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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호주, ’18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1% 달성해외이슈
◈ ’18년 호주의 신·재생에너지는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총
사용량의 21%를 차지하며 역대최고치를 기록

◈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꾸준한 사업 개발 및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신·재생 에너지 발전 현황

 ㅇ ’18년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발전량의 2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투자도 ’17년 대비 2배가량 증가

  -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상업용(소형) 태양과 

설치 역시 전년대비 45% 가량 증가  

 ㅇ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모든 에너지원(바이오에너지 제외)이 성장세를 

보였으며, 태양광에너지 프로젝트가 다수 완공됨에 따라 태양광 비중 증가

  - ’18년 완료된 주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총 38건으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28건, 풍력 9건, 바이오에너지 1건

 ㅇ 호주 전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전년 대비 8%∼15% 까지 증가 

< 2018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비중 >

구분
전력생산량

(GWh)

신·재생발전량에서의

비중(%)

전체발전량에서의

비중(%)

수력 17,002 35.2 7.5

풍력 16,171 33.5 7.1

대형 태양광
(Large-scale) 1,875 3.9 0.8

중형 태양광
(Medium-scale) 367 0.8 0.2

소형 태양광
(Small-scale) 9,452 19.6 4.2

바이오에너지 3,412 7.1 1.5

전체 48,279 10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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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역별로는 타즈매니아 州가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95.9%)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호주 州와 빅토리아 州가 다음으로 많은 발전량 차지

 ㅇ 남호주州는 풍력발전의 지속적인 증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으며, ’18년에는 53% 달성

 ㅇ 한편, 호주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뉴사우스웨일즈州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5%에 머물러 있음

< 2018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비중 >

지역(주) 전체발전량(GWh) 화력발전량(GWh) 신재생발전량(GWh) 신재생발전비중(%)

타즈매니아 12,083 499 11,584 95.9

남호주 13,506 6,354 7,152 53.0

빅토리아 48,014 38,106 9,908 20.6

서호주 18,950 15,876 3,073 16.2

뉴사우스웨일즈 69,085 58,730 10,355 15.0

퀸즐랜드 65,066 58,860 6,206 9.5

전체 226,703 178,424 48,279 21.3

□ 정책 및 규제

 ㅇ 호주는 ’20년까지 전체발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한 최종 법안이 ’15년에 통과됨

  - LRET
*
의 경우 ’20년까지 3만3천 GWh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RES
*
는 정부지원을 받아 ’20년 이후에도 지속증가 될 것으로 전망

* LRET(Large Scale RET), SRES(Small Scale Renewable Scheme)

 ㅇ 청정에너지 규제기관인 Clean Energy Regulator는 ’19년 3월 성명서를 통해 

’19년에는 약 3만GWh ’20년에는 4만GWh까지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예상 발표

□ 시사점 

 ㅇ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활발한 지원정책으로 호주의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 

 ㅇ 또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향상으로 인해 태양광 

관련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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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해외이슈 <호주, ’18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 달성> 
  - KOTRA ‘호주 신·재생에너지 산업’ (2019.8.19)
  - KOTRA ‘호주, 태양광 및 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호황’ (2018.8.28)
  - 에너지데일리 ‘호주 신재생사업 올해도 성장세 이어간다’ 보도자료 (2019.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