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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이스라엘, 친환경 에너지 확대 가속해외이슈
◈ 이스라엘은 협소한 영토와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에 관심을 가지며 현재 다양한 정책 시행

◈ 이스라엘 정부는 석탄을 활용한 전력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며, 천연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를 추진

□ 이스라엘 에너지 현황

 ㅇ ’17년 기준, 이스라엘에서 전력생산 에너지원 중 천연가스(6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석탄(32%), 신재생에너지(3%), 기타(1%)순으로 나타남 

 ㅇ 이스라엘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비중을 줄이는 등 탈석탄 추진

  - 이스라엘 정부의 석탄 소비 저감 정책 시행으로 전력생산에서의 석탄

사용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15년 60% → ’18년 28%)

 ㅇ ’18년 이스라엘 에너지부는 국내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확대를 위한 

‘에너지 사업 계획 2030’ 발표

  - ‘제로(Zero) 석탄 계획’을 지속 추진하여 ’30년까지 이스라엘 내에 운영중인 

2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고, 석탄비중을 20%이하로 감축할 계획

<’17년 에너지원별 전기생산 비중>

이스라엘 한국

* 출처 : 이스라엘 에너지부 보고서, ’19년 5월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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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책 주요 내용

 ㅇ 주 내용은 석탄화력발전 중단,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운송수단의 

연료로 석유 대신 환경오염이 덜한 대체 연료 활용 확대임

 ㅇ (석탄 전력생산 중단) 복합 발전기가 설치된 곳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으로 전환‧운영하고, 석탄만 원료로 사용하던 발전설비는 철거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로 대체 

  - ’30년까지 이스라엘 최대 화력 발전소인 Ashkelon의 Rotenverg 발전소, 

Hadera의 Rabin Lights 발전소의 석탄화력발전 중단할 예정

  - 석탄소비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석탄화력발전 중단 및 전환 완료

시점이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 예상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태양에너지, 풍력 및 바이오가스·바이오매스 활용과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기존 

3%에서 17%로 확대 추진

  - ’30년까지 5,400MW 태양광 발전 설비 추가 건설에 주력 필요

 ㅇ (운송수단 연료대체 계획) 이스라엘 내에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연료를 

전기 및 천연가스로 대체할 예정

  - ’30년부터 휘발유 또는 디젤을 연료로 하는 차량의 수입이 제한할 예정이며, 

전기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차 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

  -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이스라엘 내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주행충전 도로 등 미래 교통 관련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ㅇ 이스라엘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에 관심을 가지며 관련 정책

시행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장려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 중

* 학계 에너지 R&D 지원, Eliot 신재생에너지 기술센터, 이슬라엘 혁신처 클린테크

프로그램, New tech program of the Minitry of Economy and Industr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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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해외이슈 < 이스라엘, 친환경 에너지 확대 가속 >
  - “이스라엘, 석탄‧ 석유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 (산업일보, 2020.1.1)
  - “이스라엘 친환경 에너지 확대 가속” (KOTRA,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