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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요 성과



에너지전환 정책추진성과(1)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연도별 목표) 초과 달성

• 지난 3년간,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45% 이상 감소
3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19년 수치는 잠정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2)

• 제도적 기반 정비

•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19.2)
• 전기사업법 개정(`18.12)

• 환경급전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세율
조정(`19.4)

• 발전용 유연탄: 36원/kg    46원/kg
• 발전용 LNG :   91.4원/kg  23원/kg

• 2030 온실가스 국내 감축 책임 강화 & 감축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
• 국내 감축 책임 강화 : 국내 25.7% / 국외 11.3%  국내 32.5% / 국외 등 4.5%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2017년 대비 24.4% 감축

• 저탄소녹색성장법 시행령 개정(`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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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 (1차에너지 기준)

2015년 2019년(p) 변화율

1차 에너지 286,932 ktoe 303,446 ktoe 1.4% (연평균)

석탄 29.8% 27.0%

원자력·석탄
비중 변화

41.9%
↓

37.3%

석유 38.0% 38.7%

천연가스 15.2% 17.6%

수력 0.4% 0.4%

원자력 12.1% 10.2%

신재생 4.5% 5.9%

실질GDP(15년 기준, 십억원) 1,658,020 1,848,964 2.8% (연평균)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0.173 0.164 △1.3% (연평균)

1인당에너지소비(toe/인) 5.62 5.87 1.1% (연평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9년 수치는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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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 (최종에너지 기준)

2015년 2019년(p) 변화율

최종에너지 214,974 ktoe 231,235 ktoe 1.8% (연평균)

원별

석탄 16.2% 13.8%

화석연료
비중 변화

76.2%
↓

75.5%

석유 49.7% 50.4%

가스 10.3% 11.3%

전력 19.3% 19.4%

열 0.9% 1.1%

신재생 3.5% 4.0%

부문별

산업 61.9% 61.7%
가정: 9.6%→9.8%
상업: 7.7%→7.7%
공공: 2.4%→2.4%

건물 19.6% 19.9%

수송 18.5% 18.4%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9년 수치는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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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 상존

• 낮은 효율성
• GDP당 에너지 소비(toe/USD, PPP, `17년) : 한국 0.15, 독일 0.09 일본 0.09, 영국 0.07 

• 경직된 가격(요금)체계
(단위: 원/kWh) 2015년 2019년 연평균 변화율

도매시장 구입단가 85.92 95.26 2.6%

판
매
단
가

주택용 123.69 104.95 △4.0%

일반용 130.46 130.33 △0.0%

교육용 113.22 103.85 △2.1%

산업용 107.41 106.65 △0.2%

농사용 47.31 47.74 0.2%

자료: 한국전력, 「한국전력통계」 7



심각한 경로 의존성

8
자료 : 2018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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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협과에너지전환은기업의자발적참여촉발

▶2018년 세계 태양광 LCOE 가격: 
94.8원/kWh

▶ 화석연료 LCOE 가격 : 
55.8원/kWh(최저)~ 189.7원/kWh(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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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에너지 전환과 RE100



RE100 캠페인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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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재생에너지확보수단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발의(2020.7.15.)

▶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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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RE100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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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재생에너지사용확대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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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그린 뉴딜과 RE100



한국판 그린 뉴딜과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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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 뉴딜과 RE100 

Internal & Cost Barrier를 완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의 경제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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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단가

일반용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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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kWh

재생에너지 LCOE: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한전, 2018.1)
전력가격: 한국전력통계(2020)
세계 재생에너지 LCOE: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IRENA) 17

국내

글로벌



RE100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

18



IV.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방향 목표

에너지
전 환

에너지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이행

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20%→(`40) 30~35%
②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30) △14.4% → (`40) 18.6%
③ `30년 온실가스 감축 후 배출량 536.0백만 톤(`30) 

그린
뉴딜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지향

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② 탄소중립(net-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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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효과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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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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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전환

(RE100)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



감사합니다
yscho@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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