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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 기업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동향 및 전망해외이슈

◈ `17년 전세계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량은 465TWh로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과 환경적 사회적 혜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대폭 확대 추세

◈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은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바,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동향(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ㅇ 현재 전세계 75개국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중

* IRENA는 전세계 2,4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중 47%가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을 실시 중인 것으로 분석됨

** 재생에너지 조달 기업 수 상위 10개국(社) : 미국(241), 일본(193), 영국(106), 스웨덴(51),

독일(44), 프랑스(43), 스위스(40), 남아공(37), 인도(35), 스페인(29)

-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가격하락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대폭 확대 추세

-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은 환경적 사회적 혜택 외에도 비용절감, 공급 안보

확대,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경제적 이점도 기대됨

ㅇ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은‘17년 465TWh로 상업 산업 부문 총 

전력 수요의 3.5%(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의 18.5%) 수준

- 자가소비용 전력생산(165TWh)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증서 구매(130TWh), 전력구매계약(PPA) 체결(114TWh) 등이 차지

- 약 200개사가 소비전력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였으며, 특히

Apple, Kohl’s Corporation, TD Bank 등 50개사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

* 한국기업은 삼성전자(170.8GWh, 전력소비의 1%), LG 이노텍(64.6GWh, 전력소비의

4%)이 본 보고서에서 소개되었음

< 기업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유형 >

유 형 개 념

인증서 구매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REC), 원산지증명

(GO) 등의 인증서를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소비를 인정받는 형태
전력구매계약

(PPA)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약가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형태
전력사로부터

구매

녹색요금제 등 기업이 대규모 발전사, 송배전사 등 전력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거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형태
자가소비용

전력생산

기업이 자가소비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에 직접

투자하여 생산된 전력을 소비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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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7년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원자재(광업, 펄프, 제지,

화학 등)였으며, 소비 비중은 금융(24%) 분야가 높은 수치를 보임 

* 분야별 재생에너지 조달(전력 소비 비중) : 원자재 165TWh(13%), IT 22TWh(12%), 소비재

21TWh(8%), 산업 19TWh(8%), 생필품 18TWh(6%), 금융 12TWh(24%), 통신 10TWh(7%),

헬스케어 4TWh(11%), 부동산 4TWh(12%)

□ 시사점 및 전망

ㅇ 상업 산업 부문이 전세계 전력소비의 2/3를 차지함에 따라 기업의 재생

에너지 투자 및 조달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음

- IRENA의 분석에 따르면 파리기후협약 목표달성을 위해 상업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는 `50년까지 85%(19,000TWh)에 도달 필요

ㅇ 현 추세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30년 2,150TWh, `50년 3,800TWh로

전망되는 바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높음

* 조사 대상기업(2,410개) 중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가진 기업은 17%(416개)에 불과

- 또한, 전력 분야뿐만 아닌 열 수송 등 타 에너지소비 분야까지 재생

에너지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ㅇ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증서 발급 거래제도 마련, 전력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력 소비 기업간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허용,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 투자 인센티브, 넷미터링 등이 대표적인 활성화 정책방향

<`17년 기업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기업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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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해외이슈 <기업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동향 및 전망>
  - Corporate Sourcing of Renewables : Market and Industry Trends (IRENA, 2018.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