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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 호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통합시스템계획 발표 해외이슈

◈ 호주는 `40년까지의 국가전력시장 전망 및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전력망 개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통합시스템계획을 발표(`18.7)

- `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83.7%까지 대폭 확대되며, 이에 따른 안정성

보강을 위한 저장장치 및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전망

□ 호주의 통합계획시스템 계획

ㅇ 호주 AEMO*
(에너지시장운영국)는 안정적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시스템 개발 계획인 ‘통합시스템계획(ISP)’을 발표(`18.7)

* 호주 에너지안보를 위해 설립(`09.7월)된 기관으로 국가전력시장, 빅토리아 가스망 관리

- 호주 미래 국가전력시장의 안정과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개발 방향 탐색 목적

ㅇ 본 계획에서는 `40년까지 호주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약 93.3GW(설비

용량 비중 83.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Neutral case)*

* Neutral case: 경제성장률, 에너지수요, 연료 가격 등 변수에 대한 전망치의 중간값 가정

- 또한, 잠재량 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구역(REZ)을 지정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전력인프라 구축 및 재생에너지 연계의 효율성을 확대할 계획

< 참고: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전망 >

ㅇ (현황)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
및 내수 가스가격 상승

**
으로 인해 최근 2∼3년간

전기요금 상승(재생에너지 관련 이행비용(RET, FIT 등)은 감소)

* Northern 석탄화력(`16년, 546MW), Hazelwood 석탄화력(`17년, 1,600MW) 폐쇄

** 내수 LNG 가격(A$/GJ): (`14)3∼4→ (`17)12

ㅇ (전망) `17∼`20년 신규 설비 5.3GW(재생 4.9GW, 기타 0.4GW) 확충으로 도매가 하락

(̀ 17년대비 66.6%) 및전기요금인하(̀ 17-̀ 18년 31.19→`19-̀ 20년 27.45, A$ cent/kWh) 전망

< 호주의 가정용 전기요금 현황 및 전망 >

※ 출처: 호주 에너지시장위원회(Australian Energy Marke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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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0년까지 석탄발전은 14GW, 가스발전은 1GW의 설비가 기술적 수명이

끝나고, 추가로 1.4GW의 가스발전이 경제성 저하로 총 16.4GW 은퇴전망

- 석탄 등 화석에너지 발전설비는 수명까지 적절히 활용하고 은퇴로 인한

감소분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임을 밝혔으며,

- 화석에너지 발전설비 은퇴로 인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장장치

설비를 대폭 확대하여 총 급전가능 설비는 40GW 수준을 유지계획

ㅇ 위와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40년까지 전력분야에 필요한 투자액은 총 

A$ 80~270억이며 그중 전력망에 A$ 12~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호주의 발전설비 확대 전망(`18∼`40년) >

□ 시사점

ㅇ 호주는 `20년 이후 RET 제도*를 대체할 국가에너지보장제도(National Energy

Guarantee) 추진계획을 발표(`17.10월)하여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보완할 계획

* Renewable Energy Target: `20년까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량 33TWh 달성 및

소규모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발전사 전력

도매사에 인증서 구입의무 부여

- 급전가능 발전과 탄소배출억제에 대한 투자를 적절히 유지해 ➀국내

예비전력증대, ➁국가배출공약(NDC)이행, ➂국내전기료안정 기대

ㅇ 한국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확보(계통보강, 유연성 설비확대 등)를 추진코자 하는 바, 호주와

정보 사례교류 시 3020 목표달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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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해외이슈 <호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통합시스템계획 발표>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8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7.29.)
   - Integrated System Plan (AEMO, 2018.7월)
   - Residential Electricity Price Trends 2012~2017 (AEM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