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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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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식 : 현재 에너지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불가능하다. 

 

• 국제적 시각 : 에너지 삼중고(Energy Trilemma)와 원전의 위험성 

- 환경적 지속가능성 :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 및 대기오염 심화 

- 에너지 안보 : 화석연료 편중에 따른 분쟁 위기와 화석연료의 고갈 가능성 

- 사회적 형평성 : 개도국의 에너지 빈곤 

- 원전 위험 

 

• 국내 이슈  

- 원전 증가에 따른 방사능 증가와 사고의 위험성  

-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미세먼지 오염 심화 

- 사회적 형평성 : 발전소 주변 및 송전지역 피해 

-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에너지집약도)는 낮음 

 

 

1.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 현재 에너지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때 대안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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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이란? 

•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개념의 등장과 발전 

- 원전 반대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1982년 독일 응용생태연구소에서 보고서 명칭으로 사
용.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 가능하다는 비전 제시. 부제
는 ‘석유와 우라늄 없는 성장과 번영’ 

- 1980년대 후반 석탄발전이 산성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유발한다는 인식 등장 

- 초기에는 효율 외에는 대안이 부재하였지만 1980년대말부터 에너지 전환 운동의 성과
로 아헨시의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상 시스템(Feed In Tariffs, 기준가격
구매제)을 도입하기 시작함 

- 1991년 전력구매법을 거쳐 사민당녹색당 연정 집권 후 2000년 독일 재생에너지법이 제
정되고 FIT 전면적으로 실시  

- 2010년 에너지 전환 장기 목표 설정 

 

•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의 지향 

-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수입 감소(에너지 자립) 

- 산업 혁신과 녹색 경제 활성화 

- 원자력 위험의 감소 

- 에너지 안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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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개념 



 

Source: energytransition.de 재인용 

 독일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의 장기 목표 



 덴마크 에너지 전환 

•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전개 

-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1975년 반 원전 시위의 결과로 정부는 원전을 도입하
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 

- 분산형 열병합발전 확대,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과 바이오매스 확대, 재생에너지
와 친환경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에 고율의 녹색세 부과 

- 열병합발전으로 열에너지의 80%, 전력의 50%를 공급 

• 덴마크 에너지 정책 목표(2011년) 

- 2050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 

- 2035년까지 전력과 열은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 

- 2020년까지 총 전력소비의 50%를 풍력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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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부 행위자(Non-state actors) 

- 정부대표단 외에 기후협상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룹들 

- 주정부, 지자체, 도시 

- 국제기구와 환경단체 

- 비즈니스 그룹, 기업협회 

  

• 리마-파리 행동의제(LPAA) 참여 그룹 

- LPAA는 모범적인 기후행동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유연한 플랫폼 

- 파리총회 당시 2,250개의 도시와 150개 지역, 2,025개 기업, 235개 시민단체가 70여개
의 이니셔티브에 참여 

 

• 지자체, 도시 수준 그룹  

- 지속가능지자체연합 - ICLEI 

- 기후연대 – Climate Alliance 

- 세계대도시 연합 - C40 

- 도시정상회의 

 

 

 

3. 지역 에너지 전환 

  파리협정을 탄생시킨 기후협상의 또 다른 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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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0, ICLEI, Climate Allianc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네트워크가 활발히 활동 중
이고 한국의 도시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파리 기후협상 : 시장들의 기후 정상회의  



 

 “지역 에너지 전환은 국가 단위의 에너지원,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 에너지 
정치를 뛰어 넘어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에너지 효율 증진, 에너지 절약, 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과정임” 

 

 

  “에너지 관련 권한과 책임, 예산, 인력 등이 부족한 지역 단위에서 국가의 에
너지시스템을 뛰어넘는 목표 제시와 이행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 에
너지 전환은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한 독자적인 목표와 이행방안 마련 과정인 
동시에, 국가 차원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함” 

 

(여형범, 충남리포트 제210호,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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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에너지 전환이란? 



• 2013년 세계 도시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차 에너지소비량의 약 64%, 온실가
스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약 70%로 추정 

•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1
차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수 있음 

• 도시의 인구와 GDP 비중은 증가하지만 1차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억제
하는 것인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 건물 냉난방과 수송 부문에서 도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도시 에너지 전환 (IEA ETP2016)   



• 지역의 전기, 난방, 교통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 원으로 공급하는 것은  달성가능
하며 급박하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세계 도시 네트워크 

• 실질적인 정책 수단 및 모형을 제공하기 보다는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을 공유
하는 데 초점을 맞춤 

 100% 재생에너지 네트워크 –Go 100% renewable energy  



 독일 100% 재생에너지 
지역 프로젝트 

• 독일연방환경,자연보전, 핵안

전부(BMU)가 후원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간목표와 실질적 조치를 설

정 

• 에너지전환에 대한 합의에 기

반한 91개 100% 재생에너지 

지역과 59개 에너지전환 시작 

지역 등 153개 지역은 인구 

2500만(31%), 면적 12.7만㎢

(36%)를 차지함 

www.100-ee.de 



 뮌헨 – 탄소 제로 미래(carbon-free future) 

• 부퍼탈연구소가 지멘스의 후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뮌헨’ 편을 발간함 

• 뮌헨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 

• 2058년까지 2008년 배출량의 88%를 감축하는  목표 시나리오와  79%를 감축하는 
중간과정(Bridge) 시나리오 수립 



  삼쇠섬(덴마크) 

• 인구 3,800명 면적 112㎢의 섬으로 1997년 덴마크 첫번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섬이 
되고 10년만에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자립하는 섬으로 탈바꿈 

 

• 정부 지원금과 주민 및 지자체의 투자로 재생에너지로 자급 

- 육상풍력발전기 11기, 해상풍력발전기 10기, 밀집보일러 3기, 우드칩보일러 1기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설비 구성 

- 전력수요 100%, 열수요 7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10기의 해상풍력이 석유보일러
와 석유 연소 수송수단을 상쇄하여 100% 탄소 중립적인 섬이라고 할 수 있음 

- 2천세대 석유보일러 중 절반 이상이 바이오매스 보일러, 태양열, 히트펌프로 교체됨 

-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 분야 총 5천8백만 유로의 70%를 투자함 

- 유채유를 자동차와 경운기 연료로 사용 

 

• 현재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의 초과분을 수출 

 

• 덴마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때 삼소섬은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삼쇠섬은 관광산업이 성장하는 휴양지로 변신하고 있고 연간 2천여명이 방문하여 삼
쇠 아카데미를 통해 에너지 섬 프로젝트를 배우고 있음 



 

난방 열 : 2,500㎡의 태양열  설비가 설치되었고 
이 태양열 시스템이 우드칩 보일러와 연계 운영
된다. 남쪽에는 세 곳의 짚 지역난방설비가 열을 
공급한다.  
 

저에너지 주택 : 5년 이내에 지어진 모든 
신규 주택은 저에너지주택으로 지어졌다.  
난방, 온수, 전기는 열병합발전소, 히트펌
프, 태양광과 태양열로 충당된다. 

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 : 섬의 전기차
를 위한 5개소의 공용 충전소가 있다.  
사회복지사와 우체부의 차가 전기차인
데 여름에는 1회 충전으로 더 먼 거리
를 간다. 삼쇠는 50% 전기차 목표를 달
성했다.  

새로운 여객선은 가스로 운행 : 2014
년 삼쇠는 가스 동력의 새로운 여객선
을 보유하게 된다. 곧 섬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것
이다.  연료비는 연간 약 150만유로에 
달할 것인데 이 규모의 바이오연료 수
요가 창출된다.   

다기능 바이오가스  플랜트 : 탄소 제로 
삼쇠섬이 되려면 수송용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다기능 바이오가스 설비가 필요
하다. 이 설비는 모든 형태의 유기물을 
소화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설비는 미래 모든 
유기물 관리의 핵심이 될 것이다.   

태양광 : 삼쇠지역은 덴마크에서 가구당 
태양광 보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   



 지역 에너지 전환에서 상대적 개념 

• 세계적 수준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  

- 세계와 지역, 국가 간의 상대적 개념 

- 유럽연합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두 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추진 

- 독일, 덴마크는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유럽을 선도하고 해외에 개념 전파 

 

• 국가적 수준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  

- 국가와 지자체 간의 상대적 개념 

- 국제적으로 주정부, 지자체 등이 국가 수준을 뛰어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전환을 약속함 

- 뮌헨, 프라이부르크, 코펜하겐, 올보 등은 국가 계획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 추진 

- 캘리포니아와 동부 주들은 연방 정부를 뛰어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 

- 서울, 경기, 제주, 안산 등은 정부 정책 및 계획 수준을 뛰어 넘는 에너지 전환 시도 

 

•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 

- 광역도와 기초지자체 간의 상대적 개념 

- 서울과 25개 자치구 간의 상대적인 정책 수준 

- 경기도와 안산시, 충남도와 당진시의 상대성 

- 기초지자체와 에너지 자립마을, 윤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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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은 더 큰 전체에 대한 상대적 개념임 



1 

•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및 광역지자체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기
후변화 적응 계획 등이 수립되었거나 진행 중임 

- 광역지자체들은 에너지법에 의거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지자체들이 에너지 수요관리나 에너지 공급 등 지역 에너지 수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충남도 등 광역시도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하려
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20% 

-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언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로 향상 

- 충남 지역에너지계획 : 2020년까지 500MW급 화력3기 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 

- 제주도 2030년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 : 203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제주도는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 추진(2015년 11월 24일)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체 

- 안산, 당진, 노원, 강동 등 기초지자체들이 중기 에너지 비전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인 에
너지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음 

• 에너지 자립섬 계획 추진 중 

- 울릉도 등 디젤발전에 의존하는 주요 도서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탈바꿈하는 계획 추진 중 

  지역 에너지 전환 관련한 국내 동향 



 

 사례 ) 2℃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탈탄소화 경로(DDPP) 

자료 : SDSN and IDDRI, Pathways to deep decarbonization, 2014  

• 2050년까지 연료연소로 
인한 CO2 85.4% 감축 

3.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사례 



 사례 ) 시민참여형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구축 

자료 : 권승문, 시민참여형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모형 구축 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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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에너지믹스(기준)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시민 참여형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구축에서 상향식 회계모
형이 구축됨 

• 기준시나리오는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특히 Post-2020…)를 토대로 수립되었음 
• 대안 시나리오는 2050년 1인당 에너지소비량 목표를 2.4toe/s년, 재생에너지 비중

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목표 수준인 2050년 60%로 설정하고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80% 감축(OECD 수준)하는 것으로 설정 



 사례 ) 그린피스 에너지혁명 시나리오 (2012) 

자료 : 그린피스, 에너지[혁명]-한국의 지속가능에너지 전망, 2012 

• 기준시나리오 :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초로 함. 연평균 증가율 1.1% 적용, 
2030년 300.4백만toe 

• 에너지혁명 시나리오 : 2℃ 목표를 달성하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극대화  

• 한국의 1차 에너지 수요 변화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온실

가스 
∎205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2005년 대비 80% 감축 

수요 
∎OECD 2014-2040년 연평균 발전량 증가율 0.3% 적용하고 추가 효율 향상으로 연평균 발

전량 증가율을 0.12%로 억제 

공급 

∎원전 최대 수명 30년, 건설 중 원전 보류 또는 취소, 2042년 이후에 제로화 달성 

∎석탄 설비 수명 30년(수명 후 가동 중단), 2017년 신보령 2호기 이후 신규설비 없음 

∎LNG 설비 수명 30년(수명 후 가동 중단),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LNG 설비계획 반영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과 잠재량과 고려하여 지속적 확대  

<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구성> 

 사례 ) 환경연합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 지역별 450시나리오의 연평균 발전량 증가율(2014~2040년)>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서 전력수요 전망) 



GW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재생에너지 37 69 101 124 155 187 224 

신에너지 3 4 5 6 6 7 9 

핵에너지 20 15 13 11 7 0 0 

석탄 34 30 23 18 12 8 0 

가스 45 45 40 34 26 15 8 

합계 139 163 182 193 206 217 241 

•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의 전원구성 및 전망 



TWh(%)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재생에너지 69 (13) 125 (24) 181 (36) 239 (46) 297 (56) 335 (67) 424 (79) 

신에너지 15 (3) 23 (5) 31 (6) 39 (8) 41 (8) 48 (9) 60 (11) 

핵에너지 147 (28) 114 (22) 100 (20) 85 (16) 55 (10) 0 0 

석탄 116 (22) 100 (20) 73 (14) 58 (11) 35 (7) 32 (6) 0 

가스 171 (33) 149 (29) 120 (24) 97 (19) 102 (19) 98 (18) 51 (10) 

합계 2,538 2,536 2,535 2,553 2,570 2,558 2,585 

•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 

• 205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24GW에 달하며 원별 비중을 보면 보급 잠재량이 큰 

태양광이 약 150GW, 풍력이 약 50GW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 2050년 발전량의 40% 이상을 태양광이 차지하고 풍력이 약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등 급 점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절성 

(15) 

에너지 부문별/원별 수요 전망을 수치화 하여 세분화 제시 여부 2 2 1.5 1 

지역특성 분석 및 변화 등을 예측하여 제시 여부 2 2 1.5 1 

기초지자체별 통계 활용 및 예측 결과 제시 여부 3 3 2 1 

과거 부문별/원별 에너지소비 분석 결과를 통한 제시 여부 2 2 1.5 1 

국가 에너지계획 수요전망 예측과의 비교 분석 제시 여부 3 3 2 1 

수요예측 방법론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였는지 여부 3 3 2 1 

안정적 에너지 

공급 대책 

(5)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추진을 위한 지자체 계획 충실도 1 1 0.5 0 

정부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지자체별 역할 및 세부 공급계획 수립 여부 1 1 0.5 0 

분산전원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 노력 2 2 1.5 1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 추진 여부 1 1 0.5 0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 

(25) 

신재생에너지 원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계획 및 내용 등의 충실도 7 7 4 2 

지자체별 BAU 대비 신재생 보급 목표 설정의 도전성 6 6 3 1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별 고유 정책 수립 여부 6 6 3 1 

정부 신산업에 따른 지역별 실행계획 수립 여부 6 6 3 1 

• 지역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내용 -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등 급 점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정책 

(25) 

에너지이용합리화 부문별 에너지효율향상 및 감축량 달성을 위한 세부 계

획 등의 충실도 
7 7 4 2 

지자체별 BAU 대비 도전적인 에너지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여

부 
6 6 3 1 

지역별 지역 특색에 맞는 에너지감축 시책 발굴 및 강화 6 6 3 1 

정부 신산업에 따른 지역별 실행계획 수립 여부 6 6 3 1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10) 

지자체 내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계획의 충실도 6 6 4 2 

지자체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달성 노력도 4 4 3 2 

미활용 

에너지 활용 

정책 

(10) 

미활용 에너지 확대 계획의 충실성 6 6 4 2 

국가계획 대비 지자체별로 미활용에너지 활용 계획 및 목표 수립 여부 4 4 2 1 

기타 

(10) 

지역 고유의 에너지 분야 캐치프레이즈로 목표 제시 3 3 2 1 

지역 주민 또는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3 3 2 1 

과거 지자체 계획 대비 실적 분석 평가 여부 및 평가결과 개선 조치 반영 

내용 수록 
4 4 2 1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제주’ 비전 

• ‘탄소 없는 섬, 제주’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비전임   

- 제주도는 인구 64만명, 면적 1,848km2 연 1,300만명이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지
임 

- 제주도와 정부는 행정의 자율성, 풍부한 풍력자원,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차 등 전
환 기술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보유한 제주를 저탄소 녹색경제의 세계적 모범으
로 육성하고자 함  

- 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수송분야 전기차 전환을 두 축으로 2030년 제주도 탄
소 중립 달성 

 

• ‘탄소 없는 섬, 제주’의 목표   

-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구축,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체계 달성, 수송수단의 전
기자동차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목표 

-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41% 감축, 2030년 90% 이상 감축 

- 에너지 생산 :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를 100% 충족하여 에너지부문에서 인
위적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 

- 에너지 소비 : 스마트 수용가 도입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송
분야 전기차 전환으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 

- 정부와 제주도는 이러한 탄소 제로화 과정을 ‘혁신적인 기술과 창조적인 융합’을 
통해 달성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의 모범을 제
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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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역에너지 현황 (2014년 기준) 

- 제주 면적 1,849㎢, 전국의  1.85% 

- 제주 인구  60만4천명, 전국의  1.2% 

-   1차 에너지공급 1,366(천toe),  전국의 0.48% 

- 최종에너지소비 : 1,197(천toe), 전국의  0.56% 

- 전력생산량 3,081(GWh), 전국의 0.59% / 전력소비량 4,220(GWh), 전국의 0.88% 

- 전력설비용량 893MW, 전국의 0.96% 

- 최대 수요 715MW, 평균 523MW(제주도 발표자료, 2016) 

• 제주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2014년 기준)  : 220(천toe), 전국의 1.91% 

- 제주 태양광생산 48GWh, 전국의 1.88% (2016년 현재 풍력은 전국의 25~30%) 

- 제주 지열 1,358(toe), 전국의 1.25% 

- 제주 목재펠릿 235 Tcal, 전국의 2.95% 

- 제주는 바이오중유 192,029kl, 바이오디젤 7,179kl 등 바이오연료 이용 비중이 높음 

    (※ 바이오연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 

•  제주 지역에너지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통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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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량(kW) 

중부 
발전 

제주기력 #2, 3 150,000 

제주G/T #3 55,000 

제주내연 #1, 2 80,000 

남부 
발전 

남제주기력 #1, 2 200,000 

한림복합 105,000 

일반발전력 합계 590,000 

한국 
전력 

해저연계선 #1 150,000 

해저연계선 #2 200,000 

기타 신·재생에너지 250,305 

발전설비 합계 600,305 

1,190,305 
(100%) 

중부발전 
285,000 
(23.94%) 

남부발전 
305,000 
(25.62%) 

한국전력 
350,000 
(29.40%) 

신・재생 
250,305 
(21.03%) 

• 제주도 전력설비 현황  

• 제주도 총 전력공급용량 1,190MW(육지연계용량 350MW 포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21% (2014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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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전력계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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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은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함 

• 2016년 3월 기준,  풍력 216MW, 태양광 74MW, 기타 9MW 보급 

  - 2014년 말 기준, 매립가스 2.2MW, 바이오에너지 총 3.5MW, 기타 1.7MW의 설비가 보

급되었지만 매립가스와 바이오는 대부분 열 생산용임 

  -  2005년부터 제주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375kW)이 가동 

  -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 중유를 연료로 하고 있음 

  -  연료전지 보급은 2015년 신규로 계획되었고 제주 LNG 공급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 

  -  애월항 LNG 인수기지는 2019년 하순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료전지 보급

은 2020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제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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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제주’ 의 신∙재생에너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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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제주’ 의 전기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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