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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 가능 새로운
에너지

자급 가능 새로운
에너지

신성장산업 부상신성장산업 부상

온실가스감축 의무 본격화
**온실가스온실가스 발생량발생량 세계세계 99위위(2004(2004년년))

에너지 시장 불안정 심화
**고유가고유가 지속지속((’’0101년년 20, 20, ’’0404년년 30, 0530, 05년년 40$40$대대))

화석연료 고갈
**향후향후 oiloil--peakpeak전망전망((미미 NETL)NETL)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1010년년 세계시장세계시장 전망전망: : 

--수소수소 ··연료전지연료전지 11천억불천억불, , 태양광태양광 300300억불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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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  화석연료의화석연료의 부정적부정적 요인요인 심화심화



■ 급진적급진적 전망전망 :: 하버트 ‘08년, 캠벨 ‘10년, 獨 연방은행 ‘14년경

■ 보수적 전망 : IEA는 ‘20년경, 美 에너지부는 ‘30년 전후

11--2. 2. 세계세계 원유생산원유생산 Peak Peak 한계한계 가시화가시화



에너지에너지 소비소비 세계세계 1010위위
에너지소비에너지소비 증가율증가율
OECD OECD 국가국가 중중 11위위

석유소비석유소비 세계세계 77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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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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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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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신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1[1차에너지공급차에너지공급 대비대비]]

국내국내 총총11차에너지사용량차에너지사용량 229229백만백만toe toe 중중

5,0135,013천천toe toe 공급공급((잠정잠정))

11--3.  3.  낮은낮은 국내국내 신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공급율공급율



11--4.  4.  세계세계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기여도기여도 증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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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7.114.3기여율(%)

4,8442,324.41,682.5총계(Mtoe)

90.40.1해양

26113173지열

2920.4태양열발전

2744111태양열

445151태양광

58416735풍력

913416소수력

308281255대수력

2,8431,6531,291바이오

204020202010구분

자료: EREC(European Renewable Energy Council)



신재생에너지
국내외 현황

-태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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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 해외해외 태양열태양열 산업산업 현황현황

중국이 2004년 전세계 태양열 보급의 58.4%

(13.5백만m2]차지 (2015년 목표: 230 백만m2 )

2004년 기준 태양열 사용인구는 전세계적으로

2.5% 사용 추정 추정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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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태양열 온수 및 난방 각국별 비중>

자료: Renewables 2005 Global status report(REN21)



4342355417751,467324계

14559173256696129민간

289176368519771195정부총
사
업
비

997037945928과제수

바이오태양열풍력태양광
연료
전지

수소구 분

22--2. 2. 국내국내 태양열태양열 기술개발기술개발 지원현황지원현황

<단위: 억원>

`’05년까지 총과제수 700개 중 10%(70개)

’05년까지 총지원금액 5,132억원 중 4.6%(235억원)

정부지원: 176억원, 민간: 59억원

<주요분야 기술개발 지원현황>



저온

분야

대규모태양열지역냉난방및

급탕시스템개발및적용연구
태양열난방일체형

복합시스템개발

태양열이용생물학적

오수처리장치실증연구

지붕대체형집광집열기를

이용한난방시스템의실증연구

주관: 에기연
사업기간: 3년
2004.6~2007.5
총사업비: 16억

주관: ㈜강남
사업기간: 3년
2005.12~2008.12
총사업비: 3.6억

주관: 찬성에너지㈜
사업기간: 2년
2004.8~2006.7
총사업비: 2.7억

주관: ㈜젠트로
사업기간: 2년
2004.8~2006.7
총사업비: 4.8억

22--3. 3. 국내국내 태양열태양열 연구개발연구개발((저온분야저온분야) ) 현황현황



적용장소: 광주서구문화센터(광주광역시 소재)

집열기 종류: 단일진공관형 집열기

집열기 면적:107 tube 200m2

냉방면적:문화센터 내 열람실 약 100평

냉동기: 10RT 흡수식 냉동기(일본 Yazakii에서 수입)

22--4. 4. 국내국내 태양열태양열 연구개발연구개발((중고온냉방분야중고온냉방분야) ) 현황현황



Dish형 집광시스템 이용한 발전

주관기관: 에기연

사업기간: 2003.10~2006.9

(3년)

총사업비: 6.6억

시스템 최대용량: 10kW

시스템 설치장소: 진해과학공원

內

시스템용 Dish: 국내제작

화학반응 복합발전

주관기관: 에기연

사업기간: 2004.6~2007.5

(3년)

총사업비: 20억

시스템 용량: 30kW

시스템 설치장소: 대전(에기연

실증부지)

22--5. 5. 국내국내 태양열태양열 연구개발연구개발((중고온발전분야중고온발전분야) ) 현황현황



태양열 집열기 성능향상
기술(흡열판 코팅) 개발

주관기관: 전기연

사업기간: 2005.8~2008.7

(3년)

총사업비: 11억

저가형 태양열 집열판
접합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포항산업과학연구

원

사업기간: 2005.8~2008.7

(3년)

총사업비: 10억

22--5. 5. 국내국내 태양열태양열 연구개발연구개발((요소기술요소기술) ) 현황현황



● ■ ◆ 저가의 고효율 집열기 기술개발

● ■ ◆ 태양열 이용시스템 통합 및 최적화 기술개발

● ■ ◆ 태양열 시스템 성능측정 기술개발

저온용 집열기

대형 산업공정열
태양열시스템

● ■ ◆ 최적화 축열 시스템 기술개발

● ▣ ◈ 태양열 발전 시스템 개발

태양열구동냉동기

진공관식 집열기

태양열 하이브리드 태양열
급탕 및 냉난방 시스템

중형 스터링엔진
태양열발전 복합발전

수축열 시스템 화학축열시스템

단 기 중 기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장 기

Overall

Products Solar House

[중요도]
고 저
● ⊙ ○

[연구개발의 성격]
■ 상업화
▣ 실증 연구
□ 기초/적용성 연구

[개발전략]
◆ 국산화 자립
◈ 국제공동
◇ 기술도입

22--6. 6. 국내국내 태양열태양열 개발개발 중장기중장기 계획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지원 제도

3



19871987

19971997

20022002

20032003

20042004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발효
• 기술개발의 법률적 근거 마련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
• 보급의 법률적 토대 구축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
• 공공기관 의무화, 발전차액제도, 대체에너지센터 설립근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 수립
• 2011년 5% 보급 목표설정

신재생에너지 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개정
• 표준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도입, 신재생에너지센터개칭

33--1. 1. 국내국내 신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관련관련 법규법규



학술진흥학술진흥
인력양성인력양성
국제협력국제협력

선행연구사업선행연구사업

기술개발사업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형프로젝트형

//일반일반))

실용화사업실용화사업
((실증연구실증연구))

시범보급시범보급

일반보급일반보급

지방보급지방보급

태양광주택태양광주택

융융 자자

발전차액발전차액

공공의무화공공의무화

세제지원세제지원

전문기업전문기업

인증제도인증제도
Feed BackFeed Back

대 학대 학

기업기업

연구소연구소

ResearchResearch DevelopmentDevelopment 보급사업보급사업실용화 연구실용화 연구

33--2. 2.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개발개발--보급보급 체계체계



연구기관 단독(대학, 연구소) 전액 -

대기업

중소기업

2개이상 기업 공동참여
중소기업 2/3 이상

기타

기업
참여
형태

참여주체 정부지원범위 기업현금출자

총사업비의 50%이내

총사업비의 75%이내

총사업비의 75%이내

총사업비의 50%이내

총사업비의 15%이상

총사업비의 10%이상

총사업비의 10%이상

총사업비의 15%이상

33--3. 3. 기술개발기술개발 지지 원원 조조 건건

* 기술료 징수(최종결과가 ‘성공’인 경우)

정부지원금이 50% 출연된 과제 : 정부출연금의 40%

정부지원금이 75% 출연된 과제 : 정부출연금의 20%



33--4. 20064. 2006년년 기술개발과제의기술개발과제의 기업주관기업주관 강화강화

15바이오

45폐기물

22소수력

23지 열

33태양광

-2해 양

12태양열

일반기술

개발

(10/19)

22풍 력

88수소연료전지프로젝트형

기술개발
(13/13)

기업주관과제수분야구분



33--5.  5.  국내국내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보급보급 정책정책 유형유형

직접
지원
(보조)

직접
지원
(보조)

일반보급

-발전: 70%이내
-열 : 50%이내

일반보급

-발전: 70%이내
-열 : 50%이내

태양광주택
-70%이내

태양광주택
-70%이내

지방보급
-발전: 70%이내
-열 : 60%이내

지방보급
-발전: 70%이내
-열 : 60%이내

간접

지원

간접

지원

융 자

-소요자금 90%이내
-최대한도: 150억

융 자

-소요자금 90%이내
-최대한도: 150억

발전차액

-기준가격과 SMP
차이 지원

발전차액

-기준가격과 SMP
차이 지원

세제지원
-법인,소득세:10/100

-관세: 65/100

세제지원
-법인,소득세:10/100

-관세: 65/100

공공

부문

공공기관의무화

-신축 건축비 5%

RPA-9개
공기업협약

- 11,697억원
(’06-’08)



신규 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설비의 시장 조성,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비의 일부 보조

시범사업: 80%,  일반보급: 70%(발전설비), 50%(열발생설비)

’04년 신·재생에너지 원년 선포를 계기로 크게 증가

’06년 보급사업(280억)의 특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시공

원별 설치단가 및 지원한도 공표

’05년까지 전체 지원금액의 385억 중 태양열 15.5% 차지(59.6억)

신규 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설비의 시장 조성,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비의 일부 보조

시범사업: 80%,  일반보급: 70%(발전설비), 50%(열발생설비)

’04년 신·재생에너지 원년 선포를 계기로 크게 증가

’06년 보급사업(280억)의 특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시공

원별 설치단가 및 지원한도 공표

’05년까지 전체 지원금액의 385억 중 태양열 15.5% 차지(59.6억)

33--6. 6.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일반보급사업

38,51523,3004,6962,0751,2007357007009004,209예 산

계‘05’04‘03’02‘01’99‘99’98~‘97구 분

<보급사업지원실적> (단위:백만원)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중장기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04년-’05년까지 1,217호 보급지원( 223억): ’06년 3,600호 목표

3kW 이하 태양광주택 설비 설치시 설치비 70% 이내 지원

’06년 보급사업(490억)의 특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시공

평가 후 예산범위 내 설치단가 낮은 순으로 전문기업 운선 선정

* 전문기업별 시공가능 물량 배정

공동주택 시범보급 추진: 국민임대주택 64억(주택공사별도추진)

설치단가 및 지원한도: 9,800천원/kW, 6,860천원/kW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중장기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04년-’05년까지 1,217호 보급지원( 223억): ’06년 3,600호 목표

3kW 이하 태양광주택 설비 설치시 설치비 70% 이내 지원

’06년 보급사업(490억)의 특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시공

평가 후 예산범위 내 설치단가 낮은 순으로 전문기업 운선 선정

* 전문기업별 시공가능 물량 배정

공동주택 시범보급 추진: 국민임대주택 64억(주택공사별도추진)

설치단가 및 지원한도: 9,800천원/kW, 6,860천원/kW

16,0002,356개인 및 집단주택 907호 지원2005

6,300771개인주택 310호 지원2004

지원예산지원용량(kW)사 업 내 용연 도

33--9. 9. 태양광주택보급사업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실시(정부지원+지자체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설치시 70%이내 지원

기획사업,홍보 및 타당성 조사 등 지원 100-80%이내지원

’05년까지 총 지원 예산 1,716억원 중 태양열에 111.2억원

(6.5% 차지)

’06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380억 중 태양열 41.4억원

지원으로 10.9%차지

지방보급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지역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효과적, 체계적인 지원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실시(정부지원+지자체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설치시 70%이내 지원

기획사업,홍보 및 타당성 조사 등 지원 100-80%이내지원

’05년까지 총 지원 예산 1,716억원 중 태양열에 111.2억원

(6.5% 차지)

’06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380억 중 태양열 41.4억원

지원으로 10.9%차지

지방보급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지역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효과적, 체계적인 지원 추진

33--10. 10. 지방보급사업지방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및 생산시설, 운전자금 지원

사업자당 150억, 지원비율 90%(대기업80%)

연리 3.75%(변동금리), 5년거치 10년분할

운전자금: 5억원이내, 1년거치 2년분할

보조금지원대상 제외

’05년까지 총융자 4,989억 중 태양열 30.4%(1,517억]

33--11. 11.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융자융자

-10억태양열온수기

10억50억소형설비

577억566억중대형설비

587억626억예산(1,213억)

발 전열지원대상

전력기금에특자금구분

<2006년 예산현황>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 .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

한계가격 (SMP)과의 차액을 지원

최근 SMP가격이 상승하면서 소수력, LFG 분야 차액지원 전무
* 1/4분기 평균 SMP 83.1원 (4월 83.44원/kWh)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 .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

한계가격 (SMP)과의 차액을 지원

최근 SMP가격이 상승하면서 소수력, LFG 분야 차액지원 전무
* 1/4분기 평균 SMP 83.1원 (4월 83.44원/kWh)

<적용대상 전원별 설비용량 및 기준가격><적용대상 전원별 설비용량 및 기준가격>

SMP + CP20MW이하
폐기물소각
(RDF포함)

61.8020MW-50MW

65.2020MW미만
SMP + CP50MW이하L F G

62.8150MW이상 (방조제 旣설 치용)조 력

73.69SMP + CP3MW이하소 수 력

107.66SMP + CP10kW이상풍 력

716.403kW이상태 양 광

사업용설비자가용설비

기준가격 (원/kWh)
설비용량기준대상전원

33--12. 12.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21,8197,5975,1425,7073,373금액(백만원)

65개소
(163,789kW)

1,094,298389,956291,637269,458143,247거래량(MWh)
계

3493418--금액(백만원)

15개소
(1,338kW)

53752413--거래량(MWh)태
양
광

5,1413,911790254186금액(백만원)

4개소
(83,395kW)

152,395103,36129,14718,5611,326거래량(MWh)풍
력

4,6859571,5021,615611금액(백만원)

10개소
(30,293kW)

396,758128,560140,24092,04635,912거래량(MWh)L
F
G

11,6522,3872,8423,8472,576금액(백만원)

36개소
(48,763kW)

546,561157,512124,189158,851106,009거래량(MWh)소
수
력

시설용량계‘05년‘04년‘03년‘02년구 분

33--13. 13.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실적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실적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설치

토록 의무화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설치

토록 의무화

33--14. 14. 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의무화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의무화

6.129396192734815,343191합계

5.99253171760.74,533482006.4

5.99520345148278,6831132005

7.7916610349142,127302004

투자

비율

(E/A)

계

(E=B+
C+D)

지열

(D)

태양광
(C)

태양열
(B)

건축비
(A)

신
청

구분

<공공의무화 추진실적>

(단위:억원)



정부와 에너지관련 공기업 간의 신재생에너지투자협약

한국전력, 6개발전사(한수원,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사

’06년부터 3년간 11,697억원 투자

신재생에너지설비 333MW

33--15. 15. RPA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2,500

연료

전지

96,00021,320195,55017,150용량

해양수력풍력태양광구분

<사업용 발전설비 투자 규모(kW)>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지원

4



설비보급기반구축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사업

기준기준 제정제정

시험설비시험설비 구축구축

국제표준화국제표준화

국제기준국제기준 부합화부합화

국내기술국내기술 국제기준국제기준 반영반영

설비설비··부품부품 공용화공용화

기술개발기술개발 및및

제조제조 지원지원

설비인증사업설비인증사업

인증품목인증품목 확대확대

국제인증시스템국제인증시스템 구축구축

국제기준에국제기준에 따른따른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국제기준에국제기준에 반영할반영할 기술기술

인증제도인증제도

운영기반운영기반사업방향사업방향 및및

스케줄스케줄 설정설정

인증시스템인증시스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대상대상 기술기술 및및

기준기준 발굴발굴

국제수준의
인증서비스 제공

기술개발 및
수출경쟁력 강화

소비자
신뢰도 제고

44--1. 1. 기반구축기반구축 지원체계지원체계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 . 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 실시

현재 14개품목에서 17개 확대(태양광셀,연료전지,집광채광]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 . 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 실시

현재 14개품목에서 17개 확대(태양광셀,연료전지,집광채광]

<인증절차><인증절차>

성능검사의뢰

(제조, 수입자)

성 능 검 사

(성능검사기관)

인 증 신 청

(제조, 수입자)

심사. 인증

(인증기관)

ᄋ 신⋅재생에너지센터

ᄋ 인증심사수행: 일반심사(공장확인), 설비심사(성능검사)

ᄋ 인증서 발급(필요시 영문 인증서 발급)

ᄋ 인증취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44--2. 2.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설비설비 인증제도인증제도



미정축전지기 타

미정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
지 열

미정소형풍력발전용 인버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원대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풍 력

미정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미정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태양광

미정진공관 일체형 태양열 온수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

고정집광형 태양열 집열기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강제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성능검사기관인증대상 설비구분

44--3. 3.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설비설비 인증대상품목인증대상품목

미정인 성능검사기관은 금년 8월까지 선정 예정



<에너지원별 등록현황(`06.5)><에너지원별 등록현황(`06.5)>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
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등록, 육성하여 국내 산업발전 도모

정부지원사업 전문기업 참여

총 373개 등록기업 중 태양열이 15%차지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
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등록, 육성하여 국내 산업발전 도모

정부지원사업 전문기업 참여

총 373개 등록기업 중 태양열이 15%차지

3733677-8

합계수소지열폐기물해양연료전지

44301671163

석탄가스수력풍력바이오태양열태양광

44--4. 4.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전문기업

* 1기업이 여러분야 등록이 가능하며, 실 등록기업은 223개임.



핵심기술연구센터

산학 협력형 연구 및 산업계 기술인력 재교육 등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기반 구축: 공동연구, 기술인력 교육 등
*‘05연료전지,태양광 지정,   ’06년 풍력 공모

특성화대학원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석박사 인력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내에 다학제 협동과정 개설

* ’05년 수소연료전지 지정, ’06년 태양광 공모

최우수실험실

참여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최우수 연구인력 양성

*’05년 수소연료전지,태양광,풍력,태양열(인하대),바이오,IGCC 지정

44--5. 5.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인력양성



44--6. 6.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관련관련 제도개선제도개선((안안) ) 

모델별제품별PCS시험성적서 인정

신고허가기존 발전소내 추가

한전위탁,융자접속비용,인허가100kW이상 특고압 접속설비

사업용 수준 완화kW당 적용자가용태양광설비 감리비

관리 대행관리자상주전기안전관리제도

허용(자가용)용도외사용 취소신재생설비 공장옥상 설치 허용

비대상(200kW이하)대상도시계획결정대상

연회비10만원
(1MW이하)연비회 120만원신재쟁발전전력 거래비용

일부보조융자(300만원)가정용태양열온수기

50kW3kW자가용태양광설비 상계처리 확대

개 선기 존분 야

<신재생에너지 향후 개선 추진 과제>

상기 개선안은 기관간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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