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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환경∙규제∙산업 그리고 녹색선박기술 

• 그린쉽(Green Ship) 또는 저탄소 녹색선박이라고도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경제성(Economy of Scale), 에너지효율성( Energy 

Efficiency), 친환경성(Eco-frendly)을 겸비한 선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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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녹색선박기술 현황 

(Testing, Certification 
and Standard) 



      

III. 녹색선박기술 현황 

• IMO의 Tier III 규제에 따라 2016년 신조선에 NOx 
저감장치 필요 
 현재 기술로서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이 현실
적으로 유일한 대책임 
 

• 저온 촉매기술 및 Urea(요소수) 분사 제어기술이 핵심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III. 녹색선박기술 현황 

(Organic Rankine Cycle) 



      

III. 녹색선박기술 현황 

(Ship's Vapor  
 Recovery System) 

• 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방
출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 
 

• SVRU(선박용 유증기 회수설비)를 통해 회수된 유증기를 선박
의 연료유로 사용함으로서 에너지 절감 



      

III. 녹색선박기술 현황 

• 디젤기관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병행하는 
Hybrid 추진시스템을 우선 개발 
 

• 향후 화석연료에서 독립된 동력원개발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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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녹색선박기술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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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  
      바람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론상 59.3% 효율) 
      날개의 형상에 따른 효율, 기계적인 마찰, 발전기의 효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20 ~ 40% 

 

▶ 풍력발전기의 원리 

Gear 
Box 

Break 

System   

▶ 풍력발전의 장단점  
      장점: 환경 친화적 무공해 청정 대체에너지 
              발전설비 면적을 적게 차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단점: 에너지 공급원 불안정 
              풍속특성이 발전단가에 가장 큰 영향 
                소형시스템 일수록 발전단가 불리 

연계설비 

Controller 

보호장치 

Generator 바람 

V. 해상풍력 

http://members.tripod.lycos.co.kr/windenergy/600kw.jpg


      

◈ 세계 풍력발전 누적용량 

◈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 

V. 해상풍력 



      

▶ 수평축 풍력터빈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 수평인 시스템으로 타

워와 로터의 위치에 따라 맞바람 형식(upwindtype)
과 뒷바람 형식(downwind type)으로 구분됨 

 
▶ 장점 

 맞바람형식 :타워에 의한 풍속의 손실없음,풍속변동
에 의한 피로하중/소음 적음 

 뒷바람형식 :요잉시스템 불필요,타워와 로터 충돌을 
피할 수 있음,타워의 하중감소,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주로 소형 풍력발전기에서 사용발전설비 면적을 적
게 차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 단점 

 맞바람형식 :요잉 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성이 
복잡해짐, 로터와 타워의 충돌을 고려한 설계 필요 

 뒷바람형식 :타워에 의한 풍속의 손실 발생/풍속의 
변동이 큼, 터빈의 피로하중 및 소음증가, 전력선이 
꼬일 수 있음 

◈ 수평/수직축 풍력터빈 비교 

V. 해상풍력 



      

▶ 수평축 풍력터빈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 수직인 풍력발전 시스

템 실용화(상용화)된 대형 시스템 없음 

 

▶ 장점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운전가능 

    (요잉 시스템 불필요) 

 증속기 및 발전기가 지상에 설치됨 

 

▶ 단점 

 시스템 종합 효율이 낮음 

 자기동(self-starting)불가능,시동 토크 필요 

 주 베어링의 분해 시 시스템 전체 분해 필요 

 넓은 전용 면적 필요 

◈ 수평/수직축 풍력터빈 비교 

V. 해상풍력 



      

◈ 해상풍력발전기의 발전 방향 

V. 해상풍력 



      

◈ 미래의 해상풍력발전 

V. 해상풍력 



      

◈ 국내 개발 현황 

V. 해상풍력 

▶ 2010년 11월 정부는 2019년까지 서해 남부 해역에 2.5GW의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두산중공업은 제주도 앞바다에 3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시운전을 완료하였음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중공업은 7MW급을 현재 개발 중이며 현대중공업은  

    5.5MW급을 개발하고 있음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3MW 해상풍력> 



      

◈ 국외 개발 현황 

V. 해상풍력 

▶ 초기 해상풍력은 덴마크가 주도를 하였으나, 현재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이 주류를 형성함 

▶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영국과 덴마크를 중심으로 총 39개의 해상풍력 단지가 운영중에    

있으며 총 2,396MW의 발전 용량을 확보함 

▶ 현재 5MW의 해상풍력발전기가  상업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Vestas(덴마크), Siemens wind power(덴마크)는  10MW 초대형 풍력발전기를 

개발 중임 

<영국 해상풍력단지> <덴마크  해상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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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해양에너지 

◈ 해양에너지 종류 및 장·단점 

 해양에너지 발전은 해양의 조류, 조력, 파도,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

하는 기술임 

  에너지 이용 방식에 따라 조류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발전이 있음 

 

구분 내용 

장점 

 공급되는 에너지량이 매우 막대하여 고갈될 염려가 없음 

 청정에너지이므로 해양이나 대기오염의 염려가 없음 

 해양에너지 발전 장치의 유지보수만 잘한다면 반영구적임 

단점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발전 등에 비해 현재 높음 

 설치 가능 지역이 제한되어 있음 

 해양설치비, 육상까지의 전기선 연결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높음 



      
VI. 해양에너지 

◈ 해양에너지 부존량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에너지 부존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우수하며, 특히 서·남해안의 경우 

조력·조류발전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국내 해양에너지 부존량은 14,400MW로 예상 

  - 조력발전 : 6,900MW 

  - 파력발전 : 6,500MW 

  - 조류발전 : 1,000MW 

   



      
VI. 해양에너지 

◈ 조류발전 원리 및 종류 

 조류발전은 해수의 유동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수의 유속과 발전기의 효율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음 

 터빈의 회전축이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수평축, 수직축 조류발전으로 구분 

  - 수평축 : 회전축이 해수의 흐름 방향과 수평선상에 놓여있음 

  - 수직축 : 회전축이 해수의 흐름 방향과 수직을 이루고 있음 

<수평축 및 수직축 조류발전 방식> 



      
VI. 해양에너지 

◈ 조류발전 종류별 장·단점 

종류 구분 내용 

수평축 

장점 

 해수 속도 변화에 대한 효율이 높음 

 구조가 간단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임 

 풍력발전 및 선박의 프로펠러 기술 응용이 가능함 

단점 
 해수 방향에 대처하기 위해선 회전 장치가 필요함 

 협소한 공간에는 설치가 어려움 

수직축 

장점 

 변화하는 해수 방향에 발전이 가능함 

 발전장치가 수면 위에 있어 전기장치 유지 보수가 용이함 

 다수의 터빈을 한 개의 수직축에 설치가 가능함 

단점 

 설치 및 제거가 어려움 

 시설비가 수평축 방식에 비해 비교적 높음 

 수면과 해저면을 연결하는 수직축이 길어 큰 굽힘 모멘트가 작용함 



      
VI. 해양에너지 

◈ 조력발전 원리 및 종류 

 조력발전은 조석을 동력원으로 해수면의 상승·하강 작용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방조제를 축조하여 해수저수지를 조성한 후 발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임 

 조석 이용 횟수에 따라 단류식과 복류식으로 구분 

  - 단류식 : 썰물만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 

  - 복류식 : 썰물 및 밀물 양쪽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식 

발전(썰물) 유입(밀물) 

<단류식 발전 원리> 



      
VI. 해양에너지 

◈ 조력발전 종류별 장·단점 

종류 구분 내용 

단류식 

장점  한 방향으로만 발전하므로 간단한 구조이며 제작 비용이 낮음 

단점  썰물만 이용하므로 발전이 단절되며 발전량이 적음 

복류식 

장점  썰물, 밀물을 모두 이용하므로 연속 발전이 가능함 

단점 
 수차 및 발전기가 두 방향 발전이 가능해야 하므로 복잡한 구조로 

높은 제작 비용이 요구됨 



      
VI. 해양에너지 

◈ 파력발전 원리 및 종류 

 파력발전은 파도(파랑)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 

 작동 원리에 따라 대표적으로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으로 분류 

  - 가동물체형 : 수면의 움직임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 

  - 진동수주형 : 파력에너지를 공기의 흐름으로 변환 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 



      
VI. 해양에너지 

◈ 파력발전 종류별 장·단점 

종류 구분 내용 

가동물체형 

장점  파력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음 

단점 
 파력에 직접 부딪힘으로 구조물이 취약 

 폭풍우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면에서 불안정 

진동수주형 

장점  전력발전 단가가 높은 섬 지역에 소규모 전력 공급 가능 

단점 
 파랑의 변동성을 제어하기 어려움 

 일정 한계 이상의 파고에선 제약이 있음 



      
VI. 해양에너지 

◈ 해수온도차발전 원리 및 종류 

 해수온도차발전은 수심에 따른 바닷물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취득하는 기술 

 작동 유체에 따라 폐순환시스템, 개방순환시스템, 혼합순환시스템으로 분류 

  - 폐순환시스템 :  암모니아, 프로필렌 같은 비등점이 낮은 냉매를 증발시켜 터빈을 발전

하는 방식 

  - 개방순환시스템 : 해수 표층의 표층수를 작동유체로 직접 사용하는 방법 

  - 혼합순환시스템 : 비등점이 낮은 냉매, 해수 표층의 온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 

<폐순환시스템 
발전 원리> 



      
VI. 해양에너지 

◈ 해수온도차발전 종류별 장·단점 

종류 구분 내용 

폐순환시스템 

장점  발전 과정이 단순하여 설비 단가가 저렴함 

단점 
 암모니아, 프로필렌을 작동 유체로 사용하므로 누출로 인한   

오염이 있으며 발전 효율이 낮음  

개방순환시스템 

장점 
 해수를 작동 유체로 사용하므로 누출로 인한 오염이 없으며   

발전 효율이 높음 

단점  폐순환시스템보다는 설비 단가가 다소 높음 

혼합순환시스템 

장점  폐순환 및 개발순환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것 

단점  발전 과정이 복잡하며 설비 단가가 높음 



      
VI. 해양에너지 

◈ 조류발전 국내 개발현황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하고 한국동서발전이 참여한 1MW급 수직축 헬리컬 조류발전  

   장치를 전라남도 해남군 울돌목에 2005년 4월에 착공하여 2009년 5월 건설 완료하였음 

 오션스페이스, 인하대가 공동개발하고, 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한 25kW 조류발전장치가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 화력발전소 방수로에 2008년 6월 시험 설치되어 성공적으로 현

장 실험을  완료함 

 오션스페이스가 주관하고, 한국남동발전, 현대삼호중공업이 참여한 100kW 수평축  

  부유식 조류발전 장치가 전남 여수 금오수도에 2010년 4월 설치되어 현장 실험을 완료함 

<울돌목 조류발전장치> <25kW 조류발전장치> <100kW 조류발전장치> 



      
VI. 해양에너지 

◈ 조류발전 국외 개발현황 

 조류발전은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위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시험 발전을  

거쳐 본격적인 상업화를 위한 시험단계에 와 있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에 가까운 조류발전장치는 영국 Marine Current Turbine社의 

Seagen 모델로 특징은 터빈의 수리가 용이하도록  수면 위로 이동이 가능함 

<전기 생산 중인 터빈> <수면 위로 이동한 터빈> 



      
VI. 해양에너지 

◈ 조력발전 국내 개발현황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04년 12월 착공, 7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 1월 발전시설 

전체를 가동하기 시작함 

  - 2012년 전기발전량 및 판매액 목표 : 3억8,600만kWh / 544억원 

 

 

 

 

 

 

 현재 추진중인 조력발전 사업은 4개임 

시설용량(MW) 25.4 × 10기 = 254 

연간발전량(kWh) 5억52만kWh 

최대 조차(m) 7.8 

해수유통량 
1억6천만㎥/일 

(시화호 저수량의 50%) 

구분 가로림만 조력 강화 조력 인천만 조력 아산만 조력 

시설용량(MW) 520 840 1,320 254 

연간발전량(kWh) 9.3억 15.36억 23.26억 5억52만 

최대조차(m) 6.56 8.97 7.2 10 



      
VI. 해양에너지 

◈ 조력발전 국외 개발현황 

<랑스 조력발전소>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소> 

 1966년에 준공한 프랑스 Rance 조력발전소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조력발전소로 시설용량

은 240MW, 연간발전량은 544GWh임 

 1984년에 준공한 캐나다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소는 조력개발에 앞서 시험용으로 설치되었

으며 시설용량은 20MW, 연간발전량은 54GWh임 

 1985년에 준공한 중국 지앙시아 조력발전소는  간척용 제방으로 건설되었으며 시설용량은 

3.2MW, 연간발전량은 6GWh임 



      
VI. 해양에너지 

◈ 파력발전 국내 개발현황 

 한국해양연구원에 개발한 60kW급 부유식 진동수주형(주전A호)을 울산 주전 앞바다에 

2001년 7월 설치하여 실해역 실증 시험 수행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파력발전 표준 모델의 실증 및 실용성 검증을 위해 500kW급  

   착저식 진동수주형 실증 플랜트를 제주도 한경면에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임 

 현재 제주해군기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될 방파제에 파력발전을 

포함할 예정임 

<500kW 착저식 진동수주형>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주전 A호> 



      
VI. 해양에너지 

◈ 파력발전 국외 개발현황 

 영국은 강한 파도로 유명한 지역으로 2011년부터 20MW급 웨이브 허브 파력발전 실증 

설비를 운영 중임 

 포르투갈 북부 해안에 2008년 10월 영국 펠라미스 웨이브파워社에서 개발한 펠라미스 

파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상업용으로 발전 중임 

 일본은 미국 OPT社의 Power Buoy를 설치하여 10MW 이상의 시범 발전소 운영 예정임 

<펠라미스 파력발전기> 



      
VI. 해양에너지 

◈ 해수온도차 국내 개발현황 

 인하대학교에서는 1997년부터 “해양온도차 발전기술 개발연구” 및 “20kW급 해수온도차  

해상플랜트 개발” 사업을 통하여 20kW급 폐순환식 해수온도차 pilot 플랜트를 서인천       

복합화력 발전소 내에 2000년 제작·설치하여 실험실 규모의 연구 수행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관에 국내 최초로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

하여 2009년 10월 구축 완료함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관> <20kW급 폐순환식 해수온도차 > 

냉수조건 20 → 10℃ 

온수조건 12 → 50℃ 

해수유량 60㎥/h 



      
VI. 해양에너지 

◈ 해수온도차 국외 개발현황 

 미국은 1979년 50k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하와이에서 210kW급   

해수온도차 발전 실험을 수행중임 

 일본은 1981년 100k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1998년 인도와 공동으로 

1,000kW급의 실증 플랜트를 인도양에 건설하여 평가를 거친 후, 2만5천 ~ 5만kW급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 

<210kW급 해수온도차발전(미국)> <50kW급 해수온도차발전(미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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