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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폴란드, ’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1%까지 확대 목표 수립해외이슈
◈ 석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

□ 폴란드 에너지 현황

 ㅇ 많은 탄광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는 전력생산의 77%를 석탄에 의존

  - 석탄 77%(갈탄 31%, 무연탄 46%), 재생에너지 14%, 가스 6%, 기타 3%로 구성됨

 ㅇ 폴란드는 ’30년까지 화력발전 비중을 60%로 감소시킬 계획이며, 점차 재생

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늘려갈 예정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2년 15%, ’25년 17%, ’27년 19%로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30년 21%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ㅇ ’18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폴란드 전역 총 3,043곳에 위치하며 총 

발전량은 8,593MW에 이름 

  - 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풍력은 총 발전량의 68%에 해당하는 

5,864MW를 생산(발전소가 설치된 곳은 약 1,190곳)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단위 : MW)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풍력 5,807 5,849 5,864

바이오매스 1,281 1,362 1,363

수력 994 988 981

바이오가스 234 235 238

태양광에너지 99 104 147

총계 8,415 8,538 8,593

 ㅇ 폴란드는 풍력발전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발트해 연안 주변의 조선소 산업 활용 등 해상 풍력에너지 부문을 개발

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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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책

 ㅇ 폴란드 에너지정책 2040

  - 폴란드 정부는 COP24* 개최를 계기로 「폴란드 에너지정책 2040」 발표(’18.12)

  - 자국 경제발전에 기여 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과 에너지 산업분야 혁신 및 

EU 기후변화정책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한 5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8가지 

시행정책 발표

* COP24 : 폴란드 내 카토비체에서 개최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총약 당사국총회

 ㅇ 에너지 플러스 프로그램(Program Energy Plus)

  - ’19∼’25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목적으로 

발전ㆍ송전 시설 신설 및 기존 시설 개선 시 재정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500kW 미만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가정, 지자체, 학교 등이 포함되며,

기존 전력 생산 판매기업을 대상에서 제외

 ㅇ 녹색인증에너지(Green Certificate)

  - 폴란드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발전량에 비례하는 Green Certificate를 발급하고, 

이는 전력 거래에서 유가 증권처럼 거래 가능 

 ㅇ 전력 인센티브

  - 5MW미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송전 인프라와 연결할 경우, 우선적으로 

연결 기회 제공 및 연결 비용 50%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 

□ 시사점

ㅇ 폴란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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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해외이슈 < 폴란드, ’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1%까지 확대 목표 수립 >
 - ‘폴란드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5.10)
 - ‘폴란드 광물/에너지’ (KOTRA 해외시장뉴스, 2018.12.26)
 - ‘폴란드, 석탄에서 신재생으로 에너지전환’ (월간전기 보도자료, 201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