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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부존자원과 화석연료의 고갈
- 미래에너지원 확보와 자립도 향상

환경보전과 신기후체제 대응
- 온실가스 감축 및 NDC 목표달성

지속적인 경제성장
- 에너지 신산업 확산 과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경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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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Coal  113years  891.5Bil.toe
Oil    53years   1687.6Bil.barrel
Gas   55years   185.7Trillion m3

BP statistics(2014)

세계 에너지소비 추세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 (May 2015) 

전력생산과 재생에너지 비중(2015)

동북아시아의 국가별 전력수요 동북아시아의 연료별 발전 현황

REN21: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 

Gobitec and Asian Super Grid for Renewable Energies in Northeast Asia(2013) 2



기후변화

26%

37%

60~65%

Proposed NDC to COP21 for CO2 reduction target by 2030

동북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온실가스 감축방안

지역별 누적 CO2 배출현황

IEA: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Energy and Climate Change’(2015)

COP21 Report(2016) 

년도별 CO2 배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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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설치용량 변화(2005-2015)

REN21: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 

에너지 원별 가격변화 추정(2040) 미국의 에너지 원별 발전단가

LAZARD(2016)IEA: World Energy Outlook(2015) 

2016년도 세계 태양광발전 설치량: 300GW(Energy Trend: 2017.02월)
중국: 34GW, 미국: 13GW, 일본: 9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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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환경 여건

에너지 소비
- 9th energy consumer in the world(229 Mtoe)

원유 수입
- 5th importer (58.5% of all energy import)

CO2 배출
- 7th emitter in the world, 610MtonCO2

에너지

2017 세계석유 수급전망

IE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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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너지 수요의 재생에너지 비중: 4.45% (2015)
- 총에너지 수요(285 백만TOE) vs. 재생에너지 (12.9 백만TOE)

재생에너지의 증가비율 12.09% (2014-2015)
(총에너지 수요의 증가율 0.78%)

2015년도 태양광 설치량: 3.6GW(전년대비45.7%증가, 신재생에너지 기여도 60.7%)

2016년도 신에너지 보급통계(에너지공단, 2016.11)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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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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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변천

국제협력사업

1995. 5 ~ : Korea-Japan Joint Seminar on PV (3)

1995. 6 ~ : Korea-China Committee for RE Cooperation

2003. 11 : RE Forum in North East Asia

2006. 9 : Korea-China-Japan Joint Seminar on PV

2008. 10 : Int’l RE Conference & Exhibition

2009. 11 : PVSEC-19

에너지관련 국제기구의 참여
IEA, IRENA, WEC, IEC ---

2012 : KPVS establishment

2004 : KSNRE establishment

2001. 6 : PVSEC-12, Jeju, Korea

2011 : Korea-China Forum on RE
2011 : 1st AFORE ~
2011 : GPVC ~

1999. 12 ~ : Korea-Mongolia Committee for Energy

1996. 6 ~ : Korea-China Joint Seminar on RE (3)

2011 : Energy Alternatives Forum

2013 : ESS-RE
Convergence Forum

2010 : ISL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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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과거

국제공동연구: DURE(Demonstration &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DURE-Gobi (2003-2005) DURE-Tibet(2004-2007)DURE-Vietnam(2002-2005)

국내보급사업: DU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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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북아 수퍼그리드 실현을 위한 타당성연구(2014~2015)

동북아 수퍼그리드 컨소시엄 창설

수퍼그리드 실증시범단지의 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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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 주도의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의 기반조성
- 기존 태양광발전(GPVC)와 AFORE(신재생에너지)의 Glob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로 확대

대형 국제협력사업의 실현
- smart grid & super grid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에 의한 『에너지독립』 추구
- ‘100% Renewable Energy’ 정책 및 실천방안 연구: zero energy house, island and city의 단계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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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Sailing on Same Boat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wards Ener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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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
- 세계 추세: 원활한 에너지 수급, 지구환경 보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한 삶의 질 향상
- 국내 과제: 수입의존성 탈피, 자발적 CO2 감축목표 달성, 신기후체제 대응 에너지 신산업 확산

현황과 전망
-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에너지원 간의 융복합(페러다임과 시장의 변화) 
- 조합(Integration), 복합(Hybridization), 조화(Harmonization)에 의한 Grid Parity 달성

당면과제와 역할분담
- 국가 차원의 Energy Prosumer: 『100% RE』 정책 수립 및 『에너지독립』의 추구
- 장기계획(Road Map & Action Plan)의 지속적 실현을 위한 의지와 사명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