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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다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는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영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 . 
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은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 
한 원인이 큽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대응을 위. 
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국도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 
위해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기에 에. 
너지 수입 비용 및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 
니다. 

년부터 우리는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중 재생에너지 주민참여2021 . , 
해상풍력 이익공유 태양광 이격거리 재생에너지 직접 등은 일부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 , PPA 
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탄소중립 핵심 과제를 . 
제안했습니다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다. 1 , 
시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중요성은 여러 번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로부터 발. 
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요원합니다 이것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치. 
르지 않아서 겪는 문제라면 이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해결책을 기다리, . 
는 동안에도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기에 완벽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을 취
해야 합니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문제 , , 1.5,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제도 전기요금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해상풍력 자가. RPS , , , , 
용 및 유휴부지 태양광 지역에너지 등 약 개의 핵심 이슈를 선별했고 현황과 문제 제안을 , 9 , , 
정리했습니다.

무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느낌이 없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계속, . 
해서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묻고 답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재생에너, . 
지가 우리의 삶에 원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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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급격한 후퇴로 탄소중립 달성 기반 위협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통해 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로 (NDC) 2030 30.2%

하였으나 년 들어 이 목표를 잠정 로 하향하였음, ‘22 21.6%

- 이 때문에 화석연료 대체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원전 안전 문제나 핵폐기물 처분의 불확실성 문제 특히 기업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 RE100 

이행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짐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보급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재생에너지 정의의 국제 표준 이행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에너지 정의와 달리 국내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제도적으로 ·

통합해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 화석연료 에너지원들까지 를 발급받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함 더구나 IGCC REC . 

국제적으로 엄격한 기업 기준에 국내 제도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 이행 주체들의 혼란도 큼RE100 

- 당장 년 신재생 발전량 비중 목표만 해도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를 제외하면 로 2030 IGCC 19%

떨어지는 등 정책 및 통계상 혼선도 가중됨

개선 요구사항 [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기반 강화

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이상으로 상향2030 40% 1)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확대 편성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 확대· .

재생에너지 재정의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서 신에너지 삭제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배출 없는 · . IEA 

재생 가능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

1) 년 한국 탈탄소 시나리오섹터커플링의 역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050 : ( , 2021)

1.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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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공급비율 재상향 및 소규모 확대RPS FIT 

▶ 정부는 년 월 제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23 1 10 RPS 

의무공급비율을 축소함 년 년 (`26 25% `26 15%)→ 2)

- 년부터 년까지 의무공급량은 연평균 가 감소하며 전체 감소량은 총 '23 '29 RPS 25.5TWh 178.6 

수준으로 년 거래량의 배에 달하는 수준임TWh '21 REC 4 3)  

- 이는 정부가 수요량을 언제든지 조정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REC 

뜻하며 정책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정부는 년 월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로 제도를 종료하고 `22 11 ' ' RPS 

중장기적으로 경매제도 등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장기적으로 제도를 경매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으나 현재 국내 RPS ,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고려하면 경매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임

-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물론 RPS 

제도 보완 등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재정비해야 함RPS 

- 해외의 제도 변화 과정을 보면 지원제 도입 보완 경쟁제도 도입 시장 효율화의 ' '→ → → 

과정으로 이루어지며4) 국내도 경쟁을 섣불리 도입하기보다 현행 제도 보완 및 소규모  RPS FIT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년 월 정부는 한국형 제도에 대하여 연장 여부와 전면 개편을 함께 검토하고 `22 11 ' FIT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를 발표함'

-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공급원으로서 효율적인 국토의 활용 및 시민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한국형 제도는 일반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로 다른 나라 독일 FIT 30kW( ), 100kW( ) ( 750kW, 

일본 영국 2MW, 5MW)5) 에 비해 지원 대상이 협소함  

2) 년 월 산업부는 기준에 맞춰 의무공급비율을 년 년 년  ‘21 12 2030 NDC RPS ’22 14.5%, ‘23 17%, ’25
년 이후 로 상향한 바 있음20.5%, ‘26 25%

3) 년 의무공급사 발전량을 기준으로 계산 ‘22
4) 전력경제 년 제 호 KEMRI(2021), _Review_2021 6
5) 전력경제 년 제 호 KEMRI(2021), _Review_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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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협동조합 태양광은 전체 태양광 중 년 기준, 0.3%(`21 )6)도 안 되는 비중으로 주민수용성과 

더불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함

개선 요구사항 [ ]

1. 의무공급비율 상향 및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 강화 필요RPS 

- 의무공급비율을 년 에서 단계적으로 년 까지 상향RPS `23 15.5% ‘30 40% 7)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다양화2. RPS 

-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하고 RPS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는 경매 제도로 FIT

구분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고려하여 규모별로 지원 시장 제도를 분리/

분산형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강화3. ·

-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육성보호를 위해 한국형 제도 용량 기준을 · FIT 500kW 

미만으로 완화 및 지원 강화

- 주민수용성 확보 및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협동조합의 인센티브 지속 유지

6) 플랜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향의 주요 문제점 1.5(2022), 
7) 년 공급의무비율 달성을 위해 년 에서 매년 씩 증가 ‘30 40% ’22 1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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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태양광 확대3. 

▶ 코로나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19 - , 

따라 전 세계 태양광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당연히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자가용 태양광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 

높아질 수 있음

- 년 전 세계에서 자가용 태양광은 약 규모로 설치된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설치 ‘22 240GW , 

용량은 년 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23 270GW, ‘24 300GW 

-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별도 재정지원 없이도 자가용 태양광 설치 비중도 확대 

중임 미국 년 호주 년 독일 년 ( ’22 5.6GW, ‘22 (1-3Q) 2GW, ’21 3.3GW)

▶ 반면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매년 증가하다가 년부터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21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및 미니 태양광 보조금 사업 , ·

예산을 축소 및 폐기함

-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년 년 년 으로 지속 ’18 2.6GW, ’19 3.9GW, ’20 4.7GW

확대되었으나 년은 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21 3.9GW

- 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억원 ‘23 , · 1,548

감액되었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억 감액됨, · 744

▶ 자가용 태양광은 별도의 계통연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송전선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시 유휴부지 활용이 가능하며 요금 상승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 , 

존재하므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자가용 태양광은 낮 시간대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시민참여 관점에서 손쉽게 ,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높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자가용 태양광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 년 , (’19

기준 독일 미국 수준74%,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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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요 국가에서 신규 건물 주택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규제 도입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 

점을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 및 하와이주 건물 태양광 설치 (

의무화 독일 지자체 옥상 태양광 의무화 일본 도쿄 신규 단독주택 대상 태양광 설치 의무화, , , 

독일의 부가세 감면 프랑스 소득세 감면 미국 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 )

개선 요구사항 [ ]

1. 자가용 태양광 관련 정부예산 확대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보급지원사업 등 자가용 태양광 예산 확대· , 

- 일부 지자체 베란다 미니 태양광 보조금 유지

2.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낮은 전기요금은 자가용 태양광 확대 유인 저하 에너지 요금 현실화 필요, 

-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세제 혜택 설치 의무화 잉여전력 거래 커뮤니티 ( , , , 

태양광 인센티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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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확대 방안4. 

▶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설치 미흡

- 건축물 주차장 산단 도로 및 철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부지의 추가 개발이 , , , 

필요하지 않고 소비지에서 직접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수용성이 높은 등 장점이 많음 특히 , , . 

도시 지역 태양광 보급에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나 현행 제도 및 정책 미흡으로 , 

인해 소극적 활용되고 있음

▶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잠재량 평가와 보급 목표의 부재

-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부처의 산단 주차장 도로 및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태양광 , , 

보급 잠재량 평가 등 기초 데이터가 부재함

-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목표도 역시 부재함

▶ 수도권 주차장 태양광 연간 잠재 발전량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 417GWh, 

- 환경운동연합의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개 대규모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조사한 ) 282∙ ∙
결과 총 규모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317.7MW 

- 잠재량 상위 위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규모이며 연간 발전량 수준으로 국내 1 21MW , 417GWh 

전기차 총 전력 수요의 배 규모로 생산이 가능함1.4

- 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년 을 선언한 바 있으며 년까지 ‘22 2040 RE100 , ’25

로 확대할 계획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부지와 설치 계획 마련이 요구됨15MW . 

▶ 해외 태양광 촉진 제도 사례 프랑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건물 주차장 등에 대한 태양광 EU, , , , 

설치 의무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임

- 특히 프랑스의 경우 지난 월 상원에서 차량 대 이상 모든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 11 , 80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해당 법안 시행으로 인해 약 규모의 태양광이 설치될 것으로 , 11GW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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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구사항 [ ]

1.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 잠재량 평가와 공개 공공부지 발굴, 

- 산자부 및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산단 주차장 도로 및 철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 , 

보급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세부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해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의 , 

정책 효과를 예측

-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목표와 이행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

- 각 지자체가 태양광 부지로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민 공모제를 ‘ ’

시민사회와 협력해 실시하고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 시민햇빛발전소 확산, 

2.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을 통한 이행 촉진RE100 

- 태양광 잠재량이 높은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목표 선언 RE100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사업을 이행 계획에 반영RE100 

3. 주차장 등 유휴부지 태양광 의무 설치제 도입

-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재생에너지법‘ ’ 

또는 주차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마련‘ ’ 

-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자체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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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기준 년 목표 대비 해상풍력 보급률이 에 불과한 이유는 현행 사업자 ‘23 1 , ’30 1%

주도의 입지 선정의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함

- 정부가 사업 개발에 앞서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선정하지 , , 

않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인허가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어업인 등 다른 공유수면 이용자와의 갈등을 키워 해상풍력 보급이 정체되는 , 

악순환을 만듦

- 주민 수용성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지연의 주요 사유로 나타나8) 사회적 갈등이 , 

해상풍력 보급 저조에 실질적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

-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 부문에서 사전 입지 조사를 통해 최적 입지를 , , 

선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9)

▶ 복잡한 인허가 제도로 년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대다수가 인허가 지연인 ‘13

상황임10)

- 국내 해상풍력 개발은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조성과 같은 개발사업과 달리 개발법이 따로 ‘ ’

없어11) 질서 있는 해상풍력 입지를 가능하게 하는 지구 지정 절차가 부재하고 사업자는 입지  , 

선정부터 개발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개별 법령에 따라 일일이 진행해야 함

- 국내 해상풍력 인허가는 최대 개 부처 개 법령에 걸쳐 진행되며 덴마크 대만 등과 같이 10 , 29 , ,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인허가 단일 창구가 부재해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 

등 위험이 큼

▶ 해상풍력 보급은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지만 현재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8)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후솔루션 에 따르면 특히 년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해상풍 ‘ ( , 2023)’ , ‘20
력사업 중 심의 지연된 건 모두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심의가 지연되었음12

9) 임효숙 외 네덜란드와 일본의 해상풍력 입지선정 절차 비교 (2021), 
10)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년부터 년 월까지 약 년  ‘ ( , 2023)’ ‘13 ’22 9 10
동안 착공 관련 주요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사업의 발전용량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의 발전용량

대비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8GW) 2%
11) 투데이에너지 풍력발전 특별법이 담아야 할 것 (2022), 

해상풍력 보급 확대5. 
- 정부 주도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인허가 단일창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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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해상풍력 시장 규모 확대 

및 운영실적 확보 등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함R&D, 12)

- 단지당 조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전반을 강화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이 국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가 필요함

개선 요구사항 [ ]

1. 정부 주도의 풍력 입지 선정 및 사업자 공모

-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적합한 해상풍력 · , , 

부지를 발굴해 발전지구로 지정함

- 발전지구 지정 이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입지 선점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 

심화와 인허가 지연 리스크를 모두 해결함

-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데 발전지구 외 해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추진 중인 기존사업자를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등 합리적 경과 조치 방안을 

마련함

인허가 창구 단일화를 통한 빠른 풍력 보급 도모2. 

- 하나의 기관이 여러 관계 정부기관과의 협의 의견 조정 등 역할을 맡아 인허가 과정 전반을 , 

지원하는 단일 인허가 창구를 마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 

비용을 줄임

- 효과적인 인허가 총괄 및 조정을 위해 하나의 정부부처가 단일창구 역할을 담당해 해상풍력 

보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국내 풍력 산업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3. 

-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을 마련함, 

12) 사단법인넥스트 국내 해상풍력 제도 개선 방향 (2023), L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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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점의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원가 (Grid Parity) 

이하로 제공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 때문임

- 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격하게 상승한 가격으로 인해 도매 전력가격은 ‘22 - LNG 

최고 원 를 기록했으나 년 현재 소매 전기요금은 평균 원 에 불과함267.6 /kWh , ’23 116.3 /kWh 13)

-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낮게 설정되면 소비자 관점에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재생에너지 구매 / , 

및 사용 유인이 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 증가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함

-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적자 해소를 위해 약 원 의 요금 인상이 51.6 /kWh

불가피하며14) 이에 따라 한전 전기요금 원 은 년 하반기 태양광 입찰단가 , (167.9 /kWh) ‘22

원 보다 오히려 높아지게 됨155.2 /kWh 15)

- 이미 정부는 소매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기요금 로드맵 수립 계획을 여러 차례 「 」 

공언하였으나 아직까지 발표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 , 

및 소비를 저해하고 있음

- 특히 산업용 일반용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동 부문에서 요금 인상에 따라 낭비성 , /

전력 소비의 감축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임 전기요금 인상 시 산업용 일반용( 1% , ( ) 22.9%, ( ) 

주택용 비효율적 전력 소비 감축13.0%, ( ) 3.9% )16)

▶ 지금까지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 제대로 전기요금에 전가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불투명한 요금체계 결정 거버넌스 때문임

-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 산업부 기재부 협의 및 승인을 통해서 결정되는 형식적 구조를 갖추고 → →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및 국회 산업계의 로비 등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음, , 

-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발전단가가 낮은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 

현재의 전기요금 결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함

13)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2022), 
14)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 (2022), 
15) 이투뉴스 예견된 입찰 미달에 하반기 물량 축소 우려 (2022), RPS 
16) 에너지경제연구원 계약 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 왜곡에 따른 환경비용 추정 (2021), 

전기요금 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6. 
- 독립규제위원회 신설 및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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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BNetza), (GEMA), (CRE) 

위원회 형태의 규제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요금 규제 및 전력산업 감시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17)

- 국내도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권한을 , , 

행사하는 모델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명무실한 전기위원회 권한을 일부 강화하는 , 

방식의 접근18)은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큼 

- 정부와 산업계 정치권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요금 결정 방식을 넘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 ,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투명하게 요금 수준 및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 

독립규제기관의 신설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부터 빠르게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용은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요금 수준을 규제하고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함19)

17)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제 도출 및 시사점 연구 (2020), 
18) 산업부 제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 (2022), 10 ( )
19) ACER(2022), Market Monitoring Report 2022 Energy Retail and Consumer Protect– 

개선 요구사항 [ ]

1.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규제기관 신설

-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 전기위원회 형태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신설

- 노동조합 시민사회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 실행력 담보를 위해 요금 수준 결정 및 전력산업 감시 기능 부여

2.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

-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 연내 마련

- 한전 적자 해소가 가능한 수준의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

- 주택용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에너지빈곤층 보호를 위한 최대 인상률 제한 및 , 

에너지 복지 바우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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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를 운영 

중이나 주민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전적 수익의 , 

배분에만 초점을 두어 운영되는 측면

-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 확보를 목적으로 마을협동조합을 설립 주민참여 금액의 대부분을 REC , 

사업자 혹은 정부의 주민참여 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조합 명의로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남

- 이때 개별 주민은 대출 상환 부담이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투자수익을 차등 지급

- 반면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주민에게 일정 지분 참여 권리는 보장하나 지분 가격을 할인하지 , , , 

않으며 투자 위험도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민참여 방식만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주민참여 외 다양한 , 

방식 지역사회 기금 전기요금 지원 등 을 병행하는 추세( , )

- 지역사회 기금은 일부 소수 주민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며 특히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적절, 

-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는 풍력사업자가 운영기간 년 동안 매년 당 파운드를 (20~25 ) MW 5,000

지역사회 이익 패키지 로 지급하도록 권고함 풍력 사업자는 외부 (benefit package) . 

비영리단체에 기금 운용을 위탁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개선 해상풍력 어업공존, , ,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 상생을 지원함

▶ 우리나라에서 절차적 측면의 주민참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정보제공과 같은 일방향적, , 

형식적 참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국내는 이상 혹은 산지 등 관리지역에 설치되는 대규모 사업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 전 100MW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함 또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나. , 

주민 방해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시에는 생략 가능

- 반면 덴마크 영국 등에서는 풍력터빈 기 이상 설치 시 초기 단계부터 반복적으로 주민 , , 1~3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설정 단계에서 지역 자문기구의 자문이나 , 

최소 주의 주민 공개 협의를 보장함2

7. 이익공유 다각화 및 절차적 주민참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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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여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 · 40MW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구역·

21) 이하의 발전설비는 분산형전원으로 규정되며 전기사업법 제 조 제 호 초과 시에는  40MW ( 2 21 ), 40MW 154kV 
이상 계통에 접속하는 대규모 설비로 볼 수 있음

개선 요구사항 [ ]

1. 실질적인 주민 투자 참여의 강화

- 지역 협동조합을 통한 대출형 채권 형태의 주민참여를 지양하고 개별 주민들이 자금 여력에 , 

맞게 적절한 금액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위험부담까지 함께 지는 구조로 운영방식 , 

개선

2. 주민참여 외에 다양한 이익공유 방식의 제도화 필요

- 사업자가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기타 이익공유 , , 

방식도 행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 마련

- 현행 주민참여 제도와 혜택 가중치 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REC )

방안 검토

3. 절차적 측면의 주민참여 강화

- 현재 집적화단지20)에만 적용되는 민관협의회 제도를 모든 초과40MW 2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확대 적용 입지 선정 단계부터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보장, 

- 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 단계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성 , , 

검토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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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집중되면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급증하자 정부는 계통 수용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하향 조정함

-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출력제어 건수는 년 기준 18.3% ’22

회로 역대 최다를 기록 해당 조치는 년에 최초로 발생한 후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으며104 . ‘15 , 

전남 강원 등 육지 계통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제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계통 제약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하는 원인 중 하나로 10

꼽았으며 발전사업 허가 검토 시 계통 여건 검토를 강화하는 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경우 , ' '

재생에너지 입지가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동 계획에 따르면 제주에는 년 기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이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30 19%

불구하고 총 규모의 신규 복합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더욱 경직된 600MW LNG 

방식으로 계통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22)

▶ 특히 출력제어 조치가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시행됨에 따라 , 발전사업자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음 

- 년 월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명문화한 바 ‘22 8

있으나 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나 기준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발전사업자의 , , 

손실과 금융 조달 위험이 증대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년 월 신재생발전기 출력제어 조건에 따른 보상정책에 관한 연구 용역 ’22 9 「 」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의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해 무보상 대상임을 명시한 바 ' ' 

있음

- 반면 석탄 원자력 발전소가 출력제어로 인해 발전소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 현행 , , LNG , 

전기사업법에 따라 손실에 대한 정산금을 받고 있어 기존 화력발전 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22) 제주연구원의 제주계통 안정화 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 에 따르면 제주는 계통 운영  “ (2021)”
시 일부 대형 화력발전기들이 필수 운전 발전기로 우선 고려돼 수급 불균형 시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먼저 출력
제어를 당하고 있어 대형 화력발전의 확대는 유연한 계통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임

8.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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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보상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출력제어에 대한 , 

보상을 계통 안정화 비용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음 영국 독일의 경우 풍력 발전량이 각각 . , 21%, 

를 넘어섰으나 출력 제한율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24% , 3~4% 

개선 요구사항 [ ]

1.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명확한 출력제어 근거와 기준 보상 방안 제시 , 

- 출력제어 적정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련 투명한 근거 및 결과 공개

- 출력제어 보상제도를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 향상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방안에 대한 로드맵 제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유연성 자원 도입 확대2. 

- 현재 계획 중인 제주 지역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형 화력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근본적인 방안인 유연성 자원 등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확립(ESS, 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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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전력자립 불균형 심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3% 191.5% 18.2% 242.9% 7.1% 1.8% 93.7% 87.9% 6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2.1% 7.7% 227.9% 66.6% 184.6% 183.8% 122.8% 69.7%

지역별 전력자립도 현황 출처 한국전력통계< > ( : )

▶ 지역별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태양광 51 168 126 117 252 43 90 63 1,434

풍력 - 2,842 - 39,272 - - 1,730 - 4,60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태양광 1,658 1,161 2,852 4,002 4,904 2,832 1,474 588

풍력 945 - 2 145 519 914 66 527

지역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단위 < > ( : GWh)

▶ 각 지자체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정책 필요·

- 신기술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 미흡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 , 

지자체의 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후퇴함·

- 여전히 낮은 전력자립률을 개선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실효적 방안 모색 필요

- 이격거리 규제 조례 완화 및 개선

▶ 주민 수용성 부족 및 주민 갈등 해결 필요

- 여전히 주민 수용성 주민 갈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 특히 해상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공공성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조정해야 할 지방 정부의 , , , 

역할이 미흡함.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9. 
-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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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구사항 [ ]

1.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인센티브 주민 참여 기반 이익공유 에너지 자립 마을 등 , , 

시민참여 모델 발굴

-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 주택 태양광 지원 정책 태양광 기금 확대 등 주민 참여형 , ,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

-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2.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기관 주차장 및 옥상 태양광 설치 의무화

- 공공 유휴부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인센티브 도입

- 공공건물 효율화 및 그린리모델링

3. 주민수용성 확대 및 주민 갈등 해결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숙의 기간 보장

-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활성화 및 제도 보완

- 법률 개정 지자체 개입을 통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 조정 필요, 

지역별 제안 요약 [ ]

서울
유휴부지 활용 및 태양광 발전 의무화 등을 통한 태양광 보급 정책 시민참여를 통한 , 
태양광 수용성 확보 에너지 절약, 

부산
부산광역시 통합 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 민간 협치 강화, , , 
주민수용성공공성 확대 ·

인천 에너지공사 설립 영흥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경남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 에너지전환특별지구지정에 관한 법률 제정 정의로운 전환 , , 
기금 마련

충남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정책 추진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활성화 발전시설 이격거리 , , 
규제 폐지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 

전북
적극적인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도시 계획 조례 , 
개정 지역 에너지공사 설립, 

대전
전력 수요관리 및 효율화 정책 주민참여 기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공공 및 , , 
민간건물 그린리모델링 시민참여 기반 프로그램 마련, 

광주
에너지 신산업 및 분산에너지 산업 부문 특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 RE100 
추진

제주
신규 발전소 보급계획 철회 및 화력발전 폐쇄 로드맵 구축 해상풍력발전 사업 LNG ,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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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력사용의 증가

- 년 ‘21 서울시의 전력소비량은 전체 에 달함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용 47,295,805MWh . 

공공용 서비스업 에 사4,656,127MWh(31%), 3,575,378MWh(8%), 27,548,557MWh(58%)

용 중 전년 대비 가정용은 공공용 . 3%(1,507,879MWh), 5%(673,421MWh), 4%(143,146MWh), 

서비스업 증가함2%(671,854MWh) 

▶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전력자립률

- 년 서울시의 전력자립률은 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서울복합화력 발전소의 발전량이 를 ’21 11% , 10%

차지함 열병합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은 내외에 머물러 있음 전년 대비 . 1% .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수치는 서울시의 전력사용량의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막연한 서울시 재생에너지전환 로드맵

- 서울시가 년 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은 년 에서 ‘22 3 ’21 4.3%

년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계획은 태양광 발전을 ‘30 21% . 

포함한 것이 아닌 태양광 발전을 뺀 신기술 보급 등 막연한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서울시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 

지역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9. 
- 서울특별시

지열1) 년 시 건물 개소 반포 재건축사업 신축 공공건물 등 년까지 재정투 : ‘22 3 , , 18MW, ‘30
자 및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로 보급 600MW 
수열2)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지 및 반포 재건축사업 년 신축건물 중심  : 19MW, ’30 305MW 
보급 
소수력3) 잠실 수중보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설치를 통해 정수 센터 전기사용 : 2.5MW, 150km 
량 일부 대체 
연료전지4)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 년까지 공공부지 유휴부지 발굴 및 민자 투입  : 53MW, 30

까지 확대 600MW
태양광5) 건물일체태양광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 공공청사 태양광 신기술  : (BIPV) , . , 
시범사업 선정지 철도부지 등 보급 년까지 설치, 40MW . ’30 800MW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설치 올해 개소에서 년 개소로 확대   * 10 ‘30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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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부족과 이를 부추기는 행정

- 태양광의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 전달에도 근거 없는 태양광 불안은 , , 

여전함 최근 서울 수서역 북공영 주차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인체 유해성 . 

논란과 향후 도시개발을 이유로 좌초되었음 이때 강남구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음

개선 요구사항 [ ]

1. 정쟁에서 벗어난 태양광 보급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의지 필요

- 서울시는 건물 옥상 및 주차장 등 유휴부지의 태양광 설치가 아닌 보급을 주력하고 BIPV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가 목표한 년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는 유휴부지 등에 . 2050 5GW 

적극적인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정책 의지 필요

시민참여를 통한 태양광 수용성 확보2. 

-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고 시민참여모델 발굴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 등 , , 

시민이 태양광 발전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지원 복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절약3. 

- 서울의 에너지자립을 위해선 에너지 생산뿐만이 아닌 에너지 절약도 중요 여름철 개문냉방. , 

편의점 및 마트의 냉장고 문 설치부터 대로 광고판 시간제한 등의 다방면의 에너지 

절약정책 수립

고밀도 초고층 재개발 정책 고려4. , 

- 재개발 단지에 대한 고밀도 초고층 재개발은 막대한 에너지사용과 탄소 배출 재개발 시 . 

제로에너지빌딩 및 태양광 발전 의무화 추진과 생태 중심 도시 개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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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기 박형준 에서 부산지역 환경 맞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음8 ( ) ‘ ’ . 

기존 계획의 목표는 바뀌지는 않은 상황으로 평가함

구분 2021 2030 2050

신재생에너지 보급량(MW) 278 1,665 4,039

태양광(MW) 186 995 1,996

풍력(MW) 1 295 1,406

연료전지(MW) 47 331 623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2.8 20 50

바이오연료 미표기 * 44MW 자료 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래산업국: 2022 ( )

- 년 제 차 지역에너지계획 에 따르면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목표는 년 ‘20 6 ‘25 8.5%, 「 」

년 로 설정되었지만 년 년 로 변경됨 이는 년 클린에너지도시’40 40% , ‘30 20%, ’50 50% . ‘2019 , 

부산의 목표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부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년 전력자립률 가 대 특광역시 중 위로 평가하고 있지만‘20 2.3% 8 · 4 , 

산업통상자원부의 년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점검 결과 에 따르면 부산에 설치된 신재생 2021 ·「 」

에너지 발전설비는 년 대비 증가함 전국 평균 이 증가율은 전국 개 시도 ’20 10.4% ( 16.8%). 17 ·

중 최저치로 평가할 수 있음

- 전남전북 등과 달리 태양광 설치 적합 장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

부지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년 풍력 보급량은 에 불과한데 년까지 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음‘21 1MW , ’30 295MW . 

하지만 청사포다대포 해상풍력은 주민들의 반대에 표류 중임 또한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 . 

구체적인 실증 투자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민선 기 공약에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소부장 파운더리 구축 등과 탄소중립을 8 · · (CCUS), SMR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는 먼 정책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음

▶ 부산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관한 지자체의 거버넌스 역량의 부재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 평가함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9. 
- 부산광역시



- 21 -

- 태양광 보급 청사포다대포 해상풍력 부산광역시 통합 에너지센터 등은 크게 진척이 없는 , · ,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부산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빠르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 

주민 수용성 갈등관리 등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기후에너지 전환에 있어 부산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으로 평가함·

▶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에 대한 예산 부재, 

미래에너지산업과 2023 2022 증감률(%)

전체예산 41,009,549 47,154,874 12.84△

일반회계 10,890,552 21,250,216 48.75△

특별회계 30,208,997 25,904,658 16.62

미래에너지산업과 2023 2022 비교증감 증감률(%)

총예산 41,009,549 47,154,874 6,055,325△ 12.84△

지역에너지 기반 
구축 특별회계포함( )

27,190,608 23,230,852 3,959,756 17.05

방사선산업 육성 지원
파워반도체 중입자 가속기 등( , )

1,654,345 11,292,249 9,637,904△ 85.35△

클린에너지 정책 추진 1,218,700 2,461,150 1,242,450△ 50.48△

화력발전 방재대책 및 
지역에너지 시책 추진

1,982,014 1,637,806 344,208 21.01

행정운영경비 95,800 100,800 5,000△ 4.96△

재무활동 3,445,275 6,581,317 3,136,042△ 47.65△

수소경제 기반 조성 5,512,807 1,850,700 3,662,107 197.88

단위 천원 자료 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기획재경위원회: , : 2023 ( )

- 부산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담당하는 미래에너지산업과의 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23

가 감소했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담당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로 감소한 것을 알 12.85% , 48.75%

수 있음 미래에너지산업과의 특별회계는 증가했으며 대부분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16.62%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방사선 산업 육성 지원의 예산이 매우 삭감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민실천 사업과 관련이 있는 클린에너지 정책 추진 예산 또한 (85.5%), 

절반 가까이 삭감됨 반면 수소 경제 기반 조성 예산은 크게 증액 된 것을 (50.48%). , (197.88%)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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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기반 조성 예산과 초고압가스 핵심 기자재 산업 기반 구축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 

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예산이 크게 증대되었지만 수소 버스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예산은 삭감이 , 

됨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에 대한 예산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주민 수용성을 위한 사업을 , ,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 궁극적으로 미래에너지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우선하는 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 요구사항 [ ]

1. 부산광역시 통합 에너지센터 설립

-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역량 확대를 위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를 통해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 지자체의 전담 부서 수준 이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의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에너지전환 지원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래에너지산업과만의 역량으로는 년 년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2030 , 2050

평가함 부산시는 현재 답보 중인 부산광역시 통합 에너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역할을 . 

하는 것이 중요함

2. 민간 협치 강화

- 에너지 전환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원 정책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

있음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함. 

- 예산이 적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저탄소마을을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주관하는 부산형 ‘ ’

에너지전환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함‘ ’

3.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정비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 소규모 태양광에 혜택을 주는 부산형 제도 에너지협동조합시민햇빛발전소 맞춤형 FIT , ·

금융지원 태양광풍력 대상지 발굴 사업 등이 필요함, ·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진 시 주민 수용성공공성 확보·

- 발전설비 입지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과 숙의가 필요함 숙의 기간을 · . 

충분히 보장하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풍력 기금과 같이 발전업자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의 공유할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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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조직개편

-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예고된 

년 조직개편에서 해체 확정2023

- 기존에 속해있던 자원순환과 매립지 담당 부서는 환경국으로 돌아가는 반면 에너지 담당 부서는 

미래산업국으로 돌아갈 예정

- 에너지 담당 부서가 환경국에 속하지 못함으로써 환경국과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며 

미래산업국의 뜻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커짐

▶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 선언2045 

- 인천시는 제 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서 기존 정부 계획보다 년 빠른 탄소중립을 2 5 2045 

선언함

- 이는 칭찬할 만한 일이나 인천시 온실가스의 약 를 차지하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는 포함 50%

되어 있지 않고 인천시는 발전 부문 문제는 중앙 정부의 뜻이고 계속 노력하겠다 정도의 의지 , , 

표명

▶ 인천시 해상풍력

- 년까지 발전용량 총 조 원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중’27 3.7GW 18.5

- 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스테드코리아의 덕적도 서쪽 해상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 주민 12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에 대해 보류

- 한국남동발전 외에는 민간자본에 따른 개발로서 난립이 우려되며 주민이 배제될 가능성 큼 주민 .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함

▶ 영흥화력발전소

- 인천시가 말하는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는 년 폐쇄 후 발전소로의 전환임2030 LNG 

- 인천에는 이미 석탄발전량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발전설비가 있는 상황이므로 재생에너지로LNG 의 

전환이 바람직함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9.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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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쇄가 없더라도 년 폐쇄까지 약 년 남은 상황이지만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는 2034 10

제자리걸음 올해 정의로운 전환 용역을 에너지교육센터가 진행 예정. 

개선 요구사항 [ ]

1. 인천광역시 에너지 공사 설립

-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총괄할 전담기관 필요, , 

- 인천시는 최근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검토 시작

2. 영흥석탄화력발전소와 정의로운 전환

- 인천시 배출 온실가스의 를 차지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없이는 탄소중립 48%

달성 불가

-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ㅂ

지원 필요

3. 재생에너지 확대 

-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가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참여 지원 조례·

를 기존 조례에 포함하는 개정안 의결

- 그동안 신세계로‘ (‘신재생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과 로드맵’ ‘ ’ ‘ ’ ‘ ’ 전대미문 전면적 ’)’, ‘ (‘ ’

대대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고 환경 문제 없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 ’ ‘ ’ ‘ ’ )’ 

해 왔는데 년도 보급 계획이 필요2023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경기장 태양광 설치 안건이 경관상의 이유로 부결 주차장 및 공공. 

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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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발전량 및 전력사용량

발전량 (MWh)

원자력 유연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계

- 40,609,636 - 1,848,246 90,260 1,315,305 21,946 43,885,393

경남 판매전력량 년(2021 ) 35,734,059MWh 

전력 자립도 123%

출처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 ( ), ( )

▶ 경남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 경남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년(2021 ) : 2,542,146MWh 

- 경남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년(2021 ) = 7.11%

- 에너지원별 보급용량 및 발전량 년(2021 )

구분 계 태양광 바이오 수력 풍력 폐기물 연료전지

보급용량( )㎿

비중 ( %)

2,099 1,563 327 146 47 13 3

(100 (74.5) (15.6) (7.0) (2.2) (0.6) (0.1)

발전량(GWh)

비중 ( %)

2,542 1,824 373 236 68 16 25

(100) (71.7) (14.7) (9.3) (2.7) (0.6) (1.0)

 

▶ 년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설비용량 증가 추이2021 / /

- 태양광 보급용량 년(2021 ) : 280,718kW

- 풍력 보급용량 년(2021 ) : 0kW

- 수소연료전지 보급용량 년(2021 ) : 270kW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9.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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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별 설비용량2021~2022

사업명 년2021 년2022

융복합지원
태양광 태양열 9,601kW, 3,227 , ㎡
지열 연료전지 403kW, 10kW

태양광 태양열 12,143kW, 
지열 3,647 , 1,173kW㎡

지역지원 태양광 1,236kW 태양광 1,641kW

주택지원
태양광 태양열 7,731kW, 1,877 , ㎡

지열 53kW
태양광 태양열 6,555kW, 

지열 3,190 , 298kW㎡

미니태양광 보급 태양광 542kW 태양광 352kW

건물지원 태양광 919kW 태양광 500kW

마을공동체 발전소 태양광 510kW 태양광 541kW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530kW 태양광 273kW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보급활성화 지원( )

태양광 40kW 태양광 40kW

에너지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

-
태양광 연료전지 2,000kW, 

1,800kW

▶ 조성 추진 중인 풍력발전 단지와 용량

소재지 단지명 위치( ) 발전규모(MW)

통영

욕지 소초 9.9

욕지 욕지해상풍력 352.0

욕지 욕지좌사리 224.0

거제
일운 거제 옥녀봉( ) 40.0

저구 저구 남부면( ) 36.0

양산

원동 염수봉 20.7

원동 염수봉 대리( ) 12.8

상북 다이아몬드 18.0

동면 원효산 19.8

상북 상북 9.0

어곡 양산 대리 6.0

남해 서면 망운산 30.0

산청
신등 둔철산 36.8

신등 정수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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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구사항 [ ]

재생에너지 특별법 재정1. 

-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조례 완전 폐기

-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사업에 지역주민 내외 참여 의무화· 30% 

- 지역주민 사업 참여시 저리자금 정부 자금 지원

- 지역 제도FIT 

- 대기업 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 태양광풍력 특별지구 지정·

- 공공기관 주차장 및 옥상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목표 배정과 인센티브제

에너지전환특별지구지정에 관한 법률 제정2. 

전기사용량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항목 부과 최소 당 원3. ( 1kWh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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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 년 충청남도의 발전량은 전력소비량은 로 전력자립율 를 ’21 111,104GWh, 48,802GWh 227.9%

기록하고 있음

- 년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이며 재생에너지가 인 ‘21 8,489.5GWh 68.9% 5,845.6GWh, 

신에너지가 인 임31.1% 2,643.9GWh

구  분 년2019 년2020 년2021

충남 발전량 123,905 114,104 111,229

충남 전력소비량 52,645 50,423 48,802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소비량 대비 비중( )
7,836

(14.88%)
4,494

(8.91%)
5,846

(11.98%)

신에너지 발전량 전력소비량 대비 비중( )
1,178

(2.24%)
2,836

(5.62%)
2,644

(5.42%)

태양광풍력 발전량 전력소비량 대비 비중· ( )
1,738

(3.30%)
2,482

(4.92%)
3,097

(6.35%)

- 년에 비해 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매우 감소한 이유는 폐가스 현대제철 부생가스 ’19 ‘20

발전소 현대그린파워 발전량이 통계에서 제외됨

▶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문제점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석탄화력발전 대비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가 전체 80% IGCC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를 차지하고 있음25.8%

- 충청남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바이오 발전량이 를 차지하며 바이오 45.81%, 2,677.9GWh

발전량의 를 목재펠릿과 발전량이 차지함86.03%, 2,304GWh Bio-SRF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계에서 분리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규모에 대한 착시 왜곡 현상을 , 

일으키고 있음

- 년 충청남도의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1 · 3,097GWh 36.48%,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에 불과하며 충남 전력소비량 대비 에 정도로 미미한 상황임52.98% 6.5%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9.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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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태양광 연간 신규 설치 용량이 년 년 년 ‘19 613,492kW, ’20 589,891kW, ‘21

로 신규 설치 태양광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382,875KW

▶ 충청남도 재생에너지 정책 

- 기초 지자체마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 당진시 도로 주거밀집지역 등 로 태양광 ( 200m, 500m )

입지 제한

- 수소경제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개질 수소 수소연료전지 계획은 확대되나 그린수소 LNG , 

확보를 위한 계획은 미미함

- 분산형전원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보다 대규모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 

있음

- 건물 지붕 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임 자체 재원을 통한 설치 , , 

외에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 재생에너지 설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음

- 재생에너지 민원 회피를 위해 주민수용성을 핑계로 근거도 없이 이장 동의 주민동의를 강제로 , 

요구하고 있음

개선 요구사항 [ ]

1.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정책 추진

- 수소 정책 추진 시 그린수소 공급 계획을 의무화해야 함

- 개발 중인 를 전제로 하는 블루수소 산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CCUS

2.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 활성화

- 공공 유휴부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인센티브 도입

- 공무원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 의무화, 

- 마을 공유 태양광 등 주민참여 사업 확대

3.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폐지 법제화

- 가이드라인 인센티브로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해소 불가능, 

법제화를 통한 이격거리 규제 해소 추진 필요- 

4. 영농형 태양광 조속한 법제화

농지 잠식 등 부정적 인식 극복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방안- , 

영농형 태양광 조속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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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증가세

- 지난 년까지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상승세를 유지함 년 신재생에너지 ’12~‘21 . ‘21

공급량은 약 천 로 년 천 대비 증가함2,117 toe ’20 1,760 toe 20.2%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전라북도가 로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5.12%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모두 증가세: , 

- 년 태양광 생산량은 천 로 년 천 대비 증가2021 905 toe 2020 694 toe 30.4% 

- 년 바이오에너지 생산량은 천 로 년 천 대비 증가2021 1053 toe 2020 900 toe 17% 

▶ 년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공급 비중 전국 대비 더 높음’21 : 4.8% 

- 전국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공급 비중은 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고 전라북도 37.9% (33.6%) ,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공급 비중은 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지만 전국 대비 42.7% (56.7%) , 

태양광 에너지 공급 비중은 더 높음4.8%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전체예산은 증가 취약 서민층 지원 예산 감소, ·

- 년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부문 예산은 백만원으로 전년도2021 8,804 (6,813 

백만원 대비 증가하였지만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등의 사업 추가분으로 오히려 취약계층 및 ) , 

서민층 에너지 수급 안정 부분 예산은 감소함

- 년 전라북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결산액은 시설보조사업 천원이며 에너지절약지원2021 403,380

사업은 삭제됨 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결산액은 시설보조사업 천원 에너지절약지. 2020 450,000 , 

원사업 천원임 년이 년에 비해 시설보조사업 부문 약 에너지절약지원사31,400 . 2021 2020 10%, 

업 줄어듦100%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서 전라북도의 사업 규모가 전년도 대비 줄어듦

- 에너지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 LED 

절약에 기여하고 전력 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 부여,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9.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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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력효율향상사업 결산액은 천원이고 년은 ‘21 ( ) 1,296,800 ’20 1,474,400 

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 줄어듦12% 

▶ 새만금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중

- 새만금청 소관 태양광 발전 는 지역 주도형 새만금 개발공사 주도형 2.4GW (500MW), 

전력계통 연계형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의 가지 유형으로 (200MW), (300MW), (1,400MW) 4

추진 중

- 풍력은 새만금호 내측에 연료전지는 산업단지에 건설 예정이며 농식품부 소관 0.1GW, 0.1GW , 

는 방수제 사면 및 환경생태용지 등에 건설 예정 또한 전라북도 소관의 풍력단지는 0.4GW . 1GW 

수준으로 방조제 외측 해상에 건설 예정

- 육상 태양광은 구역 년 월 구역 년 월 구역 년 월 가 모두 준공되어 1 (‘21 12 ), 2 (’22 1 ), 3 (‘22 2 ) 0.3GW

발전을 시작함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갈등

-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합자해 만든 인 새만금솔라파워가 사업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SPC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이 감사하였고 그 결과 현대글로벌이 설계용역을 수주한 것은 부당하다는 , 

판결이 나와 부당이익 억 원이 환수되었고 새만금솔라파워는 경찰에 고발됨 하지만 설계 33 , .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반환경자재 와 발포플라스틱 등 사용 논란은 계속 남아 있음(FRP ) 

- 생산된 전기를 한전 전력망에 공급할 계통연계사업 송배전선 건설공사 은 논란이 (345kV )

계속되어 차례 유찰되어 차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함5 6

- 송변전 설비에 선투자하기로 하고 수상태양광 사업 개발권을 가져간 한수원에서 선투자 · 300MW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자가 모두 선정되면 그때 함께 공동 투자 . 

하겠다고 함 그래서 송변전 설비 공사 계약을 못하고 있으며 송변전 설비 공사가 시작도 되지 . · ·

않자 수상태양광 사업도 모두 멈춰 있음, 

- 재생에너지 사업을 산업투자유치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데는 공감하나 간척사업에 사용하는 데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사업 진행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 새만금호 내측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관련 논란(0.1GW) 

- 년 새만금해상풍력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년 사업을 실행할 특수목적법인을 만듦’15 ‘21 . ㈜

그런데 이 법인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배가 넘는 차익을 챙겼다는 7,000

모 대학교수 일가 논란으로 산업부가 조사에 들어감 조사 결과 주식 취득과 양수 인가 과정에서 . 

다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양수 인가를 철회함 정부가 양수 인가를 철회하면서 .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 사업권을 가진 외국계 기업은 정부의 결정에 소송을 검토 중임. .



- 32 -

-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유효기간은 년까지로 기간 내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권 자체가 ‘23 , 

사라질 수 있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에 미온적인 현 정부 상황에 기간 연장 . , 

허가 역시 불확실함

▶ 가축분뇨 등 바이오 가스 활용 및 지원 관련

- 가축분뇨처리시설 민원 발생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 있음.

개선 요구사항 [ ]

항구적 새만금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새만금기본계획 변경1. 

- 년에 변경된 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수상 태양광 부지에 간척계획이 잡혀 있음 여전히 2021 . 

수상 태양광을 년 한 후 간척을 이어 나간다는 것임20 .

- 년 후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게 되면 전북의 에너지전환이 어려워지고20 , RE100 

산단 조성이 불가능해짐 나아가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요원해짐. .

- 새만금기본계획에 에너지 사업을 포함하여 항구적인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져야 함

적극적인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2. 

- 지역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쟁점 해결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또는 산자부 산하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함

-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를 

활용한 공익기금을 조성이 필요함

- 수상태양광 구조체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재가 아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설계해야 FRP 

함

- 새만금호 바닥 생태계 교란 및 오탁수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와 경제적 시간적인 효율을 , 

고려해 준설 없는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이 필요함

도시계획 조례 개정3. 

- 다수의 전북 내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고물상 장례식장, , 

재활용 사업장 등과 같은 기피시설의 입지 제한 항목에 같이 묶여 있어 도시 내에서 판매용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움 이는 시민 햇빛발전 사업이 확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 

있음 기피시설 제한 항목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제외해야 하고 별도의 태양광발전 관련 . , 

항목을 만들어 미관 등을 고려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담아야 함 최근 전주시는 도시계획 .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존에 설치할 수 없었던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및 학교에 태양광을 ·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전주시 등 일부 전북 도내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 

있지만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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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 확대4. , 
- 년에 비해 년에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은 삭제되었고 시설보조사업은 감소2020 2021 , 10% , 

에너지복지 사업은 감소한 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려야 함12% .

지역 에너지전환 계획의 실효화 및 지역 에너지공사 설립5. 

- 전라북도의 지역에너지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추진은 매우 미흡함, . 

전북도의 적극적 행정 행위가 필요하며 자체 예산 및 국비 등의 예산 확보 노력도 절실함, 

-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역량 확대를 위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 또는 공사 등의 설치를 

통해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 지자체의 전담 부서 수준 이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의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에너지전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야 함

농촌 및 농업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6. 

- 전북은 농지가 많으며 농민은 고령화되고 있는 바 농지를 보전하면서 영농형으로 태양광 , 

사업을 벌이는 사업을 특화하여 경제발전 및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축사와 축산분뇨가 많은데 이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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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 에서 에너지 수요 감축 목표는 전망 대비 < 2050 ( )>

년 감축 년 감축 목표로 제시함’30 9% , ‘50 30% 

- 참고로 년 달성을 위해 에너지전환에서 억 만 톤 산업에서 만 톤2030 NDC 1 1,900 , 3,700 , 

수송에서 만 톤 줄여야 가능3,700

- 국가 평균 목표는 년 기준수요 대비 최종에너지소비량 감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25 , 8.7% 

대전광역시는 를 제시함3.6%

▶ 제 차 대전에너지기본계획 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년 < 6 > ‘25

온실가스 감축 년 온실가스 감축 임3.54%( 3.58% ), ’40 20%( 20.3%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조사 에 따르면 년 기준 대전 신재생 에너지 < > 2019 , ·

보급용량은 로 전국 개 시도 중 최하위임 재생에너지 발전은 태양광 연료전지 61,589kW 17 . > > 

폐기물 순으로 높은 상황

- 대전광역시의 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추가는 태양광 와 연료전지 에 ’20 0.79MW 0.05MW

그쳐 에너지전환 속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전력자립도 발전량 전력소비량 역시 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 ) 1.9%

-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평촌동 발전 등 대규모 집단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이슈화, LNG

▶ 민선 기 들어 대전시의 에너지 정책 방향 변화가 예상되며 수소 연료전지는 8 , 

지속해서 확대하려는 움직임 보임

- 기후대응 시민생활 이익이 되는 것보다 기반 확산 조성 적용 등 주로 인프라 건설에 편중된 , , , 

예산 확보

- 제 차 지역에너지계획 전략사업 예산 중 가 에너지이용합리화 온실가스 감축 부분 부문별 6 61% , 

예산을 보면 가 전기 수소차 보급에 편중됨66% , 

- 또한 기후위기로 불평등이 심화될 주거 여건 개선 건물 에너지 부분 에너지복지 부문 예산이 , ( ), 

전무하며 건물 수송 산업 등에서 가까운 감축 계획하고 있으나 개별 시행계획들의 유기적 , , , 90% 

연결 실행력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9.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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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대전시 전체 도시녹지 면적은 지속해서 축소될 전망이며 는 현실성 없는 온실가스 , CCUS

감축 수단으로 평가됨

- 년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가정용 태양광 보급용량은 로 개 특광역시 KOSIS ‘19 , 9,455kW 7 ·

중 가장 낮음 전국 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세종시 다음으로 낮음 참고로 대전광역시 . 17 . 

미니태양광 보급은 년부터 년까지 호가 보급되었음 전체 가구의 (335W) 2018 2022 7,478 ( 1.1%) 

- 만약 대전, 시 가구 가 미니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총 설비용량은 임 10% 22,258kW (335W * 

가구 66,442 = 22,258,070W) 또한 대전광역시는 시민 출자로 발전하는 시민 햇빛발전은 현재 

없는 상황임 년 계획(’23 )

개선 요구사항 [ ]

년 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를 달성하려면 강력한  1. 4

수요관리와 효율화 정책을 펼쳐야 함
-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력량 관리 국민 제도 등을 통한 가정 에너지 효율화 등, DR 

태양광 확대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가능2. 

- 공공 유휴부지 임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등, 

-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통한 이익 공유확대 일자리 창출, 

- 미니태양광 주택 태양광 지원 정책 공공건물 지붕 임대 마련 태양광 기금 확대, , , 

- 분산전력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전력망 구축 수요자원 시장 활용 가상발전 확대, , , 

마을태양광 확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등, 

공공 민간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능3. /

- 공공건축물 중 노후화된 건축 후 년 이상 건물 전수 조사( 20 ) 

- 광역지자체 별 그린리모델링 전담 조직 구축 건축직 공무원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에너지 주거 코디네이터 모델 개발 등

에너지전환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더 많이 조직하기4. 

- 기후정의 에너지전환에 관심 있는 시민들 조직 시민클럽, : RE100 

- 토론회 집담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필요, 

- 우리 동네 재생에너지 유휴부지 찾기 등 재미있고 자발적인 참여 영역 확대 공무원‘ ’ , ➝
시의원 등에게 지역의 구체적 대안 현장을 제시하고 정책 촉구 활동 필요

4. 도시재생과 결합한 그린리모델링 자원순환 녹색교통 등 다양한 분야, , , 
현장과 콜라보한 에너지전환의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함



- 36 -

▶ 년 월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 지역 에너지전환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는 ‘22 2 , , , 

광주광역시 녹색전환을 위한 대 정책과제를 작성` 11 ’ . 

- 인의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대 정책과제 안 를 공유하고100 10 ( ) , 

기후위기 정책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여 최종 개 정책과제 개 세부과제를 도출11 , 32

-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월부터 기후시민단을 구성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선거의 필요성을 2

알리고 지방선거를 기후선거로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다양한 홍보 및 정책활동을 ` ’

펼침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후보자들에게 녹색전환 의제를 . , , , 

전달하고 후보자별 간담회 진행, 

- 광주광역시는 년 월 년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사태 ‘20 8 , 2045 ‘

공동 선포문을 발표하고 탈탄소 전환과 그린뉴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 전략 계획을 ’ , 

수립

▶ 년 월 광주광역시 기후위기대응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비전 중장기 ‘22 4 , ‘ ’ ,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제 차 지역 에너지 계획, 5 (2020~2025 을 )

수립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민의 편익 도모하며,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수요 전망을 도출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에너지 관련 대책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도시 실행계획 수립함

- 세부 실행계획은 중앙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국비 지원 사업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 , )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9.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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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태양광 보급 사업[1]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업[2] 

자전거 이용 활성화[3] 
산단 통합 에너지그리드 최적화 및  [4] RE100 

고도화 기술개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5] 
에너지밸리 연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6] 
활성화   

광주 신재생에너지맵 구축 사업[7] 
취약계층 조명 교체 [8] LED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광주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9] 에너지 시민 교육 홍보 강화 사업[10] 

광주광역시 제 차 지역에너지계획 중점 사업5

▶ 년 월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성을 확보한 광주광역시 장기 저탄소 ‘22 6 , 2050 

발전 전략으로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 

- 광주광역시 에너지 소비현황에 따르면 최종에너지를 원별로 구분 시 석탄 석유 가스 전력, , , , 

열에너지 신재생 기타 항목으로 나눠짐, /

- 광주광역시에서의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년 에서 년 기준 2010 2,386Ktoe 2019

로 약 증가함2,499Ktoe 4.7% 

- 년 광주광역시에서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원별 구성비는 석유 비중 2019 1,043Ktoe (

전력 비중 가스 비중 열에너지 비중 41.7%), 740Ktoe ( 29.6%), 626Ktoe ( 25.1%), 41Ktoe (

신재생 기타 비중 석탄 비중 순으로 조사됨1.6%), / 37Ktoe ( 1.5%), 12Ktoe ( 0.5%) 

- 광주광역시는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석유 부문에서의 사용량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 부문에서의 사용량은 정도 차지함. 0.5% 

개선 요구사항 [ ]

광주시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주류화 필요1. 

- 년 에너지자립 탄소중립 광주 계획의 상당 부문 내용이 후퇴2045 /

- 광주 민선 기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재난안전 분야에서만 언급 시정 전반에 기후위기 8 -

대응을 위한 회복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반영 필요, 

- 전환경제에 있어 지역공공은행 설립이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도 혁신적으로 보임 그러나 .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미함

- 광주광역시가 년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이미 수립했다는 점을 2045

고려해 광주시정 전반에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주류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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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과 분산에너지산업 부문 특화2. 

- 광주시 에너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에너지공동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초광역에너지공동체 전남 협력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제 차 , ( ) . 3

지능형전력망기본 계획 활용

공공건물 효율화와 그린 리모델링 과정 공개와 계량화3. (MRV)

- 광주광역시 청사 외 광주시 공공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종합 계획 수립 

공공주택 공급에서 주거의 질 개선 포함 에너지 가격 상승 대비 주택4. , 

리모델링과 에너지 복지 대책 수립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길 확대, 

광주시 공공차량 추진5. EV100 

- 공공차량 전기차 전환 계획 수립 시장 전용차량 전기차로 교체 현재 내연기관차량, ( ) 

공공기관 전력 사용량 추진6. RE100 

- 시민발전 태양광 지원 연계 에너지전환 마을센터 연계 시민참여 수당 연계 에너지 일자리 , , , 

연계

광주시 공공조달에서 탄소발자국 낮은 제품 우선 구매7. 

- 광주광역시 공공조달 사회적기업 연계 탄소발자국 기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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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발전소 신규 계획 철회10 LNG 

- 년 말 기준 풍력은 태양광은 운영 중임2021 294MW, 476.6MW 

- 현재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부하 분담률은 로 지난해 대비 가 감소한 상태로 출력제한 15.1% 1.1%

조치의 강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바람의 질 저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결국 과도한 화력발전 시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되며 이런 상황에 급 신규 발전소를 도입하는 것은 제주 지역의 300MW LNG 

출력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

- 실제 년 출력제한 조치만 건으로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22 299 , LNG 

신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전기저장장치 를 최대한 확보하고(ESS) , 

제주도를 특구로 지정해 발전원과 결합한 전기 저장기술을 보다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ESS 

메카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 지역 해상을 선점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논란

- 제주 지역에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GW 

제주도가 제대로 된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추자도에서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 주 등이 추진하는 규모의 풍력발전 ( ) 3GW 

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앞서 지역에 금품을 살포하는 등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풍력발전 

사업의 공공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별 해상경계가 확실치 않은 상황을 노려 제주특별법으로 풍력발전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를 우회하여 산자부에 허가를 취득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제주도의 풍력 자원과 풍력 

개발의 공공성에 상당한 타격을 불러왔음

- 또한 해당 지역이 주요 철새의 이동 경로이자 서식지이며 다양한 고래류가 이동하는 제주 난류가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도 거론됨

- 이를 해결하려면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며 사업권만 획득하여 되파는 형태로 ,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이 변질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9.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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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구사항 [ ]

1. 신규 발전소 보급계획 철회 및 화력발전 폐쇄 로드맵 구축LNG 

- 이미 제주도는 의 화력발전이 구축된 데다 육지부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음910MW

- 이에 따라 제 연계선은 육지부로 전기를 송출하게끔 계획되는 등 필요 이상의 전기를 3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 신규 화력발전 시설의 구축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하기에 이에 대한 철회가 반드시 필요

- 또한 봄과 가을에 제주도의 전기수요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그리드 대규모 전원이 필요한 관광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전기소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제주 지역의 화력발전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시기별 계획을 담은 로드맵과 이에 

대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낮 시간에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하고 이를 저녁 시간대에 공급하면 

화력발전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저장장치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나아가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연구와 보급의 메카로서 제주도를 특구로 지정할 것을 건의함

2. 제주 지역 해상을 선점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논란  

- 최근 제주 연근해에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속속 기획되고 있으며 풍속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풍황 계측기가 곳곳에 설치됨

- 문제는 최초 설치된 계측기에 주어지는 우선권 때문에 계측기 설치를 기점으로 사업의 

추진이 시작된다는 점임

- 정부가 년 도입한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에 따르면 계측기 최초 설치자에게는 ‘18 「 」

반경 내 최대 년의 사업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 안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면 우선권자5km 5 , 의 

동의가 필수임

- 이를 노린 사업 브로커가 활개 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사업추진을 , 

어렵게 하거나 계측기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알박기의 

형태임 추자도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사업권 자체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횡행하게 되고 

재생에너지 적정 보급 및 적시 보급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도 있음

- 이는 법률 개정 등의 사항인 만큼 국회 산자부 및 해수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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