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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풍력 산업의 오늘 과 내일
(미국,EU,아시아 와 비교)

이 임 택

(사) 한국풍력산업협회



1-1. 한국의 현재 위상: 세계에서 28위, 세계평균의 10% (WWEA 2009 )



1-2.한국의 위상

1. 설비 용량: 0.2% 점유로 28위(2009년 자료)
*전세계 풍력설비 증가율: 31.7%/년 (2001년이후), 159GW,  340 TWh 2009년

2. 전력생산량:0.2%
* 전세계 풍력의 전력 생산량:340,000GWh,우리나라 풍력 생산량:700GWh
* 전세계 전력 생산량:17,000TWh,우리나라 전력생산량:405.7TWh

3. 우리나라에 건설된 국산 풍력설비: 1%

4. 2001년 이후 투입된 R&D자금 액: 1,000억 원 정도?

5. 국산풍력설비 수출: 기록 없음

6. 국산 부품 수출액: 640백만 불(2008년 기준)

7. 조선업체가 풍력산업에 참여 후 외국에 상담하여
MOU 체결: 카나다,파키스탄,동구유럽 등 활발히 진
행되고 있음.



2-1. 한국과 미국의 풍력발전 개발 전략 비교

항목 미국 한국

정부 Barack Obama MB Lee

정책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녹색성장 정책l

내용

 총생산 전력 중 20%의 전력을 풍력에서

조달(2030년)

: 전력용 가스의 50%, 석탄의 18%를
각각 풍력으로 대체

 탄소방출 절감

 지구 온난화 억제

 신재생에너지에서 11% 조달(2030년)

 탈 화석연료, 원자력 증설

(온실가스 없는 에너지원27%조달(2050), 

 화석연료의 청정화 37%달성(2050),

 효율 향상 : 36%(2050)

 4대강 정비로 홍수억제 및 수자원 확보

 Dream : 10% 전력을 풍력에서 조달(2030)

 해상풍력을 집중 개발 및 수출전략 상품화 함

 농어촌 및 도서에 소형풍력과 연계 하이브리드 Grid 
개발 확충

 Smart Grid 선도 정착

2008.3.



2-2.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수요 전망

미국 한국 한국의 Dream

연도 2007 2030 2007 2030(R) 2030(D)

총 에너지 101.9QBtu 113.35QBtu 241MTOE 300MTOE 300MTOE

원자력 8.41 9.44 36 83.4

석탄 22.74 26.41 61 47.1

가스 23.7 25.08 33.3 36

석유 40.75 41.56 104.6 99

수력 2.46 2.97 기타에 포함 기타에 포함

바이오 2.65 5.52

신재생,기타 1.2 2.38 6 34.5



2-3. 미국과 한국의 에너지 원 별 수급 전망

미국 한국 한국의 Dream

연도 2007 2030 2007 2030 (R) 2030 (D)

Grid 용량 927.5GW 1,123.6GW 68GW 105GW 105GW

풍력 25 305 0.191 2 (7.3)* 6 (23)

원자력 100.5 112.2 17.7 42.72 42.72

석탄 306.7 346.2 19.96 31.28 26.5

가스/석유 398 506.4 22.2 30 25.78

수력 5.4

기타 신재생 100.8 137.82 2.7 1(4) 1(4)

주: *( )숫자는 풍력설비 용량이며, 실제는 이용율 25%적용



2-4. 미국과 한국의 에너지 원별 수급 전망

미국 한국 한국의 Dream

연도 2007 2030 2007 2030(R) 2030(D)

총 Grid 전력
생산 /년

4,159TWh 5,150TWh 425TWh 550TWh 550TWh

풍력 48 1,160 0.5 16 50

원자력 806 905 144.7 295(239) 295

석탄 2021 2401 167 139 116

가스/석유 892 1025 92 109 89

수력 21.5

기타 신재생 318.25 612.32 위에 포함

풍력에너지
비중

1% 20% 0.10% 1.40% 10%

주: *( )숫자는 풍력설비 용량이며, 실제는 이용율 25%적용



2-5. 미국과 한국의 풍력사업 추진 기대 효과

미국 한국 한국의 Dream

연도 2007 2030 2007 2030(R) 2030(D)

탄산 가스

저감 량

825M tons/y

2030년까지 누계 7,600G ton저감
9.9 M 
tons/y

31 M tons/y

투자금액

1,970억 달러

(2030년까지 280 GW증설소요 자금)

연간 약100억 달러 투자

200억달러 : 송변전 설비 보강

180억 달러
(7.3GW 증설)

570억 달러

(23GW 증설)

연간 약27억 달
러 소요

연료 절감 효과

(외화절감)

화석연료 절감 액을 약 1,550억 달러로
예상 연간 21억

달러

연간 67억 달러

(LNG 750달러/톤
기준)

물절약
4 T Gallons



2-6. 미국과 한국의 풍력사업 추진 기대효과

미국 한국 한국의 Dream

연도 2007 2030 2007 2030(R) 2030(D)

고용증대(명) 500,000 30,400 96,000

직접종사인
력

170,000 11,500 36,000

제조 32,000 3,000 10,000

건설 65,000 4,000 12,000

운영 76,000 4,500 14,000

간접 종사인
력

330,000 18,900 60,000

풍력증대로 기대효과

- 대기오염과 수질 오염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억제에 크게 기여 함.
- 화석연료 값을 줄이고 전력요금을 안정화 시킴.
- 고용 증대 및 수출 산업으로 육성

(한국:풍력설비의 부품 수출:6.4억 달러, 2008년)
- 2030년 한국의 수출 기대: 누계 750억 달러, 이후 연간 75억 불



No 업체명 주 생산품목

1 (주)효성
▖ 풍력발전시스템 및 부품생산, ▖750kW 및 2MW풍력터빈의 개발완료 및 실증 중
▖ 5MW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국책과제로 연구 개발 중(2009).

2 유니슨(주)
▖ 풍력발전시스템 및 부품생산, ▖ 750kW급 개발완료/실증완료 및 인증완료
▖ 2MW급 개발 완료, 실증 중

3 현대중공업
▖ 변압기, 차단기, 회전기 등을 주력 생산, ▖ 일본 미쓰비시에 1,100kW급 발전기 수출 중, ▖ 군산에 연산 600MW규모의 풍력발전
설비 생산 공장 건설 중.1차로 1.65MW,2MW,2.5MW 급 설비를 기술 도입. 5MW급 해상 풍력발전 설비를 기술 도입 추진 중. ▖ 파
키스탄의 YB사와 50MW(1.65x30기),미국 Wave Wind에 10MW(1.65x6기)계약 체결.

4 두산중공업 ▖ 3MW급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하여 실증 중.

5 (유)한진산업 ▖ 1.5MW 풍력터빈을 개발하여 실증 및 인증 완료, ▖100 kW 개발 완료, 실증 중

6 오로라에너지(주) ▖ 65kW, 225kW급의 비교적 소형 시스템을 생산, ▖1MW급을 개발 중

7 KM(애드컴텍)
▖ 2MW급 Blade 제작 기술 개발 완료, 실증 준비 중, ▖3MW급 및 5MW급 Blade 개발 중 ▖ 7,000평 부지에 3,000평 규모의 공장
건설, 효성,두산 및 유니슨 의 Blade제작을 공급하고 있음. 

8 보국전기 ▖ 750kW 기어리스 풍력발전시스템의 발전기제작, ▖발전기 제작 기술 개발 중

9 (주)플라스포 ▖ 750kW 기어리스 풍력발전시스템의 인버터제작 , ▖인버터 제작 기술 개발 중

10 코윈텍 ▖ 1MW급 풍력시스템 개발 완료 실증 준비 중

11 동진기술 ▖ 미국 Bergey사의 1kW, 7.5kW, 10kW급을 수입 판매

12 준마엔지니어링 ▖ 1kW, 6kW, 10kW급의 개발 및 생산

13 한국화이바 ▖ 풍력터빈용 저풍속 고효율 750kW급 블레이드 개발 완료

14 한국쏠라(주) ▖ 풍력발전 가로등(250W～5kW)의 생산/설치운용

15 (주)태웅 ▖ Main shaft, 타워플랜지 등 단조부품

16 (주)현진소재 ▖ Main shaft, 타워 플랜지 등 단조부품

17 CS Wind ▖ Main shaft, 타워플랜지 등 단조부품 공장은 Vietnam과 중국에 소재, 전남지역에 제조 설비 투자 계획.

18 동국S&C ▖ 풍력타워 생산

19 PSM (주)평산 ▖ 플렌지, gear rim, distance plate, lock plate, rotor shaft

20 Korea Tech ▖ Rotor Hub, Bed Plate

21 ㈜금성기공 ▖ 풍력발전 타워 구조물 제작

3-1.우리나라 풍력발전 설비 제조 업체 현황



No 업체명 주 생산품목

22 삼성 중공업

영국의 설계업체와 2.5MW풍력발전기 가발 계약을 체결하고,미국의 시엘로사 와 2.5MW 3기를 2011년 까지 Texas주
에 공급 하기로 LOI체결 함.영구 자석형 풍력발전 설비 사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6000억원을 투자하
기 함.2010년까지 2.5㎿급 및 5㎿급 풍력발전 설비를 연간 200기씩 생산하고 2015년에는 풍력발전 설비 부문에서만
매출 3조원(800기 생산)을 올린다는 야심 찬 계획도 세움.이를 위해 현재 4개 팀 80명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관련 인력
을 2015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늘릴 예정임. 장기적으로는 연간 1600기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방침임.

23 대우조선해양

▖벤턴 윌콕슨 CTC 회장과 드윈드社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미국의 설비 업체를 인수하여 시장에 진입 함. 미국의 CTC 
(Composite Technology Corp)社의 자회사인 드윈드(DeWind)社를 약 5000만달러에 인수 함.1995년 설립된 드윈드社는 독일 함부
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풍력터빈의 설계, 기술개발 및 마케팅이 주요 사업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했으며
현재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한 750W, 1.5MW, 2MW 터빈을 유럽ㆍ중국ㆍ남미ㆍ미국 등에 총 710기(760MW 규모)를 공급했다. 우선
신모델 개발을 위해 약 7000만달러를 곧바로 투자하고, 북미 지역에 생산 공장도 조만간 설립할 계획. 또한 미국 텍사스에 1차로
2MW급 풍력터빈 20기의 풍력단지를 조성한 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대형화 단지 건설을 계획 중. 이로써 오는 2015년 풍력발전설
비 분야에서 세계 10위, 2020년에는 전 세계 시장의 15%가량을 점유해 3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 함. “회사의 제조
노하우와 드윈드의 풍력 기술이 결합되면 짧은 시간에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며 “특히 해상 풍력은 풍속자원이 풍부해 발전 가능성
이 크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4 STX 중공업

▖ 네덜란드 하라코산유럽社(Harakosan Europe B.V) 지분 및 풍력발전 관련 특허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함.

인수 금액은 약 240억 원으로, 육상용(Onshore) 및 해상용(Offshore) 풍력발전기 원천 기술 확보는 물론, 그 동안 축적한 풍력발전

기 설치·유지보수 기술을 토대로 명실공히 국내 풍력발전사업 선두기업의 입지를 구축한다는 전략임.  향후 공장건설 및 R&D투자
등

에 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글로벌 풍력기업으로서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임.1979년 네덜란드에 설립돼 2005년 라거웨이社

(Largerwey)에서 하라코산유럽으로 사명을 변경한 이 회사는 풍력발전 원천기술 개발 및 풍력발전 핵심 특허를 보유한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임. 특히 네덜란드에 R&D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기술개발 및 마케팅분야에서 STX중공업과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라코산 유럽社는 현재 2~3MW급 풍력발전기 3개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개 기종은 육상용 풍력발

전기뿐만 아니라 악천후 해상환경에 필요한 침식방지 특허기술로 설계 및 제작, 상용화돼 판매, 설치 및 운전 중에 있어 향후 해상용

풍력발전단지에 적용 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개발완료단계에 있는 4세대 저(低)풍속형 기종은 향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음.

이 부문에서 2015년매출 1조5,000억 원 목표의 글로벌 Top 10 풍력발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임.

3-1.풍력발전 설비 제조 업체 현황(계속)



No. 업 체 명 사 업 내 용

1 유니슨 ▖ 사업단지개발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 ▖ 단지의타당성조사

3 STX 엔진 ▖ 풍력발전설비 설치(한경, 성산, 삼달 사업의실적 보유)

4 대우엔지니어링 ▖ 단지 설계, Engineering 실적 확보

5 현대 Eng'g ▖ 단지 설계, Eng'g 실적 확보

6 한국전력기술(주) ▖ 단지 설계,Eng'g 실적 확보

7 한국남부발전
▖ 발전단지개발 실적 확보(한경 21MW, 성산 12MW준공

운영 중)

8 포스코건설 ▖ 발전단지개발(대기리 40MW 준공하여운영 중) 

9 한신에너지(주) ▖ 발전단지개발 실적 확보(삼달풍력 33MW 2009년11월 6일 준공 예정) 

10 영양풍력발전공사
▖ 발전단지개발(영양군삼의면에 151.5MW,1.5 x 101기건설 중.

2009년 12월 까지 51기 준공, 2010년 까지 잔여 50기 준공 예정)

11 한라풍력㈜ ▖ 해상 풍력 300MW급발전단지개발 중

12 한국중부발전 ▖ 발전단지개발 중

13 한국동서발전 ▖발전단지개발 중

14 한국동서발전 ▖ 발전단지개발 중

3-2. 풍력발전 단지 개발 및 용역 업체 현황



3-3. 풍력단지 설치 분포

Total installed: 191.7MW + 
43MW(Taegisan:40MW, Shinhan:3MW) = 
237.7MW (As of Dec.30th, 2008)

+ 60MW(Acciona Korea)+ 12MW(Sungsan)+ 
33MW(Samdal)=342.7MW (As of Sept.2009)

Daegwanryung:

2.64MW

Yangyang:3
MW

Kangwon:98MW
Taebaeg:4.25
MW

Ulnungdo:0.6MW

Pohang:

0.66MW

Yongduck:

39.6MWShaemangum :
4.5MW

Shinchang :1.7
MW

Hankyung:
6+15MW

Haengwon

:9.795MW

Taegisan: 40MW

Shinan:3MW

Jeju, 13%

Kyongsang,

34%

Kangwon,

43.40%

Chonra, 2%



■ 위치 : 제주도 한경면

■개발업체:한국남부발전㈜

■ 공정:2003. 6∼2004. 4 [제 1단계]
2007. 4 ∼ 2008. 1 [제 2단계]

■ 사업비 : 509 억 원

■ 용량 : 21 MW(1.5 MWx4units,
3MWx 5 units)

4-1. 풍력 사업 단지 현황 (제주 한경 풍력)

■ EPC 업체: STX Engine + 
Samhwan

■ 기자제 공급업체 : Vestas 
(Denmark)

■ 용역 업체: 대우엔지니어링

■ 타당성 조사: 한국에너지기술



■ 위치: 강원도 평창군

■개발업체: 유니슨

■ 사업 기간 : 2001.11~2008. 10

■ 사업비 :1588 억 원

■ 용량 : 98MW ( 2 MW x 49 units)

■발전예상량: 244,400 MWh/년

■탄소배출저감량: 140,000 tons/년

■ EPC 업 체 : Unison/ Vestas
consortium

■ 기자제 공급 : Vestas (Denmark]

■ 투자회사 : Unison, Axia Power,
KOMIP,

MMAA, Eurus Energy, GDCO,
etc.

4-2. (강원 풍력)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개발업체: 유니슨

■ 사업 기간: 2001. 8 ~ 2005. 4

■ 사업비: 675 억 원

■ 발전 예상 량: 96,539 MWh/년

■ 용량: 39.6 MW (1.65 x 24units)

4-3. (영덕 풍력)

■ 탄소배출권: 60,000 tons/년
■ EPC 업체: 유니슨

■ 기자제 공급업체:  VESTAS (Denmark)
■ 용역업체: 대우 엔지니어링

■ 타당성 조사: Lahmeyer Intl. (Germay)
■ 투자회사: 
Unison,AxiaPower,MMAA,GBDC, 



■ 위치:강원도 횡성군

■개발업체: 포스코건설

■사업 기간:2005. 4 ~ 2008. 11

■ 사업비 :850억 원

■ 용량:40 MW ( 2MW x 20 units)

■ 전력 생산 예상량: 91,300 MWh/년

■ 탄소 배출권: 60,000 tons/년

■ EPC업체 : 포스코 건설

■ 기자제 겅급 업체: VESTAS (Denmark)

■ 용역 업체: 현대엔지니어링

■ 투자회사: POSCO Const.,
Eurus Energy (Japan

4-4. (태기산 풍력)



■ 위치: 경상북도 영양군

■개발업쳬: Acciona Energy Korea

■ 사업 기간: 2006. ~ 2010.

■ 사업비 : 5000 억 원

■ 용량: 151.5MW(1.5MW x 101 units)

■ 발전 예상량: 400,000 MWh/년

■ 탄소배출권: 248,000 tons/년

■ EPC 업체: 동국S&C/Acciona

■ 기자제 공급 : Acciona(Spain)

■ 투자회사:Acciona Energy Korea (Spain Origin)

4-5. (영양 풍력)



위치 제주도 성산읍

개발 업체 한국남부발전㈜

사업 기간 2008. 5 ~ 2009. 3

용량 12MW(2MW×6units)

전력발전량 31,500 MWh/년

탄소배출권 24,600 tons/년

사업비 300억 원

용역 업체 한국전력기술㈜

EPC업체 STX Engine/Samhwan

기자제 공급 Vestas(Denmark)

타당성 조사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투자회사 한국남부발전㈜

4-6. (성산 풍력)



■ 위치: 제주도 성산읍

■ 개발업체: 한신에너지

■사업기간: 2006. 11∼2009. 10

■ 사업비: 860억 원

■ 용량 : 33 MW (3MW x 11 units)

■탄소배출권: 65,000 tons/년

4-7. (삼달 풍력)

■ 건설.: 남해종합건설(총괄)
(STX Engine+ Iljin + Hyosung Heavy)

■ 기자제 공급: Vestas (Denmark)

■ 용역 회사: 도암 + 한국전력기술㈜

■ 타당성 조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신용

■ 투자회사: 남해개발, 한국남부발전㈜, 기타



4-8. 소형 풍력발전 설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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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의 풍력 에너지 실적 및 전망 (사례)



0.5

2.5

5

10

23

0

5

10

15

20

25
용량

(단위:GW )

연도

0.5 2.5 5 10 23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Scenario  2

34.515.57.73.50.5

7.43.31.510.5Scenario  1
Scenario  3

Scenarion 2

5-2. 풍력발전 설비 증가 전망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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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풍력발전설비 수출 전망 (1GW당 1.5 B USD)



5-4. 구체적인 추진 풍력발전 사업
개 발 업 체 위 치 규 모 (용 량) 참 고 자 료

1.석유공사/현대엔지니어링 전남 여수 석유비축기지 20MW
설계 중, 2012년 준공 에정
예상 공사비: 830억원

2. 금호산업 전남 여수 100MW

3. 한국남부발전 부산 앞 바다 350MW(3.5MWx100기)
준공 예정 2020.
390W/m2, 0~30m depth,
10Km away

4. 한수원/두산/NCE 제주 한경 앞 바다 30MW

5. 동국 S&C/동서발전/Yurus 전남 비금도 200MW
준공 예상 2013
예상 사업비:1.2 조 원

6. 포스코 건설 전남 서남 해상 600MW
예상 준공: 2015
예상 사업비:2.5 조 원

7.포스코 건설 전라북도 100MW(5MWx20)
예상 공기: 2011 ~ 2015
예상 사업비:0.5 조 원

8. 한화 콘소시움 인천 앞 바다
100MW
(2.5MWx40기/3MWx33기)

333W/m2/7mdepth/20Km awy.
착공:2012, 예상사업비:5,000억원

9. 한신 에너지 콘소시움 제주 가파도 주변 50MW 준공 예상: 2012

10. 한라풍력 콘소시움 제주 동북 해상 300MW 준공 예상: 2015

11. 한신에너지 삼달 확장(onshore) 32 MW 준공 예상: 2011

12. Accioner Korea 경남 양양(onshore) 500MW
60MW는 2009년 완공 됨.
잔여 설비는 순차적으로 준공

13.DMS/Enometal Ezrobot 태안 앞바다 100MW(3.6MWx27) 예상 사업비:4,000억원

14. 중부발전 제주도 이시돌 목장(on shore) 20MW 설계중

15. 한국정부 새만금 방조제및 앞 바다 40MW
2MW track record build-up,
Open for the new model from 

16. 논어촌공사 콘소시움
(남부발전,포스코,STX중공업,보아건설)

전남 해남 간척지 400MW 1.2조원 투자,2016년 완공

총 계 2,942MW



5-5. 전남도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
총발전량(MW) 육상(MW) 해상(MW) 투자금액(억원)

한국남동발전 600 40 560 9,386

한국중부발전 300 100 200 2,500

한국남부발전 500 100 400 4,600

한국동서발전 200 50 150 1,813

한국수력원자력 50 50 600

국내외금융컨소시엄 1,000 200 800 44,000

포스코파워 600 200 400 23,000

LG씨엔에스 1,000 1,000 30,000

미쓰이/대우건설 400 400 12,000

동국S&C 200 200 12,000

악시오나에너지코리아 720 120 600 16,000

계 5,570 2,210 3,360 155,899

전남도 발표



시
설

석유: 640 MW

풍력: 21MW

연계선: 150 MW

현
황

사용량: 3,200GWh

전력판매적자: 3,000억원

2030

시
설

석유: 415 MW

풍력:1,000 MW

연계선: ± 400 MW

결
과

전력사용량: 4,000 GWh

전력판매적자:연간 1,000억원

시
설

석유: 575 MW

풍력:50 MW

연계선: 400 MW

결
과

전력사용량: 4,000 GWh

전력판매적자: 연간 3,000억원

시
설

석유: 200 MW (비상용)

풍력:3,000 MW

연계선: ±600 MW

결
과

전력사용량: 5,000 GW전력
판매적자: 없음

5-6. 제주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Road Map (한국풍력산업협회)

*풍력발전 7,800 GWh로 충분한

자급자족 및 육지로 송전 가능

*풍력발전 2,600GWh로 65% 점유

• 누적적자 1.2조원으로 축소 가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작성 조정 중임.

*풍력에서 3.2%전력공급

*누계적자 3.6조원 예상

4차 전원개발계획

녹색성장

Smart Grid

2008 2020



1.탄소배출권(CER) 확보: 312,000 ton/year

2.풍력산업 (해상포함) 유발로 고용증대 및 수출증대

3.제주도 에너지자립 및 carbon free 지역 성취

4.제주도의 전력거래로 만성적자해소

5. 정부에서 주도하는 Smart Grid System 달성에 큰 기여

5-7. 제주도의 기대효과



▷ 원자력:39.02원/KWh

▷ 석탄:51.15원/KWh

▷ 수력: 134.30원/KWh

▷ 복합:142.41원/KWh

▷ LNG연료: 163.83원/KWh

▷ 석유 연료:191.97원/KWh
출처 : 전력거래통계(‘08)

▷ RPS 적용 예시:

육상:40원/KWh
해상:80원/KWh
참고 :I EA World Energy Outlook 2009,
CO2 450 ppm 유지하기위하여는
배출부담금을 50 $/ton제시함.

(단위 : 원/kWh, 2008년 기준)

6-1. 전국 2008년 전력판매 단가 실적

(RPS적용)

▷ 전세계 평균풍력단가:228원/KWh

50 B eu/340TWh x1,550원/eu= 228원/KWh

(wwea 2009 Report)



6-2. 해상 풍력 자원도 (Data from Satellite)

한경섭박사 발표자료,2009.



항목
가용 풍력 에너

지
개발 가능 풍력

에너지

2050도 전력 수요 및

전력 설비 용량

육상 186.5TWh/y
30TWh/y  14GW 

(20%)
-

해상 460.5TWh/y
120TWh/y  
55GW(80%)

-

합계 647TWh/y
150TWH/y  69GW 

(100%)
600TWh, 120GW

참고: 동해 가스전에서 15년간 가스 생산량은 5백만 ton으로 예상. 전력 환
산 량은 28TWh 임. (1.86TWh/y x15y = 28TWh) 

6-3. 가용 풍력 에너지 자원



6-4. 2005년 풍력발전 계획 사업



6-5. 제 3차 전원개발 계획에 반영되었던 풍력발전 사업
(2006~2020,  2006.12 issued) Unit:MW

2007 Plan Implemented 참고 사항

밀양 #1(경남) 50 지연 /민원

한경 2단계(남부발전) 15 15 성공

성산(남부발전) 20 12 지연(2008)/감축(12)

강원 차항 (유니슨) 22.5 민원

2008 Plan Implemented 참고 사항

상도(제주윈드) 31.5 민원

양구(중부발전) 20 환경 문제

대기리(효성) 40 Under progress 지연/1대설치

밀양 #2(경남) 60 민원

삼무 해상 30 지연/사업성결여

태백(남부발전) 20 지연

평창(남부발전) 20 지연

경주 양남(유니슨) 21 민원

정선(동서발전) 25 민원

상명(유니슨) 16 민원

태기산 풍력(포스코건설) 0 40

2009 Plan Implemented 참고 사항

영양풍력(악숀아코리아) 0 60.5

삼달풍력(한신에너지) 0 33

덕평(중부발전) 40 환경 문제

대홀 제주(유니슨) 18 민원



300

1000

2300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연도

용량

(GW )

Real Data 2005 Forecast

2008 Forecast 2009.11 Forecast

Up-trend

7-1. 전세계의 풍력발전 설비 설치 누계 용량
(실적 및 예측 추이)

Source: GWEC 2009



Total               1,403GW 2,382GW
Indian Wind Energy Outlook 2009

7-2.       전세계 풍력발전 설비 증가 전망 (Scenario1,2,3)

1,382GWTotal         497 GW



Installed Capacity as of  

January 2008 = 16,904 MW

305 GW

7-3.  미국의 20% Wind Scenario



7-4. 중국의 풍력발전 개발 전망(Scenario 1,2,3)



7-5.  중국의 부품 생산 전문 업체 (China Wind Power Report 2007)



7-6. US Wind Power Installations







(ISO and Utility 회사 주도로 건설 추진)



2.7GW
9.7TWh

재생에너지
(수력)
13%

화석에너지
87%

화석에너지
58.3%

원자력
35.2%

재생에너지
(수력포함)
6.5%

76GW
420TWh

120GW
600TWh

원자력
45%

풍력
25%

태양광
20%

기타

재생에너지

10%

8-1.우리나라 전력의 에너지 원 구성 (과거-현재-미래)

1970년
(-40)

2010년
(현재기준)

2050년
(+40)



8-2. 업계의 발전 방향

1. 분야별로 전문화 하여 세계 챔피언으로 발전

(해상풍력,육상 MW급,소형풍력,부품전문화)

2. 분업과 협조

3. R&D는 선수를 육성하는 코치의 기능개발로 전환

4.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 상사의 역할 증대

5. 대정부 건의에 업계의 힘을 모아야 함

6. 금융권의 과감한 Project Financing 제도 적용

7. 수출보험공사 기능의 유관 기관 확보 노력



8-3. Grid System Operator에 요망 사항 (GSO)

1. 20MW이하의 풍력설비는 단독배전 선로를 추가 설치하는 대
신 바로 연결토록 제도 개선. 

2. 해상 풍력설비의 인근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접속 비용은

녹색 성장 분담금(전기 요금에 장기 분할 배분)제도 수립.

3. ISO는 적극적인 연구 및 사업을 평가하여 지원제도 수립에
협조 및 시행.

4. 제주도의 Grid System에 Battery Station 설비 설치하여 안정
도 증진 및 Smart Grid System에 해상풍력용 송.변전 설비
확대.



8-4. 정부에 건의 사항

1. 녹색성장 위원회 산하에 사업허가 팀 조직. 
(관련부처 및 지방정부 책임자로 구성한 팀이 의제처
리 방식 적용) 

2. R & D 자금은

선수는 기업체, 코치는 연구원 개념으로 배정

3. 사업은 기업이, 정부는 제도 수립

4. 사업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금 제도 수립(RPS등) 

5. 수출보험공사의 기능을 부여한 조직 지정

6. 금융권에 Project Financing 적용 유도

(정부의 지원자금은 PF적용 은행에만 한정)



결론: 한국기업가는 사업성 사업에는 세계 어느 곳에나 투자한다. 
(독일 해상 풍력사업에 투자한 사례)

1.투자회사:(주)이윈드게이트(한국)

2.사업 명:Off-shore Wind Farm Sandbank 24

3.위치:독일 북부 북해연안

4.개발회사:Sandbank Power Gmbh & Co. KG

5.용량:288MW(3MWx96기)

6.D/E 비율:80: 20

7 총 사업비:918 M Eu

8.사업성: Project IRR=13.5%

Equity IRR=31.5%

9.전력판매단가:232.5원/KWh
(15 Eu cent/KWh로 15년 보장 및 Grid 접속설비 제공)  



참고: 독일 투자사업의 사업 개요



참고 자료 목록

 참고(Acronyms and Abbreviations)
 Q Btu : Quadrillion Btu,
 M TOE : Million Tons Oil Equivalent
 GW: Gigga Watt.
 TWh : Trillion Watt Hour
 T Gallons : Trillion Gallons
 E: Estimation
 R: Revised Estimation
 D: Dream

 자료 참조(Reference Documents and Data)

 1. 20% Wind Energy by 2030, Increasing Wind Energy's Contribution to U.S.    

Electricity Supply, DOE of USA.

 2. Annual Energy Outlook 2009,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A.

 3. Global Wind 2008  Report. GWEC.

 4. 녹색 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 지식경제부,한국에너지포럼 12월
월례세미나

 5. 제 3차 및 4차 전원 개발 계획

 6. 한국 풍력발전협의회 자료(Dream)

 7.Vestas Products, Siemens Products

 8. Indian Wind Energy Outlook 2009

 9. China Wind Power Report 2007

 10. Wind Energy Report 2009 (WWEA)

 11. Off-shore Wind Energy 2009(한경섭 박사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