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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지난 수십년간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옴

▪ 대체 에너지원 및 경제성을 확보한 전력생산의 수단으로써 에너지 신 산업 창출

▪ 60.4GW(2019) 미주(미국: 9.21GW) →유럽(독일: 2.18GW)→아시아(중국: 26.23GW) 

❖ 풍력산업의 성장

▪ 바람(wind)태양 복사에 의한 온도 및 공기압력 차이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발생

▪ 화석연료 미 사용, 환경영향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 공해물질 배출 저감청정에너지

▪ 재생에너지원바람, 태양광, 태양열, 수력(대수력, 소수력), 파도, 조류

❖ 풍력터빈: wind power → mechanical power → electricity(energy) 

50.7%2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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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빈 제작사매년 30~40% 성장률 기록

① 기술적 진보에 의한 이용률 / 가동률 향상

② 주 기기 가격 및 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nergy) 하락

▪ 4년마다 약 2배 씩 설비 용량 증가 추세

▪ 육상풍력시장 용량 3 ~ 6 MW (직경: 120m 이상, 허브높이 140m)

▪ 해상풍력시장 용량 5 ~ 8 MW (직경: 160m 이상, 허브높이 180m)

❖ 풍력터빈 설비용량

▪ 풍력개발 초기농장 등의 부지에 1 ~ 2 기 설치

▪ 현재유틸리티 규모의 대형 발전단지 (수 십 ~ 수 백대 설치, 700MW 이상 대형단지)

❖ 풍력단지 규모

The world's largest wind farm was just completed in the Irish Sea — and it's more than twice the size  of 
Manhattan (590,000 homes/659MW, Ø rsted UK)

The Walney Extension(659MW) beats existing offshore wind farm records for both power and size.                                 

It is 9 square miles larger and 29 megawatts more powerful than the world's number two offshore wind farm, 

the London Array, which sits off the southeast coast of the UK.

Ref: https://www.businessinsider.com/largest-wind-farm-in-the-world-2018-9



Kim B.S. 4/39

▪ 키워드: 풍력에너지 밀도(), 난류강도(), 설치면적제한(X), 주민수용성(), 소음제한(X)

▪ 덴마크  80년대에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세계최초의 해상풍력단지 건설(’90년대 초)

① Vindeby offshore wind farm(1991): 25년 운영 후 해체복구(2017.3)

4.95MW / B35 450(Bonus) X 11기 / Ø rsted A/S (formerly DONG Energy AS)

② Tuno Knob offshore wind farm(1995):

5MW / V39 500(Vestas) X 10기 / Ø rsted A/S (formerly DONG Energy AS)

❖ 해상풍력산업의 시작

Source: MHI Vestas Offshore Wind A/S

2,800 households

https://d.docs.live.net/c49f146ef715c30b/00-제주대학교/00-강의/2019년%201학기/강의목록/풍력발전개론-I/Offshore%20wind%20power%20-%20how%20it%20all%20comes%20together%20at%20sea.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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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Offshore constru

ction start
Inaugurated Turbines Turbine model

Total capacity

(MW)

Walney 1[11] 2010 2011 51
Siemens SWT-3

.6-107 (3.6 MW)
183.6

Walney 2[12] March 2011 March 2012 51
Siemens SWT-3

.6-107 (3.6 MW)
183.6

Walney Extensio

n[13] February 2017 June 2018 87

40 × MHI-Vesta

s 8.25 MW &

47 × Siemens G

amesa (7 MW)

659

Total 189 1026.2

Ref: https://en.wikipedia.org/wiki/Walney_Wind_Farm

https://en.wikipedia.org/wiki/Walney_Wind_Farm#cite_note-lorc-walney1-11
https://en.wikipedia.org/wiki/Siemens_Wind_Power
https://en.wikipedia.org/wiki/Walney_Wind_Farm#cite_note-lorc-walney2-12
https://en.wikipedia.org/wiki/Walney_Wind_Farm#cite_note-walneyextension-2018-13
https://en.wikipedia.org/wiki/Vestas_V164
https://en.wikipedia.org/wiki/Siemens_Gamesa_Renewable_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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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전세계 발전분야 신규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75%(약 200 GW)를 차지 함.

① 【발전원별 신규설비】 태양광 115 GW > 풍력 60 GW > 수력 16 GW

② 【국가별 신규설비】 중국 67 GW > 미국 22 GW > 인도 13 GW 

▪ 주요 선진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확산 정책을 시행하여, 지난 10년간 전세계 재생에너지 산업
규모가 1,200 GW(’10)에서 2,588 GW(’19)로 “2배” 성장했음.

① 【미국】 ’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 확대 법안 통과 (SB100 법안, 캘리포니아, ’18년)

② 【유럽】 “유럽 그린 딜(A European Green Deal)” 발표 (’20. 3월 채택)

- ’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와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라는 비전을 포함

-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75 % 탈탄소화

③ 【일본】 재생에너지와 수소 확대를 위해 시장가격 기반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Feed-In-Premium, ’20)

https://www.hinicio.com/eu-hydrogen-funding-as-part-of-the-recovery-plan-after-the-crisis/GWEC | Global Wind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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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WEC | Global Wind Report 2019 | 

2) https://www.gminsights.com/industry-analysis/wind-energy-market

▪ 2019년말 기준, 신규 설비용량이 60.4 GW(육: 54.2 GW, 해: 6.1GW)1) 에 달하며 세계풍력산업 규모는 101 조원

(> $93BN, ’19) 이상인 것으로 평가됨2)

① 【연평균 산업성장률】 2020~2026 →예상 CAGR = 8.4 %

② 【시장규모】 2026 → > $160 BN (174 조원)

③ 【신규설비】 2026 → > 101 GW 

▪ APAC(50.7 %) > EU(25.5 %) > N. America(16.1%) > Lat. America(6.1 %) > Africa & M.E(1.6%)

① [60.4 GW] 중국 (43.3 %) > 미국 (15.1 %) > 영국 (4 %) > 인도 (3.9 %) > 스페인 (3.8 %) > 기타 (29.8 %)

② 중국, 미국, 독일, 인도, 스페인에 전세계 풍력발전설비의 72 %가 설치되어 있음

https://www.gminsights.com/industry-analysis/wind-energy-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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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들은 2019년에 전체 전력 수요량의 약 15%를 풍력발전으로 공급 함

① 덴마크(48%), 아일랜드(33%), 포르투갈(27%), 독일(26%), 영국(22%)

② 【공급률】 육상풍력 12.2% + 해상풍력 2.3%

Source - 1)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20

한국 0.46%
(풍력발전량: 2,679,158 MWh,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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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1 GW의 신규설비 중 중국이 2.3 GW(누적: 6.7 GW)를 설치 했으며, 해상풍력 글로벌 산업규모는

약 26.2 조원 ($24 BN)으로 평가됨

① 【2020~2026】 80.7 조원 ($75 BN) 규모로 성장 예상

② 【Top 5】 중국(2.3 GW), 영국(1.8 GW), 독일(1.1 GW), 덴마크(0.37 GW), 벨기에(0.37 GW)

▪ [네덜란드] ’19년에 실시된 입찰에서 Vattenfall이 Hollandse Kust I&II 단지(’18년)에 이어 760MW 규모의

두번째 제로보조금 해상풍력개발권을 획득함(부지사용료: 24.6억원 | $2.25m 납부)

① Hollandse Kust Zuid(I ~ IV) : 2~3백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1.5 GW 규모 제로 보조금 해상풍력단지

② Hollandse Kust III and IV : Siemens-Gamesa 11.0-193 DD X 140대 (이격거리 : 18~36km)

③ 【계통연계】 TenneT : 네덜란드 전역과 독일 내 다수 지역에 고전압 계통을 운용하는 송전시스템 운영사

Source: GWEC, Global Wind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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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19년말을 기준으로 29.1 GW 누적 설비 설치완료

① 유럽,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해상풍력확대 추진 : ’30년 말 177 GW 누적 예상 (글로벌)

- (대만) 25년까지 5.5GW, 30년까지 10GW 해상풍력 설치 계획

- (일본) 40년까지 18GW 규모 해상풍력설치를 통해 발전량 비중 7% 달성 계획

▪ 해상풍력은 빠른 성장성으로 재생에너지 중 높은 비중 차지 예상

① 높은 잠재량, 대규모 단지 개발 가능, 낮은 환경영향, 높은 이용률(30~50%) 등의 장점 보유

- 영국, 덴마크 등 사례 검토 시 해상풍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 발견 (KEI, 19.2월)

- 해상풍력 이용률은 LNG 발전(40%)과 대등한 수준으로 태양광(15%), 육상풍력(22%) 대비 우수

② 제조업(조선, 기계, 철강) 및 건설업(전기, 토목)과의 연계성이 크고, 고용유발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Source – GWEC Market Intelligence, 2020

구분 제조 건설/설치 O&M 합계

태양광 6.7 13.0 0.7 20.4

육상풍력 4.7 3.2 0.3 8.2

해상풍력 15.6 8.0 0.2 23.8

석탄 5.4 11.2 0.14 16.7

가스 0.93 1.3 0.14 2.4

원자력 1.3 11.8 0.6 13.7

단위: 年고용/MW

Source – Calculation Global Energy Sector Jobs 2015(Green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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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Global offshore wind market report 2018 | Norwegian Energy Partners, 2019

• 유럽 중심의 해상풍력시장은 2030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됨

① 【유럽】 24.3 GW(2020) → 43.5 GW(2025) → 67.8 GW(2030) 

② 【아시아】 9.2 GW(2020) → 29.9 GW(2025) → 54.0 GW(2030) 

③ 【CAGR】 23%(33.5GW | 2020) → 18%(77.3GW | 2025) → 11%(129.0GW | 2030) 

(예상) 2020 ~ 2030, 연평균 10GW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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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2022 2023 2025 2026

글로벌풍력산업 CAGR (2020 ~ 2026) : 8.4 %101조원 174조원

2024

터빈시장
(76.3조원)

터빈시장 | 2017
(54.5조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해상풍력산업 CAGR (2020 ~ 2026) : 14.8 %26.2조원 80.7조원

터빈시장
(22.9조원)

터빈시장
(7.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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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풍력발전시장 규모는 1,490MW이며 현재(’19년) 103개소의 풍력발전단지 상업운전 중

① 육상풍력단지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나 해상풍력단지개발에 대한 기대 및 수요 확산

- (3020) 해상풍력보급목표 13GW 

- (운영) 제주 탐라해상풍력(2018.1),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2019.6), 영광해상풍력(2019.4)

▪ 최근 5년(’15~’19) 간 신규설비 보급률은 연평균 177.5MW(10.6개 단지)에 불과함

① 【시장규모】 177.5MW X 23.3억원/MW = 4,141.7 억원/년

② 【터빈시장】 177.5MW X 12.0억원/MW = 2,130억원/년

- (2019) Siemens: 89.93MW, 47.1% | Vestas: 101.1MW, 52.9% = 191.025 MW / 2019

- (국산터빈 점유율) 2016, 70% → 2018, 39.1% → 2020, 49.2%(상반기) Source – 한국풍력산업협회 | 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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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신규설치용량

(kW)
누적설치용량

(kW)
연도

신규설치용량
(kW)

누적설치용량
(kW)

1998 1,200 1,200 2009 50,900 352,845

1999 2,145 3,345 2010 19,750 373,295

2000 1,500 4,845 2011 31,100 400,860

2001 1,980 6,825 2012 84,050 484,910

2002 3,750 10,575 2013 80,150 563,650

2003 4,230 14,085 2014 47,860 611,510

2004 23,390 38,195 2015 224,350 833,500

2005 28,000 66,195 2016 200,750 1,031,220

2006 109,350 175,545 2017 111,450 1,139,910

2007 21,150 196,695 2018 161,250 1,299,090

2008 105,250 301,945 2019 191,025 1,490,115

Source – 한국풍력산업협회 Annual Report 자료분석및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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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재생에너지산업은 약 11.5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 됨1)

① 【세계】 연간 약 50만개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 풍력산업 누적 1,165 천개

② 【국내】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60MW) : 건설기간 중 총 2,500개 일자리 창출 기대2)

▪ 국내 재생에너지 全산업에 35,21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국내 매출액이 90,332억원에 이름3)

① 【풍력】 기업 수 (22개), 고용인원 (1,580명), 매출액 (12,062억원), 투자액 (264억원)

② 내수 2,471억원, 수출 4,479억원, 해외공장 5,112억원

1) IRENA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20 | 2) 한국해상풍력㈜,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실증단지 추진 현황, 2017 | 3)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확정치) 조사결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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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는 육상에 비해 풍부한 해상자원이 존재하고, 3020 목표달성을 위한 해상풍력개발 필요 면적

이 충분하며, 기술적 개발가능 잠재 량 또한 약 33,200MW1)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됨

→ 해상풍력 유망후보지 개발가능용량은 12,000MW2) 이상 수준이며 보급목표 13GW 달성 가능
1) 풍력밀도 300W/m2 이상, 수심 50m 이하, 설비용량밀도 5MW/km2의제한조건에서 최소 경제성을 만족하는 개발 잠재량

2) 풍력밀도 350W/m2 이상, 수심 30m 이내, 변전소 이격거리 30km 이내, 터빈이격거리 8DX8D, 단지이격거리 20D, 배제지역(개발제한구역) 적용

Source: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산업화정책보고서, 2017

시도명

육상기술적잠재량 해상기술적잠재량(고정식)

잠재량
(103toe/년)

발전량
(GWh/년)

설비용량
(GW)

개발가능면적
(km2)

잠재량
(103toe/년)

발전량
(GWh/년)

설비용량
(GW)

개발가능면적
(km2)

경기도 525 6,107 5.0 996 2,803 32,594 11.0 2,202

강원도 1,846 21,478 15.0 3,007 0 0 0.0 0

충청남도 772 8,984 6.7 1,347 967 11,247 4.0 793

충청북도 553 6,437 4.4 875 0 0 0.0 0

전라북도 468 5,442 3.9 786 573 6,664 2.8 550

전라남도 1,050 12,216 6.6 1,327 3,189 37,086 12.4 2,473

경상북도 2,117 24,622 14.3 2,860 0 0 0.0 0

경상남도 790 9,191 6.4 1,279 801 9,316 3.1 624

제주도 254 2,950 1.1 221 10 117 0.0 7

합계 8,377 97,423 63.5 12,697 8,343 97,025 33.2 6,649

Source: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백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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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17년도 제주 탐라해상풍력(30MW)과 ’19년도 서남해 실증단지(60MW) 준공 완료 : 124.5MW

① 30년 12GW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확대가 필요하나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추진 지연

- (주요 사업)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6.0GW), 제주(0.6GW), 인천(0.6GW) 등

- 서남해 해상풍력은 ’10년 2.5GW 추진 로드맵 발표에도 불구, 현재 60MW 운전 중

② 입지발굴, 인허가, 설치 등에 7년 이상 소요되므로 향후 3년간 추진 속도 높일 필요가 있음

▪ [산업] 유럽이 세계시장을 주도, 중국업체도 내수시장 바탕으로 추격 중 : 3개사 80% 과점 중

① Siemens-Gamesa 15GW(51.5%) > MHI-Vestas 4.8GW(16.5%) > Sewind 3.1GW(10.7%)

② 국내업계는 소수의 터빈 제작사와 중소 부품기업으로 구성, 그간 내수시장 확대 지연으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임 (80% ~ 85% 수준)

- 해상풍력터빈 : [국내] 5.5MW 상용화(8~10MW 터빈 개발 및 계획 중) ↔ [해외] 12MW 상용화(15~20MW 개발 중)

국내 제주탐라해상풍력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 영광해상풍력

위치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동리 해상 전라북도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 전남 영광군 백수읍 두우리 공유수면

용량 30MW (3MW X 10기, 두산중공업) 60MW (3MWX10기, 두산중공업)
총 79.6MW (2.3MWX35기, 유니슨)

[해상] 34.5MW(15기))

시행자 탐라해상풍력발전㈜ / 남동발전, 두산, 농협 한국해상풍력㈜ / 한전 +발전6사 영광풍력발전㈜

사업비 1, 650억원 4,570억원 2,597억원(육상/해상통합)

기간 2006. 08(발전사업승인) ~ 2017.12(준공) 2010.11(추진계획) ~ 2019.12(준공) 2015. 11(발전사업승인) ~ 2019.03(준공)

가동 2018. 01 (상업운전개시) 2019.06 (시운전 개시) 2019.04 (상업운전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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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풍력발전단가는 MWh당 $58 ~ $76(’18, 육상), $99 ~ $175(’18, 해상)으로 추정됨

① 한국 육상풍력 : > $115/MWh (’18년, 2분기 평균 LCOE 추정치, Ref: Bloomberg NEF)

▪ 육상풍력은 많은 선진국가에서 Grid-parity에 도달하여 경제성 확보 논의는 불필요 함

① 유럽 무연탄(hard coal) : $74 ~ $116/MWh (’18년, 2분기, Ref: Fraunhofer ISE)

Source - https://windeurope.org/policy/topics/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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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Offshore Wind Cost Reduction’ 18-36%

Denmark ‘Denmark – Supplier of Competitive  Offshore Wind
Solutions’

50%

Germany ‘Cost Reduction Potentials of  Offshore Wind Power in
Germany’

32-39%

Country Study Cost  reduction

Netherlands
TKI Wind op Zee_Cost reduction options for Offshore  
wind in the Netherlands FID 2010-2020

40%

Potential cost reduction by studies in Europe

▪ (유럽) 국가별 해상풍력발전단가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 함

① 【유럽】 국가별 목표 값의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18% ~ 40% 수준의 LCOE 저감목표 제시

② 【한국】 재생에너지 3020 및 그린뉴딜 선언 이후 구체적인 LCOE 저감목표 및 실행전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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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Global offshore wind market report 2018 | Norwegian Energy Partner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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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nd turbine converts the kinetic energy 

of the wind into electrical energy

Requirements:

▪ Low cost electricity

▪ Energy at utility scale

▪ High availability

▪ Survival

▪ Minimal environmental impact

▪ LCOE | Capacity Factor |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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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 미래 해상풍력발전시장 대응과 초 격차 기술선점을 위한 초대형 해상풍력터빈 기종 상용화

① Siemens-Gamesa(SG 8.0-167DD), MHI-Vestas(V174-9.5MW), GE Renewables(Haliade X-12MW) ➔ 10MW+ 급

해상풍력터빈 상용화

- (Siemens-Gamesa) 14MW 모델(SG 14.0-222DD) 개발 중 / 로터 직경: 222m

▪ (10MW+ 터빈개발 전략) 초대형 해상풍력단지개발 계획과 연동하여, 사업자와 터빈제작사 간의 우선 공급자

조건부 계약 체결을 통해 일정 규모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10MW+ 터빈개발 위험 완화

① (GE Renewables) Ocean Wind offshore wind farm(미국, 1.1GW)과 Dogger Bank offshore wind farm(영국, 3.6GW)에

Haliade-X 12MW 터빈 우선공급자 선정

② (MHI-Vestas) Borssele III/IV(네덜란드, 731.5MW)에 77기 공급계약 완료, Northwester 2 offshore wind farm(벨기에, 

219MW)에 23대 설치 완료(’20.6)

③ (Siemens-Gamesa) ’20년-SG8.0-167DD 기종 1000대 공급, Sofia offshore wind farm(영국, 1.4GW)에 SG 14.0-

222DD 기종 100대 조건부 공급계약 체결

▪ (제로 보조금) GW급 초대형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통한 해상풍력 Grid-Parity 실현

① 이용률, 가동률 향상→수익성 향상→발전단가 하락→제로보조금 해상풍력 시대 (Grid-Parity)

- (GE Renewables) Haliade X : 이용률(63%), 연간 발전량(67,000MWh/year)

- (LCOE) “덴마크 102원/kWh” v.s “한국 282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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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ufacturing of jackets has generated a very positive economic impact in these 

areas. A representative piece of information: in the Galician facilities, the work for 

the Wikinger offshore wind farm has translated into the creation of 2,000 jobs 

(direct and indirect jobs). 

[Germany | 350MW | 350,000 Homes | 600,000 ton of CO2/year]

Source – IBERDROLA | SPAIN

https://www.iberdrola.com/about-us/society/social-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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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DS-5500, 5.5MW(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완료했고,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 중인 8MW급 Wind DS-

8000+ 해상모델은 ’22년에 개발 완료 예정

① ’19년 말 기준으로 총 72대의 육 해상 풍력터빈을 공급함 (218.5 MW)

- 주력 기종은 WindDS 3000, -3300과 같은 3MW 플랫폼 기반 터빈이며 해상풍력터빈 설치 실적 보유

②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30 MW, 10기),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60 MW, 20기) 터빈 공급

▪ 4MW급 플랫폼 육 해상 공용기종인 U136-4.2MW, U151-4.3MW 터빈 개발을 완료했고, 해상풍력시장

대응을 위해 10MW급 터빈 개발 진행 중(’23년 상용화 목표)

① ’19년 말 기준으로 총 145대의 풍력터빈을 공급함 (253 MW)

- 주력 기종은 2MW 플랫폼 육상풍력 터빈이었으며 최근 상용화된 4MW 플랫폼으로 주력 모델 전환 중

② 육 해상 복합형 풍력단지인 전남 영광풍력단지에 79.6MW 규모의 터빈 공급

- U120 2.3MW 저 풍속 모델 32기 + 2MW 3기

- 해상풍력으로 15대 설치실적이 발표되었으나 공유수면이 아닌 연안지역(육상)에 설치 됨

▪ 5MW급 해상풍력터빈인 HS-139(5.5MW) 터빈 개발을 완료했고 해당 기종의 설치 실적은 없음

① ’19년 말 기준으로 총 21대의 육상 풍력터빈을 공급함 (40MW)

- 주력 기종은 HS90 2MW 플랫폼 육상 풍력 터빈이나 자체모델 사업화 중단 상태로 추정됨



Kim B.S. 29/39

▪ 정부지원을 통해 4MW급 다중등급 대응형 육상풍력터빈 개발 진행 중이며 2022년 상용화 예정임

① ’19년 말 기준으로 총 34대의 육상 풍력터빈을 공급함 (60 MW)

- HJWT-1500(1.5MW), HJWT-2000(2MW) 기종을 각각 24MW, 36MW 설치 함

- 현재 해상풍력터빈 개발 계획 없음

WindDS5500, 5.5MW(offshore)
두산중공업

HS-139, 5.5MW(offshore)
효성

U136, 4.2MW(on-/offshore)
유니슨

HJWT-2000, 2MW(onshore)
한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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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해상풍력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대형 부유식 풍력터빈 기술개발 가속화

→ 유럽,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설계단계를 넘어 실증 및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여 경제성 확보 연구에 집중

→ Hywind 프로젝트(노르웨이, 2001) 경험을 통해 세계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가동(Statoil, 2017.10)

• 2030년, 현재의 고정식 해상풍력 규모 수준의 신규시장(13,000MW)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 2030년 이후부터는 해상풍력(고정식+부유식)이 본격적으로 세계 풍력산업을 선도 할 것으로 전망 됨

→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조선해양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단 기간 내 시장진입 및 경쟁 가능한 분야

6MW(Siemens), 5기 (C.F = 65% | 2017.11 ~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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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EOLFI | Development Floating Wind Power Projec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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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11개(46MW) 부유식 풍력 실증프로젝트 개발이 완료 됨 : 2025년 부터 상용화 단계 진입 예상

→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8개 (37MW), 3개 (9MW)의 실증프로젝트 개발 완료

→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 4,888MW | (계획) 14개, 4,162MW | (개발허가) 2개, 488MW | (인허가완료) 14개, 200MW

Source – EOLFI | Development Floating Wind Power Projec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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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NREL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U.S.



Kim B.S. 34/39

Source – floating Offshore Wind Vision Statement | Wind EUROPE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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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Walt Musial | Overview of Floating Offshore Wind | NREL | February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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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글로벌에너지기업인 Shell(쉘)과동해지역대규모부유식해
상풍력개발에관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 15일밝혔다.

이들은업무협약에따라공동개발과관련된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구매
한다. 또해상풍력운영과유지보수기술교류, 그린수소연계사업등신재생에
너지개발에도협력할계획이다.

이들은해상풍력사업부지를울산시해안선으로부터 65km 이상떨어진먼바
다에조성한다. 인근어업환경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다. 해상풍력개발규
모는 1.3GW인데, 이는국내약 100만가구에동시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양
이다.

한국남부발전은이번부유식해상풍력단지조성이국내조선·해양업계일감
창출등다양한파급효과를발생시킬것으로내다봤다. 또지역경제활성화에
도도움을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심재원한국남부발전사업본부장은 “글로벌에너지기업인쉘과의해상풍력
사업추진은탄소중립을위한중요한발걸음이될것”이라며 “대한민국의세계
최고수준의조선·해양산업역량이대규모부유식해상풍력개발에핵심역할
을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한국남부발전이 울산에서 65㎞ 떨어진 먼바다에 1.3GW 규모의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오른쪽 작은 원은 풍향계측기 설치장
소로 이곳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
으며, 향후 3개의 원 안에 15㎿ 규모의 풍력발전기 84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처 : 국제신문(ww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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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제로】 설치 공간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GW급 대형 해상 프로젝트 개발이 가능하며 재생에너

지 보급률 향상에 기여

▪ 【집적화】 특정 단일 해역(지구)에 다수의 해상풍력단지들을 집적화 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연안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소음 발생 및 경관 문제 최소화

▪ 【고용창출】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조선 해양 분야의 사업전환 기회 부여 및

지역 항만 시설 활용도 향상

▪ 【수익성】 해상풍력터빈 대형화를 통한 발전량 향상 및 수익성 개선

▪ 【경제성】 대형화 단지개발, 기술 성숙도 향상, O&M 최적화, 개발 운영경험 확대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한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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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약 1.5GW 수준에 불과 함

→ 저 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부재에 따른 내수시장 붕괴

→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000M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단지개발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

① 지속가능하고강력한중앙집중형재생에너지개발지원체계구축

② 공공인프라지원을통한해상풍력발전단가감소및사업안정성강화

③ 균형있는공급망구축을위한연관산업연계및국제협력강화

④ 정부주도의초기해상풍력시장창출을통한민간투자유인및개발촉진

⑤ 조선해양산업연계를통한미래의부유식해상풍력시장공략

Source: 김범석, 신정부 에너지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발전보급 확산 방안, 2017.09

• 프로젝트 개발경험 부족, 내수 공급망 미흡, 주민수용성 부족 및 낮은 경제성은 극복해야할 문제

→ 단기간 내 유럽 수준의 LCOE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고 발전단가 감소목표 설정 및 이행전략 개발 필요

→ 풍력단지개발계획은 국산 기자재 개발 및 공공 인프라(계통연계, 배후항만) 구축 계획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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