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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탄소중립 실천·국가 안보 핵심요소로 대두

 (국제사회)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위한 정책 수립·발표

ㅇ 주요국, 글로벌 에너지 불안 대처를 위한 정책 설계

- (G7, EU)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상한제 적용, 에너지 자급율 제고 병행

ㅇ 탄소중립의 글로벌 패러다임 자리매김, RE100 확산 등

 (국내상황)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등 발표

 ㅇ「새정부 에너지정책 방안」 ,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비전 선포(‘22.7)

 ㅇ「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활용·유통·생산·제도 4대 전략 및 추진 과제 제시

 (도내상황)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비전 선포

 ㅇ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전국 최고 달성(21년 기준. 18.3%)

 ㅇ「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발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반의 생태계 구축, 국가 수소경제 이바지(22.9.29)

 ㅇ 탄소중립 실천 뿐 아니라 에너지자립과 글로벌 에너지 불안,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중요성 제고

 

* 제주 지역 에너지 사용 현황 (21년 기준)

구  분 석 유 류 전  력 가 스 류 연  탄

사 용 량 635,882KL 5,687GWh 133,410톤 925,570장
에너지환산

(Kcal)
551,981 410,550 136,133 1,610

비  율 50.2% 37.3% 12.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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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CFI 2030 (Carbon Free Island) 성과 및 개선점

□ CFI 2030 개요

ㅇ (3대 핵심가치) 청정(환경과의 조화), 안정(에너지 수급), 성장(산업 생태계)

ㅇ (정책 목표) ①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대체 ②전기차 전환 

③에너지 고효율·저소비의 수요관리 ④에너지 신산업 육성

□ 주요 성과 : 대한민국 탄소중립 프런티어(Frontier)로 자리매김

ㅇ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8.3% (21년 기준)

  - 정부 목표(2030년까지 발전비율 21.6%)의 85% 달성

ㅇ 전기차 운행대수 3만대(32,976대) 돌파, 도내 운행차량 대비 8.05% 달성

  - 전국 평균 1.5%로, 가장 먼저 두 자릿수 전환율 도달 예상

ㅇ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연관산업 육성

  - 전국 최초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운영, 실증사업 추진 등

ㅇ 제주에너지공사·제주대 풍력대학원 설립 등 산업화, 인재육성 기반 마련

ㅇ P4G* 에너지분야 베스트파트너십 수상 (21. COP26)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개 선 점 : 목표 대비 실적 미달, 분야 협소 등

ㅇ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보급 등 목표* 대비 실적 미달

   * 재생에너지 4,085MW, 전기차 37만대 목표 제시

ㅇ 출력제어 완화·해소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확보, 인프라 확충 필요

  - 2015년 첫 발생 이후 지속적 증가 (22년 민간태양광 출력제어 시행)

ㅇ 1차 산업, 관광·서비스업, 생활영역, 발전소 등 전환영역 확장 필요

ㅇ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지난 기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새롭고 개선된 계획 마련 필요

◇ 민선 8기 에너지전환 로드맵, 세부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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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전 및 전략

비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제주

목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자립, 산업과 생활의 재편․고도화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실천, 선도적 전환모델 제시

전략
시장·제도 선제적 운영, 데이터·트랙레코드 확보 

거점·특화 지역 조성 통한 정책체감
→

글로벌 허브 

가시화

핵심

과제

【 에너지 생산 】 【 에너지 활용·전환 】 【 산업화·보호 】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발전 전환

산업·생활 영역

수소, 전전(全電)화

일자리창출·기업육성

사양화·취약계층 보호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

‣ 공정·상생 풍력개발

‣ 태양광발전 
 공공성 확보

  산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

‣ 1차 산업

‣ 관광 산업

‣ 그 외 산업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융합 제조업

‣ 재생에너지에 대한
 플랫폼·데이터 산업

‣ 그린수소 관련

  제조, 서비스업 등

  기저전원

   그린수소 발전 전환 

‣ LNG·수소 혼소 

‣ 수소 전소터빈 도입

  생활 영역

    청정에너지 전환

‣ 교통·수송 모빌리티

‣ 가정 내 생활영역 

  사양화·취약계층

     두터운 보호

‣ 탄소배출 분야

‣ 에너지 취약계층

전환

기반

【 법·제도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대내외 동력 확보 】

‣ 분산e 활성화 특화지역 지정, 재생e 간헐성 극복 위한 유연성 자원

‣ RE100 연계 중점사업 추진, 거점조성, 도민체감 획기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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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 재생에너지 확대 및 그린수소 발전 전환  

 풍력·태양광 발전의 공공성 확대  

□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ㅇ (현  황) 전국 유일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 운영 경험·성과 축적, 

공공재인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성 담보, 사업 불확실성 개선 필요

 ㅇ (추진 방향) 개발 과정 → 결과의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분배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역할 신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절차 

운영,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이익공유, 상생모델 확대

*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신설 (안)

 · (주요기능) 공공성 사전검토, 사업자 선정, 추진단계별 세부절차 이행 상황 

관리 등 사업 모니터링, 주민 갈등 관리 등

  · (수행기간) 5년(풍력발전종합계획 수립 시기에 맞게 조정)

  ※ 시행환경 및 여건에 따라 직접사업 추진 및 운영범위 조정가능

 □ 태양광발전 공공성 확보

 ㅇ (현  황)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향상·설치가정의 에너지부담 경감, 

한편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계통 부담, 환경·경관 훼손우려

 ㅇ (추진 방향) 햇빛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 공공성을 확보, 

환경·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공성 관리 법적 근거 마련

  - (가칭) 태양광발전 공유화기금 조성

  - 고효율 설비 사용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부지 사용, 훼손 최소화

  - 신규, 대규모 발전사업의 계통 영향, 환경 훼손 여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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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전원의 그린수소 발전 전환

□ LNG 발전소, 수소 혼소 적용

 ㅇ (현  황) 화력발전(3개소, LNG복합터빈)을 통해 도내 전력의 50% 공급

22년 
중앙급전발전기

(화력발전소)
HVDC

(연계선 #1,2)
신재생에너지 합  계

발전량 3,133GWh 1,513GWh 1,041GWh 5,687GWh
발전 비중 55.1% 26.6% 18.3% 100%

 ㅇ (추진 방향) LNG 복합터빈 → 수소 혼소 적용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그린수소 활용처 확대 및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기반 마련

  - 재생에너지 → 그린수소 전환 통해 간헐성 극복, 출력제어 해소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22.9.29.)」, 수소 혼소·전소 계획 발표

□ 분산형 수소 발전, 수소 전소터빈 등 도입

 ㅇ (현  황) 분산형 수소발전, 전소 가능 설비 개발에 역량 집중

 ㅇ (추진 방향) 도내 기존 설비 및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설비* 

도입 필요 시 분산형 수소 발전 및 수소 전소터빈 도입, 기저전원 전환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6년 도내 최대 전력수요 1,656㎿ 전망

  - 기저전원 동력의 그린수소 전환을 통해 도내 전력공급을 모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담당하는 그린수소 아일랜드 구축

    * 향후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 및 기존 설비 전환, 신규 설비 구축 계획 수립

*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관계부처 합동 22.11.9.)

 · 석탄·LNG 발전소의 연료전환 방향 제시

 · LNG 가스터빈 수소 혼소율 50% 이상 적용

 · 23년 실증대상 발전소 선정 → 26~27년 최적혼소 적용 계획

 · 수요지 인근에서 발전하는 분산형 수소발전 활성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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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생활영역의 그린수소, 전전(全電)화  

 산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

□ 1차 산업 분야 

 ㅇ (현  황) 농업(하우스, 농기계 등), 어업(선박 등) 분야 석유류 사용량이 

많고 양식장 등에서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등 전환 수요 존재

 ㅇ (추진 방향) 시설, 설비의 수소, 全電화를 통한 전환

  - 농기계·선박 등 모빌리티 수소모빌리티 도입, 하우스·양식장 등 

재생에너지 공급(P2H 등), 분산형 수소발전 통한 청정에너지 전환 등

    * Re100, 청정 브랜드를 더한 부가가치 창출 추진

□ 관광 산업 분야

 ㅇ (현  황) 도내 에너지다소비 건물이 대부분 대규모 숙박시설 집중

 ㅇ (추진 방향) 건물 사용전력, 냉난방 등 가스·석유류 사용의 전환

    * 도내 관광 전세버스 1,800여 대에 대한 수소 모빌리티 전환 정책 마련

□ 그 외 산업 분야

 ㅇ BIPV(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수소 연료전지 등 전환정책 검토

 생활 영역 청정에너지 전환

□ 교통·수송 분야 

 ㅇ (현  황) 도내 온실가스 최대 배출분야, 전기차 전환 전국 최고

    * 전기차 운행대수 32,976대, 도내 운행차량 대비 8.05% 전국 1위(22.12월 기준)

 ㅇ (추진 방향) 버스·청소차·화물차 등 대형차의 수소모빌리티 전환

□ 가정 내 생활영역

 ㅇ (현  황) LPG사용비율 전국 최고(가정 난방, 조리 등)

 ㅇ (추진 방향) 수소 혼소(LNG 공급 지역), 수소 적용(LNG 미공급 지역)

  - 거점·특화 지역 조성 이후 지속 확대, 거점별 연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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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자리창출·기업육성 및 사양화·취약계층 보호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융합 제조업 유치·육성

□ 재생에너지에 대한 플랫폼·데이터 산업

 ㅇ (현  황)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최고, 실시간거래시장 선제도입 등 여건 조성

 ㅇ (추진 방향) 기업·신산업의 요람, 사업 상용화 기반 제공

  -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지속 상승에 따라 관리(management)의 중요성 대두

  -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운영·거래 등 활용,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육성

□ 그린수소 관련 산업

 ㅇ (현  황)「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발표, 선도지역 구축 추진

 ㅇ (추진 방향) 일자리·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신성장동력化
  - 설비 제조,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 일자리창출·기업육성

  - 수소융합대학원, 수소학과 설립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양화·취약계층 두터운 보호

□ 탄소배출 분야

 ㅇ (현  황) 석유·가스(LPG) 등 탄소배출 분야의 사양화 가시화

 ㅇ (추진 방향) 선제적 조사·분석 → 고용·일자리 전환정책 마련

  - 주유소·충전소, 유지보수 분야 등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신산업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전환보조 등을 통한 신산업 분야 전환 추진

  - 주유소·LPG충전소에 재생e와 수소 연료전지 연계 에너지슈퍼스테이션 확산

□ 에너지 취약 계층

 ㅇ (현  황) 글로벌 에너지공급 불안, 연료비 상승 등에 따른 부담 가중

 ㅇ (추진 방향) 풍력·태양광 공유화 기금 등의 활용을 통한 두터운 보호

  - 정의로운 분배를 통한 정책체감도 제고,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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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제도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대내외 동력 확보

 법·제도 등 개선 

□ 분산에너지·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개선

 ㅇ (현  황)「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 저탄소중앙계약·

실시간 시장 등 도입 예정(23. 제주 → 25. 전국 확대)

 ㅇ (추진 방향) 전국 최초 제도 개선·운영을 통한 선도모델 제시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지역 지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운영 경험·노하우 축적, 제도 도입 초기 시장 선점

  - 저탄소중앙계약·실시간 시장 등을 통한 연료비·화석연료 중심의 

시장질서 → 투자비·저탄소전원으로 전환모델 발굴

    * 계시별요금제 선진화, 특화요금제 설계 등 검토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22.7.5.)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 추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 VPP 운영

 ·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전기요금 체계 확립 방향 제시

 · 기저 전원 및 저탄소전원 대상 계약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다원화

 · 거래당일 5~15분 단위 실시간 시장 및 보조서비스 거래 시장 도입 

 인프라 확충

□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을 위한 유연성 자원 확충

 ㅇ (현  황) 2015년 첫 출력제어 발생 이후 지속적 증가

 ㅇ (추진 방향) 유연성 자원 확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생산

  - 대규모·장주기 ESS(저장용) 구축을 통한 출력제어 완화 및 피크

시간 대 재생에너지 기여도 제고

  - 전력 → 타 에너지원으로의 섹터커플링 활성화(그린수소, 열에너지 등)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동기조상기 설치 검토

  - 환경훼손 최소화 전제 하에 양수발전 도입 검토(치수, 관광자원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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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동력 확보

□ 제주 RE100 연계 중점사업 추진

 ㅇ (현  황) 탄소중립 패러다임 자리매김에 따른 글로벌 RE100, 

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전환 흐름 가속화

 ㅇ (추진 방향) 제주형 RE100 추진계획 수립·실천 통해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활용처 확대 및 기관·기업 등 대내외 추진 동력 확보

  - 제주 RE100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도내 근간 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부가가치 창출*,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활동 기여

    * RE100 감귤 등 1차 산업, 관광 등 적극 사업 추진으로 실사례 창출, 체감도 제고

□ 에너지 전환 거점·특화 지역 선제적 구축

 ㅇ (현  황) 그간 다양한 시범, 실증사업 추진으로 경험·노하우를 

축적한 반면, 상용화·산업화를 통한 안착의 필요성 강조

 ㅇ (추진 방향) 에너지 전환(재생e, 그린수소) 거점·특화 지역 구축을 통한 

선도사례 제시, 대내외 추진 동력 확보 → 글로벌 허브 가시화

  - 신속하고 집중된 거점·특화지역 구축*으로 가시화된 성과 창출 및 

기업 투자·유치 발판 마련, 거점 확대 및 연결

    *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전환 거점 지역 선정 및 지원 검토

  - 재생에너지·그린수소의 거래시장 선제적 개설, 제도운영, 인증제 

운영사례 제공, 데이터·트랙레코드 확보 등 

□ 도민체감도 획기적 강화

 ㅇ (현  황) 지난 10년간 CFI2030 추진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전기차 

보급률 전국 최고 달성 중인 한편, 전폭적인 도민 이해·체감 제고 필요

 ㅇ (추진 방향) 에너지 전환의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고, 효과의 도민사회 전달·환원 프로세스 강화

  -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 효과성 체감을 통한 도민 실천동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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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추진 시기

[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발전 전환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
‣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 2.0 수립·발표 23. 상

‣ 태양광발전 공공성 확보계획 수립·발표 23. 상

‣ 태양광발전 이익공유화 기금 조성 23. 하

 기저전원 그린수소 발전 전환
‣ LNG·수소 혼소 적용 23. 하

‣ 수소 전소터빈 도입 30. 중

[에너지 활용·전환] 산업·생활 영역 수소, 전전(全電화)
 산업 분야
‣ 산업 분야 전환계획 수립·발표 23. 상

‣ 시범·실증사업 추진 23. 하

 생활 영역
‣ 생활 분야 전환계획 수립·발표 23. 상

‣ 시범·실증사업 추진 24. 상

[산업화·보호] 일자리창출·기업육성 및 사양화·취약계층 보호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기업육성
‣ 계획 수립 및 시행 23. 하

 사양화·취약계층 두터운 보호 
‣ 계획 수립 및 시행 23. 하

[법·제도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대내외 동력 확보] 
‣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을 위한 유연성 자원(ESS) 확충 24. 상

‣ 제주형 RE100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3. 상

‣ 에너지 전환 거점 · 특화 지역 구축 2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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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사용현황

< 자료출처 : 2021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최종에너지원별 구성비 

(단위 :1,000 toe)

구분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및 기타* 계 비고

제주(2020) - 877 26 462 - 80 1,445

비율(%) - 60.7 1.8 32.0 - 5.5 10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019.10)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 및 기타"로 표기

  석유류 사용현황

(단위 : 1,000배럴)

구 분 계 휘발유 등  유 경  유 중  유 항공유 액화석유가스
(프로판+부탄)

기타제품
(정제가스 등)

2020년 7,218 1,148 829 2,432 232 950 1,500 127

비율(%) 100 15.9 11.4 33.7 3.2 13.2 20.8 1.8

  부문별 가스 소비ㆍ공급 현황

(단위 : 1,000배럴) (단위: 1,000톤)

구  분 계
LPG (프로판+부탄)

구분 계
LNG(공급)

산업
(제조업)

수송
(육상) 가정 상업 공공 발전 민수

2020년 1,500 8 596 405 489 2 2020년 220 209 11

비율(%) 100 0.5 39.7 27.0 32.6 0.1 비율(%) 100 95 5

  부문별 전력 소비 현황

(단위 : Gwh)

구 분 계 산업용 수송 가정 상업 공공

2020년 5,373 1,671 66 918 2,173 545

비율(%) 100 31.1 1.2 17.1 40.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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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 제주 수소생태계 시나리오

도 입 기

( ~ 2025)

확 산 기

( ~ 2030)

선 도 기

( ~ 2050)

생산

그린수소 생산 실증 권역별 생산기지 구축 생산기지 대용량화

KW급+MW급 실증
실증단지 규모 확대

+
권역별 추가 구축

대용량 기지구축
+

그린수소 도외 공급

보급

충전소 도입

(주요 활용처 연계)
권역별 충전소 확대

민간 주도 구축유도

(LPG → 수소)

이동식
(승용) + 고정식

(버스)
거점별 충전소 구축

(읍·면·동 균형 보급)

민간주도 

확장·전환

활용

수소버스 도입 수소버스 확대
100% 수소연료 전환

민간분야 확산

(관광버스·화물차 등)

9대 100대 100대 300대

청소차 도입 청소차 확대

실증 50대 200대

수소트램·선박 도입 단계적 확대
도 전역 15분 생활권

수소트램 구축

선박 100% 전환

도입용역,

타당성조사

R & D, 
시범사업

우선도입 분야 선정

(도민 우선, 근간산업)

연료전지 도입 

검토 및 실증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가정
(전기+열)

+
산업

(비상전원)
그린수소 기반 HESS

도민

참여

및 

산업화

<도민공감대·제도 마련>

+

<그린수소 경제성>

+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등 관한 법·제도 마련

수소 홍보관 구축 

청정수소 인증제

그린수소 전용 전력요금

기업지원 패키지

수소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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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22. 12월말)

m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

지역 대수 등록연도 대수 용도 대수

계 32,976 계 32,976 계 32,976

제주시 24,726 2022 8,510 자 가 용 25,902

서귀포시 8,250 2021 5,291
영
업
용

렌터카 4,454

구분 대수 2020 3,943 택시 1,555

초소형승용차 514 2019 3,530 버스 177

초소형화물차 46 2018 5,481 화물 412

전기화물차 6,939 ~2017 6,221 관  용 476

  (단위: 대)

 - 전기자동차 주요 차종별 등록 현황

차종
승용 초소형 화물

기타아이오닉 
일렉트릭 코나 아이

오닉5 니로 SM3 EV6 트위
지 쎄보 포터 봉고

대수 4,793 4,652 3,208 2,386 2,188 1,830 182 152 4,343 2,429 6,813

  (단위: 대)

※ 기타 차종 : 전기버스 등 45종

m 도내 자동차 및 전기차 등록 대수(실제 도내 운행차량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2월

차량 338,719 351,506 370,262 383,659 387,632 394,649 402,703 409,590

전기차 2,369 5,629 9,206 15,549 18,178 21,285 25,571 32,976

비율 0.70% 1.60% 2.49% 4.05% 4.69% 5.39% 6.35% 8.05%

  (단위: 대)

※ 전기차등록‘11년44대, ‘12년178대, ‘13년302대, ‘14년674대 * 자동차 등록 689,924대(역외리스 280,334대 포함)
※ ’22.10.17. 전기차 30,000대 달성

 m 시도별 전기차 등록 대수 및 점유율(’22. 11월말)

구분 경기 서울 제주 인천 대구 부산 기타
(11개 시·도) 계

전기차 75,811 57,351 32,227 25,835 24,131 21,916 144,454 381,725

차량 6,363,121 3,192,112 409,523 1,693,367 1,229,448 1,497,992 11,075,798 25,461,361

차량 대비
전기차비중 1.19% 1.80% 7.87% 1.53% 1.96% 1.46% 1.30% 1.50%

전국
전기차대비
전기차비중

19.86% 15.02% 8.44% 6.77% 6.32% 5.74% 37.84% 100%

(단위: 대)

※ 전국통계는 자료집계 특성상 전월 자료는 익월 중순에 확인 가능
* 연도별제주전기차점유율 : ’13년 20.6%, ’14년 24.2%, ’15년 41.4%, ’16년 51.8%, ’17년 36.6%, ’18년 27.8%, ’19년 20.2%,

’20년 15.8%, ’21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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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36년, 15년 장기계획)

□ 주요내용

ㅇ (전력수급) 전력수요량, 예비력 설비(32%) 기준 공급 부족량 산정

- ’23년 161MW 공급 부족, ‘36년 기준 577MW 공급 부족(전력피크 시)

* (주요사유) 재생에너지 야간 피크기여도 0.3%(태양광 0%, 풍력 0.3%) 책정

ㅇ (전원구성) ESS(단기), LNG복합‧해저연계선‧양수발전(중장기) 구성

- (ESS) ‘25년까지 ESS 110MW(PCS기준) 선공급(’24.65MW→’25.45MW)

- (LNG 복합) ‘27년 200MW, ’28년 100MW

ㅇ (제도신설)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개설, 실시간 시장 및 재생e 입찰제도 도입

□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단위: MW)

연도 최대전력 목표설비 확정설비 과부족 설비예비율 기준예비율

2023 1,161 1,486 1,325 △161 14.1%

28%
2024 1,216 1,557 1,525 △32 25.4%

2025 1,275 1,632 1,526 △106 19.7%

2026 1,319 1,688 1,527 △161 15.8%

2027 1,365 1,761 1,528 △233 11.9%

29%
2028 1,410 1,819 1,540 △279 9.2%

2029 1,448 1,868 1,566 △302 8.1%

2030 1,482 1,912 1,594 △318 7.6%

2031 1,519 2,005 1,609 △396 5.9%

32%

2032 1,557 2,055 1,609 △446 3.3%

2033 1,591 2,100 1,609 △491 1.1%

2034 1,618 2,136 1,609 △527 -0.6%

2035 1,640 2,165 1,609 △556 -1.9%

2036 1,656 2,186 1,609 △577 -2.8%

□ 연도별 신규 예비력 설비 필요물량(단위: MW)

구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3 ‘36

BESS - 60 50 50 - - - - - - - - -

LNG 복합 건설기간 200
(GT4기)

100
(ST2기) - - 1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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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22. 11. 9.)

□ LNG 발전소의 연료전환

 ㅇ(~’27년) 민간 주도 대형급 가스터빈의 수소전소 기술개발 추진

 ㅇ(‘26~’27년) 민간 주도 중형급(80㎿) 가스터빈 수소 50% 혼소 실증

 ㅇ(‘28년~) 혼소발전 상용화 확산(신규 LNG 발전소→수소 혼소 또는 전소 가능 설비)

□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활성화

 ㅇ (구매보조금) 지자체 부담 완화, 정부 보조금 상향(‘22년 340대 → ’23년 700대)

   【시내버스】 총 3.0억원 (기존) 정부 1.5, 지자체 1.5 → (‘23년~) 정부 2.1, 지자체 0.9

 ㅇ (특수차) 수소트럭‧수소청소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규모 확대

(‘22년 10대→’23년 220대)하고, 수소지게차 보급 여건*도 마련

□ 그린수소분야 고효율·대량 생산 기술력 확보 및 공급망 구축

 ㅇ (기술개발) 수전해 효율 개선, 설비 대형화 등 경제성을 갖춘 

그린수소 국내 생산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ㅇ (실증) 대규모 실증을 통해 재생e의 간헐성‧변동성 극복방안 모색

 ㅇ (공급망) 재생에너지+수전해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시범 구축

□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수소발전량 설정

  *‘23년 RPS제도와 수소발전 입찰시장 병행, ’24년부터 완전 분리

□ (수소사업법 제정) 발전 등 에너지원으로 본격 활용에 대비 수소사업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23년)

□ (수소거래시장 개설) 전자상거래 기반 수소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송용 수소 거래소를 개설하고, 향후 발전·산업용으로 확대 추진

□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 제도 마련(‘23년)

 ㅇ 온실가스 저감수준에 따른 청정수소 기준을 정하고,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차등 지원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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