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 2019.4.02.(火), 주 그리스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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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의 원유 생산이 미미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된 원유의 대부분은 가정에 난방용으로 공급
ㅇ (천연가스) 총 에너지 공급의 15.2%를 차지하며 3위의 에너지 공급원
- 도입 초기인 1990년대에는 산업용과 전력 발전위주로 사용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 현황

경제위기이후 주거용과 상업용 사용이 증가하여 2006년 대비 점유율이
약 2배 상승

 그리스 에너지 현황
ㅇ 그리스의 에너지원중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비중이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 Sources)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ㅇ 경제위기 영향으로 2016년 총 에너지 공급은 2006년 대비 24% 감소

ㅇ (석탄) 전체 전력생산의 32%로 1위, 에너지 공급의 19%로 2위 수준
- EU 및 국제기구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축소되어 석탄의
에너지 공급 비중은 2006년 대비 약 50% 감소
* 2006년: 8.4 Mtoe → 2016년: 4.4 Mtoe

ㅇ 2016년 기준, 화석연료의 에너지 공급 비중은 84.2%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는 12.4% 수준
총에너지 공급(2016년)

에너지원별 전력생산(2016년)

② 신재생에너지(non-fossil fuel)
◇ 10년간 총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5.9% → 2016년 12.4%로 2배 이상 증가
* 전체 에너지 총공급중 신재생에너지 비중(12.4%): 바이오매쓰&쓰레기(6.1%),
태양광 및 태양열(2.3%), 수력(2,1%), 풍력(1.9%)

ㅇ (태양광/태양열) 전체 전력발전의 8%(대부분 태양광), 총에너지 공급
(태양광+태양열)의 2.3% 수준 차지
- 그리스에 설치된 대부분의 태양열 집전기는 가정 난방용이며, 설치
면적은 약4백만 m2로 유럽내 2위이며, 인구대비 3위 수준
ㅇ (풍력) 전체 전력발전의 10%, 에너지 공급의 1.9% 수준 차지
* 에너지원별 소비는 총에너지 공급과 비슷한 수준: 석유(53%), 석탄(18%), 천연가스
(15%), 신재생에너지(11%), 전기(3%)

- 그리스는 육지의 약 25%, 섬의 약 30%가 풍력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적합지이며, 2020년까지 7,500MW 풍력에너지 생산목표

 에너지원별 현황 (2016년 기준)

* 그리스는 풍력으로 통해 약 10,000~12,000 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① 전통적 화석연료(fossil fuel)

ㅇ (수력) 전체 전력생산의 11%를 차지하며 신재생에너지중 비중 1위이며,

ㅇ (석유) 총 에너지 공급의 50%로 그리스내 1위의 에너지 공급원

총에너지 공급의 2.1% 수준 차지

- 경제위기를 겪으며 석유의 에너지 공급 비중이 2006년 대비 약 1/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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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오매쓰) 총에너지 공급의 6.1%로 신재생에너지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2

 신재생에너지 정책(Policies)
ㅇ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20년간 계약(Purchasing Power Agreement)을 맺어 계약된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기를 매입하는 제도
- 전력시장과 관련없이 고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매입함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Target)

부담이 커지고, 전력시장을 교란하게 되어 2015년까지 운용하고 폐지

ㅇ EU의 에너지정책 등에 따라 2020년까지 총에너지 소비의 18%를 신재
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목표 설정(EU Directive 2009/28/EC)
<EU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2009년)> 202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 20% 감축
(1990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20%, 에너지 효율 20 % 향상 추진
<EU 203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2014년)> 2020보다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203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감축(1990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32%, 에너지 효율
32.5 향상 추진

- 2014년 법령 개정으로 통해 사업자와 旣계약된 전력 가격을 낮춰 재정
부담 완화
ㅇ (프리미엄지원제도: FiP, Feed-in Premiums)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수요에 맞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
도록 인센티브 부여
* 10MW 이하 풍력발전은 MWh당 3유로, 기타 신재생에너지는 MWh당 2유로 수준의
인센티브

ㅇ 2010년 EU 지침 개정을 통해 동 목표는 20%로 상향 조정
- 이와 함께 전기 소비의 40%, 냉난방의 20%, 교통의 10%를 신재생에너
지로 충당하도록 세부 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규정(Laws and Regulations)

- FiP는 대규모 발전사업자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3MV이하 풍력,
500KW이하 기타)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력계통이 연결되지 않은 섬(NII,
Non-Interconnectedness Island)는 기존 FiT 제도 유지
ㅇ (Virtual Net Metering) 2014년 개별가구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Net Metering제도 도입

ㅇ (2006년~201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 In Tariff)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와 20년 계약을 맺어 정해
진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정부가 구매(2015년 폐지)

- 2016년 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바이오, 소규모 수력
등에도 확대 적용. /끝/

ㅇ (2014년)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연간 발전 한도(annual cap)를 설정 관리
* 태양광(200MW), 바이오매쓰(40MW), 바이오가스(50MW), 지열(50MW) 등

ㅇ (2016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신하여 프리미엄지원제도(FiP, Feed in
Premiums)를 도입하여 참여자에게 시장가격에 추가 이윤 보장
ㅇ (2018년) 지역 및 개인가구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Virtual Net Metering에 세제 지원
* Net Metering: 개별 가구 또는 몇 개 가구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전기요금에서 제외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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