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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는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에서 발간한 ‘Trading into a Bright Energy Future'를 요약 및
발췌, 번역한 보고서로, 원문(영문)은 https://www.irena.org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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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요

- 태양광(PV) 발전설비가 구축되면서 태양광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신규 발전원이 됨

• 2010년~2018년 동안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77% 감소함

• 2005년~2018년 세계 태양광 누적 발전설비용량은 100배 증가함

• 태양광은 UN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2030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임

- 태양광 설비 구축 가속화는 태양광 부품 및 장비(웨이퍼, 셀, 모듈, 

인버터,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등)가 세계에 통용되는 시장통합이

기본원리임

• 2005년 이래 태양광 무역이 전체적인 제조업의 수출입 부문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하면서,

•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정부, 기업, 소비자 등이 보다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자산이 됨

- 지속적인 무역주도형(Trade-led)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회복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인프라 강화에 기여함

• 독립형 시스템, 미니 그리드를 포함한 오프그리드 태양광 솔루션은

보건, IT 등을 위해 증강될 수 있음

• 무역주도형 태양광 설비 구축은 보건 위기 대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시킬 수 있음

• 2050년에 4천만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일자리를 달성할 전망임

-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폭넓은 무역 정책(제도)은 태양광(PV) 분야의

발전단가 감소, 구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무역 정책은 태양광(PV) 장비 간접세인 태양광(PV) 관세를

폐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지난 계획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평균적으로 관세 범위는 태양광 셀에 적용되는 최저 2.2%부터

태양광 백시트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이름

• 감세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설비 구축을 제한하는 넓은 의미의 기술적, 

경제적 장애물 등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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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요(2)

- 강력하고 기능적인 QI*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무역

(Trade)으로 최고의 결과를 냄

* 품질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QI) : 기준 제도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고 수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 밸류체인에 입점하는 것을 방지함

• 기업들이 태양광 밸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함

-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은 QI 시스템의 주요 부분임

*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화 기관에 의해 채택되고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표준. 

국가 표준(NS)과 대칭되는 말

• 이는 국가로 하여금 전문화, 경쟁 주도, 혁신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듦

• 개발도상국에서 QI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원조와 역량 제고는

태양광 국제 표준의 강화와 채택에 기여함

-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은 QI 시스템의 기능적인

작동을 위해서 중요함

• 이는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태양광(PV) 밸류체인 입성에 따른 무역

기회 포착과 불필요한 비용 절감에 기여함

• 또한, QI 시스템은 각 정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에 기여함

- 국제 협력은 상호간의 표준 인정과 무역 협정에 대한 규제조항부터

공식적인 파트너쉽 및 규제 조화까지 포함함

•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및 WTO(국제무역기구)는 QI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 형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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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양광 산업과 코로나19  

- 오늘날 코로나19는 현 세대에게 공중 보건 위기를 발생시켰으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재생에너지는 공중 보건을 강화하고 공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

•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인프라 재건을 위하여 대응 계획

및 전략에 관하여 재생에너지가 포함되면서,

•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력이용 편의성 증대 및 경제적

다각화(Diversification) 등을 이룩할 수 있음

- 태양광은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써 현재 비용이 급락하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설비가 구축되고 있음

• 글로벌 밸류체인은 태양광 장비 제조사들이 비용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무역 장벽을 허물고 거래가 원활하도록 형성된 정책은 태양광

밸류체인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으며,

• 다른 재생에너지 설비 및 태양광 설비 구축을 가속화함

- 이러한 시도들은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을 따라 거래되는

물품·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QI와 접목되어야 함

• 표준화, 적합성 평가 등을 위하여 법적으로 규제된 제도인 QI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 투자자, 생산자, 소비자, 무역거래 등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변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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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양광 산업과 코로나19(2)  

< 태양광 산업 일자리 보유 상위 10개국 >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독일

필리핀

단위 : 백 만

전체
일자리의 59%

전체
일자리의

87%

- 2050년까지 태양광 산업에서 1,1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태양광 일자리 수는 380만개에

도달하면서 2012년보다 3배 증가함

• 아시아는 태양광 산업 일자리 중에서

총 3백만개를 보유 중임

- 아프리카는 오프그리드 분야에서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

• 이로써 농식품 가공, 보건, 지역 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고용이 활성화 되고 있음

• 2019년, 1,150만개를 달성한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50년까지 약 4배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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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양광 산업과 코로나19(3)  

< 태양광 누적 발전설비용량(이전 및 예측 자료) >

누
적
발
전
설
비
용
량

(GW)

- 태양광 발전설비의 급격한 증가는

발전설비용량의 상승으로 이어짐

• 2005년~2018년, 태양광 누적 발전설비용량은

100배 증가하여 480GW를 달성함

• 이는 태양광 통합 공급망(Integrated Solar PV 

Supply Chain)의 출현 덕분임

- 동일한 기간 동안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5배 늘어남

•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2030년 5,200GW 

이상, 2050년 14,000GW로 증가할 전망임

• 이로써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의

43%를 차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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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양광 산업과 코로나19(4)  

- 태양광(PV) 발전설비용량은 대륙(지역)별로 다름

• 2018년, 전 세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의

3분의 2는 아시아에서 설치됨

• 아시아에 이어 유럽, 북미 순임

< 대륙별 태양광(PV) 발전설비용량 >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북미

남미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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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양광 산업과 코로나19(5)  

<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상위 10개국 >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이탈리아

호주

베트남

대한민국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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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양광 산업과 코로나19(6)  

- 지역별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가속화는

태양광의 비용 감소 덕분임

• 발전설비용량 증가에 따라 태양광패널

설치비용과 균등화발전비용(LCOE)도 감소함

- 신규 태양광 설치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석연료 기반의 최저발전비용보다 낮아짐

• IRENA 자료에 따르면 총 설치비용은 kW당

340달러(US)까지 감소함

• 2030년까지 LCOE는 kWh당 0.02달러(US)까지

낮아질 전망임

< 태양광 평균 설치비용 및 균등화발전비용(2010년-2018년) & 예상 설치비 >

총 설치비용 균등화발전비용(LCOE) 총 설치비용(203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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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양광 산업과 코로나19(7)  

< 연간 평균 모듈가격(2013년-`2019년) >

호
주

브
라
질

캐
나
다

중
국

프
랑
스

독
일

인
도

이
탈
리
아

일
본

한
국

사
우
디

남
아
프
리
카

영
국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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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 무역거래형태는 지난 20년간 어떻게 태양광(PV) 공급망이 세계화

되었는지 보여줌

• 태양광(PV) 제품들이 분류되어 있는 HS 코드*의 무역(수출입)은

2005년~2019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함

• 2019년, 제품들의 수출입은 3천억달러 이상의 규모를 달성하였고, 

이는 약 천억달러(2005년 기준)에서 증가한 수치임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code :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 2019년 세계 제조업 무역의 1%를 차지한 태양광 제품이 속한

HS코드의 수출입은 2005년~2019년 동안 연간 7.4% 성장함

• 이는 다른 제조업 분야 제품들이 4.2% 성장한 기록과 대조적임

• 태양광 패널 및 구성품들을 제조하는 장비들로 구성된 HS코드의

무역량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 2007년, 약 520억달러 이하였던 무역액은 2019년에 총 1,360억달러에

달함

- 태양광 시스템을 제조하는 부품·장비가 세계적으로 수출입 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간 쌍방무역에서도 태양광(PV) 공급망의

통합 구조를 볼 수 있음

• 태양광 패널 제조를 위한 부품 및 장비로 분류된 HS코드의 상위 10위

수출국은 주요 수입국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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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2)  

< 태양광 부품 및 장비 상위 10개 수출국(2019년) >

단위 : 10억달러(USD) 

인
도
네
시
아

- 세계 6위 무역국인 독일은 2019년 태양광 부품·장비 부문에서 평균 총

수출액의 6.5%를 차지하였고, 수입액의 5%를 기록함

• 세계 10위 무역국, 말레이시아는 수출액 3.4%, 수입액 2%를 차지함

• 결과적으로 상위 10위 수출국은 2017년~2019년 사이 해당 분야 전체

수출액의 82%를 차지함

• 또한, 총 수입액의 70%를 기록함



14

③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3)  

- 다양한 지역에 여러 공정을 배치함으로써 생산 과정을 나누는

것은 다수의 국가들이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태양광(PV) 공급망을 따라 형성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각

분업(전문화, Specializing)함으로써 가능함

• 몇몇 개발도상국은 이미 태양광 설비의 구성요소에 들어가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담당하며,

• 관련 분야의 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해당 밸류체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HS 코드 상위 10위 수출국 중 개발도상국(2017년-2019년) >

구성요소 국가 순위 수출액
(단위 : 백만$) 수출 비중HS 코드

멕시코

멕시코

인도

필리핀

인도

베트남

베트남

멕시코

멕시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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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무역정책

- 몇 년간 진행된 개방적이고 투명한 무역정책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에 낮은 무역장벽을 형성함

• 이는 실리콘과 같은 태양광 원자재들의 밸류체인 통합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거래되는 통합시장을 출현시킴

• 무역장벽 해소와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인 노력은 태양광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무역 정책은 각국에서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태양광

부품을 매매(수출입)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가격이 합리적이고 고품질인 수입산 태양광 부품의 수출입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 태양광 프로젝트 내 일자리 중 다수는 현장 서비스(운영, 관리 등)와

관련됨

- 무역 정책은 태양광 공급망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입점을 의미함

• 이는 관세 및 타 무역 장벽들이 수입산 중간재(Intermediate Input)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 글로벌 공급망에서 후방참여(Backward Participation)*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때문임

* 향후 수출되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

• 관세 및 다른 무역 장벽들은 국가 수출에 높은 비용을 초래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방참여*의 가능성을 감소시킴

* 향후 수출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다른 국가에게 국내산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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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무역정책(2)

< 특정 태양광 제품의 평균 최혜국대우 관세율 >

폴리실리콘

태양광 필름 및 봉지재

보호 필름

태양광 웨이퍼 장비

태양광 셀, 모듈, 패널 장비

3.4%

10%

4.7%

3.6%

3.7%

8.5% 3.9%

2.2%

4.3%

4.4%

3.0%

변조기

태양광발전장치

기계 부품

변조기 부품

태양광 셀

태양광 셀 부품

- 지난 10년간 태양광 제품과 관련된 무역 개방은

유의미하게 발전해 옴

• 태양광 장비·제품 관세도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옴

- WTO 멤버국들은 태양광 구성품에 대해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평균 3.8% 적용함

* MFN Tariff(최혜국대우 관세율) : 국제통상관계에서 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 부여하는 대우를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 태양광 패널 장비의 평균 최혜국대우 관세율은 약 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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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무역정책(3)

- 태양광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WTO 가입국가간 차이점이 있음

• 일례로 대부분의 WTO 가입국은 태양광 패널 장비에

실행관세율* 2.5% 이하를 적용함

• 이 중에서 61개의 가입국은 무역통관혜택을 부여함

- 이 그룹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합친 것으로

유럽연합, 미국, 베트남, 아이슬란드 등으로 구성됨

• 23개국(가나,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10%~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 소수의 국가만 15%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함

< 평균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s) 당 WTO 멤버국 수 >

태양광 패널 제조 기계

태양광 부품

기타

* 실행관세율 : 통관당국이 실제 부과하는 관세율. 무역협상결과에 의한 WTO 양허율이나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보다는 낮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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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무역정책(4)

< 태양광(PV)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무역 이니셔티브 >

협약 목표 적용범위 적용대상 제품 현황

APEC 
환경품목록

정보기술협정
확대

환경품목
실행관세율

5% 미만 감축
(~2015년)

정보기술품목
관세, 의무, 
요금 등 폐지

재생에너지발전, 
모니터링, 분석, 평가, 
대기오염, 수질관리, 
고체폐기물 관리 등

하이테크 제품, 
터치스크린, GPS 
내비게이션, 
다중 집적회로, 
비디오게임 콘솔, 

의료장치(초음파스캐닝장치, 
MRI) 등

태양광 셀, 태양광
난방기, 태양광발전
세트, 헬리오스탯(집
광형 태양광발전)

태양광 웨이퍼, 셀, 
모듈 제조기, 태양광

반사경
(집광형 태양광발전용)

2012년 APEC 환경품
목록 승인 후 각국의
구현계획이 발표됨

정보기술협정
확대 시행됨
(2015년 7월)

-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분야의 상품·서비스

(환경 포함) 관련 무역 이니셔티브의 일부로써,

• 관세 및 무역 장벽들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

• 1990년, OECD·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환경상품·서비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이는 수질, 대기, 토양 등의 환경문제를 제한, 

최소화, 측정,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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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무역정책(5)

협약 목표 적용범위 해당되는
태양광 제품

현황

환경상품협정
(WTO 46개
멤버국)

환경상품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체결

다기능의 상품 고려
(예 : 재생에너지발전, 
에너지자원 효율

향상, 대기오염 감축, 
고체 및 유해폐기물
관리, 소음방지 등)

넓은 범위의
태양광 제품 등

비활성화 상태
(2016년 12월 ~)

기후변화, 
통상, 

지속가능성
협정

환경상품 관세 철폐
및 신규 환경
서비스 실행, 

화석연료 보조금 규정, 
자발적인 에코 라벨링

가이드라인

예정 예정
2019년 9월 발표한
이니셔티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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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무역정책(6)

< 태양광 산업 장벽 >

기술 장벽

- 계통연계 및 전력망 통합문제
- 전력계통 유연성 문제
- 고급 노동력 및 생산능력 부족
- 구조적, 건설적 문제

시장·경제적 장벽

- 지나치게 긴 자금회수 기간
- 탄소배출 및 지역 대기오염으로

인한 저·무비용
- 낮은 수준의 조사(Irradiation)로

인한 국가별 저전력도매가격

- 복잡하고 구시대적인 규제 및 법안
- 장기적, 안정적인 목표 및

폴리시 믹스의 부족
- 품질보증제도 부족
- 기술성숙도 및 성능에 대한 낮은

신용도

정책적 장벽

- 태양광 성능, 경제성, 경쟁력 관련
소비 정보 부족

- 표준(기준) 및 품질보증제도 부족
- 전문가 부족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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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역과 품질 인프라(1)

- QI 시스템은 표준화, 인증, 계량화, 적합성 평가를 책임지는 법과

규제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와 기관에 의해 형성됨

• 이 프레임워크는 소비자, 생산자, 투자자, 판매 거래자, 정부 간의

신뢰 구축에 필수적임

• 수입·국내산 제품 및 서비스들은 최신 조건과 모범 사례에 부합할 것

- 그러므로 QI 시스템은 투자자 및 다른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 태양광 산업의 보호와 미래 투자 확대를 위해 필수적임

- QI 시스템은 국내 기업들이 태양광 시장의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기여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QI 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은 무역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태양광 밸류 체인 진입 가능성을 높임

•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태양광 공급망에 참여하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은

공급망의 다각화와 코로나19 대응력을 발현시킴

• 태양광(PV) 시장에서 QI를 적용하는 것은 전체 밸류 체인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음

* 정부, 투자자, 프로젝트 개발사, 제조사, 설치업체, 최종소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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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역과 품질 인프라(2)

< QI(Quality Infrastructure, 품질 인프라)의 개발과정 >

시장평가

시장도입

시장확대

시장통합

시장성숙

- 시장조사
- 국내시장 개발
- 태양광(PV) 시장 전략 및 계획 구성
- 태양광 표준 적용

- 낙후 지역에서의 수입규제/적격심사통제
- 시장 지원
- 인력 개발
- 가이드라인 개발
- 초기 보조금 제도 실행

- 검사, 연구, 계량화
- 인증제도 개발
- 최종사용자에게 보조금 지급
- 최초공시율(Early Published Ratings)
- 국제표준화

- 관련 연구 및 산업용 계측 개선
- 평균공시율(Published Ratings)*
- 국내외 품질 개선

- 승인 제도
- 시장 지원

- QI 시스템의 개발은 정책입안자로 하여금 시장 수요, 

비용, 지역 역량, QI 적용의 균형 유지를 필요로 함

• QI 시스템 개발의 구축과 완성도는 국가마다 상이함

•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성장한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QI 시스템을 개발 가능함

- 여러 시장에서는 국가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시장

유연성을 적용해야 함

• 태양광 산업이 성숙한 국가들은 태양광 시장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품질보증제도 등이 마련됨

- (민간 분야) 시장성숙 단계에서 QI 운영 및 구축에 관여

• 이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업적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임

• 태양광 시장이 초기 단계인 국가들은 지역 정보 구축,

태양광 시장 전략 기획, 기본 요소를 원활한 품질보증

시스템 등에 도입할 수 있음

* 평균공시율(Average Published Rate) : 기업에서 화물운송 같은 서비스에 부과하는 요금율(Char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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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역과 품질 인프라(3)

- 표준화(Standardization)는 확고한 QI 시스템의 주요 기반임

• 시장마다 기술적 여건이 다를 경우, 무역거래상들은 입점을

희망하는 시장과 연관된 ‘적합성 평가’ 및 ‘제품 적응’을 고려해야함

• 이러한 조건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기술의 확산을 방해하고 신규

기업들의 공급망을 제한하여 시장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국제표준(Int’l Standards)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국제표준은 국가간 호환에 기여하며 해외에서 생산되거나 과정을

거친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또한, 규모의 경제, 효율적인 생산, 경쟁 활성화, 비용 감축 등을

실현시킴

• 국제표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된 관련 과학 및 기술 지식

(정보)들을 성문화(Codification)하기 때문에,

•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지식 확대와 혁신 조성의 주요 부분임

- 국제표준은 저(低)품질 또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수입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시장감시·시장조사를 위한 지역역량을 포함하여 QI 시스템 강화 등을

이유로 국제표준은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함

• 수입 제품의 품질 기준과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높은 안정성, 품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준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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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역과 품질 인프라(4)

< 태양광(PV) 표준(Standards) > 

국제전기표준회의
(IEC)

호주 중국 미국

태양광 모듈

인버터

설계 및 설치

시운전
불명확함
(다수의 산업
권고규정이 제시됨)

전기공사규정
(NEC 코드)

IEC 표준 :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서 제정하는 전기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IEC Publication’이라는이름의문서로발표하여각국에서국가 표준을제정할때
통일 표준에준거하도록권고하고있음. 흔히 IEC 버스(IEC bus)라고 불리는계측
기용의표준버스 인터페이스는 IEC publication 625-1로 정해진국제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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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IRENA·WTO

-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돕는 국가표준과 품질

관리 제도 등을 통해 국가들을 지원함

•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돕는 국가표준과 품질 관리 제도 등을 통해

국가들을 지원함

• IRENA는 표준, 검증, 인증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가 품질관리 구축 및

시행하는 것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시장 내 QI의 역할 이해에 기여함

• 이 기관은 풍력, 태양열, 태양광 등을 포함한 수많은 기술에 대한 QI 

개발에 대한 분석을 담당함

- IRENA는 자체적인 훈련 과정 등을 통해 국가들의 품질관리 메커니즘과

기술표준 적용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 옴

• 이에 따라 IEC, ISO, PTB, WTO* 등의 기구들과 협력 중임

* ISO : 국제표준화기구 / PTB : 독일 국가표준기관

- WTO(세계무역기구)는 무역 협력과 QI 시스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는 164개의 가입국들로 하여금 무역거래가 원활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실행되는 다국간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WTO 프레임워크의 주요 요소로는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해제와

QI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분야로 구성됨

-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 Agreement)은 규제의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비용 감소를 위해 국제표준, 국외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함

• 무역기술장벽협정은 상품의 국제무역거래를 위해 적합성 평가와

기술 기준 적용, 채택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제정함

• 이는 잠재적인 무역효과와 더불어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함

• 결과적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다양하고 투명한 통합 제도를

구성할 수 있음



동 자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해외사업본부
(02-529-4054)에 연락주시기 바라며, 본 책자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nrea.or.kr>
신재생에너지소식>해외진출정보)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기후변화대응>해외에너지프로젝트정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nrea.or.kr/bbs/?bid=overseas1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overseas/etc/kem_list.asp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overseas/etc/kem_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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