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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Media Lab은 사회 인프라의 혁신이 Communication, Transportation,  Energy 를 
축으로 이루어지며 향후 스마트혁명도 세 영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Source: MIT Media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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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비효율적인 석탄 발전소 퇴출을 위한 Consultation 
Process를 시작하여 올해 정책 입안 및 implementation 예정 

영국은 지난 11월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스 및 해상 풍력, 원자력 발전 설비 증설에 최우선 집중 

2020년까지 모든 가정과 중소기업에 Smart Meter 보급,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에너지 수요관리(Demand Response) 및 Storage 보급을 막는 각종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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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올해 4월 1일부로 각 지역의 전력회사가 독점적으로 담당하던 82조원 
규모의 전력 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 되었습니다 

전면자유화에 따라 소비자는 전력매입처 선택권을 갖게 되며 다양한 
서비스사업이 진행될 전망 

소프트뱅크는 SB POWER를 신전력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력소매시장에 
진출, 통신서비스와의 결합 할인 등을 검토 중 

라쿠텐은 전력대리매입 서비스를 통해 전력매입처의 선택과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협상을 대신해주는 사업을 시작 

미쓰비시 상사는 편의점 기업 로손과 MC리테일 에너지를 설립하여 
편의점에서 소매전력을 판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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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5년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ource: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The deal will speed up the 

shift from fossil fuels more 

than the global climate deal 

struck this month in Paris and 

Barack Obama’s Clean Power 

Plan that regulates coal plants”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5 De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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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중국을 비롯한 선도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신규 발전설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마이크로그리드  
네 항목을 축으로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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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한민국보다 가스가격이 1/4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으로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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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은 지난 5년간 모듈가격과 시스템(BOS)가격의 하락으로 연평균 
23%씩 발전단가가 떨어져 왔습니다 

 LCOE(Levelized Cost Of Energy) 

    : 총투자비용/총발전량 

 

 BOS(Balance Of System) 

 

 모듈단가 결정 요인 

    : 폴리실리콘 단가/셀 효율/ 

      생산 수율/경제적규모 등 

 

 시스템단가 결정요인  

    : 인버터 등 시스템 단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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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친환경차의 신차 판매 비중은 50%를 넘고, 2050년에는  8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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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중국을 비롯한 선도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신규 발전설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M은 CES2016에서 LG전자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개발한 차세대 전기차 
Chevrolet Bolt를 공개하였으며, 올해 10월부터 양산할 예정입니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 (more than) 

200mi (약 320km) 

판매가 (미 연방 보조금 적용 시)  

$30K (약 3600만원) 

“최신 모바일 기술을 통해 카쉐어링, 네비게이션 
등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품” 
- Mary Barra GM 회장 

GM은 향후 무인택시사업을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Lyft와  

전략 제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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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3’는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지 사흘만에 
예약대수 27만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닛산 리프 5년 판매량: 약 202,000대) 

출처 : 조선경제 (’16.4.5) 

1회 충전시 주행거리 346km 

판매가격 35000 USD 

일주일 간  325,000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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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 주행차를 개발중인 구글은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제휴를 맺고 
2017년형* 미니밴 100대를 공동제작하여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민첩하고 경험이 풍부한 FCA와의 제휴로 무인 자율 주행차 완성이 가속화 될것” 

             - 존 크라프칙 구글 자율주행차사업부 CEO 

*구글은 2017년 무인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를 예고한 바 있음 

출처 : Auto & Generals 



미국, 독일, 중국을 비롯한 선도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신규 발전설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요소로 에너지신산업에서 획기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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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중국을 비롯한 선도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신규 발전설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에너지신산업은 IT 기업이 적극 진출하면서 글로벌 산업의 치열한 경쟁터가 
될 것입니다 

알스톰의 발전 및 송배전 사업 
인수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ESS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 

삼성전자 전장사업팀 신설 
글로벌 배터리시장 진출 

신재생,무인 자율 주행차, 
수요관리(DR) 등  
에너지 신산업 진출 

美 태양광 1위   
연 90% 성장 
ESS로 사업 확대 

태양광, ESS, 에너지 자립섬,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 
적극 진출 

TESLA MOTORS 
ESS, EMS, HVDC 등 

스마트에너지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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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하여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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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중국을 비롯한 선도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신규 발전설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 대한민국에 있어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에너지신산업의 성장동력화 필요 

자원국가에게 끌려다니던 차원에서 기술 중심으로 에너지 선도국이 되어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대한민국이 강한 IT기업이 새로운 융합 산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 

에너지의 96%이상을 수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막대한 

수입금액의 감소와 국가 에너지 안보의 자립도를 높이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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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올해 초 전력 분야 10大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의 대폭 확대를 천명하였습니다 

에너지신산업 투자 대폭 확대 

전력공기업 2016년 투자 계획 (전력설비 11.1조원 별도)  

분야 금액 (원) 주요 프로젝트 

신산업 

6.4조 

1.9조 

  에너지신산업 펀드 신규조성 ( ’16년, ’17년 각 1조원 ) 1.0조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0.2조원 

  AMI보급 및 빅데이터 센터 개설 0.3조원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0.4조원 

신재생 1.1조 
  학교 등 대상 신재생 투자 0.4조원 

  유휴부지 등 활용 신재생 투자 확대 0.7조원 

에너지효율 3.4조 

  ESCO 등 에너지효율향상 투자 0.3조원 

  클린에너지 기술 개발 1.0조원 

  전력설비 효율개선 투자 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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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활성화를 넘어 해외 수출 
중심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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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ource: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미국내 State별 ESS 시장’ 

에너지신산업의 해외 수출 대상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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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은 최근 4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1년간 
북미시장 출하비중이 급증(20%→50.6%)하였습니다 

Source: 매일경제 

미국의 보조금 정책 연장으로 
판매 급증 

모듈 출하량 작년대비 52% 
증가 전망 

중국 모듈 반덤핑 관세로 국내 
모듈의 가격경쟁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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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력신산업 해외진출 협의체가 출범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조사〮분석 
분과위원회 

금융〮지원 
분과위원회 

총괄운영 
위원회 

(산업부+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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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 발주 정보 제공, 진출여건 분석 및 마케팅활동 등 
국내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