 변화하는 강우패턴에 대응하며, 탄소배출량을 완화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조건 및 상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지역냉난방시스템 같은 더 큰 규모의 응용시설은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더 

많은 부하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 바람이 강하고 항상 구름에 덮여있는 북유럽

의 덴마크 코펜하겐은 여름기온이 20℃ 중반을 거의 넘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한 곳은 아니다. 코펜하겐의 여름최고기온은 온난한 기후대와 비교했을 때

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만, 2050년까지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하루평균기온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몇 십년간 냉방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냉방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구에서 끌어온 해수를 사용하면 코펜하겐은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고도 예상되는 기온증가에 적응할 수 있다.

□ 전망

기후제약을 받는 환경에서 필요한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하려면 미래의 에너지시

스템은 강건하고,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극단적이고 변화

하는,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고 복원력을 지속시

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시스템 복원력, 그리고 더 넓게는 적응활동에서 재생에너지의 구

체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아직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문헌들은 전

력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수요가 증가하거나 전력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생

에너지가 제공할 수 있는 예비기능이나, 재생에너지가 재난복원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지를 주로 살핀다. 기후변동성이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국가수준과 지방수준에서, 다양한 연구포럼에서, 광

역적인 이니셔티브와 UNFCCC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갈수록 많은 문서와 연구

에서), 주된 초점은 지금 목격되고 있는 영향을 규명하고 미래의 영향을 예측하

는데 쏠려 있다.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시스템 복원력 향상에 예방적인 역할을 하

거나 기술이 더 큰 적응활동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참고문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기후적응전략의 핵심적인 일부로 고려해야 한

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기후대비를 위한 백악관의 2014년 보고서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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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계획과 투자 기회가 발생할 때, 기후복원력과 에너지효율성이 높고 청

정한 에너지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후완화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이미 입증되었다. 극단적인 날씨의 영향이 

분명해질수록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적응활동을 지원하여 에너지서비스를 확실하

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쏟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

한 완화와 적응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일 수 없다. 그보다 이 두 대응은 동시에 

전개되어 기후변화라는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집합적인 역할과 상호보

완적인 성질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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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과 바이오연료생산량(2014년)

2014년 신규 2014년 말 총 용량

전력생산량(GW)

바이오발전 5 93

지열발전 0.5 12.8

수력발전 37 1,055

해양발전 ~0 0.5

태양광발전 40 177

집광형태양열발전 0.9 4.4

풍력발전 51 370

난방/온수(GWth)

현대식바이오열 9 305

지열난방 1.1 20

온수용태양집열기 33 406

수송용연료(10억 리터/연)

에탄올생산량 6.2 94

바이오디젤생산량 3.3 30

수소처리된식물성기름 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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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2. 전세계 재생에너지 전력 용량, 상위지역/국가(2014년)

세계 EU-28 BRICS 중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인도

기술 GW GW

바이오발전 93 36 29 10 16.1 8.8 4 1 4.7 5

지열발전 12.8 1 0.1 ~0 3.5 ~0 0.9 0 0.5 0

수력발전 1,055 124 463 280 79 5.6 18 17.3 22 45

해양발전 0.5 0.2 ~0 ~0 ~0 0 0 ~0 0 0

태양광발전 177 87 32 28 18 38 18.5 5.4 23 3.2

집광형태양열발

전
4.4 2.3 0.2 ~0 1.6 0 ~0 2.3 0 0.2

풍력발전 370 129 144 115 66 39 8.7 23 2.8 22

재생에너지전력
용량
(수력포함)

1,712 380 668 433 185 92 50 49 54 76

재생에너지전력
용량
(수력제외)

657 255 206 153 105 86 32 32 31 31

1인당용량
(와트/주민,
수력제외)

90 500 70 110 330 1,070 530 680 2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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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3. 전세계 우드펠릿 거래량(2014년)

수출국 수입국
양(킬로톤)

2013 2014

미국 EU-28 2,276 3,924

캐나다 EU-28 1,963 1,166

러시아 EU-28 702 821

우크라이나 EU-28 165 137

벨로루스 EU-28 116 126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EU-28 171 178

세르비아 EU-28 70 71

호주 EU-28 31 0

노르웨이 EU-28 48 18

이집트 EU-28 17 20

기타 EU-28 23 33

EU-28 스위스 87 59

EU-28 노르웨이 30 27

EU-28 일본 6 6

캐나다 한국, 일본 2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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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4. 전세계 바이오연료생산량, 상위 16개국과 EU-28(2014년)

국가 연료용에탄올 바이오디젤
수소처리된 

식물성기름
총 2013년과 비교

십억 리터

미국 54.3 4.7 1.1 60.1 +3.9

브라질 26.5 3.4 29.9 +1.6

독일 0.9 3.4 4.3 +0.6

중국 2.8 1.1 3.9 +0.3

아르헨티나 0.7 2.9 3.6 +0.8

인도네시아 0.1 3.1 3.2 +0.9

프랑스 1.0 2.1 3.1 +0.1

네덜란드 0.4 0.7 1.7 2.5 +0.2

태국 1.1 1.2 2.3 +0.4

캐나다 1.8 0.3 2.1 +0.1

인도네시아 0.6 0.7 1.3 +0.2

스페인 0.4 0.8 1.2 +0.1

싱가포르 0 0 1.0 1.0 +0.1

폴란드 0.2 0.8 1.0 +0.1

콜롬비아 0.4 0.6 1.0 변화없음

호주 0.2 0.1 0.3 -0.1

EU-28 5.2 11.6 1.8 18.6 1.9

세계 총 94 29.7 4 127.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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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5. 전세계 지열 발전용량과 증가분, 상위 6개국(2014년)

2014년 순 증가분 2014년 말 총용량

MW GW

총 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위국가

미국 4 3.5

필리핀 49 1.9

인도네시아 62 1.4

멕시코 - 1.0

뉴질랜드 - 1.0

이탈리아 40 0.9

순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상위국가

케냐 358 0.6

터키 107 0.4

인도네시아 62 1.4

필리핀 49 1.9

이탈리아 40 0.9

독일 18 0.03

세계 총 64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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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6. 전세계 수력발전 총용량과 증가분, 상위 6개국(2014년)

2013년 순 증가분 2013년 말 총용량

GW GW

총 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위국가

중국 22 280

브라질 3.3 89

미국 0.0 79

캐나다 1.7 77

러시아 1.1 48

인도 1.2 45

순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상위국가

중국 22 280

브라질 3.3 89

캐나다 1.7 77

터키 1.4 24

인도 1.2 45

러시아 1.1 48

세계 총 3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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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7. 전세계 태양광발전총용량과 증가분, 상위 10개국(2014년)

2013년 말 총용량 2014년 증가분 2014년 말 총용량

GW

순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상위국가

중국 17.5 10.6 28.2

일본 13.6 9.7 23.3

미국 12.1 6.2 18.3

영국 3.4 2.4 5.2

독일 36.3 1.9 38.2

프랑스 4.7 0.9 5.7

호주 3.2 0.9 4.1

한국 1.5 0.9 2.4

남아프리카공화국 0.1 0.8 0.9

인도 2.5 0.7 3.2

총 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위국가

독일 36.3 1.9 38.2

중국 17.5 10.6 28.2

일본 13.6 9.7 23.3

이탈리아 18.1 0.4 18.5

미국 12.1 6.2 18.3

프랑스 4.7 0.9 5.7

스페인 5.3 ~0 5.4

영국 2.8 2.4 5.2

호주 3.2 0.9 4.1

인도 2.5 0.7 3.2

세계 총 138 4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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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8. 집광형태양열발전 세계총용량과 증가분(2014년)

국가 2013년 말 총용량 2014년 증가분 2014년 말 총용량

MW

스페인 2,300 0 2,300

미국 882 752 1,634

인도 50 175 225

아랍에미리트 100 0 100

알제리 25 0 25

이집트 20 0 20

모로코 20 0 20

호주 12 0 12

중국 10 0 10

태국 5 0 5

세계 총 3,425 925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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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9. 태양열온수 집열기 세계 총 용량과 증가분, 상위 12개국(2013년)

2013년 증가분 2013년 총용량

GWth GWth

국가 유광 무광 총 유광 무광 총

중국 44,492 0 44,492 262.3 0 262.3

미국 165 540 705 2.1 14.6 16.7

독일 714 0 714 11.9 0.4 12.3

터키 1,344 0 1,344 11.0 0 11.0

브라질 530 435 965 4.7 2.1 6.7

호주 130 455 585 2.3 3.3 5.6

인도 770 0 770 4.3 0 4.3

오스트리아 125 1 126 3.2 0.4 3.5

그리스 159 0 159 2.9 0 2.9

이스라엘 294 2 296 2.9 0 2.9

일본 102 0 102 2.9 0 2.9

이탈리아 208 0 208 2.6 0 2.6

나머지 5,286 337 5,623 35.1 4.2 39.3

세계 총 53,260 1,690 54,950 348 25 373



- 216 -

표 R10. 풍력발전 세계총용량과 증가분, 상위 10개국(2014년)

2013년 말 총용량 2014년 증가분 2014년 말 총용량

GW

순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상위국가

중국 75.5/91.4 20.7/23.2 95.8/114.6

독일 34.3 5.3 39.2

미국 61.1 4.9 65.9

브라질 3.5 2.5 5.9

인도 20.2 2.3 22.5

캐나다 7.8 1.9 9.7

영국 10.7 1.7 12.4

스웨덴 4.4 1.1 5.4

프랑스 8.2 1 9.3

터키 3 0.8 3.8

총 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위국가

중국 75.5/91.4 20.7/23.2 95.8/114.6

미국 61.1 4.9 65.9

독일 34.3 5.3 39.2

스페인 23 ~0 23

인도 20.2 2.3 22.5

영국 10.7 1.7 12.4

캐나다 7.8 1.9 9.7

프랑스 8.2 1 9.3

이탈리아 8.6 0.1 8.7

브라질 3.5 2.5 5.9

세계총 319 51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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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1.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동향(2004년~2014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억 달러

단계별신규투자

기술연구

정부R&D 1.9 2.1 2.3 2.7 2.8 5.3 4.7 4.6 4.5 4.9 5.1

기업R&D 3.2 2.9 3.1 3.5 4.0 4.1 4.2 5.1 5.0 6.6 6.6

개발/상업화

벤처자본 0.4 0.6 1.2 2.1 3.2 1.6 2.5 2.5 2.4 0.7 1.0

제조

비공개
민간확장자본

0.3 1.0 3.0 3.6 6.8 2.9 3.1 2.6 1.7 1.4 1.7

공공시장 0.3 3.7 9.1 20.7 10.9 13.1 11.4 10.1 3.9 10.5 15.1

프로젝트

자산금융 30.4 52.5 84.7 110.4 135.4 120.0 154.6 181.2 163.2 154.6 170.7

(재투자된
자기자본)

0.0 0.2 0.7 3.1 3.7 1.9 5.6 3.3 2.9 1.9 3.6

소규모

분산형용량
8.6 10.3 9.5 14.1 22.3 33.4 62.2 76.1 78.8 54.9 73.5

총 신규투자 45.1 72.9 112.1 153.9 181.8 178.5 237.2 278.8 256.4 231.8 270.2

인수합병거래 8.8 26.2 36.0 58.5 59.3 64.2 58.4 73.5 67.7 66.8 68.8

총투자 53.9 99.1 148.1 212.5 241.1 242.7 295.7 352.3 324.1 298.6 339.0

기술별 신규투자

태양발전 12.0 16.3 22.1 38.0 60.8 63.7 103.3 155.7 144.3 119.8 149.6

풍력발전 17.9 29.1 39.6 61.6 75.2 81.2 98.9 84.2 84.1 89.3 99.5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에너지

7.4 9.6 12.1 15.8 16.9 13.9 16.0 17.4 12.4 9.3 8.4

바이오연료 3.7 9.6 28.4 28.7 19.2 10.2 10.1 10.4 7.0 5.5 5.1

50MW이하

수력발전
2.6 7.2 7.6 7.1 7.8 6.3 5.7 7.2 6.4 5.5 4.5

지열발전 1.2 1.0 1.5 2.0 1.7 2.9 3.0 3.7 1.8 2.2 2.7

해양에너지 0.0 0.1 0.9 0.8 0.2 0.3 0.3 0.3 0.3 0.2 0.4

총 신규투자 45.1 72.9 112.1 153.9 181.8 178.5 237.2 278.8 256.4 231.8 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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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2. 1차에너지와 최종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2012/2013년 현황과 목표치

국가
1차에너지 최종에너지

비중 목표치 비중 목표치
EU-28 15% →2020년까지 20%
알바니아 →2020년까지 18% →2020년까지 38%
알제리 →2030년까지 40%

아르메니아
→2020년까지 21%
→2025년까지 26%

오스트리아 33% →2020년까지 45%
아제르바이잔 →2020년까지 9.7%
바베이도스 →2016년까지 20%

벨로루스
→2015년까지 28%

→2020년까지 32%
벨기에 7.9% →2020년까지 13%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2020년까지 40%
보츠와나 →2016년까지 1%
브라질 41%(2014)
불가리아 →2020년까지 16%
부룬디 →2020년까지 2.1%

중국
→2015년까지 11.4%
→2017년까지 13%

코스타리카 37%

코트디부아르
→2015년까지 5%
→2020년까지 15%
→2030년까지 20%

크로아티아 18% →2020년까지 20%
키프로스 8.1% →2020년까지 13%
체코공화국 12% →2020년까지 13.5%

덴마크 27%
→2020년까지 35%
→2050년까지 100%

에콰도르 9.3%
이집트 →2020년까지 14%
에스토니아 26% →2020년까지 25%
피지 →2030년까지 23%

핀란드 37%
→2015년까지 25%
→2020년까지 38%
→2025년까지 40%

프랑스 9.5% 14%
→2020년까지 23%
→2030년까지 32%

가봉 →2020년까지 80%

독일 11%(2014년)

→2020년까지 18%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45%
→2050년까지 60%

그리스 15% →2020년까지 20%
그레나다 →2020년까지 20%
과테말라 →2026년까지 80%
헝가리 9.8% →2020년까지 14.65%
인도 2%
인도네시아 →2025년까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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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2. 1차에너지와 최종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2012/2013년 현황과 목표치(이어서)

국가
1차에너지 최종에너지

비중 목표치 비중 목표치
아일랜드 7.8% →2020년까지 16%
이스라엘 →2020년까지 50%
이탈리아 17% →2020년까지 17%

자메이카 8%
→2020년까지 15%

→2030년까지 20%
일본 7.2% →2020년까지 10%

요르단
→2015년까지 7%

→2020년까지 10%
코소보 →2020년까지 25%
라오스 →2025년까지 30%
라트비아 37% →2020년까지 40%
레바논 →2020년까지 12%
레소토 3%
리비아 →2020년까지 10%
리투아니아 →2025년까지 20% 23% →2020년까지 23%
룩셈부르크 3.6% →2020년까지 11%
마케도니아 →2020년까지 28%
마다가스카르 →2020년까지 54%
말라위 →2020년까지 7%
말리 →2020년까지 15%
몰타 3.8% →2020년까지 10%

모리타니
→2015년까지 15%

→2020년까지 20%
모리셔스 4.2% →2025년까지 35%
몰도바 →2020년까지 20% →2020년까지 17%
몽골 →2020년까지 20~25%
몬테네그로 →2020년까지 33%
나우루 →2020년까지 50%
네팔 →2030년까지 10%
네덜란드2 4.5% →2020년까지 16%
니카라과 75%(2014)
니제르 →2020년까지 10%
노르웨이 65.5% →2020년까지 67.5%
팔라우 →2020년까지 20%
팔레스타인 →2020년까지 25%
파나마 →2023년까지 18.3%
필리핀 38%
폴란드 →2020년까지 12% 11% →2020년까지 15.5%
포르투갈 26% →2020년까지 31%
루마니아 24% →2020년까지 24%
사모아 →2030년까지 20%
세르비아 →2020년까지 27%
슬로바키아 9.8% →2020년까지 14%
슬로베니아 22% →2020년까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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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2. 1차에너지와 최종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2012/2013년 현황과 목표치(이어서)

국가
1차에너지 최종에너지

비중 목표치 비중 목표치

한국

→2015년까지 4.3%

→2020년까지 6.1%

→2030년까지 11%

스페인 15% →2020년까지 20.8%

세인트루시아 →2020년까지 20%

스와질랜드 17%

스웨덴 52% →2020년까지 50%

스위스 →2020년까지 24%

시리아 →2030년까지 4.3%

탄자니아 29%

태국 →2021년까지 25%

우크라이나 →2030년까지 18% →2020년까지 11%

영국 5.1% →2020년까지 15%

우루과이 49% →2015년까지 50%

베트남

→2020년까지 5%

→2025년까지 8%

→2050년까지 11%

잠비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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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3. 전력생산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2013년 현황과 목표치

국가 비중 목표치 국가 비중 목표치
EU-28 25.4% 그리스 21% →2020년까지 40%

알제리
→2017년까지 5%
→2030년까지 27%

과테말라 →2027년까지 80%
기니비사우 →2015년까지 2%

앤티가 바부다
→2015년까지 5%
→2020년까지 10%
→2030년까지 15%

가이아나 →90%(목표년도 불명)
아이티 →2020년까지 50%

온두라스
→2022년까지 60%
→2038년까지 80%

아르헨티나 →2016년까지 8% 헝가리 6.6% →2020년까지 10.9%
호주 →2020년까지 20% 인도네시아 →2025년까지 26%

오스트리아 68.1% →2020년까지 70.6% 이라크 →2030년까지 10%
아제르바이잔 →2020년까지 20% 아일랜드 20.9% →2020년까지 42.5%

바하마
→2020년까지 15%
→2030년까지 30%

이스라엘
→2014년까지 5%
→2020년까지 10%

바레인 →2030년까지 5% 이탈리아 31% →2020년까지 26%

방글라데시
→2015년까지 5%
→2020년까지 10%

자메이카 7%(2012) →2020년까지 30%

일본 12%(2014)
→2020년까지 13.5%
→2030년까지 20%바베이도스 →2029년까지 29%

벨기에 12.3% →2020년까지 20.9%
카자흐스탄

→2020년까지 3%
→2030년까지 50%벨리즈 →50%(목표년도 불명)

브루나이공화국 →2035년까지 10% 키리바시 →2020년까지 3%
불가리아 18.9% →2020년까지 20.6% 쿠웨이트 →10%(목표년도 불명)
카보베르데 →2020년까지 50% 라트비아 49% →2020년까지 60%
캄보디아 →2015년까지 15% 레바논 →2020년까지 12%
칠레 8.6%(2014) →2025년까지 20% 라이베리아 →2021년까지 30%

코스타리카 90% →2021년까지 100% 리비아
→2020년까지 7%
→2025년까지 10%

크로아티아 39% →2020년까지 39% 리투아니아 13% →2020년까지 21%
쿠바 →2030년까지 24% 룩셈부르크 5.3% →2020년까지 11.8%

키프로스 6.6% →2020년까지 16% 마케도니아 →2020년까지 24.7%
체코공화국 12.8% →2020년까지 14.3% 마다가스카르 63% →2020년까지 75%

덴마크 43%
→202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

말레이시아

→2015년까지 5%
→2020년까지 9%
→2030년까지 11%
→2050년까지 15%

지부티 →2020년까지 100%
도미니카 →100%(목표년도 불명)

도미니카공화국
→2015년까지 10%
→2025년까지 25%

몰디브 →2017년까지 16%

에콰도르 48% →2017년까지 85% 말리
→2015년까지 10%
→2033년까지 25%

이집트 →2020년까지 20% 몰타 1.6% →2020년까지 3.8%
에리트레아 →50%(목표년도 불명) 마샬제도 →2020년까지 20%
에스토니아 13% →2015년까지 18% 모리셔스 →2025년까지 35%

피지 →2030년까지 100% 멕시코 →2026년까지 25%
핀란드 31% →2020년까지 33% 몰도바 →2020년까지 10%
프랑스 20%(2014) →2020년까지 27% 몽골 →2020년까지 20~25%
가봉 →2020년까지 70% 미얀마 →2020년까지 15~18%
감비아 →2020년까지 35% 나미비아 →2020년까지 10%

독일 28%(2014)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5~60%
→2040년까지 65%
→2050년까지 80%

네덜란드 10% →2020년까지 37%

뉴질랜드 80%(2014) →2025년까지 90%

가나 →2020년까지 10% 니카라과 51%(2014) →2027년까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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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3. 전력생산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2013년 현황과 목표치(이어서)

국가 비중 목표치 국가 비중 목표치

나이지리아 →2020년까지 10% 세인트루시아
→2015년까지 15%
→2020년까지 35%

파키스탄 1.7%(2014) →2015년까지 10%
세인트빈센트그

레나딘
17%

→2015년까지 30%
→2020년까지 60%

팔레스타인 →2020년까지 10% 수단 →2031년까지 11%
페루 →2025년까지 60% 스웨덴 61.8% →2020년까지 62.9%
필리핀 29%(2012) →2020년까지 40% 탄자니아 →2015년까지 14%
폴란드 10.7% →2020년까지 19.3% 태국 7.6% →2021년까지 10%
포르투갈 49% →2020년까지 45% 동티모르 →2020년까지 50%

카타르
→2020년까지 2%
→2030년까지 20%

토고 →2020년까지 15%

루마니아 38% →2020년까지 43% 통가 →2015년까지 50%

러시아
→2015년까지 2.5%
→2020년까지 4.5%

튀니지
→2016년까지 11%
→2030년까지 30%

세네갈 →2017년까지 20% 터키 →2023년까지 30%

세이셸
→2020년까지 5%
→2030년까지 15%

투발루 →2020년까지 100%

시에라리온
→2015년까지 18%
→2020년까지 33%
→2030년까지 36%

우간다 91% →2017년까지 61%

슬로바키아 21% →2020년까지 24% 우크라이나 1%(2014)
→2020년까지 12.4%
→2030년까지 20%

슬로베니아 32.8% →2020년까지 39.3% 영국 19% →2015년까지 50%
솔로몬제도 →2015년까지 50% 우루과이 84% →2015년까지 92%

남아공 →2030년까지 9% 바누아투
→2014년까지 23%
→2015년까지 40%
→2020년까지 65%

스페인 36.4% →2020년까지 38.1% 베트남 →2020년까지 5%

스리랑카
→2016년까지 10%
→2020년까지 20%

예멘 →2025년까지 15%

세인트키츠네비스 →2015년까지 20%

표 R13.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의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 현황(2013년)

국가 비중
브라질 79%(2014)
브룬디 70%
카메룬 60%
콜롬비아 72%
에티오피아 99%
조지아 78%(2014)
인도 12%(2014)
이란 21%
케냐 65%
모잠비크 95%(2014)
르완다 60%(2014)
수리남 40%(2014)
탄자니아 38%(2014)
미국 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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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4. 현대식 재생에너지 기술로 충당하는 냉난방 비중, 2013년 현황과 목표치

국가 비중 목표치 국가 비중 목표치

오스트
리아

33.5%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32.6%를 재
생에너지로

리투아
니아

37.7%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39%를 재생
에너지로

벨기에 8.1%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1.9%를 재
생에너지로

룩셈부
르크

5.6%
2020년 냉난방 최종소비량의 8.5%를 재생
에너지로

부탄
2025년까지 3MW의 태양에너지냉난방시
설

몰타 23.7%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6.2%를 재생
에너지로

불가리
아

29.2%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24%를 재
생에너지로

몰도바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27%를 재생
에너지로

몬테네
그로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38.2%를 재
생에너지로

중국
2015년까지 280GWth(4억㎡)의 태양온수시
설

크로아
티아

18.1%
2020년가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9.6%를 재
생에너지로

모로코 태양온수시설:2020년까지 1.2GWth(170만㎡)

키프로
스

21.7%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23.5%를 재
생에너지로

모잠비
크

태양온수 및 공간난방: 농촌지역에 10만개
의 시스템 설치(목표연도 불명)

체코공
화국

15.3%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4.1%를 재
생에너지로

네덜란
드

3.6%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8.7%를 재생
에너지로

덴마크 34.8%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39.8%를 재
생에너지로

폴란드 13.9%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7%를 재생
에너지로

에스토
니아

43.1%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7.6%를 재
생에너지로

포르투
갈

34.5%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30.6%를 재
생에너지로

핀란드 50.9%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47%를 재
생에너지로

루마니
아

26.2%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22%를 재생
에너지로

프랑스 18.3%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33%를 재
생에너지로

세르비
아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30%를 재생
에너지로

독일 10.6%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4%를 재
생에너지로

시에라
리온

2015년까지 호텔,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에 태양온수시설 1% 보급;2020년까지 
2%;2030년까지 5%
2030년까지 주거부문에 태양온수시설 1% 
보급

그리스 26.5%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20%를 재
생에너지로

헝가리 13.5%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8.9%를 재
생에너지로

슬로바
키아

7.5%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4.6%를 재
생에너지로

인도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태양온수시설 신
규용량 5.6GWth(8백만㎡)를 추가함 

슬로베
니아

31.7%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30.8%를 재
생에너지로

스페인 14.9%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8.9%를 재
생에너지로
바이오에너지: 2020년까지 4,653ktoe
지열: 2020년까지 9.5ktoe
히트펌프: 2020년까지 50.8ktoe
태양온수 및 공간난방: 2020년까지 644ktoe

아일랜
드

5.7%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5%를 재
생에너지로

이탈리
아

18%

냉난방:2020년까지 총공급량의 17.1%를 재생
에너지로
바이오에너지:2020년까지 냉난방용도로 
5,670ktoe
지열:2020년까지 냉난방용도로 300ktoe
온수와 공간난방:2020년까지 1,586ktoe

스웨덴 67.2%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62.1%를 재
생에너지로

태국

바이오에너지:2020년까지 8,200ktoe
바이오가스:2022년까지 1,000ktoe
지자체의유기폐기물:2022년까지35ktoe
태양온수시설:2022년까지 30만개의 시스템 
가동, 100ktoe

요르단
13%
(2010)

태양온수시설:2020년까지 가구의 30%에 
설치

케냐
태양온수시설: 하루 1백리터 이상의 온수
를 사용하는 건물의 1년 수요의 60%

라트비
아

49.7%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53.4%를 재
생에너지로

우간다 태양온수시설:2017년까지 21MWth(3만㎡)

레바논
태양온수시설: 2009년~2014년에 
133MWth(19만㎡)의 신규용량 증설

영국 2.6%
2020년까지 총냉난방공급량의 12%를 재생
에너지로

리비아
태양온수시설:2015년까지 80MWth; 2020년
까지 250M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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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5. 기타 재생에너지 목표치

국가 부문/기술비중 목표치

EU-28 수송
모든 EU-28국가는 2020년까지 수송용 최종에너지 
수요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알바니아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알제리

전력 2030년까지 22GW
폐기물을 통한 바이오전력 2030년까지 1GW
지열발전 2030년까지 15MW
태양광 2030년까지 13.5GW
집광형태양열발전 2030년까지 2GW
풍력발전 2030년까지 5GW

아르헨티나
전력 2016년까지 3GW
지열발전 2016년까지 30MW

아르메니아

수력(소수력) 2020년까지 377MW: 2025년까지 397MW
지열발전 2020년까지 50MW: 2025년까지 100MW
태양광 2020년까지 40MW: 2025년까지 80MW
풍력 2020년까지 50MW: 2025년까지 100MW

오스트리아

고형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를 
통한 바이오전력

2010~2020년 사이에 200MW 추가

수력 2010~2020년 사이에 1GW 추가
태양광 2010~2020년 사이에 1.2GW 추가
풍력 2010~2020년 사이에 2GW 추가
수송 2020년까지 최종 수송에너지수요의 11.4%

아제르바이잔 전력 2020년까지 1GW

방글라데시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전
력

2014년까지 2MW; 2.6 m3 발전소 100,000개(40MW)

바이오가스를 통한 바이오전력 2014년까지 4MW: 2017년까지 7MW
바이오가스 소화장치 2016년까지 15만대
태양광 2015년까지 500MW

태양광(농촌독립형)
2016년까지 가정용태양광시스템 600만개(240MW): 150kW 
미니그리드 50개; 2017년까지 태양광 관개펌프 1,550개

베냉 전력(농촌독립형) 2025년까지 농촌보급전력의 50%

부탄

전력 2025년까지 20MW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전
력

2025년까지 5MW

태양광 2025년까지 5MW
풍력 2025년까지 5MW

볼리비아 전력 2015~202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설비 160MW 추가

브라질
바이오전력 2021년까지 19.3GW
수력(소형) 2021년까지 7.8GW
풍력 2021년까지 15.6GW

불가리아
수력 2017~18년까지 174MW 발전소 3기
태양광 2014년까지 80MW의 태양광발전단지 가동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 수요의 11%

브룬디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전
력

4MW

수력 212MW
태양광 40MW
풍력 1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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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문/기술비중 목표치

중국

바이오발전 2015년까지 13GW
수력 2017년까지 330GW
태양광 2017년까지 70GW(35GW 대규모태양광, 35GW 분산형발전)
집광형태양열발전 2015년까지 1GW; 2020년까지 3GW
풍력 2017년까지 150GW

콜롬비아 
전력(전력망연결) 2015년까지 생산량의 3.5%; 2020년까지 6.5%
전력(독립형) 2015년까지 생산량의 20%; 2020년까지 30%

크로아티아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키프로스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4.9%
체코공화국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8%

덴마크
풍력 2020년까지 전력의 50%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의 10%

지부티 태양광 2017년까지 농촌전력의 30%
도미니카공화국 분산형발전 2016년까지 전력의 20%

이집트

수력 2020년까지 2.8GW
태양광 2020년까지 220MW: 2027년까지 700MW
집광형태양열발전 2017년까지 2.8GW: 2020년까지 1.1GW
풍력 202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12%, 7.2GW

에리트레아 풍력 전력생산량의 50%(목표년도 불명)
에스토니아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2.7%

에티오피아

사탕수수폐기물을 통한 바
이오발전

103.5MW(목표년도 불명)

지열발전 2015년까지 75MW; 2018년까지 450MW; 2030년까지 1GW
수력 2015년까지 10.6GW(90% 이상 대형); 2030년까지 22GW
풍력 2014년까지 770MW

핀란드

바이오발전 2020년까지 13.2GW
수력 2020년까지 14.6GW
풍력 2020년까지 884MW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20%

프랑스
해양발전과 해상풍력 2020년까지 6GW
풍력 2020년까지 25GW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5%

독일
풍력

2020년까지 2.5GW의 육상풍력발전
2020년까지 6.5GW의 해상풍력발전; 2030년까지 15GW의 해상풍력발전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20%

그리스
태양광 2030년까지 2.2GW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1%

기니
태양광 2025년까지 전력의 6%
풍력 2025년까지 전력의 2%

기니비사우 태양광 2015년까지 1차에너지의 2%
헝가리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인도

전력 2014년~2015년 3.77GW: 2012년~2017년 30GW, 2022년까지 170GW 추가
바이오발전 2014년~2015년 400MW: 2012년~2017년 2.7GW
수력(소규모) 2014년~2015년 250MW: 2012년~2017년 2.1GW

태양광
2014년~2015년에 1.1GW PV 및 60MW 소규모 PV 추가: 2010
년~2022년에 2천만개의 태양조명시스템 추가

태양광과 집광형태양열발전 2022년까지 100GW
풍력 2014년~2015년에 2GW; 2022년까지 6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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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태양광, 풍력 2025년까지 (합계) 1차에너지의 1.4% 
바이오연료 2025년까지 1차에너지의 10.2%
지열발전 2025년까지 12.6GW의 전력
수력 0.43GW의 소수력발전 포함, 2025년까지 2GW
양수발전 2025년까지 3GW
태양광 2025년까지 156.8MW
풍력 2025년까지 100MW

이란 태양광과 풍력 5GW(목표년도 불명)

이라크
태양광 2016년까지 240MW
집광형태양열발전 2016년까지 80MW
풍력 2016년까지 80MW

아일랜드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이탈리아

바이오발전 2020년까지 3.8GW의 용량으로 연 19,780GWh 발전
지열발전 2020년까지 920MW 용량으로 연 6,750GWh 발전
수력 2020년까지 17.8GW 용량으로 연 42,000GWh 발전 
태양광 2017년까지 23GW
풍력(육상) 2020년까지 12GW 용량으로 연 18,000GWh 발전
풍력(해상) 2020년까지 680MW 용량으로 연 2,000GWh 발전
수송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로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1%(2,899ktoe)

일본

바이오발전 2020년까지 3.3GW; 2030년까지 6GW
지열발전 2020년까지 0.53GW; 2030년까지 3.88GW
수력발전 2020년까지 49GW
해양발전(파력과 조력) 2030년까지 1.5GW
태양광 2020년까지 28GW
풍력 2020년까지 5GW; 2030년까지 해상풍력 8.03GW

요르단

전력 2018년까지 1GW 용량 
태양광 2020년까지 300MW
집광형태양열발전 2020년까지 300MW
풍력 2020년까지 1.2GW

카자흐스탄 전력 2020년까지 1.04GW

케냐

지열발전 2016년까지 1.9GW; 2030년까지 5GW
수력발전 2016년까지 794MW
태양광 2016년까지 423MW
풍력 2016년까지 635MW

쿠웨이트
태양광 2030년까지 3.5GW
집광형태양열발전 2030년까지 1.1GW
풍력 2030년까지 3.1GW

라트비아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전력 2016년까지 전력생산의 8%

레바논
바이오가스를 통한 바이오발전 2015년까지 15~25MW
수력 2015년까지 40MW
풍력 2015년까지 60~100MW; 2020년까지 400~500MW

레소토
전력 2030년까지 260MW
전력(농촌독립형) 2020년까지 농촌전력보급의 35%

라이베리아 바이오연료 2015년까지 총수송연료의 5%

리비아
태양광 2015년까지 129MW; 2020년까지 344MW; 2025년까지 844MW
집광형태양열발전 2020년까지 125MW; 2025년까지 375MW
풍력 2015년까지 260MW; 2020년까지 600MW; 2025년까지 1GW

리투아니아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룩셈부르크 수송 2020년까지 최종 수송용에너지수요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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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도니아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전력 2020년까지 50GWh
바이오가스생산용 바이오소화장치 2020년까지 20GWh
수력(소규모) 2020년까지 216GWh
태양광 2020년까지 14GWh
풍력 2020년까지 300GWh

말라위 수력 2014년까지 346.5MW

말레이시아 전력
2.1GW(대형수력발전제외), 11.2TWh/연, 혹은 국가공급량
의 10%(목표연도 불명); 2015년까지 총용량의 6%; 2020년
까지 11%; 2030년까지 14%;2050년까지 36%

몰타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7%
미크로네시아 전력 2020년까지 도시중심지는 10%, 농촌지역은 50% 
몰도바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20%

모로코

전력 총용량의 42%
수력 2020년까지 2GW
태양광과 집광형태양열발전 2020년까지 2GW
풍력 2020년까지 2GW

모잠비크

바이오가스생산용 바이오소화장치 1천개의 시스템 설치(목표연도 불명)
수력, 태양광, 풍력 각각 2GW(목표연도 불명)
태양광 8만2천개의 가정용태양발전시스템 설치(목표연도 불명)
양수용 풍력터빈 3천대 설치(목표연도 불명)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시스템 5천개 설치(목표연도 불명)

네덜란드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나이지리아

바이오발전 2015년까지 50MW; 2025년까지 400MW
수력(소규모) 2015년까지 600MW; 2025년까지 2GW
태양광(대규모, 1MW 이상) 2015년까지 75MW; 2025년까지 500MW
풍력 2015년까지 20MW; 2025년까지 40MW
집광형태양열발전 2015년까지 1MW; 2025년까지 5MW

노르웨이
전력 2016년까지 연간 30TWh 생산
전력 2020년까지 스웨덴과 공동으로 26.4TWh의 전력인증시장 형성

팔레스타인

바이오발전 2020년까지 21MW
태양광 2020년까지 45MW
집광형태양열발전 2020년까지 20MW
풍력 2020년까지 44MW

필리핀

전력 2030년까지 2010년 재생에너지전력용량을 세배로 늘림
바이오발전 2010~2030년에 277MW 증설
지열발전 2010~2030년에 1.5MW 증설
수력발전 2010~2030년에 5,398MW 증설
해양발전 2010~2030년에 75MW 증설
태양광발전 2010~2030년에 284MW 증설
풍력 2010~2030년에 2.3MW 증설

폴란드
풍력(해상) 2020년까지 1GW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포르투갈

전력 2020년까지 15.8GW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발전 2020년까지 769MW
바이오가스를 통한 바이오발전 2020년까지 59MW
지열발전 2020년까지 29MW
수력(소규모) 2020년까지 400MW
해양발전(조력) 2020년까지 6MW
태양광 2020년까지 670MW
집광형태양열발전 2020년까지 5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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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풍력 2020년까지 육상풍력 5.3GW; 2020년까지 해상풍력 27MW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카타르
태양광 2014년까지 1.8GW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루마니아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러시아 수력발전(소형), 태양광, 풍력 2020년까지 합계 6GW

르완다

바이오가스발전 2017년까지 300MW
지열발전 2017년까지 310MW
수력 2017년까지 340MW
수력(소구모) 2015년까지 42MW
전력(독립형) 2017년까지 5MW

사모아 최종에너지 2030년까지 총에너지수요의 현 비중보다 20%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2040년까지 54GW
태양광과 집광형태양열발전 2040년까지 41GW(집광형태양열발전 25GW와 태양광발전 16GW) 
지열, 폐기물에너지, 풍력 2032년까지 합계 13GW

세르비아
태양광 2017년까지 150MW
풍력 1.4GW(목표연도 불명)

시에라리온 전력 1GW(목표연도 불명)
싱가포르 태양광 2020년까지 350MW
슬로바키아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슬로베니아 수송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5%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 2030년까지 17.8GW; 2010-2030 신규 발전설비의 42% 

한국

전력
(모든 발전량 목표치는 연간생산량임)
2015년까지 13,016GWh(총 생산량의 2.9%)
2020년까지 21,977GWh(4.7%), 2030년까지 39,517GWh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발전 2030년까지 2,628GWh
바이오가스를 통한 바이오발전 2030년까지 161GWh
매립지가스를 통한 바이오발전 2030년까지 1,340GWh
지열발전 2030년까지 2,046GWh
수력(대규모) 2030년까지 3,860GWh
수력(소규모) 2030년까지 1,926GWh
해양발전 2030년까지 6,159GWh
태양광 2030년까지 2,046GWh
집광형태양열발전 2030년까지 1,971GWh

풍력
2016년까지 900MW; 2019년까지 1.5GW; 2030년까지 연간 
16,619GWh, 2019년까지 해상풍력 1.5GW

스페인

최종에너지
고형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자체
의 유기폐기물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2020년까지 0.1%

지열에너지, 해양발전, 히트펌프 2020년까지 5.8%
수력 2020년까지 2.9%
태양광발전 2020년까지 3%
풍력 2020년까지 6.3%
전력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발전 2020년까지 1.4GW
지자체의 유기폐기물을 통한 바이오발전 2020년까지 200MW
바이오가스를 통한 바이오발전 2020년까지 400MW
지열발전 2020년까지 50MW
수력 2020년까지 13.9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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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이어서)

양수발전 2020년까지 8.8GW
해양발전 2020년까지 100MW
태양광 2020년까지 7.3GW
집광형태양열발전 2020년까지 4.8GW
풍력(육상) 2020년까지 35GW
풍력(해상) 2020년까지 750MW
수송
바이오디젤 2020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1.3%
에탄올/바이오ETBE 2020년까지 2,313ktoe
수송용 전력 2020년까지연간4.7GWh(2020년까지재생에너지원으로 501ktoe)

스리랑카 수송 2020년까지바이오연료를 가지고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20%

수단

고형바이오배스를 통한 바이오전력 2031년까지 54MW
바이오가스를 통한 바이오전력 2031년까지 68MW
수력 2031년까지 63MW
태양광 2031년까지 667MW
집광형태양열발전 2031년까지 50MW
풍력 2031년까지 680MW

스웨덴

전력 (2002년 기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1년 용량 25TWh 추가

전력
2020년까지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26.4TWh 규모의 전력인증시장 
형성

수송 2030년까지 화석연료에서 독립한 차량 마련

스위스
전력 2035년까지 연간 12TWh; 2050년까지 24.2TWh
수력 2035년까지 연간 43TWh

시리아

바이오발전 2020년까지 140MW; 2025년까지 260MW; 2030년까지 400MW

태양광
2015년까지 45MW; 2020년까지 380MW; 2025년까지 1.1GW; 
2030년까지 1.8GW

집광형태양열발전 2025년까지 50MW

풍력
2015년까지 150MW; 2020년까지 1GW; 2025년까지 1.5GW; 2030
년까지 2GW

타지키스탄 수력발전(소형) 2020년까지 100MW

태국

수송
에탄올 2022년까지 하루 9백만 리터
바이오디젤 2022년까지 하루 6백만 리터
고급바이오연료 2022년까지 하루 2천5백만 리터
전력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발전 2021년까지 4.8GW
바이오가스를 통한 바이오발전 2021년까지 600MW
지자체의 유기폐기물을 통한 바이
오발전

2021년까지 400MW

지열발전 2021년까지 1MW
수력 2021년까지 6.1GW
해양발전(조력과 파력) 2021년까지 2MW
태양광 2021년까지 3GW; 2014년에 1GW 추가
풍력 2021년까지 1.8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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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토바고
전력 2020년까지 최고수요의 5%(혹은 60MW)

풍력 100MW(목표연도 불명)

튀니지

전력 2016년까지 1GW(16%); 2030년까지 4.6GW(40%)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발
전

2016년까지 400MW; 2030년까지 300MW

태양광 2016년까지 140MW; 2030년까지 1.5GW

집광형태양열발전 2030년까지 500MW

풍력 2016년까지 430MW; 2030년까지 1.7GW

터키

고형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발
전

2023년까지 1GW

지열 2023년까지 1GW

수력 2023년까지 34GW

태양광 2023년까지 5GW

풍력 2023년까지 20GW

우간다

지자체의 유기폐기물을 통한 바이
오발전

2017년까지 30MW

지열발전 2017년까지 45MW

수력(대규모) 2017년까지 1.2GW

수력(초소형과 소규모) 2017년까지 85MW

태양광(가정용태양발전시스템) 2017년까지 700kW

바이오연료 2017년까지 연 22억 리터

영국
풍력 2030년까지 해상풍력 39GW

수송
2014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5%; 2020년까지 
10.3%

우루과이
바이오발전 2015년까지 200MW

풍력 2015년까지 1.3GW

베네수엘라
전력 2013-2019년 신규설비 613MW 추가

풍력 2013-2019년 신규설비 500MW 추가

베트남

바이오발전 2015년까지 200MW

수력 2020년까지 19.2GW

풍력 2020년까지 1GW

바이오연료
2015년까지 수송용석유에너지수요의 1%; 2025년까지 
5%

예멘

바이오발전 2025년까지 6MW

지열발전 2025년까지 200MW

태양광 2025년까지 4MW

집광형태양열발전 2025년까지 100MW

풍력 2025년까지 400MW

짐바브웨 수송 2015년까지 최종수송에너지수요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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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누적수치 해당연도에 추가된 국가/주/지방

1978 1 미국

1990 2 독일

1991 3 스위스

1992 4 이탈리아

1993 6 덴마크; 인도

1994 9 룩셈부르크; 스페인; 그리스

1997 10 스리랑카

1998 11 스웨덴

1999 14 포르투갈;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2000 14

2001 17 아르메니아; 프랑스; 라트비아

2002 23 알제리;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공화국;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2003 29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한국; 슬로박공화국; Maharashtra(인도)

2004 34 이스라엘; 니카라과; 프린스에드워드섬(캐나다); Andhra Pradesh와 Madhya Pradesh(인도)

2005 41 Karnataka, Uttaranchal, Uttar Pradesh(인도); 중국; 터키; 에콰도르; 아일랜드

2006 46 온타리오(캐나다); 케랄라(인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태국

2007 55 남호주(호주),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핀란드, 마케도니아, 몰도바, 몽골

2008 71

캘리포니아(미국); 퀸즐랜드(호주); 캘리포니아(미국); Chhattisgarh, Gujarat, Haryana, Punjab, 

Rajasthan, Tamil Nadu, West Bengal(인도); 이란; 케냐; 리히텐슈타인; 필리핀; 탄자니아; 우

크라이나

2009 81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ew South Wales, Victoria(호주); 하와이, 오레곤, 버몬트(미국); 

일본;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2010 87 벨로루스;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타; 영국

2011 94 로드아일랜드(미국); 노바스코샤(캐나다); 가나;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시리아; 베트남

2012 99 요르단;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르완다; 우간다

2013 101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2014 103 버진아일랜드(미국); 이집트 

총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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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6. 기준가격구매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주/지방의 누적 수치(이어서)

2014 FIT 조정

불가리아
수력: 5% 축소
태양광: 28% 축소
풍력: 22% 축소

중국
태양광: 10% 축소
해상풍력: 0.12 달러/kWh (0.75–0.85 위안/kWh) [New]
육상풍력: 0.003–0.006 달러/kWh (0.02–0.04 위안/kWh) 축소

크림반도 육상과 태양광: 0.09 달러/kWh 축소

덴마크 10 kW 이하 풍력: 0.4 달러/kWh (0.33 유로/kWh) [New]
10 kW–25 kW 풍력: 0.24 달러/kWh (0.2 유로/kWh) [New]

독일 태양광: 매달 1% 축소
풍력: 매년 1.5% 축소

그리스 태양광: 115.4 달러/MWh (95 유로/MWh)에서 209 달러/MWh (171.9 유로/MWh) 축소 

일본 태양광 0.24 달러/kWh (29 엔/kWh) 19% 축소

카자흐스탄 태양광: 0.176 달러/kWh [New]
풍력: 0.115 달러/kWh [New]

몰타

40kW 이하 태양광: 5월1일~10월31일 0.2 달러/kWh (0.165 유로/kWh)
                 ; 11월1일~4월30일 0.19 달러/kWh (0.155 유로/kWh)
40kW 이상 태양광: 5월1일~10월31일 0.19 달러/kWh (0.16 유로/kWh)
                 ; 11월1일~4월30일 0.18 ＄/kWh (0.15 유로/kWh)

필리핀

바이오매스: 0.15 달러/kWh (6.63 페소/kWh) 축소
수력: 0.13 달러/kWh (5.9 페소/kWh) 축소
태양광: 0.22 달러/kWh (9.68 페소/kWh) 축소
풍력: 0.19 달러/kWh (8.53 페소/kWh) 축소

폴란드 3 kW이하 풍력: 0.21 달러/kWh (0.17 유로/kWh) [New]
3–10 kW 풍력: 0.18 달러/kWh (0.15 유로/kWh) [New]

러시아 개정된 FIT에서는 기술에 상관없이 국내 요건의 70%를 채우지 못할 경우 50% 이상 
축소

스위스
29.9kW 이하 태양광 23% 축소
30 kW 이상 1 MW이하 태양광 18% 축소
1MW 이상 태양광 12% 축소

버진아일랜드 태양광: 0.26 달러/kWh [New]

베트남 폐기물에너지: 풍력에 할당 된 것보다 25 % 이상 높은 비율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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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7. 할당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주/지방의 누적 수치

연도 누적수치 해당연도에 추가된 국가/주/지방

1983 1 아이오와(미국)

1994 2 미네소타(미국)

1996 3 아리조나(미국)

1997 6 메인, 매사추세츠, 네바다(미국)

1998 9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미국)

1999 12 뉴저지, 텍사스(미국); 이탈리아

2000 13 뉴멕시코(미국)

2001 15 Flanders(벨기에); 호주

2002 18 캘리포니아(미국); Wallonia(벨기에); 영국 

2003 21 일본; 스웨덴; Maharashtra(인도)

2004 34
콜로라도, 하와이, 메릴랜드; 뉴욕; 로드아일랜드(미국);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프린스에드워

드섬(캐나다); Andhra Pradesh, Karnataka, Madhya Predesh, Orissa(인도); 폴란드

2005 38 컬럼비아 특별구, 델라웨어, 몬태나(미국); Gujarat(인도)

2006 39 워싱턴주(미국)

2007 45 중국; 일리노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미국); Northern Mariana Island(미국)

2008 52 미시건, 미주리, 오하이오(미국); 칠레; 인도; 필리핀; 루마니아

2009 53 캔사스(미국)

2010 56 브리티시컬럼비아(캐나다); 한국; 푸에르토리코(미국)

2011 58 알바니아; 이스라엘

2012 59 노르웨이

2013 59 [확인된 곳 없음]

2014 59 [확인된 곳 없음]

총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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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8. 국가와 주/지방의 바이오연료혼합의무규정

국가 규정
앙골라 E10
아르헨티나 E10와 B10
호주 New South Wales E6와 B2; Queensland E5
벨기에 E4와 B4
브라질 E27.5과 B7

캐나다
국가: E5와 B2. 
지방: 앨버타 E5와 B2; 브리티시컬럼비아 E5와 B4; 마니토바 E8.5와 B2; 온타리오 2016년까지 
E5, B2와 B3; 서스캐처원 E7.5와 B2

중국 10개 지방에서 E10
콜롬비아 E8
코스타리카 E7과 B20
에콰도르 B5
에티오피아 E10
과테말라 E5
인도 E5
인도네시아 E3과 B5
이탈리아 2018년까지 0.6%; 2022년까지 1%
자메이카 E10
말레이시아 B5
모잠비크 2012-2015년 E10; 2016-2020년 E15; 2021년부터 E20
노르웨이 B3.5
파나마 E7; 2016년 4월까지 E10
파라과이 E25와 B1
페루 E7.8과 B2
필리핀 E10과 B2; 2015년에 B5

남아프리카공화국 2015년 10월 E2와 E5

한국 B2; 2015년 8월까지 B2.5; 2018년까지 B3
수단 E5
태국 E5와 B5
터키 E2
우크라이나 E5; 2017년까지 E7

미국

국가: 재생가능연료규정2(RFS2)는 2022년까지 수송용 연료에 연간 136십억리터(36십억갤런)의 

재생가능연료를 혼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의 재생가능연료규정은 49.21십억리터(13십

억 갤런)로 축소되었다.

주: 하와이 E10; 루이지애나 E2와 B2; 메사추세츠 B5; 미네소타 E20과 B10; 미주리와 몬태나 

E10; 뉴멕시코 B5; 오레곤 E10과 B5; 펜실베니아의 경우 2억갤런 도달 1년 뒤 B2, 4억갤런 도

달 1년 뒤 B20; 워싱턴주의 경우 E2와 B2였다가, 원료 및 기름용씨앗 분쇄용량이 3%의 요구

치에 도달한지 180일 뒤에는 B5로 상향조정
우루과이 E5와 B5
베트남 E5
짐바브웨 E5에서 E10과 E15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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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9. 시와 지방의 재생에너지 정책: 일부 사례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 목표치, 모든 소비자
미국, 텍사스, 오스틴 2025년까지 총에너지의 65%
미국, 콜로라도, 보울더 2020년까지 총에너지의 30%
캐나다, 앨버타, 캘거리 2036년까지 총에너지의 30%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2020년까지 총에너지의 10%
일본, 후쿠시마현 2040년까지 총에너지의 100%
독일, 함부르크 2020년까지 총에너지의 20%; 2050년까지 100%
인도, 하우라 2018년까지 총에너지의 10%
일본, 나가노현 2050년까지 총에너지의 70%
멕시코, 오악사카 2017년까지 총에너지의 5%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총에너지의 25%
스웨덴, 셸레프테오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수력, 풍력에너지의 순수출국이 됨
스웨덴, 벡셰 2030년까지 총에너지의 100%
전력 중 재생에너지전력의 비중 목표치, 모든 소비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25년까지 25%; 2040년까지 50%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 2015년까지 100%

미국, 텍사스, 오스틴 2020년까지 35%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2020년까지 15%

미국, 캘리포니아, 랭카스터 2020년까지 100%

스웨덴, 말뫼 2020년까지 100%

독일, 뮌헨 2025년까지 100%

일본, 나가노현 2020년까지 10%,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30%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2020년까지 100%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2022년까지 100%

스웨덴, 셸레프테오 2020년까지 100%

대만, 타이페이 2020년까지 12%

일본, 도쿄 2024년까지 20%

독일, 울름 2025년까지 100%

뉴질랜드, 웰링톤 2020년까지 78-90%

재생에너지전력용량 목표치

호주, 아덜레이드 2020년까지 가정용 및 상업용 건물에 태양광발전 2MW

스웨덴, 에스킬스투나 2020년까지 풍력 48GWh, 태양 9.5GWh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1.3GW 

미국, 뉴욕, 뉴욕 2024년까지 태양광발전 350MW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2020년까지 피크수요의 100%(950MW)

재생에너지 정부 자체사용구매 목표치

호주, 코크번 2020년까지 도시건물 자체사용에너지의 20%

벨기에, 겐트 2020년까지 자체사용에너지의 50%

호주, 헵번쉐어 공공건물 자체사용 에너지의 100%, 공공조명용 전력의 8%

스웨덴, 크리스티안스타드 2020년까지 자체사용에너지의 100%

스웨덴, 말뫼 2030년까지 자체사용 에너지의 100%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 2030년까지 자체사용 전력의 100%

호주, 시드니 건물 자체사용 전력의 100%, 가로등 전력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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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19. 시와 지방의 재생에너지 정책: 일부 사례(이어서)

난방관련 규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40년까지 최소 20만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역난방(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폐열을 이용)

인도, 찬디가르
2013년 현재 산업시설, 호텔, 병원, 교도소, 구내식당, 주거단지, 정부 및 가정용 
건물에 태양급탕의 사용 의무화

포르투갈, Loures
2013년 현재 일조량이 좋은 모든 스포츠시설과 학교에 태양열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

독일, 뮌헨
패시브형 태양디자인(공간난방, 공정열, 급탕)을 통해 2058년까지 (2009년 기준) 
난방수요를 80% 감축

프랑스, 낭트
2017년까지 지역난방시스템을 확장하여 도시거주자 절반에 바이오매스 보일러
로 난방을 제공함

오스트리아, 비엔나 2050년까지 전체 난방 50%(태양열 포함)



- 237 -

표 R20. 지역과 국가별 전력보급률

지역/국가 전력보급률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

목표

전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비중(%)(2012)

백만명(2012년) 비중(%)

아프리카 43% 622
북아프리카 99%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2% 620
아시아 개도국 83% 620
라틴아메리카 95% 23
중동 92% 18

아프리카
알제리 99% 0.4
앙골라 30% 15
베냉 28% 7
보츠와나 66% 1 →2016년까지 80%
부르키나파소 16% 14
브룬디 10% 9
카보베르데 94% 0.2
카메룬 54% 1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 4
차드 3% 12
코모로 45% 0.4
콩고 35% 3
코트디부아르 26% 15
콩고민주공화국 9% 60
지부티 50% 0.1
이집트 99.6% 0
적도기니 66% 0.3
에리트레아 32% 4
에티오피아 23% 70
가봉 60% 1
감비아 35% 1
가나 72% 7 →2016년까지 100%
기니 12% 10
기니비사우 20% 1
케냐 20% 35 →2020년까지 70%
레소토 28% 2 →2020년까지 40%
라이베리아 2% 4
리비아 99.8% 0
마다가스카르 19% 15
말라위 9% 15

말리 27% 11
→2015년까지 55%(도시)
→2015년까지 15%(농촌)

모리타니 21% 3
모리셔스 100% 0
모로코 99% 0.4
모잠비크 3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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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20. 지역과 국가의 전력보급률(이어서)

지역/국가 전력보급률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
목표

전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비중(%)(2012)

백만명(2012년) 비중(%)

중동아프리카
나미비아 30% 2
니제르 14% 15 →2020년까지 15%
나이지리아 45% 93 →2020년까지 75%
르완다 19% 9.5
상투메프린시페 59% 0.1
세네갈 55% 6 →2016년까지 60%
세이셀공화국 99% 0

시에라리온 5% 6
→2015년까지 30%
→2025년까지 75%
→2030년까지 100%

소말리아 15% 9
남아프리카 85% 8 →2019년까지 100%
남수단 1% 11
수단 35% 24
스와질랜드 27% 1
탄자니아 24% 36 →2035년까지 75%
토고 27% 5
튀니지 100% 0
우간다 15% 31
잠비아 26% 10

짐바브웨 40% 8
→2030년까지 66%

→90%(도시)
→51%(농촌)

아시아 개도국
방글라데시 60% 62 →2021년까지 100%
브룬디 99.7% 0
캄보디아 34% 10
중국 99.8% 3 →2015년까지 100%
북한 26% 18
인도 75% 304
인도네시아 76% 60
라오스 78% 1
말레이시아 99.5% 0
몽골 90% 0.3
미얀마 32% 36
네팔 76% 7
파키스탄 69% 56
필리핀 79% 21 →2017년까지 90%
싱가포르 100% 0
스리랑카 89% 2
태국 99% 1
베트남 9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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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20. 지역과 국가의 전력보급률(이어서)

지역/국가 전력보급률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

목표

전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비중(%)(2012)

백만명(2012년) 비중(%)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96% 1.5
바베이도스 98% 0.0 →2021년까지 100%

볼리비아 88% 1.2
→2015년까지 100%(도시)
→2025년까지 100%(농촌)

브라질 99.5% 1.0
칠레 98% 0.4
콜롬비아 97% 1.4 →2017년까지 97.45%
코스타리카 99% 0.0 →2015년까지 100%
쿠바 98% 0.2
도미니카공화국 96% 0.4

에콰도르 94% 0.9
→2022년까지 98.92%(도시)
→2022년까지 96.29%(농촌)

엘살바도르 93% 0.5
과테말라 86% 2.2
아이티 28% 7.3
온두라스 89% 0.9
자메이카 98% 0.1
멕시코 98% 3.7
니카라과 75% 1.6
파나마 91% 0.3
파라과이 99% 0.1
페루 91% 2.7
수리남 90% 0.1
트리니나드토바고 97% 0.0
우루과이 9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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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20. 지역과 국가의 전력보급률(이어서)

지역/국가 전력보급률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
목표

전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비중(%)(2012)

백만명(2012년) 비중(%)

중동
바레인 100% 0.0
이란 98% 1.2
이라크 98% 0.6
요르단 100% 0.0
쿠웨이트 100% 0.0
레바논 100% 0.0
오만 98% 0.1
팔레스타인 99%
카타르 100% 0.0
사우디아라비아 99% 0.3
시리아 93% 1.6
아랍에미리트 100% 0.0
예멘 42% 13.8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 4% 0.0 →2015년까지 75%
모든 개발도상국 76% 1,283
전세계 82%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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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21. 전통적 바이오매스로 취사하는 인구

지역과 일부국가 2012년 비중(%) 인구(백만명)
아프리카 67% 72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80% 727
북아프리카 1% 1
아시아 개도국 51% 1,875
라틴아메리카 15% 68
중동 4% 8

아프리카
앙골라 56% 12
베냉 94% 9
보츠와나 37% 1
부르키나파소 95% 16
브룬디 98% 10
카보베르데 31% 0.2
카메룬 75% 1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7% 4
차드 93% 12
코모로 71% 1
콩고 76% 3
코트디부아르 79% 16
콩고민주공화국 93% 61
지부티 14% 0.1
적도기니 78% 1
에리트레아 63% 4
에티오피아 95% 87
가봉 21% 0.3
감비아 95% 2
가나 84% 21
기니 96% 11
기니비사우 98% 2
케냐 84% 36
레소토 62% 1
라이베리아 98% 4
마다가스카르 98% 22
말라위 97% 15
말리 98% 15
모리타니 56% 2
모로코 3% 1
모잠비크 96% 24
나미비아 55% 1
니제르 94% 16
나이지리아 68% 115
르완다 98% 11
상투메프린시페 71% 0
세네갈 56% 8
시에라리온 98% 6
소말리아 96% 10
남아프리카 13% 7
남수단 9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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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21. 전통적 바이오매스로 취사하는 인구(이어서)

아프리카(이어서)
수단 72% 27
스와질랜드 62% 1
탄자니아 96% 46
토고 95% 6
우간다 97% 35
잠비아 83% 12
짐바브웨 70% 10
아시아 개도국
방글라데시 89% 138
캄보디아 89% 13
중국 33% 448
북한 47% 12
인도 66% 815
인도네시아 42% 105
라오스 65% 4
몽골 70% 2
미얀마 93% 49
네팔 80% 22
파키스탄 62% 112
필리핀 49% 47
스리랑카 74% 15
태국 24% 16
베트남 51% 45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1% 0.6
볼리비아 25% 2.7
브라질 6% 12.5
콜롬비아 15% 7.1
코스타리카 6% 0.3
쿠바 7% 0.8
도미니카공화국 8% 0.9
에콰도르 4% 0.6
엘살바도르 21% 1.3
과테말라 64% 9.6
아이티 93% 9.4
온두라스 51% 4.1
자메이카 13% 0.4
니카라과 54% 3.2
파나마 17% 0.7
파라과이 46% 3.1
페루 36% 10.7
중동
이라크 1% 0.3
예멘 33% 7.8
모든 개발도상국 49% 2,679
전세계 38% 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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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22. 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설치용량 : 일부사례

국가 기술/시스템
2014년
추가

2014년 말
누적

추가정보
(프로그램, 금융파트너 및 프로젝트 개발자 포함)

아프리카

앙골라 태양광전원함 299kWp
-897명의 거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베냉

태양광(pico) 100개 1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램프 1,500개 2,825개 SNV 투자 독립형 태양광시장개발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전원함 50kWp
-250명의 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하이브리드 소규모

그리드

30kWp
(2013)

EsF 프로젝트 하에 북베냉 시행

바이오가스 촉진제 100개 107개 SNV와 정부기금에 의해 시행
취사용스토브 60,900개 214,6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부르키나

파소

태양광홈시스템 159kWp 342kWp
-3,365명의 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태양광램프 3,000개 3,325개 SNV 투자 Pico PV 아프리카 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pico) 21,352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소규모그리드

(태양광/경유)
45kWp

-3개혼합 태양광-경유 소규모그리드 프로젝트, 각각 15kWp 설치
-국가수준에서 통합

바이오가스 촉진제 1,448개 5,462개
-4,741 가구
-DGIS, ABP 프로그램 SNV/HIVOS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24,500개 124,7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845개 966개
-중소규모 농업용 생산에 사용
-EPGAP 프로젝트, SNV 투자 하에 시행

브룬디

태양광랜턴 250개 500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태양광(pico) 5,300개 9,8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900개 1,7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카메룬
소규모그리드 23MW

-30개 혼합소규모그리드 운영
-국가수준에서 통합

바이오가스 촉진제 104개 302개 SNV 투자프로젝트 하에 시행
콩고 태양광 60kWp 국가수준에서 통합

코트디부
아르

태양광가로등 9kWp
-45개 태양광가로등 설치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콩고민주
공화국

태양광램프 508개 508개 SNV 투자 Pico PV 아프리카 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pico) 37,452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소규모그리드

(바이오연료)
16kWp 16kWp

-팜오일 기반 소규모그리드 운영
-100가구에 전력화
-DGIS및FACT재단프로젝트, SNV 투자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1,528개 1,728개 SNV 투자 개선된 취사용스토브 프로그램 하에 시행

에티오피
아

태양광 5MW
-농촌 통신프로그램 60%, 물펌프 20%, 태양광홈시스템 20%
-국가수준에서 통합

태양광(pico) 44,300개 71,7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pico) 580,930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물펌프 15개(2012) ACP-EU 에너지시설프로그램, Plan International 시행
태양광랜턴 9,000개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태양광전원함 500kWp
-1,500명의 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네트워크에 의해 설치

태양광홈시스템 1,600개 3,2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홈시스템 500개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바이오가스 촉진제 1,465개 10,678개
-2012~2014년 3,136가구 설치
-DGIS, ABP 프로그램 SNV/HIVOS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15,100개 352,2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3,200개 3,200개 SNV 투자 통합 재생에너지서비스 프로젝트 하에 시행



- 244 -

표 R22. 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설치용량 : 일부사례(이어서)

국가 기술/시스템
2014년
추가

2014년 말
누적

추가정보
(프로그램, 금융파트너 및 프로젝트 개발자 포함)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태양광 310kWp ARE회원들에 의해 지역사회 법원에 설치

감비아
태양광물펌프 26kWp

-지역사회 물공급 및 관개를 위해 16개 물펌프시스템
-ARE 회원들에 의해 설치

소규모그리드(풍력) 350kWp 국가수준에서 통합

가나

태양광 3.2MW 국가수준에서 통합

태양광램프 1,033개 SNV 투자 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
마이크로스테이션

6kWp
-2개 마이크로스테이션으로 1,800명에게 전력공급
-ARE 회원들에 의해 설치

소규모그리드
(태양광)

6kWp
-2개 소형미니그리드
-ARE 회원들에 의해 설치

취사용스토브 1,200개 1,233개
-중소규모 농업용 생산에 사용
-EPGAP 프로젝트, SNV 투자 하에 시행

기니비사우
태양광 127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태양광홈시스템 138kWp 279kWp
-2,041명의 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케냐

태양광(pico) 36,900개 56,8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pico) 695개(2012) SNV 투자 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pico) 599,052개 1,574,078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키트 150개 150개 REPIC 공동투자, Oolux 하에 시행

태양광키트 100개 100개 SYMPHASIS 공동투자, Oolux 하에 시행
태양광랜턴 7,155개(2012) SNV 투자 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전원함 430kWp
-1,290명의 거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태양광홈시스템 100개 REPIC 공동투자, Mobisol 하에 시행

독립홈시스템 320,000개
-6~8MW 설치
-국가수준에서 통합

소규모그리드 19MW
-18개 시스템 설치
-국가수준에서 통합

소규모그리드

(태양광)
113kWp

소규모그리드(45kW), 25개 소형그리드(58kW), 4개컨테이너소
규모그리드(10kW) 등 ARE 회원에 의해 설치

바이오가스 촉진제 2,533개 14,112개
-10,873 가구설치
-SNV/HIVOS 투자 DGIS, ABP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917,7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839개 SNV 투자 프로젝트 하에 시행

레소토 태양광홈시스템 1,537개
레소토재생에너지기반 농촌전력화프로그램하에 시행(2013년 3

월종료)

라이베리아
태양광(pico) 7,000개 7,5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600개 1,1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마다가스카
르

태양광 150kWp
-2개마을에 75kW 태양광발전소 설치
-국가수준에서 통합

태양광물펌프 10kWp
-지역사회 물공급 및 관개를 위해 4개 물펌프시스템
-ARE 회원들에 의해 설치

소규모그리드 3.2kWp
-2kW 마이크로 그리드
-REPIC과 AgenaEnergies 투자 하에 시행

수력 3개 3개
-5kW 터빈 3개 설치
-REPIC 공동투자 하에 시행

말라위

태양열온수기 1,500개
-태양열온수기 개당 용량 200리터
-국가수준에서 통합

독립홈시스템 700kWp
-5000개 시스템 설치
-국가수준에서 통합

취사용스토브 10,200개 14,4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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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22. 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설치용량 : 일부사례(이어서)

국가 기술/시스템
2014년
추가

2014년 말
누적

추가정보
(프로그램, 금융파트너 및 프로젝트 개발자 포함)

아프리카

말리

태양광 13개
-20~240kW 범위 독립형그리드

-국가수준에서 통합

태양광 902kWp
-태양광홈시스템과 소규모그리드로 6,314명에게 전력공급

-ARE 회원들에 의해 설치

태양광 2개
-학교에 독립형그리드 시스템 설치
-Plan International 시행

태양광(pico) 700개 1,8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램프 2,275개 2,867개 SNV 투자 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홈시스템 3kWp Plan International 시행

태양광키오스크 9kWp 30개
ACP-EU 에너지시설프로그램, Plan International 하에 충전

스테이션 설치

태양광홈시스템 86kWp 280kWp
-2,286개 시스템 설치
-FRES에 의해 설치

독립홈시스템 216kWp 국가수준에서 통합

소규모그리드(태양광) 622kWp FRES에 의해 설치
소규모그리드

(태양광/경유)
2.1MW

-21개 소규모그리드 설치

-국가수준에서 통합

취사용스토브 17,529개 25,459개
-가정용 스토브
-EPGAP 프로젝트, SNV 투자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3,100개 Plan International 시행

모리타니

태양광물펌프 16kWp
-지역사회 물공급 및 관개를 위해 8개 물펌프시스템
-ARE 회원들에 의해 설치

소규모그리드

(태양광/경유)
6개 태양광/경유 발전소(15-20kWp 3개, 25kWp 3개)

모로코 태양광홈시스템
51,599개
(2013)

정부농촌전력화프로그램 하에 시행

모잠비크

태양광(pico) 6,6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마이크로스테이

션
6kWp

-1,800명의 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소규모그리드

(태양광)
9kWp

-3개 소형그리드 설치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취사용스토브 4,500개 4,7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니제르

태양광 4MW 국가수준에서 통합

태양광램프 7,600개 SNV 투자 프로젝트 하에 시행
소규모그리드

(태양광)
27.5kWp

-105가구 전력화 및 전력공급
-ECREEE EREF Ⅱ하에 Plan International 시행

나이지리아

태양광(pico) 147,396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 마이크로스테

이션
23kWp

-6,900명의 거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태양광가로등 5.4kWp
-40개 태양광가로등 설치
-국가수준에서 통합

독립홈시스템 5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소규모그리드 6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소규모그리드(수력) 4kWp
-150명의 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소규모그리드

(태양광)
16kWp

-12개 소형그리드 설치
-ARE 회원들에 의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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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시스템
2014년 
추가

2014년 말
누적

추가정보
(프로그램, 금융파트너 및 프로젝트 개발자 포함)

아프리카

르완다

태양광(pico) 80,111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홈시스템 400kWp
-4,000개 설치;21,200 명에게 전력공급

-Mobisol에 의해 설치

소규모그리드(수력) 1,000kWp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소규모그리드

(태양광/경유)
50개

-3~6kW짜리 50개 소형그리드 건강센터에 설치

-국가수준에서 통합

바이오가스 시스템 200개 1,7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24,769개 24,769개
-진흙기반, 효율적인 Canarumwe스토브
-World Bank 투자, 취사용스토브 프로그램 SNV 하에 시행

세네갈

태양광 21MW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pico) 14,930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독립홈시스템 50,000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태양광홈시스템 700개 2,6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30,200개 110,4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시에라리온
소규모그리드

(태양광/수력)
1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소말리아 태양광 5kWp
-냉방목적 사용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남아프리카공
화국

태양광전원함 504kWp
-1,640명의 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태양광홈시스템 1,317kWp
-18,065명의 거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수단 태양광홈시스템 100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탄자니아

태양광

마이크로스테이션
66kWp

-1,800명의 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태양광(pico) 1,800개 1,8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pico) 787,488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램프 750개 1,050개 SNV 투자 국제재생에너지서비스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홈시스템 900kWp
-7,500명의 거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태양광홈시스템 1,000kWp
-2014년 56,000명에게 전력공급
-Mobisol에 의해 10,000개 시스템 설치

독립홈시스템 4MW
-4,000~8,000개 설치
-국가수준에서 통합

소규모그리드

(태양광)
6kWp

-2개 소형그리드
-ARE 네트워크에 의해 설치

바이오가스 촉진제 2,304개 11,103개
-8,532 가구 설치
-SNV/HIVOS 투자 DGIS, ABP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2,200개 2,8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960개 SNV 투자 프로젝트 하에 시행

우간다

태양광(pico) 5,900개 14,0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pico) 70,022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키트 200개 200개 REPIC 공동투자, Oolux 하에 시행

태양광키트 130개 130개 SYMPHASIS 공동투자, Oolux 하에 시행

태양광홈시스템 600개 1,7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홈시스템 114kWp 544kWp
-3,482명의 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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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시스템
2014년
추가

2014년 말
누적

추가정보
(프로그램, 금융파트너 및 프로젝트 개발자 포함)

아프리카

우간다

독립홈시스템 400kWp
-15,000개 시스템 설치
-국가수준에서 통합

소규모미니그리드 5kWp 국가수준에서 통합

취사용스토브 5,200개 12,4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3,847개 3,847개 SNV 투자 국제재생에너지서비스프로그램 하에 시행

바이오가스 촉진제 527개 5,695개
-3,793 가구설치
-SNV/HIVOS 투자 DGIS, ABP 프로그램 하에 시행

짐바브웨
태양광전원함 550kWp

-1,650명 거주민에게 전력화
-ARE 회원들에 의해 설치

태양광램프 25,000개 25,803개 SNV 투자 프로젝트 하에 시행

아시아 개도국

방글라데
시

태양광 630kWp
-3,600명 거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태양광 550kWp
-태양광지붕을 통해 2,500명 거주민들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태양광랜턴 106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태양광홈시스템 271,200개 3,600,000개
-2014년 4월 정보
-태양광을 통해 1300만명에게 전력공급
-EnDev 프로그램 하에 2014년 시행

태양광홈시스템 28,800kWp
-720,000명 거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소규모그리드

(태양광)
300kWp

-7,500명의 거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바이오가스 촉진제 5,173개 37,059개
-37,059가구 설치

-DGIS/KfW 투자 바이오가스 프로그램 SNV 시행

취사용스토브 87,200개 382,1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부탄 바이오가스 시스템 581개
1,420개
(2013)

ADB 투자 아래 SNV 하에 시행

캄보디아

태양광랜턴 10,000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바이오가스 시스템 700개 1,1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바이오가스 시스템 22,119개
-22,119가구 설치

-DGIS 투자 바이오가스 프로그램 SNV 시행

인도

태양광(pico) 1,054,051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랜턴 27,913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소규모그리드 1,123MW 국가수준에서 통합

바이오가스 촉진제 82,733개 4,750,000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인도네시
아

태양광(pico) 54,473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소규모그리드(수력) 500kWp 5,000kWp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소규모그리드(태양광) 2,000kWp 3,700kWp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바이오가스 시스템 1,000개 1,7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바이오가스 시스템 2,861개 14,192개
-14,192가구 설치
-DGIS,바이오가스프로그램 SNV/HIVOS 하에 시행

라오스
바이오가스 시스템 2,888개 DGIS 투자 아래 SNV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21,240개 28,000개 EU/Oxfam/Blue Moon Fund 투자 아래 SNV 하에 시행

몽골 태양광 100,000가구 100,000개 태양광 게르프로젝트 하에 시행

미얀마 태양광(pico) 26,764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 248 -

표 R22. 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설치용량 : 일부사례(이어서)

국가 기술/시스템
2014년
추가

2014년 말
누적

추가정보
(프로그램, 금융파트너 및 프로젝트 개발자 포함)

아시아 개도국

네팔

소규모그리드(수력) 500kWp 600kWp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소규모그리드

(태양광/풍력)
7kWp -5kWp 풍력터빈 및 2kWp 태양광

바이오가스
시스템

35,108개 70,526개
-70,526가구 설치
-DGIS,바이오가스프로그램 SNV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19,046개 32,246개
-32,246가구 설치
-OFID 및 SNV 투자프로젝트 하에 시행

필리핀

태양광전원함 406kWp
-2,030명의 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태양광랜턴 34kWp
-20,000 태양광랜턴 설치

-ARE 회원들에 의해 설치

파키스탄

태양광(pico) 17,411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태양광전원함 26kWp
-80명의 주민들에게 배전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바이오가스시스템 2,015개 5,360개
-5,360가구 설치
-DGIS,바이오가스프로그램 SNV 하에 시행

스리랑카 태양광홈시스템 30,000개 국가수준에서 통합

베트남
바이오가스시스템 5,300개 8,9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바이오가스시스템
173,905개
(2013)

DGIS/ADB/World Bank/JICA/Blue Moon 기금에 의해 프로젝트 
시행

라틴아메리카

볼리비아

태양광(pico) 260개 26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랜턴 5,705개 EDAU-GPOBA 기금, 가정과 사회에 태양광 설치
바이오가스시스템 5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취사용스토브 44,4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콜롬비아
소규모그리드
(태양광/수력)

4kWp
-90명의 거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코스타리카 태양광 2,800가구 국가수준에서 통합
과테말라 태양광홈시스템 335가구 IDB기금, 농촌전력화프로그램(목표 3,335)하에 시행

온두라스

태양광홈시스템 1,100개 4,1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바이오가스시스템 4개
-중소규모 농업용 바이오가스 생산
-DANIDA.US Embassy 기금 하에 SNV 시행

취사용스토브 9,8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니카라과
태양광홈시스템 406가구 IDB기금, 농촌전력화프로그램(목표 4,218)하에 시행
바이오가스시스템 279개 283개 IDB/Nordic기금/HIVOS 프로젝트 하에 SNV 시행

파나마 태양광홈시스템 1,425가구 IDB기금, 농촌전력화프로그램 하에 시행

페루

태양광(pico) 2,200개 3,0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태양광홈시스템 1,100개 4,9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소규모그리드
(바이오가스)

16kWp
-50가구 전력화
-정부/Dutch 재단 기금, SNV 시행

소규모그리드
(수력/태양광)

4kWp
-192 거주민에게 전력화
-ARE 회원들에 의해 설치

취사용스토브 20,000개 124,800개 EnDev 프로그램 하에 시행
베네수엘라 태양광 2.5MW 정부 Sowing Light 프로그램 하에 3,139개 설치

중동
사우디아라
비아

태양광 전원함 14kWp
-50명의 거주민들에게 전력화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아랍에미리트 태양광 80kWp 국가수준에서 통합

오세아니아
호주 태양광 275kWp ARE 회원국에 의해 설치
파푸아뉴기니 태양광(pico) 23,833개 GOGLA 및 World Bank 공동프로젝트 하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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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간단한 설명

ACP-EU Energy Facility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의 빈곤한 농촌지역과 도시주변지역에서 지역행
정당국과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에너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해 일하는 공동재정마련수단

Africa-EU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Progreamme
(RECP)

2020년까지 최소한 1억명에게 현대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증대
한다는 African EU Energy Partnership의 정치적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
책조언, 민간부문의 협력, 프로젝트 준비지원활동, 역량개발 등을 제공한다.

African Renewable Energy 
Fund(AREF)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사하라이남지역에서 진행되는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사업
에 투자하는 비공개기업투자펀드.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탄소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AfDB와 SE4ALL이 공동후원
자이자 고정투자자다.

Asian Development Bank-Energy 
for All Initiative

에너지접근성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의 투자 52억 달러를 통해 8천6백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Capital Access for Renewable
Energy Enterprises Programme
(CARE2)

기업에 자본공급을 늘리고 효과적인 자본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케냐, 탄
자니아, 우간다, 르완다에서 재생에너지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7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
그램. CARE2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의 지원을 받고 있다.

Central America Clean Cooking 
Initiative (CACCI)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에서 청정한 취사 접근 및 해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활동은 2030년까지 보
편적으로 청정한 취사 접근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을 포함한다. 그 로드맵은 
2020년까지 지역의 지속가능한에너지전략을 구축할 것이다.

CleanStart

빈곤한 가정과 소기업들이 소액대출을 통해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UNCDF와 UNDP이 개발한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모방하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17년까지 최소한 250만명이 에너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적이다.  

Energising Development
(EnDev)

호주,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24개
국과 협력하는 이니셔티브. 2018년 말까지 1500만명 이상에게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
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1290만명을 대상
으로 사업을 펼쳤다.

Energy, Environment Resilliency 
in Africa(EERA)

베냉, 말리, 토고에서 국가에너지정책틀을 평가하고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기후복원력
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표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를 밝히는 작업을 할 때 에너지관
련 의사결정자들을 도와주는 프로젝트.

EU-Africa Infrastructure Trust 
Fund(ITF)

EU와 그 회원국, 그리고 주로 전력생산 부문에서 지역 하부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은행들로부터 지원금과 대출금을 모아놓은 기금. 2013년 말까지 총 2억4천만유로에 달
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지원금 36건이 승인되었다.

GIZ-HERA Basic Energy Supply
재생에너지와 그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이다. HERA는 독일정부를 대신하여 GIZ에 의해 에너지접근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빈
곤중심의 기본적인 에너지서비스의 전략과 컨셉을 개발 및 배포한다. 

Global Alliance for Clean 
Cookstoves

청정하고 효율적인 가정용 취사기기 시장을 전세계적으로 키움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생활을 향상시키며, 여성들의 힘을 북돋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공-사 파트너
십. 2020년까지 1억가구가 청정한 취사기기와 연료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GEEREF)

EU, 독일, 노르웨이가 후원하는 지속가능개발 수단. 유럽투자은행그룹이 자문을 맡고 
있다.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중소규모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성 사업을 지
원하고자 한다.

Global LEAP Awards for 

Outstanding Off-Grid Products

세계최고의 저압 직류 독립형 기기를 뽑는 국제 대회. 1회대회(2014년 5월에 개최됨)
에서는 방의 조명과 평판컬러텔레비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성이 높고 품질이 
좋으며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는 LED기기를 선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Global Lighting and Energy 

Access Partnership(Global LEAP)

10여개의 정부와 개발파트너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Clean Energy Ministerial의 이니
셔티브. 독립형에 적합한 초효율적인 기술로 시장이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품질
보증구조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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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간단한 설명

Global Sustainable Energy 
Islands Initiative(GSEⅡ)

NGO와 다자기구가 함께 군소도서개발국(SIDS)을 돕기 위해 기후변화 이슈와 에너지 안보를 
연결하는 이니셔티브이다. 인력양성, 인식제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행
한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효율 교육, 바이오연료 타당성 조사, 국가에너지계획 준
비를 위해 100만달러를 지출한다.

Green Climate Fund(GCF)
2010년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됐다.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운용하며 개도국별로 차별화된 기후재원을 제
공할 예정이다.

IDEAS-Energy Innovation 

Contest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에너지접근성과 관련된 혁신
적인 프로젝트의 이행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지역내에서 모방하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
는 혁신적인 에너지해법을 확산시킨다.

IRENA-Abu Dhabi Fund for 
Development

다음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하는 기금: 혁신적이면서도 모방가능한 접근방식으
로 에너지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업; 새천년개발목표와 SE4All의 목표에서 밝힌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에너지안정성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Lighting a Billion Lives

2008년에 결성된 국제 이니셔티브로 에너지 자원연구소에 의해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사회
에 청정한 조명과 취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솔루션을 강구한다. 혁신적이고, 알맞
고, 신뢰할 수 있는 독립형 태양광 솔루션 제공하는 에너지서비스 모델을 기업적으로 운영
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3월에 인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350만명의 주
민들에게 청정한 조명과 취사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다. 

Lighting Africa
아프리카 전역의 저소득가정과 소기업에 저렴하고 현대적인 독립형 조명을 공급하기 위한 
IFC와 세계은행프로그램. 2014년 초 기준, Lighting Africa는 770만여명에게 청정하고 안전한 
조명을 제공했다.

Lighting Asia

전력망이 설치되지 않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농촌지역에 소규모 그리드를 연결하고, 
현대적 독립형 조명을 제공하는 등 청정한 에너지 접근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영역에서 시장정보, 위탁사업 연결, 현대적 조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등 
시장진입 장벽을 제거한다. 2016년까지 방글라데시 230만명과 인도 3백만명에게 혜
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Power Africa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정지원과 대출금 26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전력
을 공급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이니셔티브. 아프리카의 전력부족문제를 해결하여 경
제적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2014년 8월에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으로부터 120억달러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다. 

Readiness for Investment in 
Sustainable Energy (RISE)

새로운 World Bank 프로젝트로서 SE4ALL 이니셔티브에서 집중하는 3가지(에너지접근, 에
너지효율개선,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국가의 투자환경을 비교하고 지표를 제공한다.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REEEP)

개발도상국의 CO2 감축 및 번영을 구축하고 청정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파트너십이다. 효
과적인 프로젝트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에너지접근, 생활과 경제적 기회 증진, 지
속가능한 시장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활동을 한다. 120개 이상의 정부, 은행, 기업, 
NGO 및 정부간기구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145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약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Scaling Up Renewable 
Energy in Low Income 
Countries(SREP)

Strategic Climate Fund(SCF)의 프로그램으로 최빈국에서 재생에너지시장을 확대하고 재생에
너지활동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케냐, 라이베리아, 몰
디브, 말리, 네팔, 탄자니아 등 추가적으로 14개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 – Biogas 
Practice

다영역개발접근법을 통해 전세계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바이오가스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
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파트너들과의 공조속에 2013년 말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
리카 18개 개도국에서 57만9천개의 바이오가스발전소를 설치했다(2013년 한해에만 7만4천
대).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SE4ALL)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의 전세계 이니셔티브로 2030년까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전기와 청정한 취사기기에 대한 보편적 접근 2)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되는 세계 
에너지 비중을 2배로 확대 3) 에너지효율성의 향상속도를 두 배로 늘림.

Sustainable Energy Fund for 
Africa(SEFA)

아프리카개발은행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덴마크정부의 5천7백만 달러에서 출발했다. 기술지
원과 역량개발, 투자자본, 유도용 지원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중소규모의 청정에너지/에
너지효율성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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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간단한 설명

African Bioenergy 
Development Platform

상호적이고 다자적인 분석을 통해 관심있는 아프리카국가들이 바이오에너지잠재력을 개발하여 
인적 발전과 경제적 발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UNCTAD의 플랫폼

African Center for 
Renewable
Energy and Sustainable
Technologies (ACREST)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구를 위해 2005년에 설립됐
다. 임무는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기술 및 지속가능한 기술을 
촉진하는 것이다.

African Renewable 
Energy Alliance(AREA)

아프리카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기술, 재정메커니즘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교환하는 전 지구적인 다자적 플랫폼

AKON Lighting Africa
2014년 2월에 발족되었고, 아프리카의 에너지위기와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풀뿌
리 수준에서 구체적인 응답을 제공한다. 아프리카 마을에 청정하고 저렴한 전기에너지원을 공
급하기 위해 혁신적인 태양광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lliance for Rural 
Electrification
(ARE)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 농촌지역에 분산형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전력화 시장을 통합하는 
대표적인 국제비즈니스 협회이다. DRE 시스템 전체 가치사슬을 따라 전세계 80개국 이상이 회
원으로 참여한다. 

Clean Energy for 
Africa(CLENA)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에너지를 증진하고 에너지빈곤을 경감하기 위해 5개년 실천계획
(2012~2016년)을 가지고 진행중인 Youth Volunteers for the Environment의 프로젝트

Climate Technology 
Initiative
Private Financing 
Advisory Network
(CTI PFAN)

UNFCCC 전문가 그룹 기술이전과 기후기술이니셔티브(CTI)에 의해 시작된 다자간,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다. 투자와 청정 에너지 기업 사이의 격차를 연결한다. "오픈소스”네트워크는 기존
세계 및 지역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금융에 관심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

World Bank에 있는 34개 선도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이고, 진보된 금융포용성을 추구한다. 규
모의 접근이 가능하게 금융서비스 제공, 정책입안자, 기금제공자가 함께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한다.

CTI-Private Financing 
Advisory Network

초기단계에서 전도유망한 청정에너지사업을 발굴하고 가업계획, 투자, 성장전량 등에 대해 조
언해주는 네트워크

ENERGIA International
젠더문제, 여성의 권한신장, 지속가능에너지에 중점을 둔 국제네트워크. 2014년 초까지 아프리
카와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22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Energy Access
Practitioner Network

2000개가 넘는 영리 및 비영리단체와 170여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고, 분산형 저탄
소 주택과 지역사회 전력화를 추구한다. 시장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소득 증대, 건강, 농
업, 교육, 중소기업 및 통신)에 혁신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Global Network on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NESD)

에너지접근과 재생에너지 촉진을 통해 빈곤을 줄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네트워크이다. 아
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 에너지와 빈곤 관련 워크샵, 보고서발간 등 활동을 한다. 

Global Renewable 
Energy Islands
Network (GREIN)

도서국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도서국가와 지역에 비용효과적인 재생에너
지기술과 지식, 모범사례 공유, 혁신적 솔루션을 추구하기 위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HEDON Household 
Energy Network

지식의 격차를 해결하고,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며, 정보공유를 증진함으로써 가정에너지접근성
에 대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힘을 북돋는 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for
Sustainable Energy 
(INFORSE)

리오협약 일환으로 설립되었고, 60개국 140개의 NGO 네트워크이다. 정부, 다자기구, 시민사회
단체가 연합으로 기금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간 제도개혁 
추진, 지역과 국가 역량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a Via Campesina (LVC)
비공식적으로 국제농민운동으로 알려졌고, 이주노동자, 농부, 농촌여성, 농촌개발문제를 다루는 
토착공동체 등 약 150개 조직이 그룹을 이룬다. 지속가능한 농업, 물, 여성인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식량안보와 바이오연료 사이에 연결을 농촌 에너지사용 관점에서 다룬다.

RedBioLAC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에서 혐기성바이오소화를 연구하고 보급하며, 유기폐기물을 관리
하고 처리하는데 간여하는 기관들의 다국적 네트워크

Small-Scale Sustainable
I n f r a s t r u c t u r e 
Development Fund
(S3IDF)

사회적 머천트뱅크 접근을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에서 작은회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5년 초 인도 관련된 기업에 200여개 소규모 투자를 진행했고, 한창 진행중인 100
개의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WindEmpowerment 농촌지역 지속가능한 전력화를 위해 소규모 풍력터빈을 개발하는 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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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흡수냉각기 Absorption Chillers. (태양, 바이오매스, 폐열 등) 원료가 어떤 것이든

지 간에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에어컨이나 냉장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냉각기. 열

원이 기계적인 압축기의 전력소비를 대체한다. 흡수냉각기는 기존(수증기압축)냉

각시스템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압축과정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열-화학적인 성격을 띤다. 둘째, 냉매로 프레온이라고도 하는 염화불화탄

화수소(HCFCs)나 염화불화탄소(CFCs)가 아니라 물이 순환한다. 냉각기에는 보통 

지역열, 폐열, 열병합발전소의 열이 공급되고, 지열, 태양, 바이오매스에서 나오

는 열로도 가동할 수 있다.

바이오디젤 Biodiesel. 대두, 평지씨(카놀라), 팜오일 등 오일씨작물과, 폐식용유, 

동물성지방 같은 기타 기름원료로 생산된 연료. 바이오디젤은 정지된 열 및 발

전시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트럭, 버스, 등의 차량에 장착된 디젤엔진에서 사용

된다.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바이오열, 바이오발전, 바이오연료 등 모든 형태의 바

이오매스에서 추출한 에너지. 바이오열은 (건조된 땔나무 같은) 고체바이오매스

나 다른 액상, 기체상태의 에너지전달물질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이 열은 바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증기를 발생시켜 전력발생기를 움직이는 터빈이나 엔진을 

돌림으로써 바이오발전을 가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이오

메탄, 매립지가스, (바이오매스를 열로 가스화시켜 생산한) 합성가스 같은 기체

상태의 에너지전달물질을 가스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수

송용 바이오연료는 종종 바이오에너지라는 용어 속에 포함되기도 한다(바이오연

료를 볼 것).

바이오연료 Biofuels. 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한 액체와 기체상태의 다양한 연료. 

(바이오가스 뿐만 아니라 액체연료용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는 차량

용 엔진에서 수송용 연료로, 그리고 정지상태의 엔진에서 열이나 전력을 발생시

키는 용도로 연소될 수 있다. 또한 가정용 난방과 취사(가령 에탄올 겔처럼)에 

사용할 수도 있다. 고급 바이오연료는 아직은 시범, 시연, 상업화초기단계에 있

는 기술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비식품 바이오매스 원료에서 만들어진

다. 한 가지 예외는 수소처리된식물성기름인데, 이는 몇 개의 발전소에서 상업적



- 253 -

으로 생산되고 있다.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Biogas/Biomethane. 바이오가스는 유기물질의 혐기성소화

에 의해 생산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이산화탄소와 메

탄이 주로 섞인 기체상태의 혼합물이다. 유기물과/또는 폐기물은 소화장치 안에

서 바이오가스로 전환된다. 적당한 원료로는 농업부산물, 동물성폐기물, 식품산

업 폐기물, 하수슬러지, 특별한 용도로 기른 녹색작물, 지자체의 고체폐기물 중 

유기물질 부분 등이다. 생 바이오가스를 연소시키면 열과/또는 전력이 생산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실록산, 황화수소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스크러빙이라는 간

단한 과정을 거쳐 바이오메탄으로 바꿀 수도 있다. 바이오메탄은 천연가스 공급

망에 바로 주입할 수 있고, 부식될 염려 없이 내열연소엔진에서 천연가스 대용

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바이오매스 Biomass. (원래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화학적으로 저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편리한 에너지전달물질로 전환할 수 있는, 화석연료나 이

탄을 제외한,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모든 물질. 액상 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바

이오메탄, 열분해기름, 고체바이오매스 펠릿 등 수많은 형태를 띨 수 있다.

바이오매스 펠릿 Biomass Pellets. 폐목재, 농업부산물처럼 분쇄시킨 건조한 바이

오매스를 압축시켜 만든 고체 바이오매스 연료. 바이오매스 펠릿을 가열하여 만

든 반탄화펠릿은 분쇄성, 물 저항성, 저장가능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킬로그

램 당 에너지 함량이 더 높다. 펠릿은 보통 원통형에 직경이 약 10밀리미터, 길

이는 30-50밀리미터이다. 펠릿은 처리, 저장, 수송이 쉽고, 전력생산과 열병합발

전에서 뿐만 아니라 난방과 취사기기용 연료로도 사용한다.

연탄 Briquettes. 곡물의 짚 등 고체바이오매스 연료로 만든 벽돌모양의 인화성 

물질. 우드펠릿의 생산방식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압축된다. 직경 50-100밀리

미터, 길이 60-150밀리미터로, 물리적으로는 펠릿보다 훨씬 크다. 자동으로 처리

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지만, 땔나무목재의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용량 Capacity. 열이나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의 정격용량이란 즉각적으로 생

산할 수 있는 열이나 전력 산출량 또는 (풍력발전소나 태양광패널 집합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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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설의 집합체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산출량의 총합을 말한다. 설비

용량은 가동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즉 전력망에 전기를 전달하거나, 유용한 열

을 공급하거나,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건설된 시설의 

용량을 말한다.

설비이용률 Capacity Factor. 일정한 기간(보통 1년) 동안 정격용량에서 중단없이 

가동할 경우 생산할 수 있는 이론적인 산출량과,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전력이

나 열의 실제 산출량의 비율.

열병합발전 Combined Heat and Power(CHP)(cogeneration이라고도 함). 열병합시

설물은 지열원이나 태양열원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나 바이오매스연료의 연소를 

통해 열과 전력 모두를 생산한다. 이 용어는 열에 의한 전력발생과정에서 “폐

열”을 회수하는 발전소에도 적용된다.

집광형 태양광발전 Concentrating Photovoltaics(CPV). 거울이나 렌즈를 이용하여 

햇빛을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태양광전지에 집중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 

(사용하는 반사판이나 렌즈의 디자인에 따라) 저/중/고집광 태양광발전시스템으

로 나뉘며, 태양의 빛이 집중되고 직접 내리쬐는 곳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

한다.

집광형 태양열발전 Concentrating Solar Thermal Power(CSP나 STE라고도 함). 거

울을 이용하여 햇빛을 강력한 태양광선으로 모아 태양수집기에 있는 유동체를 

데운 뒤, 터빈이나 열엔진/발생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 거울은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할 수 있는데, 모두 태양광선을 수집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상업적인 집광형태양열발전 시스템에는 포물선구유형, 선형 프레넬, 발전타워형, 

접시/엔진형 총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앞의 두 기술은 태양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4백도씨의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집중형 시스템이고, 뒤의 두 기술은 8백

도씨 이상의 온도를 만들 수 있는 점-집중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온 덕분에 

열에너지의 저장은 간편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해진다. 유동체(가장 일반적으로는 

용융염)를 사용하여 열을 저장하는 저장방식이 추가되면 집광형태양열발전소는 

전력망에 안전하게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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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효율 Conversion Efficiency. 에너지전환기기에서 나온 유용한 에너지 산출

량과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투입량 간의 비율. 예컨대 태양광모듈의 전환효율성

은 발생한 전력과 태양광모듈이 받아들인 총태양에너지 사이의 비율이다. 만일 

태양의 일조량 중 100kWh를 받아들이고 10kWh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전환효율

성은 10%가 된다.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크라우드”로부터 소액의 돈을 모아 프로젝트나 벤처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크라우드펀딩으로 돈을 걷는다고 해서 돈을 낸 사람이 반드시 

벤처기업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벤처가 성공한다고 해서 돈을 돌

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일부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은 후원자에게 지분, 

체계적인 상환, 그리고/또는 기타 상품 등의 형태로 보답을 한다.

분산형 발전 Distributed Generation. 곳곳에 흩어져있고, 일반적으로 소비지에 

가까운 소규모 시스템에서 얻은 전력생산량

에너지 Energy.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열, 빛, 운동, 화학적, 잠재적, 전기적 등 

수많은 형태를 띤다. 1차에너지는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원 같이 자연자원

(의 에너지잠재력)으로 구현된 에너지이다. 최종에너지는 (콘센트로 전달되는 전

기 같이) 최종사용시설에 전달된 에너지로써 여기서 사용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가 되며 조명, 냉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에너지가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

될 때는 항상 손실이 따른다.

에너지서비스회사 Energy Service Company(ESCO).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

지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서비스를 판매하

거나, 소비자로부터 규칙적으로 납입금을 걷거나, 필요한 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에너지 해법을 공급하는 회사. 에너지서비스회사는 전력공익사업자

나 협동조합, NGO, 민간기업 일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고객이 있는 현장이나 가

까이에 에너지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에너지보존 및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산업 등) 시스템의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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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Energiewende. 독일어로 “에너지전환”을 의미하는 단어. 에너지효

율성개선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로 

변화해가는 움직임을 일컫는다.

에탄올(연료) Ethanol(fuel). (주로 옥수수, 사탕수수, 작은 곡물 등의) 바이오매스

로 만든 액체 연료로 일반적인 불꽃점화기관(고정된 것이거나 차량용)에 적당한 

비율로 섞어 가솔린을 대체하거나, “플렉스연료차량”에서처럼 약간 개조된 엔

진에서는 그보다 좀 더 높은 비율(보통 에탄올은 85%까지이고, 브라질에서는 

100%)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에탄올생산은 연료용보다는 산업용, 화학용, 음료

용 기기에 사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것.

서비스요금제 Fee-for-service Model. 소비자에게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민간기업이 장비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서비스계약기간 동안 그 유지와 

부품교환에 대해 책임진다. 서비스요금제는 임대나 에너지서비스회사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기준가격구매정책 Feed-in Policy (a)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고 전력네트워크

에 공급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가격을 보장하여 지불하거나 (b)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시설에 대한 전력망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정책. 고정된 요금이나 최저

가격을 제공하는 정책도 있고(기준가격구매제도를 볼 것), 도매시장요금이나 비

용관련 요금에 덧붙여 프리미엄을 지불해주는 경우도 있다(프리미엄지원제도를 

볼 것). 기준가격구매정책은 때로 입찰과 결합되기도 한다. 이 경우 전력생산자

는 입찰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외 여러 변형이 존재하며, 난방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정책이 진화중이다.

프리미엄지원제도 Feed-in Premium. 피드인 정책의 일종. 재생에너지원으로 전

력을 생산한 생산자는 시장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고, 이 기장가격에 프리미엄

을 붙여줌으로써 높은 비용을 충당하고 재생에너지생산의 재정적 위험을 완화해

주는 제도. 프리미엄은 고정프리미엄(일정기간동안 시장가격에 고정된 액수가 

더해짐)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변동프리미엄(시장가격, 전력수요, 정해진 상한가, 

정해진 하한가 등 다른 기준에 좌우되는 정확한 액수)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일

반적으로 고정프리미엄은 전력생산자를 더 높은 시장위험에 노출시키고, 변동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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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엄은 최소한 약간의 시장가격 변동과 그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켜준다.

기준가격구매제도 Feed-in Tariff. 기준가격구매정책의 기본형태. 전기를 판매하

고 전력네트워크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동안 단위당(일반적으로 kWh

나 MWh) 정해진 최저가격을 보장해준다. 일반적으로 이와 함께 전력망에 접근

하여 송전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거나 전력망 접근을 보장해준다.

최종에너지 Final Energy. 변환, 송전, 배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제하고 난 뒤,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난방, 온수, 조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차에너지

의 일부. 최종에너지의 형태로는 전기, 지역난방, 기계적인 에너지, 등유나 연료

유 같은 액상탄화수소, 수소 등이 있다. 최종에너지는 정유소나 발전소에서 일어

나는 손실처럼 최종사용자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변환 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재정적 인센티브 Fiscal Incentive. 개인, 가구, 기업 등에게 수입이나 기타 세금

을 통해 국고에 대한 기여를 줄여주거나 할인이나 지원금의 형태로 국고로부터 

직접 지불금을 받는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발전 Generation.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등 1차에너지원

의 에너지를 전력이나 유용한 열로 전환하는 과정.

지열에너지 Geothermal Energy. 지구의 지각 안에서, 주로 뜨거운 물이나 증기

의 형태로 분출되는 열에너지.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 내거나 건물, 산

업, 농업용으로 다양한 온도의 열을 바로 공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녹색에너지구매 Green Energy Purchasing. 주거, 상업, 정부, 산업소비자들이 에

너지거래업체나 공익사업회사, 제3의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로부터 직접, 또는 재

생에너지인증서(RECs)를 거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주로 전력이지만 

열과 수송용 연료도 포함된다)를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재생

에너지용량이나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정부지원정책이나 

의무적인 시행령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넘어서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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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Heat Pump. 냉장순환의 원리에 따라 외부의 전력이나 열에너지를 가

지고 열원에서 나오는 열을 열흡수원으로 전환하는 장치. 땅, 물, 주위의 공기는 

가열모드에서는 열원으로, 냉각모드에서는 열흡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히트펌

프의 최종에너지 산출물은 그 내재적인 효율성과 가동조건에 따라 몇 가지 다양

한 전력에너지투입물이 될 수도 있다. 히트펌프의 산출물은 최종에너지를 기준

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투입에너지

의 구성과 도출방식에 따라, 1차에너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적 요

소가 이보다 훨씬 낮아진다. 가령 전력의 경우 여기에는 발전과정의 효율성이 

들어간다. 투입에너지가 완전히 재생에너지인 경우 히트펌프의 산출물은 완전한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다.

수력발전 Hydropower. 포집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 나오는 

잠재적인 에너지에서 추출한 전력. 수력발전프로젝트의 범주로는 유입식, 저수지

식, 수중보식 low-head in-stream(가장 개발이 안됨)이 있다. 수력발전은 프로젝

트 규모면에서 대형(주로 설비용량 10MW 이상으로 정의하지만, 국가마다 차이

가 있다)에서 소형, 초소형, 극소형 등 다양하게 나뉜다.

수소처리된식물성기름 Hydrotreated Vegetable Oil(HVO). 수소를 가지고 폐식용

유, 지방, 야채유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오연료. 

이렇게 만들어진 탄화수소연료는 지방산메틸에스테르 같은 트리글리세리드를 가

지고 만든 바이오디젤과 비교했을 때 디젤과 제트연료와 훨씬 잘 섞인다.

투자 Investment. 미래에 우호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상품을 

구입하는 행위. 이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투자는 기술연구 및 개발, 

상업화, 제조시설 건축, 프로젝트 개발(풍력발전소 건설,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입 

및 설치 등)에 대한 투자를 일컫는다. 총투자는 신규투자와 인수합병활동(기업이

나 프로젝트의 차환과 판매)을 합한 것을 말한다.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해 프로젝트

개발자/산업/건물소유주 등의 수입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해주거나 

납세의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해주는 납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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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킬로줄/메가줄/기가줄/테라줄/페타줄/엑사줄. 줄(J;joule)은 1초 동안 1와트의 전

력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와 같은 일 또는 에너지의 단위이다. 가령 1줄

은 사과 한 개를 수직으로 1미터 들어올릴 때 들어가는 에너지와 같다. 쉬고 있

는 한 사람이 열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1초당 약 60줄이다. 킬로줄(kJ; kilojoule)

은 1천(103)줄과 동일한 에너지 단위이고, 메가줄(MJ; Megajoule)은 1백만(106) 줄

이며, 이후로 모두 103씩 배가된다. 1배럴의 기름에 저장되어 연소시 배출되는 

잠재적인 화학에너지는 약 6기가줄이고, 마른 장작 1톤에는 약 20기가줄의 에너

지가 들어있다.

임대 또는 선임대후구매 Leasing or Lease-to-own. 임대회사(일반적으로 중개회

사, 협동조합, NGO)가 자립형 재생에너지시스템을 사들여 이를 고객이 있는 곳

에 설치한 뒤 소비자들이 임대기간 동안 모든 납부금을 다 낼 때까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서비스요금제. 임대기간은 대부분의 소비자대금 상환조건보다 길기 때

문에 월납부요금은 더 낮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

에너지균등화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LCOE).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수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만드는 어떤 프로젝트의 에너지

산출량의 고유한 비용가격(가령, 달러/kWh 또는 달러/GJ). 

의무규정 Mandate/Obligation. 지정된 당사자(소비자, 공급자, 발전사업자)에게 최

소한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충족시키라고 요구하는 수단. 이 목표치는 점진적

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총공급량에 대한 일정한 비중이나 용량 중 정해진 

양으로 할당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의무규정으로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종종 에너지효율성 투자와 결합하여) 재생에너지난

방이나 전력기술의 설치를 요구하는 건물규정이나 의무사항, 재생에너지난방구

매 요구, 수송용 연료에 대한 바이오연료 혼합규정 등이 있다. 

시장권리모델 Market Concession Model. 경쟁과정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NGO를 

선발하여 자신의 서비스영역 내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에게 에너지서비

스를 제공하는 독점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모델. 시장권 접근법은 영업권 보유자

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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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릿오더 Merit Order. 단기적인 한계생산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이 적은 것에서 

많은 순서로 에너지원(특히 전력생산)의 순서를 정렬하는 방식. 즉, 한계비용이 

가장 적은 것이 맨 처음에 오고 한계비용이 가장 큰 것이 맨 마지막에 온다. 메

릿오더는 변동비용이 낮은 발전소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메릿오더에 

따라 혹은 공급곡선에 따라 시장가격이 변동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수요

에는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생산비가 높은 발전소를 시장에서 밀어내고 저가

의 전기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소형전력망 Mini-Grid. 배전네트워크를 통해 전체지역공동체에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작은 전력망. 최근까지 대부분의 소형전력망은 디젤연료에 의존했다. 수력발

전 전력망 기술은 이미 성숙한 상태이고, 농엽계치물이나 바이오가스로 발전하

는 가스화력발전 소형전력망 기술은 성숙단계에 있다.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기

술(배터리뱅크 등)을 통합하는 변환기 장착형 소형 전력망의 사용도 빠르게 늘

고 있다.

현대식 바이오매스 에너지 Modern Biomass Energy. 고체, 액체, 기체 바이오매

스 연료를 효율적인 소형가정용기기에서 연소시키거나, 공간난방, 전력생산, 열

병합, 수송의 현대적인 활용을 위해 대규모 산업용 변환발전소에서 연소시켜 얻

은 에너지. 

순계량제도 Net Metering. 자가발전시스템을 소유한 공익사업소비자들은 공익사

업체에서 공급받는 순전력량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하는 (총소비량 - 현지의 자

가발전량) 통제된 요금제. “Net billing”은 순계량제도의 한 가지 변형으로, 전

력을 구입하는 것과 남는 전력을 다른 곳으로 파는 것에 대해 다른 요금을 적용

하는 두 가지 계산법을 따르는 방식이다.

해양에너지 Ocean Energy. (표면을 지나는 바람이 만들어낸) 바다의 파도, 조류, 

염도차, 해양의 온도차에서 포집한 에너지. 파력변환기는 표면의 파도에너지를 

포집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조류 전력발생기는 움직이는 물의 운동에너지를 이

용하여 터빈을 가동한다. 또한 조력보는 본질적으로 조류가 들고 날 때 에너지

를 포집하는, 하구만을 가로지르는 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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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소액지불제 Pay-as-you-go (PAYG) Micro-Payment Schemes. 소비자들이 

하나의 설비에서 현대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핸드폰단문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양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요금제도. 약간의 현금을 지

불한 뒤 고객은 필요에 따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구입할지 결정하게 된다.

전력 Power. 에너지가 시간 단위당 변환되는 비율로, 와트(줄/초)로 표현된다.

1차에너지 Primary Energy. 자연적으로 발생한 에너지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원광, 지열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등)이 유용한 최종에너지로 변환되

어 최종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전, 이론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들을 말함. 1차에

너지가 다른 형태의 유용한 최종에너지(가령 전력과 연료)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일부 1차에너지는 아무런 변환을 거치지 않고 최종에너지로써 

최종소비자 수준에서 바로 소비되기도 한다.

생산세 공제 Production Tax Credit. 양질의 부동산이나 시설의 투자자나 소유자

에게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재생에너지(전력, 열, 바이오연료)의 양을 근거로 

연간 세금공제를 해주는 징세방식.

공공경쟁입찰 Public Competitive Bidding(경매라고도 함). 공공기관이 주로 가격

에 근거하여 주어진 재생에너지공급량이나 용량에 대한 입찰을 요구하는 조달메

커니즘. 판매자는 자신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공급하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시장 수준보다는 높은 가격이다.

양수발전 Pumped Storage Hydropower.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낮은 저수지에서 

높은 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려 필요할 때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에너지원은 

아니며 에너지 저장수단이다. 전반적으로 80-90% 가량의 시스템 효율성을 보인

다.

규제정책 Regulatory Policy. 적용대상의 행동을 인도 또는 통제하는 규율.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기준가격구매제도, 바이오연료혼합

의무규정, 재생에너지난방의무규정 등 의무규정 또는 할당제가 대표적인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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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재생에너지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재생에너지 1단위(일반적

으로는 1MWh의 전력이나 그보다 좀 더 적은 양의 열)를 만들어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여하는 인증서. 재생에너지인증서에 기반한 시스템에서는 인증서를 모아

서 재생에너지의무규정을 충족시키거나 소비자/생산자 사이의 거래 수단으로 삼

을 수 있다. 또한 자발적인 녹색에너지의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

다.

재생에너지 목표치 Renewable Energy Target. 정부가 미래 어떤 기한까지 일정

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공식적인 약속, 계획, 목표(지역, 주, 

국가, 광역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입법화되는 경우도 있고, 규제기관이나 

관련부처에서 설정하기도 한다.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정부가 공익사업체, 

기업집단, 소비자에게 설비용량 혹은 생산되거나 판매된 전력/열 중에서 미리 

정해진 최소한의 비중의 재생에너지를 공급 혹은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이

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행정단위

에 따라 “renewable electricity standards”, “renewable obligations”, 

“mandated market shares”라고도 한다.

스마트에너지시스템 Smart Energy System. 스마트에너지시스템의 목표는 (열, 

가스, 연료 등) 비전력분야와 전력분야 모두에서 상호연계된 에너지기술 및 과

정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균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는 역동적인 수요공급관

리, 전력, 열, 연료기반 시스템 자산의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 시설, 기기, 서비

스의 통제와 최적화,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분산된 에너지의 통합개선, 공급

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사업자, 전력망운영자, 

최종사용자, 전력시장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역량을 조절하는 전력망. 모든 부

분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비용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시스템 신뢰

성과 복원성,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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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집열기 Solar Collector. 태양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 주로 

이 열은 가정용 급탕에 사용하지만, 공간난방, 산업공정열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열냉각기계를 가동시킬 수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태양열 집

여릭는 물 또는 물/글리콜 혼합물이 열전달 매체의 역할을 하는 진공관과 평판

집열기이다. 이 기기는 태양에서 나온 광선이 먼저 (열단열을 위해) 판유리를 때

린 뒤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어 열전달매체를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유광집광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영장집열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무광집광판

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집열기로 저온의 기기용으로 사용한다. 무광 

및 유광 공기포집기는 열전달 매체로 물이 아닌 공기를 이용하여 실내공간을 따

뜻하게 만들거나, 농업 및 산업용의 건조공기나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데 사용

된다.

가정용태양발전시스템 Solar Home System(SHS). 상대적으로 작은 태양광모듈, 

배터리, 때로 충전통제기로 구성된 자립형 시스템으로, 작은 전력기기의 전원을 

공급하고, 보통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농촌이나 오지에서 적당량의 전력을 

집에 공급하여 조명과 라디오를 쓸 수 있게 해준다.

태양광발전 Solar Photovoltaics(PV). 태양광을 전력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는 기

술. 태양전지는 태양열을 가지고 전자에서 원자를 분리하여 전류를 만드는데 사

용하는 반도체 물질을 가지고 만든다. 개별 태양전지를 서로 연결하면 모듈이 

된다. 단결정모듈은 다결정실리콘 모듈에 비해 효율이 더 높지만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박막태양광발전물질은 기존의 벽면에 펼쳐 유연한 막처럼 쓰거나 지붕

타일 같은 건축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물내장형태양발전은 지붕이나 건물의 

외관 같은 마감재의 일부로 기존의 재료 대신 사용한다. 양면태양광발전모듈은 

양면으로 태양광을 받아 전기를 발전하는 양면의 패널로 주로 건문내장형 부문

에서 사용된다.

태양광열 하이브리드시스템 Solar Photovoltaic-Thermal(PV-T). 태양광을 전기와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광모듈 아래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한 태양광열복합시

스템. 태양열 집열기가 태양광모듈에서 불필요한 열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효율

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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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 Solar Pico System(SPS). 태양램프, 정보통신기기 등, 보

통 전압이 최고 12볼트 정도에 전력출력이 1-10W인 아주 작은 태양발전시스템. 

태양열온수기 Solar Water Heater(SWH). 태양열 집열기, 저장탱크, 물파이프 등

으로 구성되어 태양에너지를 가정용 급탕, 공간난방, 공정열 등 “유용한” 열에

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 전반을 말함. “유용한” 에너지 수요의 성격(마실물, 

급탕, 공기건조 등)과 바람직한 온도수준에 따라 거기에 맞는 적절한 태양열 집

열기를 설치한다. 온수기 종류는 두 가지로, 펌프형 태양열온수기는 기계적인 펌

프를 사용하여 집열기 순환관을 통해 열의 이동흐름을 순환시키는 반면(적극적

인 시스템), 열사이펀형 태양열온수기는 자연대류가 만들어낸 부유력을 이용한

다(소극적인 시스템).

보조금 Subsidies. 소비자들이 에너지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주거나 생산비용을 줄여주는 정부의 조치.

전통적 바이오매스 Traditional Biomass. 농업부산물, 동물의 배설물, 임산물, 땔

나무 등 주로 개도국의 농촌지역에서 취사, 안락함, 소규모 농업 및 산업과정에 

열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종종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비효율적이고 

오염을 유발하는 야외화덕, 스토브, 아궁이에서 연소시키는 고체 바이오매스.

반탄화목재 Torrefied Wood. 제한된 공기조건에서 나무를 200-300도씨로 가열하

여 만들어내는 고체연료로써 펠릿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농도가 높고, 연마하여 가루형 연료로 사용하기가 좋으며, 방수성이 있는 

등 고체연료로써 유용한 특징을 지닌다.

와트/킬로와트/메가와트/기가와트/테라와트-시. 와트는 에너지전환 또는 이전비율

을 측정하는 전력의 단위이다. 킬로와트는 103와트와 같고, 메가와트는 106와트

와 같으며, 계속 103씩 곱해진다. MW는 전력을 말하고, MWth는 열에너지를 말

한다. 전력은 에너지가 소비 또는 발생되는 속도를 말한다. 가령 전력소요량이 

100W인 전구를 1시간 동안 켜 놓으면 100Wh의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이는 

0.1kWh 또는 360kJ과 같다. 이는 100W의 전구를 한 시간 또는 25W의 전구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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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켤 수 있는 양의 에너지이다. kWh는 1kW를 1시간 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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