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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10월 글로벌 판매량(대) : (현대) 3,666(비중 60%) (도요타) 2,174, (혼다) 286
** 수소충전소(’18 ’19) : (韓) 14 34, (日) 102 112, (獨) 66 81, (美) 74 70
*** 태양광셀 수출규모 : (’18.上) 6,800만불
(’19.上) 1억 2,600만불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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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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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확산에 주력”
- 성윤모 산업부 장관, 2020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참석 -

□

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에너지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1(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됨

2020

<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개요 >
소 : 2020. 1. 21.(화) 17:00 18:00 /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층)
: 한국에너지재단
: 산업부 장관, 에너지 공·사기업 및 협회·단체 임원 등 150여명

◇ 일시/장
◇ 주최
◇ 참석자

∼

□ 성윤모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작년 한 해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에
발맞춰 에너지전환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여러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에너지업계 임직원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표명하였음
ㅇ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는 보급목표(2.4GW)의 약 1.5배에 이르는
3.47GW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경우는 고농도
시기인 작년 12월의 경우에만도 전년 동월 대비 37% 감축되는
성과가 있었음
*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톤, PM2.5 기준) : (’18.12) 1,904

→ (’19.12) 1,192(37%↓)

ㅇ 수소는 활성화 이행 원년(수소경제로드맵 수립, ’19.1)으로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도 태양광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 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육성으로 이어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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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장관은 올 한해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과
확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주요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➊ 환경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안착
-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
- 재생에너지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모듈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녹색요금제 도입, REC 제도
개편 등 시장친화적인 거래기반 구축
➋ 에너지효율 혁신을 더욱 강화하여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구축
-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시범운영, 지역에너지효율공동체 구축
등을 통해 산업체와 지역의 효율향상을 적극 지원
-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법제화하고, 으뜸효율 가전
제품 환급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의 효율향상을 지원
➌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연료전지, 열병합, 태양광 등 수요지 인근의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수립
- 지역이 주도가 되는 에너지전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동시에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
➍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우리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
- 수소법 하위 법령 정비 , 범정부 이행 추진기구 구성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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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본격 추진하여
새로운 전력서비스 개발, 에너지특화기업 육성 지원
❺ 에너지 시설안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만전
- 가스배관망·열수송관 등의 지하매설시설 및 전기·가스 등 생활안전
강화, 수소·ESS 등 새로운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도입선 다변화, 석유수급 통합관제
시스템 마련 등 수급위기 대응역량 강화
□ 끝으로, 성윤모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에너지 업계 모두 에너지 수급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에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2020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행사 계획

□ 행사 개요

ㅇ (일시) 2020. 1. 21.(화) 17:00 ∼ 18:00
ㅇ (장소) 웨스틴 조선호텔(소공동) 2층 오키드룸
ㅇ (주최) 한국에너지재단(세계에너지협의회 한국위원회)
ㅇ (참석) 산업부 장관, 에너지 공·사기업 및 협회·단체 임원 등 약 150여명
□ 세부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17:00~17:01 1분

개회

17:01~17:05 4분

귀빈 소개

17:05~17:07 2분

개최 인사

17:07~17:12 5분

축사

17:12~17:22 10분

신년 떡 케이크 커팅 및 기념촬영

17:22~17:30 8분

건배 제의

17:30~18:00 30분

참석자 리셉션(스탠딩 뷔페)

비 고

에너지혁신정책과 김기일 사무관(☎ 044-203-51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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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산업부 장관
산업부 장관, 귀빈
참석자 대표

폐회

- 4 -

참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