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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RPS(Renewable Energy Standards)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이태리, 스웨덴, 일본, 벨
기에,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44개 이상의 국가, 주와
지자체에서 법제화되어 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유
럽을 중심으로 FIT(Feed-in Tariff) 제도를 도입한 나라
가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 RPS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
가 많아졌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
다. 대부분 국가에서 RPS 제도는 전력공급량 중 목표연
도의 의무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
체로 5∼20%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높이
기 위해 법규와 같은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보급목표
를 정하는 방식이나, 거래를 통해 시장원리가 작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
지 발전에 의해 삭감되었을 에너지 및 온실가스의 가치
가 반영된 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교
부하고, 발전사업자는 이 인증서를 판매함으로써 신재
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설비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RPS 사례를 요약 소개하
고자 한다. 

2. 미 국

미국에서의 RPS 제도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연방
중심이 아닌 각 주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2008년
현재 27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방 정부 주도로 RPS 제도가 하원과 상원에서 논의되
어 2009년 하원에서 입법화가 되었다.<표 1>  그러나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RPS 제도는 여전히
주(state)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포함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
며, 계속 설계 내용이 수정되면서 점차 진화하고 있다.
<그림 2> 의무적인 RPS 제도가 널리 퍼지게된 것은 최
근 몇 년의 일이다.      

미국의 27개 주가 법적으로 의무적인 효력이 있는 RPS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2008년 말 기준). 한편,

그림 1  해외의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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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들 중에서 5개 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사항 형태로 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 주마다 설정한 의무비율과 목표연도별 의무비율은 다
양하나 대체로 15∼20%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표 2>. 

3. 영 국

2002년 영국에서는 Renewable Obligation Order 2002
와 Renewable Obligation (Scotland) Order 2002를 승인
하였다. 이들 법률은 영국에서 최종소비자에서 전력을
공급토록 지정된 모든 전력공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RO(Renewable Obligation)라는 제도에
의해 모든 전력공급자에게 자신의 공급량중 일부를 신재
생에너지원으로부터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
급자는 ROC의 인증서나 buy-out price의 지불을 통해서
의무의 이행을 입증해야한다. 인증서는 승인된 발전기에

대해 발전량(MWh)
을 기준으로 발행
된다. 인증서 소유
권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기록되고,
인증서는 언제든지
거래될 수 있으며,
공급자와 발전사
그리고 중개인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의무 준수 여
부에 대한 감시는

영국의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에
서 하게 되는데, 인증서의 발행, 등록명부의 보존, 매점지
불의 징수에 대해 해마다 수행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의
무목표량을 2002년 3.0%로 시작하여 2016년에 15.4%로
설정하였다. <표 3> 한편 RO 에서는 바이오매스, 수력,
조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폐기물을 적용
대상 전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 4>

영국의 RO 시스템에서는 인증서가 영국 내에서 생산
되어 영국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신재생전원을 대상
으로만 발행된다. 대상 발전소는 인가를 받기 위해 기후
변화과세(CCL, Climate Change Levy) 예외에 적용되는
질문서를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 OFGEM에 신청
해야 한다. 질문서는 발전소가 NFFO나 SRO 계약 조건
을 만족하는지 아니면 이미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
고, 발전기들은 예상되는 연간 평균출력량에 대한 수치
와 측정기의 배치와 보정에 관한 상세스펙을 제시해야
된다. 인증서는 전력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의무(RO)의
요구를 만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사용된다. 각
공급사의 의무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각 공급사는 각 의
무 이행 기간 동안에 England, Wales, Scotland 지역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전력량의 총 추정치를 의무 이행 기
간에 걸쳐 8월 7일까지 OFGEM에 제출해야한다.
OFGEM은 각 공급사가 제출한 자료와 영국의 무역산업
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통계 자료와의
불일치를 비교 분석한 후, 각 공급사의 의무 이행량을
계산하기 위한 수치를 확정한다. 전력공급사가 자신의
의무량 이행에 부족했거나 제출한 인증서가 무효화 되
었을 때, 공급사는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이

Bingaman법안 (상원) Waxman-Markey법안 (하원)
RPS 목표량 •2011년까지4% •2012년까지6%

•2021년까지20% •2020년까지20%
•2039년까지지속 •2025년까지25%

•2039년까지지속
의무산정기준량(Baseline) = [전력량- (수력+MSW)] 좌동

의무대상자 - 소매사업전력회사 - 전력공급자(provider)
- 4백만MWh/년이상 - 1백만MWh/년이상

기존및신규 2006년1월이전의기존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대한 구별없음

REC는시장에서교환불가
Energy EE는매년목표량의 Utility에EERS 부과시에

Efficiency(EE) 최대25%의까지 주(State)에연간목표량의
포함여부 사용가능 최대20% 감축청원가능

표1  미국의연방RPS 법안

자료: Federal RPS Bill Comparison, Lori Bird, NREL,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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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주명
이행기간 목표량 (%)

비고 (의무량기준)
최초 목표 최초 최종

아리
RES 2006 2025 1.25 15.00 -TRES

1 AZ
조나

(분산형
2007 2012 5.00 30.00

- 매년RES 소요량
RES) - 절반은주택용

2 CA
캘리 최초계획 2004 2017 1.00 20.00

-TRES
포니아 변경계획 2004 2010 1.00 20.00

IOU 2007 2020 3.00 20.00 -IOU(민영전력회사)

3 CO
콜로 (Solar) 4.00
라도 REC,MU 2008 2020 1.00 10.00 -REC(지역전기협동조합)

(종합) 2007 2020 16.1% -TRES
ClassⅠ 2004 2020 1.00 17.00 -기타RES (Class Ⅱ이외RES)

코네 ClassⅡ 2004 2020 3.00 3.00
-폐기물,바이오매스

4 CT
티컷

(1998/7/1/이전),수력(5MW이하) 
ClassⅢ 2007 2010 1.00 4.00 -CHP, EE(에너지절약)
(종합) 2004 2020 4.00 20.00 -TOS

델라
총목표량 2007 2020 2.00 20.00 -TRES

5 DE
웨어 (Solar) 2008 2019 0.011 2.005

-2007/12/31 이전설비의 1%를 이
무이행에적용가능

Tier Ⅰ 2007 2022 1.50 11.00
-기타(TierⅡ제외, Solar) RES
-Tier Ⅰ,Ⅱ의무이행적용가능

6 DC 워싱턴DC Tier Ⅱ 2007 2020 2.50 0.00
-수력, 폐기물
-Tier Ⅱ의무이행에만적용

(Solar) 2007 2022 0.005 0.386
(종합) 2007 2022 1.50 11.00 -TRES

7 HI 하와이 2010 2020 10.00 20.00
-NES
-의무량의50%이상은RES

8 IA
아이 최초목표 1999 105MW - 판매량의2%
오와 수정목표 2010 1000MW - 판매량의10% 이상

9 IL 일리노이 2008 2025 2.00 25.00
-TS
-의무이행량의75%는풍력의무

10 MA 메사츄세츠 2003 2009 1.00 4.00 TRES

Tier Ⅰ 2006 2022 1.00 18.00
-기타(TierⅡ제외) RES 
-Tier Ⅰ,Ⅱ의무이행적용가능

11 MD
메릴

Tier Ⅱ 2006 2019 2.50 0.00
-수력 (2004/1/1 기준), 폐기물, 

랜드 가금류분뇨등
Solar 2008 2022 0.005 2.00
(종합) 2006 2022 3.50 20.00 -TRES
ClassⅠ 2008 2017 1.00 10.00 -신규전원

12 ME 메인 ClassⅡ 2000 2000 30.00 30.00 -기존전원
(종합) 2000 2017 30.00 40.00

Xcel 2005 2020 1.00 30.00
-목표년도의무량30%중25%는

13 MN
미네 풍력으로공급
소타 기타 2005 2025 1.00 25.00 -모든기타전력공급사업자

(종합) 2005 2025 1.00 27.40 -TRES

14 MT 몬타나 2008 2015 5.00 15.00
-TRES
-지역기반RES : 75MW (2015)

노 IOU 2012 2021 3.00 12.50 -IOU (민영전력사업자)
스
사업자

REC,MU 2012 2018 3.00 10.00 -REC(지역전기협동조합)
캐

15 NC 롤 solar 2010 2018 0.02 0.20
라 전원 돼지분뇨 2012 2018 0.07 0.20

-각사업자는최소전원별목표량

이 가금분뇨 2012 2014 170GWh 900GWh
을달성해야됨

나 (종합) 2012 2021 3.00 12.50 -TRES

표2  미국주별RPS 제도의무이행기간및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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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주명
이행기간 목표량 (%)

비고 (의무량기준)
최초 목표 최초 최종

ClassⅠ 2009 2025 0.50 16.00 -신규RES(ClassⅡ제외기타RES)

뉴
ClassⅡ 2010 2025 0.04 0.30 -신규RES (Solar)

16 NH
햄프셔

ClassⅢ 2008 2011 3.50 6.50 -기존RES
ClassⅣ 2008 2009 0.50 1.00 -기존RES (수력 : 5MW이하)
(종합) 2008 2025 4.00 23.80 -TRES 
ClassⅠ 2001 2020 0.50 17.88 -기타 (ClassⅠ,Ⅱ제외RES)

17 NJ 뉴저지
ClassⅠ,Ⅱ 2001 2020 2.50 2.50 -수력 (30MW이하), 
Solar 2004 2020 0.01 2.12 -
(종합) 2001 2020 3.00 22.50 -TRES
IOU 2006 2020 5.00 20.00 -IOU(민영전력회사)
풍력 2011 2020 20.00 -의무이행량대비

18 NM
뉴 solar 2011 2020 20.00 -의무이행량대비
멕시코 기타 2011 2020 10.00 -의무이행량대비

REC 2015 2020 5.00 10.00 -REC(지역전기협동조합)
(종합) 2006 2020 5.00 16.20 -TRES
총목표량 2005 2015 6.00 20.00 -TRES (RES, 또는EE로이행)

19 NV 네바다 (Solar) 2005 2015 0.30 1.00 -최소달성의무량
(EE) -의무량의25%를초과하지못함

20 NY 뉴욕 2006 2013 0.81 25.00 -TRES

오하
Non Solar 2009 2024 0.246 12.00

21 OH
이오

Solar 2009 2024 0.004 0.50
(종합) 2009 2024 0.25 12.50 -TRES
>3.0% 2011 2025 5.00 25.00 -전력판매량에서차지하는비중을

22 OR 오리건 <3.0>1.5% 2025 10.00 기준으로차등부여
<1.5% 2025 5.00 -TRES
Tier Ⅰ 2006 2020 1.50 8.00 -Solar, Wind, Fuel Cell, 지열

23 PA
펜실 Tier Ⅱ 2006 2020 4.20 10.00 -Waste, DSM, 수력, MSW, CCT
바니아 Solar 2006 2020 0.0013 0.50 -Solar는TierⅠ에포함

(종합) 2006 2020 5.70 18.0 -TRES
로드 ClassⅠ 2007 2019 1.00 14.00 -신규전원

24 RI 아일 ClassⅡ 2007 2019 2.00 2.00 -신규또는기존전원
랜드 (전체) 16.00 -TRES

ClassⅠ 2002 2015 400MW 5000MW -신규전원
25 TX 텍사스 ClassⅡ 2002 2015 880MW 880MW -기존전원

(전체) 2002 2015 1320MW 5880MW -TRES대비5.5%
26 WA 워싱턴 2012 2020 3.00 12.00 -TRES
27 WI 위스콘신 2006 2015 10.00 -주내에서소비된총전력에너지

주) TRES (Total retail electric sale), TDREL (Total delivered retail electric load), NES (Net electric sale), TS (Total supply), TOS (Total
output or service)

자료 : http://www.ucsusa.org/clean_energy/clean_energy_policies/res/overviewstates.html

러한 의무 미이행 부족량에 대해서 30파운드/MWh의
매집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공급사가 의무이행준
수에 대한 입증을 실패하였을 경우, OFGEM은 미 이행
에 대한 재무적 패널티의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  

4. 이태리

이태리는 2001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인
FIT를 대신하여 녹색인증서(Green Certificate)를 기반
으로 한 새로운 보급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정책
이행기동안에 RES-E(신재생에너지전력) 발전사업자는

두 개의 보급정책(RPS와 FIT)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새로운 보급 정책인 Green Certificate는
2002년 1월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인증서는 1999년
3월 31일 이후에 계획된(commissioned) 설비 중 인증
받은 설비에 대하여 발급된다. 모든 발전사업자는 총 발
전량(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제외한
총 발전량과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전력량을 합한 것)의
2%를 그린 인증서로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
고, 이 의무비율은 초기에는 매년 0.35%씩 증가하였는
데, 최근 와서 그 증가폭이 0.75%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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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관련법(Bersani법)에서는 모든 발전사업자 및
수입사업자에게 2001년 1월 1일부터 의무를 부여하였
다. 의무대상자는 자신의 전력생산량 중 2%(전년도 생
산량 기준)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전력으
로 충당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의무는 기존
의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생산한 발전전력량이 연간
100GWh 이상을 초과하는 발전사업자나 수입업자를 대
상으로 부과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나 열병합발전은
이러한 의무량 부과에서 제외되었다. 발전사업자(수입
업자)는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전력회사(해당 전력은 송전선에 연계되어 인입되는 경
우)나 국가송전사업자(GRTN, 후에 GSE로 개명)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울러 발전사업자
는 RES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1999년 4월 1일 이후
작동된 설비)을 수입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는데,
그 발전 설비의 설치장소가 이태리 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보급정책 및 수단을 적용받
는 국가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태리의 RPS 시스템 운영에는 의무부담주체(Decree
no 79 of April 1999), 인증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Decree 11th November 1999"의 제5항에 규정),  국가
송전망 관리자인 GSE(GRTN), 전력시장 운영자이자 관
리자인 GME가 참여하고 있다.  국가송전망 관리자인
GSE(GRTN)은 적용대상 신재생전원 설비에 대한 인증
과정 및 적격설비에 대한 인증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정보수집
과 적격설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적격발전사
업자에 대해 TREC(Tradable REC)를 발급하며 상환된
인증서의 양이 의무목표량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검
토하여 사업자의 의무량 충족여부를 확인해 준다. 그리
고 다른 상업적 목적(녹색가격제도 등)으로 이용된 적
격설비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확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이중계산 방지)도 해 준다. 그
리고 GSE(GTRN)은 FIT 적용을 받는 CIP-6 법으로 허가
받은 RES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그린인
증서를 발행하고 소유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CIP-6법의 적용을 받는 RES 발전설비 소유자(발전사업
자)는 FIT와 그린인증시스템 중에서 정책을 선택할 수 있
는데, 만약에 FIT를 선택할 경우 발전전력은 송전선에 연
계하여 송전하고 인센티브를 획득한다. 대신에 송전선
운영자는 관련 설비에 대한 인증서를 소유할 수 있게 된
다. 한편, 그린인증시스템 정책을 선택할 경우 RES 설비
소유자는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CIP-6에 의한 직접적
인 재무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GSE(GTRN)이 100% 지분을 보유한 GME는 에너지 관련
유가증권(stock) 거래를 관리하고, 운영자, 발전사업자,
GSE 등이 보유할 수 있는 그린인증서를 거래하기 위한
설비의 운영 및 관리까지 도맡는다. 녹색인증서는 GME
가 설치한 녹색인증서시장(Green Certificate Market)에서
거래(되거나, 의무부과를 받은 사업자와 IAFR 생산자 사

의무기간 의무이행량(공급량대비)
2002년4월1일∼2003년3월31일 3.0%
2003년4월1일∼2004년3월31일 4.3%
2004년4월1일∼2005년3월31일 4.9%
2005년4월1일∼2006년3월31일 5.5%
2006년4월1일∼2007년3월31일 6.7%
2007년4월1일∼2008년3월31일 7.9%
2008년4월1일∼2009년3월31일 9.1%
2009년4월1일∼2010년3월31일 9.7%
2010년4월1일∼2011년3월31일 10.4%
2011년4월1일∼2012년3월31일 11.4%
2012년4월1일∼2013년3월31일 12.4%
2013년4월1일∼2014년3월31일 13.4%
2014년4월1일∼2015년3월31일 14.4%
2015년4월1일∼2016년3월31일 15.4%

∼2027년3월31일 15.4%

표3  영국의연도별재생에너지발전목표량

전원 내용
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의열분해를통해서생산된바이오연료(bio-fuel)

- 바이오매스의혐기소화(anaerobic digestion), 가스화, 또는열
분해를통해생산된바이오가스(bio-gas)
- 복합연료(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사용 발전소는 바이오매스
분만유효
- 2006.3.31일 이후로 혼소(duel-fuel)발전소의 바이오매스에
의한 에너지생산량이 75% 이상이라면 바이오매스 부분에
해당하는유효하며, 2011년 이후에는혼소발전에의한인증
서는인정하지않음

수력 - 대수력(large-scale hydro) : 2002.4.1이후상업운전한20MW
이상의수력발전
- 소수력(small-scale hydro) : 1.25∼20MW 설비용량을갖는수
력발전
- 극소수력(micro-hydro) : 1.25MW이하설비용량을갖는수력
발전

태양 - 태양광시스템
조력 - 조력
파력 - 파력
풍력 - 해상풍력, 육상풍력
폐기물 - 폐기물의열분해로생산된바이오연료

- 폐기물의혐기성소화, 가스화, 열분해로생산된바이오가스
- 하수가스(sewage gas), 매립가스(landfill gas)

표4  영국의적용대상재생에너지대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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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쌍무계약(Bilateral Agreement)으로 거래된다.
Marzano Decree 법안에서는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하
여 인증서 거래가격 중 최대가격의 1.5배에 해당되는 금
액을 페널티로 설정하며, 아울러 페널티로부터 적립된
수익금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전원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5. 일 본

일본에서는 2003년 전기 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
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 법률 62호) 형태로
RPS가 시작되었다. 신에너지 도입목표량이 결정되었
고, 발전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새로운 시장 확대 조치
에 관하여 제외국의 실시상황을 지속적으로 참고하면
서 일본의 실정에 즉각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향한
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 후, 외국의 사례를 종
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책효과의 확실성, 전원선택의
자유성, 비용절감인센티브, 시장기능의 확용 등의 관점
에서 RPS 제도가 우수하다는 평가에 도달하여 2002년 6
월에는 전기 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RPS법)이 입안되었고, 2002년 12월에 RPS
법 일부가 시행된 후 2003년 4월부터 RPS법이 전면적으
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의 의무할당제 의무
이행 대상은 전기 소매판매 사업자 39사(2006년 말 기
준)이다. 이들은 크게 일반전기사업자, 특정전기사업
자, 특정규모전기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동경전력 등
10개사는 일반전기사업자에 속하고, 롯본기 에너지선
비스 등 6개사는 특정전기사업자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파워 등 23사가 특정규모전기사업자이다. 

일본에서는 국가 목표량 설정 주기를 4년으로 정하여
1차 2002년, 2차 2006년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이행목
표의 설정기간 범위를 8년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2003년부터 2010년, 2차 목표를 2007년부터
2014년에 이행하는 것이다. 일본 RPS 제도의 특징은 개
별사업자 별로 목표량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년도 전력공급량을 토대로 동일한 이용 목표율을 배
분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의 각 사업자 간의 격차를 감

안하여 법 부칙에 경과 조치로서 법 시행 7년간(2009년
까지) 법 시행 이전의 각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 도입
실적으로 토대로 조정기준이용량(실제 이행 의무량)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대상전원은 풍력 등 5개 재생에너
지이다. 즉,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페기물발전중 바
이오매스에 의한 것은 대상으로 포함), 수력(수로식으
로 1000kW이하), 지열(지하 열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 

의무이행 대상자는 ①자체발전, ②직접구입, ③타사
업자로부터의 "RPS상당량“ 구입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
표이행 가능하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무 이행대
상 전기사업자(38사)에게 부과된 목표량은 44억
kWh(전년도 전기 공급 총량의 0.5%)이었다. 동기간동
안 이행실적은 65억kWh(전년도 전기공급 총량의
0.73%)의 공급이 이루어져, 전체 사업자가 의무 부과량
을 달성하였고, 초과 달성된 21억kWh은 익년도 목표량
실행 분으로 이월되었다. RPS와 관련한 신에너지의 공
급량 및 설비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풍
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큰 폭으로 신장하였다. 

현재는 전기 사업자에 부과된 신에너지등의 이용 의
무량이 초과 달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과조치로
서 이용목표량을 보다 낮게 설정한 의무량을 상향 조정
하게 되었다.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치 작성시점에서
RPS법의 적용대상인 신에너지 등의 전력분야에 있어서
도입량을 검토한 것이다. 수력 및 지열의 대상범위는
2014년까지의 이용목표량 설정작업과 병행하여 재검토
하였고, 의무자와 그 외 기업의 신에너지 도입 그린전력
증서 등의 민간에 의한 신에너지의 촉진프로그램에 대
한 정보제공 등의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목표량 (억kWh) 73.2 76.6 80.0 83.4 86.7 92.7 103.3 122.0 131.5 141.0
목표율(%) 0.87 0.91 0.92 0.93 0.99 1.05 1.16 1.35 - -

표5  일본의연도별재생에너지발전목표량

주) 이용목표율(당해년도) =
국가전체이용목표량(당해년도)
국가전체전기공급량(전년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
풍력 9.9 14.4 19.1 21.4
태양광 2 3.5 4.6 5.4
수력 8.4 9.1 7 9.4

바이오매스 20.4 22.1 25 28.6
합계 40.6 49.1 55.8 65.1

표6. 일본의RPS 제도시행(단위: 억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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