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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동발전(주) 태양광 발전설비(50kW)】





 ㅇ 태양전지란 광전효과(Solar Voltaic Effect)를 이용하여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소자이다. 광전효과란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면 또는 반도체의 

p-n접합에 빛을 받으면, 반도체 중에 만들어진 전자와 정공의 이동으로 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ㅇ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을 이용한 것으로는 셀렌광전지, 아황산구리 광전지가 있고, 

반도체 p-n접합을 사용한 것으로는 실리콘 태양전지가 있음

   ■ 태양전지 원리

   

 ㅇ 태양전지는 폴리실리콘(Poly Silicon)으로부터 잉곳과 웨이퍼로 가공 후, 셀과 모듈화를 

거쳐 발전용이나 가정용으로 이용됨

다결정실리콘 Ingot Wafer Solar Cell Solar Module



종    류 특    징

결정질 실리콘 전지
Crystalline Silicon Cells

단결정과 다결정으로 구분

단결정은 고가이지만 고효율이 가능

기본적으로 p-n동종접합

일반적으로 시장에 시판되는 형태 

비정질 실리콘 전지
Amorphous Silicon Cells

박막형태

multijunction

CulnSe2전지
CIS Cells

몰리브덴 코팅 유리기판 위에 증착하는 형태

기본적으로 p-n 이중접합 

GaAs 전지
가장 높은 효율 달성

Ga의 희소성으로 고가이고, As의 유해성이 단점 

CdTe 전지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이 전지재료로서 적합
재료물질의 합성이 용이

 ㅇ 태양광발전 산업구조는 역피라미드 구조의 공급체계

(역피라미드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ㅇ 2차 오일쇼크 이후 저유가시대에도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를 통해 국제적인 

기술수준 확보 및 수출산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추구해왔으며 ,

 ㅇ 1992~1994년 동안 실시된 보급 시책에 의해 1990년대 태양광 기술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함

   - 소규모, 분산형 PV시스템의 계통연계 조건 등 Net-Metering지침 설정

   - 주거용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 운영

 ㅇ 주거용 태양광발전 보조금지원제도는 1994~2005년간 시행되었으며, 개인이나 건설업자

에게 태양광발전 설치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음

   - ‘94년부터 ’96년 동안은 설치비의 50%를 지원하였으며 ‘97년부터는 1/3을 지원

   - 2000년 이후는 일정금액 지원하였으며 ‘94~’05년간 256,643가구에 945,200kW 보급  

    

 ㅇ ‘05년 주택지원사업을 중단하였으나 ’08년 6월에 발표된 후쿠다 비전에 따라 ‘08년 

연말부터 설치비의 10%를 보조하는 사업을 재추진키로 의결함(’09년에 약 10만가

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ㅇ RPS제도 도입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2)

   - 전기사업자에게 매년 판매 전력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

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전기사업자는 직접 신에너지 전력을 생산 또는 제3자

로부터 구입하여 할당비율 달성

  ■ 일본의 RPS 연도별 목표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목표량
(GWh)

7,320 7,660 8,000 8,340 8,670 9,270 10,330 12,200

  * 출처: METI

 ㅇ 2050년까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2020년까지 10배, 2030년에는 40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후쿠다 비전 

발표(2008.6.9)



  ㅇ  전력매입법(Electricity Feed-in Act, 1991~2000)에 의해 태양광발전설비의 계통연계 보장하고 

발전사업자에게 의무구매토록 함

   - 일반전력의 90% 금액에 구입을 의무화(약 €0.085(105원)/㎾h)

  ㅇ  1,000호 태양지붕프로그램 (1,000 Solar Roofs Program, 1991~1995)

   - 전력계통에 연계된 주택용 태양광발전에 대해 설치비의 전액을 지원하여 계통연계 

기술적 가능성 검증함

  ㅇ  10만호 태양지붕프로그램 (100,000 Solar Roofs Program, 1999~2003)

   - 총 설치용량 300MW한도 내에서 저리융자 실시

  ㅇ  재생가능한 에너지법 (EEG: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2000~2003)

   -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기준가격의무구매제도 (Feed-in tariff) 도입

    ․전체 용량 350MW내에서 태양광발전 전력을 발전사업자(전력회사)에서 기준가격 

€0.51(627.30원)/㎾h로 20년간 구입을 의무화한 제도

     * 독일에서의 성공적 수행으로 EU 40여개 회원국에서 시행중

  ㅇ  Feed-in Tariff 탄력적 운영 (EEG 개정, 2004~현재)

   - 20년간 용량에 제한 없이 태양광발전 전력을 기준가격으로 의무구매하고, ‘06년부터는 

매년 5.0～6.5%씩 기준가격이 차감됨

    ․태양광발전설비업계의 자체 효율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FIT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

   - 다만, 2008년 6월에 발표된 EEG 개정안(‘09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연방정부 승인 후 

최종결정)에 따르면 과거에 비하여 기준가격 감소율을 크게 확대(8~11%)할 예정임

    ․시장 위축/확대시에는 기준가격을 상향/하향조정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유연감소율(flexible degression)제도 도입예정

   ■ 태양광발전에 적용되는 FIT, 2007년 기준

기준가격의무구매제
Feed-in tariff per kWh

30 kW 이하 30 ～100 kW 100 kW 이상

빌딩 및 소음방지벽에 설치시
€ 0.518
(659.41원)

€ 0.4928
(627.33원)

€ 0.4874
(620.46원)

건물 외관에 통합설치시 € 0.05 (63.65원) 추가지급
개방된 곳에 설치시
(지축 새로 만들경우)

€ 0.4081 (519.51원)

주)환율은 ‘07년 유로화 매매기준율 평균(1272.99원/€)적용



(단위 : MW)

국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중국 0 0 0 0 0 0 0 0 0 0 0 383 1,201 

일 본 16.4 21.2 35 49 80 128.6 171.2 251.1 363.9 602 833 922 932 

유 럽 20.1 18.8 30.4 33.5 40 60.7 86.4 135.1 193.4 314 470 715 1,171 

미 국 34.8 38.9 51 53.7 60.8 75 100 120.6 103 139 154 174 273 

기 타 6.4 9.8 9.4 18.7 20.5 23.4 32.6 55.5 83.8 139 302 341 702 

계 77.7 88.7 125.8 154.9 201.3 287.7 390.2 562.3 744.1 1194 1759 2536 4279

  ㅇ 공익사업규제법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1978)

    - 공공전력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력의 의구구매 부가

  ㅇ 에너지정책법 (Public Policies Act, 1992)

    - 생산세액공제(PTC: Public Tax Credit) 제도를 도입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초기에 10년간 $0.019/㎾h의 생산세금을 공제받음

  ㅇ 최근 대통령 주도하에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집중적 R&D투자․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07대통령 연두교서)

    - 연방정부 차원의 태양광 분야의 지원은 주로 R&D에 초점을 두고, 시장보급예산의 

약 절반은 보조금으로 지급됨

    - 캘리포니아州에서는 2007년부터 “Million Solar roofs Plan” 법안이 발효되어, 2018년까지 

32억$ 인센티브 지원 예정

     * 100만호 태양지붕 : 2018년까지 약 3GW의 태양광발전 설치

  ㅇ 주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Green 

Pricing,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을 자체 운영

  ㅇ ’06년 대통령의 Solar America Initiative의 실천 계획으로 기술개발 3개년계획 

(2007~2009) 실시중이며

    - 13개의 기업주도형 프로젝트에 총 168백만$ 정부지원, 민간부담금 50% 포함 시 

총 357백만$ 규모 예상

  ㅇ 일본, 독일,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ㅇ 한국,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도 ‘05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주요국 태양광 연도별 보급 추이



 <출처 : IEA(2007), "Trends in Photovoltaic Applications">

 ㅇ 태양광 단계 : 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시스템

    * 2007말 기준 기술수준 (선진국=100) : 실리콘 90%, 기판(단결정) 95%, 태양전지(단결정) 90%, 모듈 88% 시스템 90%

 ㅇ 정부에서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웨이퍼, 태양전지 등 각 분야별 산업기술 기반



구축 및 소재 국산화와 신기술 확보 추진 중임

    * 정부지원금(백만원) : 5,078('03) → 9,140(‘04) → 14,999(‘05) → 19,048(‘06) → 17,065(‘07)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전략

1단계 : 수출 산업화를 위한 소재 국산화와 신기술 확보 추진      ～ 2007

√ 태양전지용 실리콘소재 생산기술 개발

√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 결정질, 투과형 모듈 등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모듈 개발

√ PCS 대용량화와 고효율화 지속 추진

2단계 : 저가화, 고효율화를 위한 차대세 태양전지 실용화 기반 마련 2008 ～ 2009

 √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 플랜트 실증
 √ 차세대 태양전지 실용화 기술개발
 √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모듈과 130㎛급 전지 모듈 공정 개발

3단계 : 차세대 태양광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2010 ～ 2012

 √ 100㎛급 초박막 태양전지 개발과 박막 태양전지의 고효율화
 √ 화합물형, 염료감응형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모듈 개발

  * 차세대 태양전지 :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단가, 효율 등) 극복을 위한 Breakthrough 기술
    (기술난이도에 따라 초박형 실리콘, 박막형, 화합물형 태양전지 등)

  

  <출처: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시리즈(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참고) 태양광분야 관세경감 품목 : 태양광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저철분 유리, 이

브이에이(EVA)쉬트, 태양전지 또는 모듈 성능측정기, 태양전지 보호판, 태양광 리본, 라

미네이터, 태빙 머신, 인버터, 레이 업 머신]

 ㅇ 대형에너지 공급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06년~’08년(3개년)

동안 정부와 자발적으로 체결한 협약

    * 협약체결기관 : 한국전력, 발전회사(한수원, 남동, 중부, 동서, 서부, 남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ㅇ 협약기간동안 8,855억원의 투자를 통하여 발전설비 (359MW) 및 열공급설비   

(126.4Gcal/h) 설치 예정이며, 태양광은 투자 목표량이 35MW임

 ㅇ ‘09년~’11년(3개년)동안 제2차 RPA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2차 RPA 협약기

간이 만료되는 ‘12년부터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를 추진할 예정

    * ‘12년부터 발전량의 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함을 시작으로 ’20년까지 10%까지 의무공

급토록 의무화할 예정임

    ■ 태양광분야 1차 RPA 사업추진 효과

구  분 용량(kW) 이용율 발전량(MWh) 공급량(toe)

태양광 34,685 15.0% 45,576 9,799 

* 이용율은 원별 표준이용율 적용(한국전기연구원 산정)



□ 정부사업별 태양광 투자실적태양광분야 투자 및 보급 실적

사 업 구 분
예산 (실적기준, 백만원)

‘02 ‘03 ‘04 ‘05 ‘06 ‘07 ‘08. 11 말 합계

보 급 보 조 634 1,336 1,062 8,312 15,160 24,136 9,883 60,523

지 방 보 급 6,621 10,090 11,620 8,389 16,039 10,388 24,101 87,248

태양광주택 - - 6,300 16,000 48,920 48,897 45,723 165,840

공공의무화 - - 1,073 - - - - 1,073

발 전 차 액 - - 8 340 3,481 14,772 87,922 106,523

융 자 지 원 1,280 2,003 5,206 24,329 48,130 98,821 99,015 278,784

* 공공의무화 사업은 ‘04년 시범사업에 따른 지원금이며 발전차액은 ’08년 10월까지 실적임

1994년부터 2008년 11월말까지 보급보조 사업으로 666억원을 지원하여 10.7MW의 자

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함

(단위: 백만원, kW)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합계

보조금 477 495 730 440 630 400 700 583 634 1,336 974 12,954 15,025 21,343 9,883 66,604

보급용량 25 10 46 40 51 32 60 53 61 125 115 2,025 2,255 3,996 1,778 10,672

   * 태양광 가로등(121기), 시계탑(2기) 제외



□ 2012년까지『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등의 추진을 통해 태양광분야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Cost-Down을 달성하고 있음

  ■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실적 및 목표

구분
‘04실적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 11말 실적

70% 보조 60% 보조

호수
(설치용량: kW )

310
(771)

907
(2,356)

5,964
(7,337)

7,317
(9,245)

8,653
(9,829)

보조금(억원) 63 158 489 490 457

기준단가
(백만원/kW)

12.0 10.0 9.8 9.6 9.3

 ㅇ 아파트단지 등 집단 주거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착수하여 지속으로 국민임대주택

에 태양광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며, 주공이 추진 중인 100만호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임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으로 2020년까지 약 40만호의 태양광주택 건설 예정

    (추후 변경가능)

발전차액지원

 ㅇ ’04년 상업발전소 최초 건설(신태양에너지, 200kW) 이후 ‘08년 9월말 878개 발전소, 

292MW로 급격한 증가(‘04～‘08년 10월 총 1,065억원 지원)

구   분 ’04 ’05 ’06 ‘07 ‘08. 10 합계

발전량(MWh) 13 522 5,467 24,036 158,257 188,295 878개소

(292,239kW)지원금(백만원) 8 340 3,481 14,772 87,922 106,523

 ㅇ ‘07년 이후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08년 5월 발전차액 지원제도 누적지원용량을 100MW에서 500MW로 대폭 확

대하는 등 꾸준한 정책 시행중

< 발전차액 지원제도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 ‘08년 5월 관련고시 개정으로 태양광의 기준가격이 설비용량 30kW이하는 646.96원/kWh, 설비용량 

30kW초과～200kW이하는 620.41원/kWh, 설비용량 200kW초과～1MW이하는 590.87원/kWh, 설비용량 

1MW초과～3MW이하는 561.33원/kWh, 설비용량 3MW초과는 472.70원/kWh로 5단계요금(15년지원 

기준)으로 세분화됨



 ㅇ 전세계 태양광 설치용량은 2003년 2,035MW에서 2007년말 8,864MW로 약 4.4배

(6,829MW)가 증가하였음

 ㅇ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볼 때 매년 신규설치 용량이 2005년 1,465MW, 2006년 

1,744MW, 2007년 2826MW로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음

출처: IEA(2007.), "Trends in Photovoltaic Application" & Marketbuzz 2008 Report>

 ㅇ 2006년 현재 독일, 일본, 미국 3개국이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의 91%를 차지

    - 독일 2,863MW > 일본 1,709MW > 미국 624MW 순서

 ㅇ 2007년말 기준 한국의 태양광설비 누적 설치용량은 81MW임

   ■ 국가별 태양광발전 누적보급현황, 2006년 기준(MW)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독   일 113.7 194.6 278.0 431.0 1,044 1,910 2,863

일   본 330.2 452.8 636.8 859.6 1,132.0 1,421.9 1,708.5

미   국 138.8 167.8 212.2 275.2 376.0 479.0 624.0

오스트리아 29.2 33.6 39.1 45.6 52.3 60.6 70.3

네덜란드 12.8 20.5 26.3 45.9 49.5 51.2 52.7

이탈리아 19.0 20.0 22.0 26.0 30.7 37.5 50.0

프랑스 11.3 13.9 17.2 21.1 26.0 33.0 43.9

대한민국 0.5 0.8 0.5 0.6 2.6 5.0 22.3

․․․․ ․․․․ ․․․․ ․․․․ ․․․․ ․․․․ ․․․․ ․․․․

합   계 729 989 1,334 1,828 2,858 4,180 5,695

<출처: IEA(2007), "Trends in Photovoltaic Application" , 2007년 신재생에너지통계(에너지관리공단)>



  ㅇ 전세계 태양전지 생산량은 2007년 4,279MW로 ‘95년 이후 연평균 30%이상 

증가추세
 

    - 중국은 공격적인 투자로 일본을 제치고 ‘07년 생산량 1위에 올랐으며(점유율 : 28.1%) 

일본(932MW, 점유율(21.8%)), 독일(875.6MW, 점유율(20.5%)), 대만(461.1MW, 점

유율(10.8%))등 4개국이 전체 생산량의 81.1%을 생산하고 있음  

  ■ 세계 태양전지 생산현황 (MW)

국 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일 본 16 21 35 49 80 129 171 251 364 602 833 922 932 

유 럽 20 19 30 34 40 61 86 135 193 314 470 715 1,171 

미 국 35 39 51 54 61 75 100 121 103 139 154 174 273 

중 국 0 0 0 0 0 0 0 0 0 0 0 383 1,201 

기 타 6 10 9 19 21 23 33 56 84 139 302 341 702 

계 78 89 126 155 201 288 390 562 744 1,195 1,759 2,536 4,279

주1) 중국통계의 경우 ‘05년 이전은 ’기타‘항목에 포함

  2) <출처 : PV Status Report 2006 & Photon International March 2008>



  ㅇ ‘06년은 태양전지 제조업체중 10대 업체가 전체 생산량(1,759MW)의 약 76.5% 

(1,346MW)를 점유하고, 기타 30여 업체가 전체생산량의 23.5%(413MW)를 점유하였으

나 ’07년은 10대 업체가 전체생산량(3,448MW)의 약 66.3%(2,285MW)를 점유하는 등 

상위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0% 수준 감소하는 등 후발업체의 약진이 이루어짐

    - 독일 Q-Cell은 ‘06년 2위 기업에서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생산량 증가율은 153%

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sharp社를 제외한 상위 9개 업체는 전년대비 

생산량이 증가함

■ 세계 주요업체의 태양전지 생산동향 (2007년, MW)

구분 Q-cell sharp Suntech Kyocera
First 
Solar

Motech
Solar
World

Sanyo Yingli
JA 
Solar

합계

2007셀
생산량
(MW)

389.2 363.0 336.0 207.0 200.0 176.4 170.0 165.0 145.5 132.4 2,284.5

2006셀
생산량
(MW)

253.1 434.7 160.0 180.0 60.0 102.0 90.0 155.0 37.0 29.5 1,501.3

 <출처 : Photon International March 2008>

1) Hemlock(미국) : 세계 1위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 Dow Corning 자회사로 시작 → 1984년 3개 회사의 JV화

․Dow 63.25%, 신에츠 25.25%, Mitsubishi Material 12.5%



- Dow Corning에서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

- 태양광 산업의 급속 성장에 발맞춰 2010년 19,000만 톤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

․Dow Corning은 Hemlock과 별도로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위한 신규 업체 설립 

예정

- 모회사의 기술과 오랜 사업을 통한 경험(기술축적),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모회사

를 통한 안정적 원료 조달, 대규모 투자에 의한 규모의 경제 등을 적절히 구사하

며 업계 부동의 1위를 유지

․1994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

2) Wacker(독일) : 업계 2위의 폴리실리콘 업체

- 20세기 변환기에 사업을 시작, 1916년에 현 최대 규모의 Burghausen(독)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

- 5개의 비즈니스로 구분된 다국적 기업

․Semiconductors(Siltronic), Silicones, Polymers, Fine Chemicals, Polysilicon 등 

․폴리실리콘 관련 제품 : Hyperpure 폴리실리콘, Chlorosilane, Fumed Silca

․20여개 공장, 14,400명의 직원, 100여개의 Sales Offices

- 2010년 생산능력을 20,000M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기술과 오랜 사업 경험,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3) REC(Renewable Energy Corporation) (노르웨이) : 세계 1위의 웨이퍼 업체

- 1996년 Private Company로 Renewable 관련 사업 시작

- 태양광 관련 전 가치사슬에서 사업화 

․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 셀 - 모듈 - 설치/시공 

=> REC Silicon - REC SiTech - ScanWafer - ScanCell - ScanModule - Solar Vision

․CSG Solar 주식 23% 및 EverQ 주식 33.3% 소유



- ASiMI와 REC와의 JV로 실리콘 사업 확대

․2010년까지 19,500MT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

․기존엔 Siemens 공법이었으나, Moses 공장의 6,500MT는 FBR 활용

- ScanWafer는 세계 최대 다결정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1997년 생산 시작, 2006년 290MW 생산

․2010년 1.3GW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

- ScanCell는 2003년 사업 시작, 2007년 100MW의 규모로 상위업체와의 격차가 존재

- 가치사슬 全 부문을 수직계열화하여 최고의 비용경쟁력을 확보할 전략

․2010년까지 현 모듈 가격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 

4) SolarWorld (독일) : 업계 2위의 웨이퍼 업체

- 1998년에 사업 시작, 웨이퍼 제조에서 시스템 설치까지, 폴리실리콘 제조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직계열화한 업체

․Solar World AG(마케팅, 개발, 플랜트 엔지니어링, 건설 등)

․Joint Solar Silicon GmbH & Co.(with Degussa AG)(raw 실리콘 개발)

․Deutsche Solar AG(실리콘 웨이퍼와 PV제품 리사이클링)

․Deutsche Cell GmbH(태양전지 셀 제조)

․Gallivare PhotoVoltaic & Solar Factory GmbH(태양전지 모듈 제조)

- 2006년 Shell Solar로부터 80MW의 셀 제조라인을 인수하여 미국 내 최대 셀 제조

업체로 부상

․CIS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도 확보

- 웨이퍼 생산능력을 1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2007년 Komatsu 그룹으로부터 舊 컴퓨터 공장을 구입하여 2009년까지 500MW 

규모의 셀과 모듈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화 할 계획

․Freiberg/Saxony 공장의 웨이퍼 생산능력을 500MW로 확대할 계획

- 2003년부터 실리콘 태양전지 셀의 리사이클링 사업을 최초로 시작



- 전 가치사슬의 수직계열화, 웨이퍼 제조 부문에서의 시장지배력 강화 ,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니치 시장 확대 등의 전력 실행

5) Q-cells (독일) : 세계 1위의 태양전지 셀 제조업체

- ‘99년 설립, ’01년부터 셀 생산을 시작한 세계 1위의 셀 제조 전문업체

- 자국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생산능력을 적극 확대

․‘07년 셀 생산능력은 645MW 규모

- 다양한 기술의 태양전지에 주목

․비용 절감 및 단기간의 상용화 가능성에 투자 집중

- 자회사 및 JV를 통해 차세대 제품기술 확보, 지분참여 등으로 폴리실리콘 안정적 

조달을 추진

․Q-cells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사업에 집중

- 지속적인 R&D 투자로 태양전지 효율 향상에 주력

․셀 효율: 14.3%(‘02년) → 15～16%(’07년) → 18～21%(’08년 이후) 

- 폴리실리콘의 안정적 조달,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미래 기술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개발 등으로 시장 선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추구

6) Sharp(일본) : 세계 2위의 태양전지 셀 제조업체

- “Zero Global Warning Impact Company by 2010"이 목표인 49년 역사의 태양광 

기업

․‘59년 사업 시작 → ‘63년 태양전지 최초 양산 → ’74년 위성용 태양전지 개발 → 

‘80년 태양전지 탑재 계산기 출시

․2000년~ 2006년까지 7년간 연속 1위를 기록

- 웨이퍼에서부터 모듈 생산까지 수직계열화

․주요 전기장치인 인버터도 자체 생산

- 태양전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



․‘Thin Film Crystalline Tandem Cell' 개발 : Triple-junction solar cell, 10%의 효율 달성

․실리콘 웨이퍼의 박형화 기술 개발

  (‘98년 300µm → '06년 180µm → ’07년 160µm 계획)

- 수요 확대를 위한 BIPV 제품도 개발

․건축회사와 태양전지와 LED가 결합된 ‘Lumiwall'을 개발

- 충분한 폴리실리콘 조달 실패, 더딘 박막 태양전지 생산 확대로 태양전지 생산량 

1위의 위치를 2007년도에 Q-cells에게 내어줌

Sharp의 Lumiwall

 

- 웨이퍼 등의 수직계열화, 박막 태양전지 생산능력 확대, 박형화 기술 등의 전략으

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계획

․2010년까지 박막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1GW로 확대할 계획

  ㅇ 주요업체는 에너지회사의 신규참여에 따른 M&A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생산

설비 확대 등으로 대형화 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ㅇ 실리콘 수급불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박막형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박막 태양전기의 생산능력은 9,406MW로 확대될 전망으로 이는 ‘08년 생

산능력(887MW)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로 연평균 12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

일 것으로 예측됨

    - Sharp社의 경우 2010년 까지 약 1,000MW의 a-Si 박막모듈 생산능력을 갖출 계

획이고 Q-cells의 경우도 2010년까지 200MW의 a-Si 박막모듈 생산능력을 구비할 

투자계획을 수립 중(출처 : Credit Suisse, "Thin Film Technology('08.3))



  ㅇ '08년 폴리실리콘 가격은 약 $80/kg으로 ‘03년 $24/kg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함
 

  ㅇ 다수 메이저 업체들의 증설 움직임이 있고 전지 효율향상과 웨이퍼 두께 슬림화 

경향으로 인해 2010년경에는 GW당 폴리실리콘 투입량이 약 7,500톤 정도로 줄

어들 가능성 상존함

  ㅇ 중국 Suntech이 최근 폴리실리콘 메이저 중 하나인 미국 MEMC와의 공급계약

처럼(10년간 5조원)대부분 7년 이상의 계약을 통해 공급․유통되기 때문에 전반적

으로 단기간 내에 수급 불균형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함

 ■ 세계 실리콘 웨이퍼 및 태양전지 수급 동향 전망 (단위: 톤)

        <출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ㅇ 다만, 최근동향에 따르면 수요예측 범위에 따라 ‘09년부터 공급과잉이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이 경우 Buyer-Market으로의 전환에 따른 현물가격 하락가능성

이 있음

 ■ 폴리실리콘 수급 전망

<출처 : ChemLocus on 29th July 2008>

  ㅇ 국내 1차에너지 사용량은 2007년 기준 총236백만toe이며, 이중 신재생에너지가 5,609

천toe로 2.37%비중을 차지함



  ㅇ 1998부터 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은 14.1%이며, 동 기간 동안 태양광은 

36.2%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나

  ㅇ 2007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5,609천toe중 태양광발전 공급량은 15.3천toe, 0.3%

의 비중으로 낮은 편임

      신재생에너지 공급추이, 2007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2007년

  ㅇ 2004년부터 시작된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해 자가용, 사업용 

모두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음

 ■ 연도별 태양광발전 공급량 및 설비보급 현황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누적용량

발전량(MWh) 2,556 3,100 3,796 4,572 5,284 6,184 7,044 7,752 9,872 14,399 31,022 71,279 -

사업용 - - - - - - - - 13 595 5,666 25,722 -

자가용 2,556 3,100 3,796 4,572 5,284 6,184 7,044 7,752 9,859 13,804 25,356 45,557 -

설비보급량(kW) 2,073 410 619 518 531 792 475 563 2,553 4,990 22,322 45,347 81,193

사업용 - - - - - - - - 238 1,224 9,071 28,842 39,375

자가용 2,073 410 619 518 531 792 475 563 2,315 3,766 13,251 16,505 41,818



  ㅇ 국내 태양광발전산업은 ‘04년 이후 지속적 정부지원에 따라 소재, 모듈분야 등에서 

대기업 참여가 활발해지는 산업활성화 단계임

  ■ 태양광발전산업의 기술분야별 현황

분야 국내 기업 및 현황

소재
․ 동양제철화학이 5,000t/연 규모의 공장을 준공(‘07.12)

․ ’09년 한국실리콘에서 2,500t/연,  ’10년 KCC가 6,000t/연 규모의 공장설립을 계획중

잉곳&웨이퍼 ․ 넥솔론, 네오세미테크, 웅진에너지 등에서 약 555MW 규모의 생산설비 구축

태양전지
․ (주)KPE, 신성 E&G, 미리넷솔라, 현대중공업 등에서 약 210MW 규모로 양산중

․ STX솔라에서 ‘09년 50MW 규모로 사업 추진중

모듈

․ 에스에너지, 심포니에너지, 현대중공업 등 228MW 용량의 생산설비를 확보 

   양산중이며, ‘09년 말까지 520MW를 증설할 계획

  - ’09년 말에는 748MW규모의 생산설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

인버터 ․헥스파워시스템(주), 한양정공(주), 현대중공업 등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후  양산 중

  ㅇ 현재 국내 태양광 분야는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이나 화석연료, 원자력 등 타 에너지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보급보조, 발전차액지원 등을 통해 

지원중임

   ■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차액 기준가격

                                                               '07년 SMP 평균 : 83.84원/kWh

                                                   '08년 11월까지 SMP 평균 : 118.18원/kWh

전원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가스 폐기물 연료전지 해양

기준가격

(원/kWh)

472.70～646.96(15년)

428.83～589.64(20년)
107.29

 66.18～

 94.64

72.73～

85.71
SMP+5

 227.49(Bio)

 274.06(기타)

  62.81～

 90.50

  * 기준가격 감소율: '06.10.11 기점으로 풍력 (2%) 3년 후, '08.10.11 기점으로 연료전지 (3%) 2년 후 적용

  ■ 타 에너지원 연평균 구입단가(정산단가 기준)

                                                         '07년 KPX 평균 정산단가  (원/kWh)

구분 평균 LNG 중유 유연탄 무연탄 원자력

2006년 53 103 124 39 55 38

2007년 57 105 123 41 65 39



세부기술
(비중)

국산화율(%) 국외대비
기술수준(%)

국내
생산업체설계 제작/생산

실리콘 태양전지 
소재 분야등(20)

95 98 90
동양제철화학
KCC

기판
(10)

단결정 100 100 95

실트론
웅진에너지
넥솔론

네오세미테크등

다결정 50 20 50
글로실
Insolteq

태양전지
(20)

단결정 90 70 90

KPE
현대중공업
LG화학

미리넷솔라등

다결정 75 60 95 LG화학

모듈
(10)

95 93 88

에스에너지
심포니에너지
현대중공업
경동솔라
LG산전등

PCS
(10)

100 100 87
헥스파워시스템
한양정공
윌링스

축전지
(5)

100 100 80 세방전지

시스템
(10)

100 85 90

에스에너지
서울마린
LS 산전
LG CNS등

시공
(10)

95 95 95 에스에너지 외

평균 92 85 88 -

세부기술

(비중)

국산화율(%) 국외대비

기술수준(%)

국내

생산업체설계 제작/생산

기판
(11)

80 70 70

태양전지용 생산업체 
없음,

디스플레이용 
생산업체 다수

비정질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44)

70 40 50
한국철강

주성엔지니어링
(턴키장비)

CIGS 태양전지
(28)

50 15 55 생산업체 없음

염료감응 태양전지
(27)

90 3 93
현재는 없으나, 2-3 
업체 생산가능

평균 69 30 61 -



  ㅇ ‘02년부터 운영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기반으로 매년 급격하게 상업용 발전소 증가

     - 878개소에 292,239kW가 가동 중임(발전소 개수는 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서 

발급건수 기준으로 ‘08년 9월 30일 기준임)

(단위 : kW)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합계

1월 - 570 6,925 7,495 

2월 - 133 9,512 9,645 

3월 850 209 459 7,305 8,823 

4월 34 3 1,646 24,427 26,110 

5월 30 198 1,525 47,106 48,859 

6월 11 803 294 22,902 24,010 

7월 - 162 2,851 18,860 21,873 

8월 - 1,504 4,033 14,333 19,870 

9월 200 6 1,016 2,265 101,672 105,159 

10월 - 109 5,011 3,188 (67) 8,308 

11월 - 100 3 5,388 (286) 5,491 

12월 - 3 103 6,490 (157) 6,596 

총합계 200 1,143 9,012 28,842 253,042 292,239 

  ㅇ 전라남도 설치용량이 45.1%로 집중되어 있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남, 경북, 전북

에 설치된 용량이 전체의 84% 수준임

(단위 : kW)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합계 비중

강원 - 33 1,010 188 1,045 2,276 0.8%

경기 - 6 107 1,549 1,843 3,505 1.2%

경남 - 100 - 2,129 11,465 13,694 4.7%

경북 200 - 257 6,084 54,742 61,283 21.0%

광주 - - 799 - 239 1,038 0.4%

대구 - - 100 19 81 200 0.1%

대전 - - - - 21 21 0.0%

부산 - - - 5 427 432 0.1%

서울 - 3 - 153 24 180 0.1%

울산 - - - 105 181 286 0.1%

인천 - 3 1,003 - 303 1,309 0.4%

전남 - 981 5,151 16,618 108,976 131,726 45.1%

전북 - 9 309 1,492 50,178 51,988 17.8%

제주 - - 90 168 1,428 1,686 0.6%

충남 - - 67 224 21,006 21,297 7.3%

충북 - 8 119 108 1,083 1,318 0.5%

총합계 200 1,143 9,012 28,842 253,042 292,239 100.0%



  ㅇ 국산 태양전지 모듈의 비중은 연차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제품 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제품의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함

     - 중국제품의 점유율이 증가한 원인은 공격적인 투자와 대용량 설비 구축에 따른 대

규모 발전설비로의 공급위주의 전략에 기인함

(단위 : kW)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국산모듈 0 15 1,129 5,551 55,248 61,943 

중국모듈 0 0 0 5,041 58,070 63,111 

일본모듈 200 1,028 5,684 8,369 58,500 73,781 

미국모듈 0 0 454 6,690 56,485 63,630 

기타 0 100 1,745 3,191 24,739 29,775 

합계 200 1,143 9,012 28,842 253,042 292,239 

(단위 :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국산모듈 0.00 1.31 12.53 19.24 21.83 21.20

중국모듈 0.00 0.00 0.00 17.48 22.95 21.60

일본모듈 100.00 89.94 63.07 29.02 23.12 25.25

미국모듈 0.00 0.00 5.04 23.20 22.32 21.77

기타 0.00 8.75 19.36 11.06 9.78 10.1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발전소명 설비용량 준공 사업자 모듈(제조사) 인버터(제조사) 건설유형

1 신안태양광발전소 23,980kW 2008년 9월 동양고속건설 Sharp SunTechnics 폐염전등

2 김천태양광 18,397kW 2008년 9월 삼성에버랜드 Sun Power Siemens 산지전용

3 고창솔라파크 14,984kW 2008년 9월 고창솔라파크 Solar World SMA 활주로 부지

4 엘지솔라에너지 13,772kW 2008년 6월 엘지솔라에너지 Conergy SMA 폐염전부지

5 영광솔라파크 3,000kW 2008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 GE SMA
원자력발전소
內 유휴부지

6 삼랑진태양광 3,000kW 2008년 5월 한국서부발전 Suntech SMA
양수발전소內 

유휴부지

7 진도태양광 3,000kW 2008년 6월 삼성물산 에스에너지 SMA 폐염전부지

8 장산태양광 3,000kW 2008년 4월 장산태양광 경동솔라 Xantrex 산지전용

9 백양SP태양광 2,890kW 2008년 9월 (주)백양솔라텍 YINGLI SANREX 산지전용

10 군위솔라테크 2,987kW 2008년 9월 군위솔라테크 Ligitek Satcon 산지전용



■ 발전차액 기준가격 및 SMP 변화 추이                                      (단위 : 원/kWh)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0kW이하

716.40

711.25 646.96

20~200kW

677.38

620.41

200kW~1MW 590.87

1MW~3MW 561.33

3MW초과 472.70

SMP 47.54 50.73 55.97 62.12 79.28 83.84 110.55

1kWh당 정부지원단가
(기준가격-SMP)

668.86 665.67 660.43 654.28 598.10~
631.97

593.54~
627.41

362.15~
536.41

  ㅇ 고유가 및 화석연료의 동반상승으로 인하여 SMP(System Marginal Price)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 태양광분야의 기술개발 및 대용량 보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설치단가 하락에 따른 

기준가격 지속적으로 인하

  ㅇ SMP의 상승 및 기준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지원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동 

추세 감안 시 202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지원 없이 태양광이 화석연료 수준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됨

NO 설비용량(MW) 설치국가 발전소명 완공년도

1 60 스페인 Parque Fotovoltaico Olmedilla de Alarcon 2008년

2 30 독일 Solarpark "Waldpolenz" 2007년

3 30 스페인 Parque Solar Merida 2008년

4 26 스페인 Planta solar Fuente Á 2008년

5 24 대한민국 SinAn power plant 2008년

6 23.2 스페인
Planta fotovoltaica de Lucainena de las 

Torres 2008년

7 23.1 스페인 Parque Fotovoltaico Abertura Solar 2008년

8 23 스페인 Parque Solar Hoya de Los Vincentes, Jumilla 2008년

9 21.2 스페인 Solarpark Calavé 2008년

10 20 스페인 Huerta Solar Almaraz 2008년

출처 : http://www.pvresources.com/



전망 기관 전망 시점 2008년 2009년 2010년

Photon Consulting Apr, 2008 6,500 13,400 25,500 

LBBW Aug, 2007 4,553 7,690 13,089 

Deustche Bank May, 2008 4,307 6,177 11,100 

Lehman Brothers Apr, 2008 4,154 6,699 11,017 

Solarbuzz Mar, 2008 4,900 7,600 8,900 

Goldman Sachs Jan, 2008 3,942 5,100 7,017 

EPIA Dec, 2007 3,625 5,160 6,950 

RBC Nov, 2007 3,126 4,222 5,914 

  ㅇ 기술혁신에 의한 발전단가 하락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태

양광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예측하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2010년에는 최소 5,914MW에서 25,500MW로 

2007년 시장규모대비(3,448MW) 최소 1.7배에서 최대 7.4배까지 확대될 전망임

     - 다만, 현재까지 시장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공급능력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당분간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Buyer Market이 유지될 전망이며 ‘10년 이후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임

 ㅇ 일본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 주거용 전력의 50%를 태양광발전으로 

대체 목표를 설정함

     - 이를 위해 태양광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생산비 효율개선을 

목표로 2030 태양광 로드맵을 수립

     ■ 일본 태양광 발전단가 목표

구 분 2010년 2020년 2030년

일 본
23엔/kWh

(가정용 전기료)
14엔/kWh

(상업용 전기료)
7엔/kWh

(산업용 전기료)

     <출처 : 일본 2030 태양광 로드맵 (2004)>



     ■ 셀, 모듈 효율개선 목표

Cell Type 2010년 2020년 2030년

Thin-Bulk Multi-c Si 16(20) 19(25) 22(25)

Thin-Film Si 12(15) 14(18) 18(20)

CIS Type 13(19) 18(25) 22(25)

Super-High 28(40) 35(45) 40(50)

Dye-sensitized  6(10) 10(15) 15(18)

      <출처 : 일본 2030 태양광 로드맵 (2004)>

  ㅇ 미국은 태양광분야 시장점유율(1993, 40% → 2003, 10%)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2025년

까지 신규전력설비의 50%를 태양광으로 대체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가격, 전력

생산비 및 보급용량 등 목표 설정

     ■ 미국의 태양광 2030 목표

구  분 원가절감 보급목표 고용효과 효율향상

목  표
시스템가격: $2.33/Wp

전력생산비: 3.8cents/㎾h

200GWp

(연간 19GWp)

260,000

(32명/MWp)

Cell: 22～44%

Module: 20～30%

System: 18～25%

<자료 : PV Status Report 2006 (Japanese, US EPIA Roadmaps and EREC 2040 Scenarios)>

    ㅇ 유럽은 2010년까지 발전량의 22%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2040~2050년에 전체 

전기 공급량의 10%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하기 위해 장기 목표 설정

     ■ EU의 태양광 2030 목표

구  분 원가절감 보급목표 고용효과 시스템 효율향상

목  표
시스템가격: 1～1.5유로/Wp

전력생산비: 0.06～0.1유로/㎾h
200GWp 200,000명 20～30%

<자료 : PV Status Report 2006 (Japanese, US EPIA Roadmaps and EREC 2040 Scenarios)>



< 주요국 향후 보급목표 >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태양광 발전 보급용량을 2030년까지 100배 이상 확대(미국)를 목표

로 적극적인 보급지원정책 추진 중

    ■ 주요국 태양광발전 보급목표 (GW)

국 가 2010 2020 2030

일 본  4.8  30  100

미 국  2.1  36  200

E  U  3.0  41  200

World-wide(DCP)  8.6 125  920

World-wide(AIP) 14.0 200 1,830

     * DCP : Dynamic Current Policy Scenario

     * AIP  : Advanced International Policy Scenario

     <자료 : PV Status Report 2006 (Japanese, US EPIA Roadmaps and EREC 2040 Scenarios)>

 < 태양광발전 정책목표 및 현황 >

 √ 보급목표 및 현황                                         (MW) 

연    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보급목표 1 5 14 35 50 75 110 230 450 330

보급현황 0.6 2.6 5.0 22.3 45.3 - - - -

     * 태양광분야의 정부의 장기 보급계획에 따른 ‘03～‘07 누적목표(105MW) 대비 누적보급량

(75.8MW)로 약 72%의 목표 달성율을 나타내었으나 ’08년 9월말 현재 상업용 태양광 발전

소가 300MW수준의 누적용량을 보임에 따라 ‘08년까지의 누적목표(180MW)를 약 2배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 세계 최고의 반도체기술을 활용, 차세대 수출산업화 추진

   - 2010년 세계시장의 7% 점유(30억불)

   - 태양전지 효율 향상 : 12%(2003) → 15%(2006) → 18%(2010)

   - 시스템단가 저감(백만원/kW) : 15(2003) → 8(2006) → 6(2010)

   <출처: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기본계획>

   * 참고사항1 :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른 전망이며 제3차 신재생에너

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기본계획 확정 후(‘08.12) 수정본 발간 예정

   * 참고사항2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08.08.27)에 따르면, 공급규모는 태양광은 현

재대비 44배(80→3,504MW), 풍력은 37배(199→7,301MW), 바이오 19배(1,874→36,487천

Gcal), 지열은 51배(110→5,606Gcal)로 확대할 계획임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분야의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용효과가 높은 성장동력원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임

  ㅇ 보급보조, 융자지원,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현재의 보급

지원 기조를 유지하여 태양광 분야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이후 국내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추어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함

    - 그러나, 국내의 태양광 관련기술의 성장 없이 보급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정부

의 정책지원은 일본, 독일 등 태양광산업 선두국가들에게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

행할 가능성이 큼

    - 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국산제품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관계로 소

용량 발전소 위주로 건설토록 정책방향을 유지하여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ㅇ 태양전지는 반도체산업과 같이 실리콘을 원료로 하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등을 기반으로 시장 형성이 완

료되어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됨

  ㅇ 아울러,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핵심기술 및 부품 국산화, 

실증 등 모니터링 사업 등 지속적인 Cost-Down을 위한 정부의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ㅇ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한 분산전원과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체계적인 전환을 위

해서는 태양광 선도국의 사례처럼 보급목표, 효율개선과 원가절감을 위한 로드맵 설정

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관련 산․학․연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함

    ■ 국내 태양광 2030 보급 시나리오 예시

구   분 2007 ～ 2012 2012 ～ 2020 2020 ～

 단계별 시나리오 태양광 산업화 보급 및 기반구축 태양광 국제시장 진입기 태양광 상용화 시대

 지원정책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RPS제도 완전자립

 가격 목표 700원～350원/kWh 170원～/kWh 100원～/kWh

 기술적 이슈 기술신뢰성 향상 및 내구성확보 제조단가 저감, 인프라구축 -

     <출처: 태양광사업단>



 ․

 ․

 ․

 ․

 ․

 ․

 ․

 ․일본 태양광 로드맵 

 ․신․재생에너지 전략 시리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년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태양광사업단

․

․발전차액지원제도 분석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 내부자료

                                                                  【전남대학교 태양광 발전설비(50kW)】

  본 정보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에서

태양광분야의 국내․외  정책과 산업현황에 대해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





 ㅇ 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되는 전력을 전력계통이나 수요자

에 직접 공급하는 기술로, 풍력발전 시스템이란 다양한 형태의 풍차를 이용하여 

바람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구동하여 

전력을 얻어내는 시스템

 ㅇ 주요 구성 요소로는 Blade, Shaft, Rotor, Gearbox, Brake, Pitching & Yawing 

System 등 기계장치부, 발전기 및 기타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전기장치부, 

풍력발전기의 무인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원격제어 장치 및 지상에서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는 Monitoring 장치 등 제어장치부로 구성

     ■ 풍력발전기 구성요소(Geared type)

구조상 분류
(회전축 방향)

수평축(HAWT) - 프로펠라형

수직축(VAWT) - 다리우스형, 사보니우스형

운 전 방 식
정속운전(fixed rotor speed): Geared형

가변속운전(variable rotor speed): Gearless형

출력제어방식

Pitch(날개각) 제어

Passive stall 제어

Active stall 제어

전력사용방식
계통연계(유도발전기, 동기발전기)

독립전원(동기발전기, 유도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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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단   점

- 풍력에너지에 사용되는 바람은 고갈되지 않는 

자원

- 세계 풍력 시장의 급속한 확대 추세

- 탁월한 경제성

(*풍력발전 단가: 고풍속지역 : 4～6€cents/kWh

                저풍속지역 : 6～9€cents/kWh)

- 효과적인 부지 이용 (용량대비 필요 면적)

- 수려한 미관으로 관광산업으로의 개발 가능

- 고지대, 낙도 등 고립지역에서 독립적 발전 가능

- 자동운전으로 관리비 및 인건비 절감

- 공해 및 폐기물의 배출이 없는 친환경성

- 국내 여건상 육상 Site 확보에 한계

  (환경규제, 민원, 유휴지 부족 등) 

- 고액의 초기 투자비용

- 단지 설치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력 계통 

불안 초래 가능성 상존

- 지역에 따른 발전단가 편차

- 소음, 그림자, 회전자의 조류충돌, 전파 방해 

및 주변 경관 훼손 등의 우려

- 바람이 간헐적이고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바람

이 항상 불지 않는다는 것

* 참조 : GWEC (Global Wind Energy Council), Global Wind Energy Outlook 2008, (2008. 10)

 ㅇ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서 중공업 분야

를 중심으로 큰 고용효과를 가지며, 주로 풍력발전기 설계, 제작과 풍력 자원 개발 분야

를 중심으로 기계․항공, 전기․전자, 기상, 재료, 토목, 해양 등 광범위한 산업 분

야와 연결되어 있음

 ㅇ 풍력단지 개발단계 중 건설 및 운영 부분이 많은 자금과 인력 투입이 소요되는 분야

이며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55% 이상을 차지함

    ■ 풍력발전 산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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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발전차액지원법(Electricity Feed-in Law, 1991~2000) 시행으로 지역별 전기사업자가 통상

전력요금의 90% 수준으로 풍력발전을 구매토록 의무화

 ㅇ 250MW 풍력프로그램(1989~1996)

   - 풍력발전 설치 시 최대 60%까지 설비용량 및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2000~현재)

   -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기준가격의무구매제도(Feed-in tariff) 도입으로 기준가격으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매입토록 함

   - 2006년 이후 신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구매단가를 매년 2% 감소율 적용

 ㅇ 전기사업법(Electricity Act, 1997~)에 의해 풍력발전사업자가 송배전망 계통연계와 전

력시장을 통한 판매를 허가

 ㅇ Royal법령(Royal Decree, 1998~)

   - 풍력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에게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거나,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 가능

   ․고정판매가격: 소비자전력요금(0.073유로/kWh)의 80~90%

   ․전력시장판매: 평균도매가격(0.055유로/kWh+인센티브)

 ㅇ 전기공급법(Electicity Supply Act, 1989) 개정 시 전기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

구매토록 함

 ㅇ 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법률

    (Act on Support for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1981~2001)

    - 설치보조금 지급(최대 30%), 발전차액 지원(0.33~0.6DKK/kWh)

     * 2005년 풍력발전 전력거래단가: 0.27～0.36DKK/kWh 수준

 ㅇ 신규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입찰제 도입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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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98～’02) 건설된 해상풍력단지는 정부와 전력회사의 의무협약으로 추진하였으나, 

Horn Rev 2차단지 등 건설 예정 해상풍력단지는 가격 보장(50,000시간 동안 0.518DKK/kWh)

 ㅇ 공익사업규제법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1978)

   - 공공전력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력의 의무구매 부가

 ㅇ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1992)

   - 1992년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 제도를 도입 10년간 운영

   -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2004~2007)으로 생산세액공제제도 운영

 ㅇ 이외 주정부 차원에서 RPS,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을 운영

  ㅇ RPS제도 도입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2)

    - 전기사업자에게 매년 판매 전력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전기사업자는 직접 신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할당비율 달성

     * 풍력발전 전력판매가는 10엔/kWh 수준, 계약기간은 15～17년

  ㅇ 풍력발전단지 설치비용에 대해 사업용은 30%, 자가용은 50%로 정부 보조금 지급

  ㅇ 중국은 지방정부차원에서 100MW급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전력거래에 대한 

최저 입찰제 도입

    -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부품의 70% 이상을 중국산으로 사용토록 제한

  ㅇ 인도는 구매계약제도 등을 통해 발전전력을 일반전력거래가격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구매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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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개발 단계 : 대형화 추세

 ㅇ 정부에서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풍력발전 각 분야별 산업기술 기반구축 및 소재 

국산화와 신기술 확보 추진

    * 정부지원금(백만원) : 3,739('03) → 8,312(‘04) → 10,886(‘05) → 16,363(‘06) → 16,875(‘07)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전략

1단계 : 풍력발전기 용량별 국산화 개발 및 해상풍력 기반 구축      ～ 2007

√ 육상풍력 설계 제작 (10㎾ 이하, 100㎾, 750㎾, 1.5MW, 2MW급)

√ 해상풍력용 3MW급 발전기 설계

2단계 : 국산 풍력발전기 신뢰성 확보 및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2008 ～ 2009

 √ 육상풍력 발전기에 대한 실증 및 상용 보급
 √ 3MW급 해상풍력 발전기 제작

3단계 : 국산 풍력발전기 상용화 구축과 초대형 발전기 개발 2010 ～ 2012

 √ 3MW급 해상풍력 발전기 실증 및 초대형 발전기 설계 제작
 √ 하이브리드형 풍력발전기술 개발

 ㅇ 정부에서 08. 8. 27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 의하면 2011

년까지 수MW급 풍력발전기를 상용화하여 , 2030년까지 수출 산업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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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현단계 2011년 2030년

풍    력 : 750kW급 기술개발 완료 수MW급 풍력 상용화 수출 산업화

      ※ (참고) 풍력분야 관세경감 품목 : 풍력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독립운전형 풍력발전

세트, 계통연계형 풍력발전세트, 블레이드, 제동 및 유압장치, 증속 기어장치 및 커플링, 회

전베어링, 요우․피치 드라이브]

【대관령풍력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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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형에너지 공급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06년~’08년(3개년)

동안 정부와 자발적으로 체결한 협약

    * 협약체결기관 : 한국전력, 발전회사(한수원, 남동, 중부, 동서, 서부, 남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ㅇ 협약기간동안 8,855억원의 투자하여 발전설비(359MW) 및 열공급설비(126.4Gcal/h)를 

설치 예정이며, 동 협약을 통한 풍력발전 목표는 66MW임

 ㅇ ‘09년~’11년(3개년)동안 제2차 RPA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2차 RPA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12년부터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를 추진할 예정

    * ‘12년부터 발전량의 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함을 시작으로 ’20년까지 10%까지 

의무공급토록 의무화할 예정임

    ■ 풍력분야 1차 RPA 사업추진 효과

구  분 용량(kW) 이용율 발전량(MWh) 공급량(toe)

풍력 65,892 23.0% 132,759 28,543

* 이용율은 원별 표준이용율 적용(한국전기연구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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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분야 투자 및 보급 실적

사 업 구 분
예산 (백만원, 실적기준) 원유수입대체효과 (toe)

‘05 ‘06 ‘07 ‘08. 11 계 ‘05 ‘06 ‘07 ‘08. 11 계

시범 및 일반보급 738 33 27 153 951 70 4 4 8 86

지방보급 7,020 - - - 7,020 2,243 - - - 2,243

발 전 차 액 3,858 5,483 7,826 489 17,167 22,205 44,647 71,718 55,754 138,570

융  자(시설) 28,946 36,236 2,812 541 67,994 33,361 50,518 0 0 83,879

* 발전차액지원과 융자지원(시설자금)에 의한 보급실적은 일부 중복되며 발전차액은 10월까지 실적임

* ‘08년의 경우 고유가 및 화석연료의 동반상승에 따른 SMP상승으로 차액지원금이 대폭 감소함

1997년부터 2008년 11월말까지 시범 및 일반보급사업으로 16억원을 지원하여 387kW의 

자가용 풍력발전설비를 보급함

(단위: 백만원, kW)

구    분 1997～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합계

보 조 금 240 48 380 738 33 27 153 1,619

보급용량(대수) 50(1) 10(1) 101(6) 186(8) 10(1) 10(1) 20(1) 387(19)

1997년부터 2008년 11월말까지 지방보급사업으로 436억원을 지원하여 30MW의 

대형풍력 발전설비를 보급함

(단위: 백만원, kW)

구    분 1997～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보 조 금 24,000 4,200 8,400 7,020 - - - 43,620

보급용량(대수) 15,195(23) 3,200(4) 5,750(7) 5,950(7) - - - 30,095

  *대형풍력설비 지원실적임

2008년까지 풍력분야에 시설자금 13건에 820억원, 생산자금 2건에 26억원을 융자지원

단위: 백만원(건수)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합계

시설자금
1)

7,000 (4) 7,031 (4) 28,946 (2) 36,236 (3) 2,812 (0) 0 82,025 (13)

생산자금2) - - - - 2,049 (1) 541(1) 2,590  (2)

1)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2) 생산시설(신재생에너지 전용시설에 한함)의 지원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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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

 ㅇ ’02년 상업발전소 최초 건설 이후 ‘08년 11월말 6개 발전소에 , 162MW 설비 보유

    - ‘08년 12월 태기산풍력(40MW)이 발전차액지원신청 예정(현재 SMP 판매중)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10 합계

발전량(MWh) 13,229 18,561 29,275 103,281 207,660 333,574 259,320 964,900
6개소

(162,350kW)지원금(백만원) 256 300 738 3,858 5,483 7,826 489 18,950

 

< 발전차액 지원제도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 ‘08년 12월 현재 풍력발전의 기준가격이 107.29원/kWh 임

【대관령풍력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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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세계 풍력발전 누적설치용량은 2000년 17,400MW에서 2007년 93,864MW로 약 

5배(76,464MW) 이상 증가하였음

 ㅇ 최근 3년간 증가 추이를 볼 때 매년 신규설치 용량이 2005년 11,531MW 2006년 

15,245MW, 2007년 19,865MW로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음

■ 세계의 누적설치용량(1996-2007)

자료

■ 세계의 연도별 설치용량(1996-2007)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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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계 풍력시장은 지속적 고성장을 통하여 2012년 240GW(누적기준)에 달하는 시

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5년간(2008~2012) 연평균 성장률은 19.7% 정도로 예상(누적기준)

■ 풍력시장 규모 추이 단기 예측(2008~2012년)

   

<자료: 

 ㅇ 2007년 현재 독일, 미국, 스페인, 인도, 중국 5개국에 설치된 풍력발전 설치용량이 

세계 풍력발전 설치용량의 72%를 차지

    * 독일 22.2GW > 미국 16.8GW > 스페인 15.1GW > 인도 7.8GW > 중국 5.9GW

         ■ 상위 10개국 설치용량(MW), 2007년

  

국가명 MW %

Germany 22,247 23.7

US 16,818 17.9

Spain 15,145 16.1

India 7,845 8.4

PR China 5,906 6.3

Denmark 3,125 3.3

Italy 2,726 2.9

France 2,454 2.6

UK 2,389 2.5

Portugal 2,150 2.3

Rest of the world 13,060 13.9

Total top 10 80,805 86.1

Total 93,864 100.0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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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권역별 설치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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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누계 설치현황 2007 신규 설치현황 ~ 2007년 누계 설치현황

아프리카 & 중동 이집트 230 80 310 

모로코 64 60 124 

이란 48 19 67 

튀니지 20 0 20 

기타 16 1 17 

소계 378 160 538 

아시아 인도 6,270 1,575 7,845 

중국 2,599 3,304 5,906 

일본 1,309 229 1,538 

대만 188 100 282 

한국 173 18 191 

필리핀 25 0 25 

기타 5 0 5 

소계 10,569 5,226 15,831 

유럽 독일 20,622 1,667 22,247 

스페인 11,623 3,522 15,145 

덴마크 3,136 3 3,125 

이태리 2,123 603 2,726 

프랑스 1,567 888 2,454 

영국 1,962 427 2,389 

포르투갈 1,716 434 2,150 

네덜란드 1,558 210 1,746 

오스트리아 965 20 982 

그리스 746 125 871 

아일랜드 746 59 805 

스웨덴 571 217 788 

노르웨이 325 8 333 

벨기에 194 93 287 

폴란드 153 123 276 

기타 556 263 812 

소계 48,563 8,662 57,136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 제도 브라질 237 10 247 

멕시코 87 0 87 

코스타리카 74 0 74 

카리브해 제도 35 0 35 

아르헨티나 27 2 29 

콜롬비아 20 0 20 

자메이카 20 0 20 

칠레 2 18 20 

쿠바 5 0 5 

소계 507 30 537 

북아메리카 미국 11,575 5,244 16,818 

캐나다 1,460 386 1,846 

소계 13,035 5,630 18,664 

태평양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817 7 824 

뉴질랜드 171 151 322 

태평양 제도 12 0 12 

소계 1,000 158 1,158 

세계 합계 74,051 19,865 9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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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06년은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중 4개 업체가 전체 공급량(16,003MW)의 약 70.2% 

(11,227MW)를 점유하고 기타 업체가 전체공급량의 29.8%(4,776MW)를 점유하였으

나, ’07년은 4개 업체가 전체공급량(22,207MW)의 약 61.3%(13,602MW)를 점유하는 

등 상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0% 수준 감소하는 등 후발업체의 약진이 이루어짐

    ■ 풍력 업체별 공급량 및 시장점유율 현황  

주) 누적설치량 및 공급량은 실제 보급된 용량으로, 시장점유율 부분은 생산량(설치용량보다 초과)

을 나타내는 시장점유율이기 때문에 100%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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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위의 풍력발전 시스템 전문업체

- 주요 시장은 유럽이며,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고른 매출

Vestas의 지역별 매출 비중(백만유로, %)

<자료: Vestas, IR 자료>

- 해상 풍력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

ㆍVestas(56%) > Siemens(34%) > GE Wind(5%) 의 순(2005년 누적기준)

- 2005년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하다 , 2006년 영업이익이 흑자로 반전

ㆍ공격적 영업에 따른 저가수주와 높은 인건비로 제조원가가 높은 수준

ㆍ2005년엔 Warranty의 문제로 대규모의 지출 발생 

      ■ Vestas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Vestas, IR 자료>

□ 풍력발전 시스템의 제작에서 설치/운영에 이르는 풍력발전과 관련된 모든 사업

모델을 보유 

- 풍력발전 시스템 제작, 시공/설치, Turnkey, 운영/유지보수 서비스, Wind-farm 업

체에의 파이낸싱 사업까지도 담당 

- 수kW~수MW의 다양한 용량의 제품군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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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 수직계열화 되었으나, 기어박스(Gearbox)에 대한 내부

역량은 부족 

      ■ Vestas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내재화 수준

□ 최근 '양적 팽창' 전략에서 '내실화'로 전략 수정 

- 유럽에서의 저가 수주보다 인도 , 중국 등 신흥국으로 진출

ㆍ유럽 지역 등 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의 저가수주 경쟁을 지양

ㆍ해외 생산시설 확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을 해소

ㆍ아웃소싱 비용을 낮추기 위해 내주 제작 비중 확대

ㆍ제조 공정의 효율화를 통해 소재/재료비용을 저감

-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주목 

ㆍR&D 센터를 덴마크와 싱가포르에 신설

ㆍ생산시설을 미국, 중국, 스페인, 덴마크 등으로 확대 신설

- R&D 규모의 확대로 기술 차별화 

ㆍ2005년 72.7백만 유로의 R&D 투자 → 2006년 93.4백만 유로로 확대

□ 주요 구성품의 전량 아웃소싱, 주력 제품군에서의 M/S 감소 등의 위험요소 해결이 급선무

- Vestas는 Gearbox에 대한 내부 역량이 없이 전량 외부에서 공급받는데, 이를 공급

하는 주요 업체는 경쟁사의 계열사 

ㆍ전제 Gearbox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Hansen과 Winergy는 각각 Suzlon과 

Siemens에 인수

- 주요제품군인 850kW~1.5MW급 시장에서 업계 2위인 GE Wind가 점유율을 확대

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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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tas의 대주주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한 상태 

- 시가총액은 157.9억 달러(2007. 10. 10. 기준)

Vestas의 지분 구조

<자료: Vestas, Annual Report, 2007>

□ 업계 2위의 풍력발전 시스템 업체

- 에너지 사업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풍력 사업을 추진

- 미국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시장의 절대 강자

ㆍ매출 비중은 미국(71%), 독일(5%), 중국(5%) 등으로 미국이 주요 시장

GE Wind의 지역별 매출 비중

<자료: HSBC, "Resources Global Alternative Energy",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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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key 형태보다는 주로 풍력발전 시스템 공급의 사업 모델 

- 주력 제품은 1.5～3.6MW 용량의 제품군을 보유

ㆍ1.5MW, 2.5MW, 3.0MW, 3.6MW 등

- 주요 구성품인 Blade나 Tower 등에 대한 내부역량 부족으로 아웃소싱에 의존

    ■ GE Wind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내재화 수준

□ 신흥시장 개척과 GE 계열사와의 협업에 의한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 전략을 전개

-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며 인접 지역인 캐나다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

- GE 계열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전략을 구사

ㆍGE Financing은 상장, 자금대출, 지급보증 등의 재무 문제를 해결

ㆍGE Energy는 전력기기 및 계통연결기기 등에 대한 지원, 발전 기술 자문 및 북

미 지역 전력서비스 사업자 대상의 영업을 지원

□ 신규 업체의 진출, 기존 업체의 미국 내 역량 강화, 종합적 내부 역량 미비로 점유율  

하락 가능

-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Clipper사가 시장에 진출

- Gamesa나 Vestas 등이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력 강화

ㆍVestas는 미국 내 생산기지를 신설할 계획 

- 풍력자원 평가, 입지평가, 사이트 환경평가 등의 컨설팅 역량을 갖추지 못해 

Turnkey 사업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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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성품인 Blade나 Tower에 대한 내부역량이 거의 없어 외부에 의존

□ 업계 3위의 풍력발전 시스템 전문업체

- 스페인 시장 1위를 전문업체로 주요 시장은 스페인과 미국

-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한 견실한 기업

      ■ Gamesa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HSBC, "Resources Global Alternative Energy", 2007. 3.>

□ 풍력발전과 관련된 모든 사업 모델을 수행

- 주요 제품군은 850kW와 2MW급의 제품군

- 전문 자회사 운영 및 Wind-farm 업체와의 긴밀한 제휴로 사업을 수행

ㆍWind-farm 업체인 Iberdrola와 제휴

ㆍ윈드터빈 제작은 Eolica에서, Turnkey 및 Wind-farm 개발은 Energia에서 수행 

- 풍차 제작과 관련된 모든 역량을 보유

ㆍ생산시설 보유에 대한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외부에서 적절히 조달

      ■ Gamesa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내재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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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중심에서 '신흥시장 개척'과 '내실화' 전략으로 전환

- 기존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새로이 중국 시장에 적극 진출 계획

ㆍ생산기반 조정: 스페인(81%), 미국(15%), 중국(4%) → 스페인(72%), 미국(14%), 중국(14%)

- 매출 확대보다는 이익률 개선에 초점

ㆍ저가수주 경쟁보다 전략적 시장과 고객에 초점

ㆍ자본 투자에 대한 적절한 회수 계획 중시

- 표준화된 플랫폼 전략으로 기술적 차별화 전략 수행

□ 전체 주식의 약 50% 정도를 5% 이상의 대주주가 보유

- 시가총액은 104.9억 달러(2007. 10. 10 기준)

- 1대 주주는 Iberdrola로 전체 17%를 보유

ㆍFrankin Resources 7.9% > CIBV 14.8% > Amber Master Fund 5.2% 

> CGdeC(Casa Grande de Cartadena) 5.0% 등

□ 업계 4위의 풍력발전 시스템 전문업체

□ 풍력발전 시스템 관련 모든 사업을 진행 

- 풍차의 제조/공급, Turnkey, 운영/유지보수 서비스

ㆍ운영 시 12년의 Warranty 기간을 제시

- 주력은 800kW, 2MW, 3MW 급의 제품들

- 모든 주요 구성품에 대한 기술 역량을 내재화 

ㆍ특히 Blade는 100% 내부에서 제작

□ 직접적 경쟁보다 니치마켓 공략을 통한 우회 전략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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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화 상태의 독일 시장을 대체할 신흥 시장 개척에 주력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국, 캐나다 등의 시장보다는 니치마켓에 주목하며 직접적인 

경쟁을 회피

□ 전체 시장의 10.5%(2007년 기준)를 차지하는 세계 5위의 풍력발전 전문업체

- 인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성장 

ㆍ2004년 이후 매출이 거의 두 배씩 성장

      ■ Suzlon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루피)

        주: 1) 45루피/1달러(2007. 7)

          2) 2006년 7월까지 매출 추정 

       <자료: HSBC, "Resources Global Alternative Energy", 2007. 3.>

□ 적극적인 M&A 전략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 인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

ㆍ인도는 자국 내에서 제작된 풍차만 설치 가능

ㆍ유럽이나 미국의 1/3 수준인 인건비로 물류비용을 감안해도 인도 생산이 저렴

      ■ 국가별 윈드터빈 제조인력의 인건비 비교

      <자료: HSBC, "Resources Global Alternative Energy", 2007. 3.>

□ 풍력발전관 관련된 모든 사업모델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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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터빈 공급, 턴키, Wind-farm 개발 등에 관련 사업 수행

- 주요 제품군은 350kW～2.1MW급 제품

- 풍차 제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역량을 보유

ㆍ대부분의 제품이 저용량의 제품군으로 고용량에 대한 기술력은 부족

ㆍGearbox에 대해서는 100% 외부에 의존

      ■ Suzlon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내재화 수준

- 최근 REPower를 인수하여 고급 기술을 확보하고 브랜드력을 제고

ㆍ대용량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해상 풍력 기술 확보, 브랜드력 제고

- Hansen을 인수하여 Gearbox 기술을 100% 내재화

□ 전체 주식의 약 70% 정도를 Suzlon 회장일가가 보유

- 회장일가인 Tanti Family가 전체 주식의 69.8%를 보유 

ㆍCiticorp, ChrysCapital,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group, T Rowe Price group 등이 13.6% 보유 

- 시가총액은 129.5억 달러(2007. 10. 10 기준)

□ 세계 6위의 풍력발전 시스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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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이 주요 시장

ㆍ영국에서의 점유율은 40%이며, 선도기업의 활동무대인 스페인이나 독일에서는 5% 미만

- 2004년 Bonus Energy(덴마크)를 인수하여 시장에 진출

ㆍ1980년부터 윈드터빈을 제작한 Bonus Energy의 M/S는 6.5%로 세계 4위였으나, 

2005년 미국 시장에서 일시 공급 중단으로 M/S가 감소

- 주요 사업 중이 하나인 전력계통 사업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보조적인 사업 성격

□ 풍력발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수행

- 풍차의 제작/공급, 설치/시공, 파이낸싱 제공

- 주요 제품군은 1.3MW, 2.3MW, 3.6MW급의 제품

- 해상 풍력에서 선두 위치

ㆍ해상풍력 발전의 34%를 차지

ㆍ2.3MW와 3.6MW 제품군을 보유

- 주요 구성품에 대한 내재화는 뒤지는 편

ㆍBlade에 대해 90% 자체 제작하고, 10%는 LM Glasfiber에서 조달

ㆍ발전기(Generators)는 ABB에서 조달

□ 주요 시장인 미국과 영국에서의 마케팅을 강화, M&A로 부품에 대한 내부역량을 확보

- 그룹의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역량을 모아 미국과 영국 시장에 집중

- Winergy를 인수하여 Gearbox에 대한 내부 역량을 확보

- Loher를 인수하여 Generators에 대한 내부 역량을 구축

□ 풍력시장의 큰 성장에서 매출 성장은 그리 높지 않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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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국 내에서 Enercon에 의한 경쟁력 약화가 주요 원인

ㆍ2004년과 2005년 연속 적자를 기록, 2006년에 흑자 전환

      ■ REPower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유로)

        <자료: REpower Annual Report, 2006>

□ 풍력발전과 관련된 모든 사업 모델을 보유

- 주요 제품군은 1.5～5MW급 풍차

- 주요 구성품을 아웃소싱하며 수직 계열화 수준은 높지 않은 편

ㆍ아웃소싱 원가비중이 84.2%로 상당히 높은 편

      ■ REPower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내재화 수준

□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후발업체와의 제휴 강화 전략 추진

- 기존 선도 풍력업체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 유럽 시장보다는 아시아 등

의 신흥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

- 중국이나 인도 지역의 후발업체에 기술License 제공이나 Joint Venture 등의 제휴 

강화를 추진

ㆍDongfang, Goldwind(이하 중국), Essar(인도) 등에 풍차기술 License 제공

ㆍNHIC(North Heavy Industry Corporation)과 Joint Venture 설립

□ 최근 Suzlon에 인수

- Suzlon이 전체 주식의 약 87.1%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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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Sandell Asset Management(5.2%), UBS AG(4.2%), Castlerigg Master Investments LTD(3.5%) 등이 대주주

- 시가총액은 14.9억 달러(2007. 10. 10 기준)

□ 주요 시장은 미국(68%)과 일본(32%)

- 1980년 대 풍차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시장에 진입

□ 주로 풍차의 제작/공급 사업에 집중

- 주요 제품군은 600kW, 1MW, 2.4MW급의 제품

ㆍ2.4MW급 제품은 최근에 개발

- 주요 제품에 대한 내부 역량은 확보

ㆍNacelle 조립은 100% 내부에서 진행

ㆍBlade, Generators, Gearbox 등의 제조 역량을 보유

ㆍTower는 전량 아웃소싱에 의존

□ 지금까지는 시장 확대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공격적 미국시장 확대 전략으로 선회

- 미국 시장점유율을 확대에 주력

ㆍ미국 시장점유율: 2004년 33% → 2005년 8% → 20%로 확대할 목표

- 자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

ㆍNacelle 조립 능력: 381MW → 1,200MW로 확대(2008년까지)

□ 주요 시장은 유럽이며, 자국(독일)시장의 약 8%를 차지 

ㆍ매출의 약 15%가 독일에 발생

ㆍ프랑스 시장의 약 30% 차지

- 1985년에 설립, 대형 풍차에 초점

ㆍ최초로 2.5MW 풍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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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dex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Nordex Annual Report, 2006>

□ 풍력발전과 관련 모든 사업모델을 보유

- 윈드터빈 제작/공급, 시공/설치, Turnkey, Wind-farm 개발 및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

- 주요 제품군은 1.3～2.5MW급 제품들

- 주요 구성품은 아웃소싱에 의존하며 수직계열화 수준은 가장 낮은 편

ㆍ아웃소싱 원가비중이 88.5%로 업계 최고 수준

      ■ Nordex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내재화 수준

□ '해외 시장 개척' 및 '내실화' 전략 추진

- 북미와 아시아 시장에 주목

ㆍ전체 매출의 10%를 북미와 아시아에서 올릴 것으로 예상

ㆍ중국에 Blade 공장을 신설할 예정

ㆍNinxia와 합작하여 Nacelle 조립 Joint Venture 설립

-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

ㆍ인건비 비중: 2005년 15.6% → 2006년 8.3%

- 신규 제품 개발보다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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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기반이나 대형 파트너의 제휴 관계가 미비한 점이 주요 약점

-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해상풍력에 대한 기술 역량이 미미

- REPower-Areva 등과 같은 대형 Wind-farm 업체와 제휴관계가 미비

□ 금융 및 투자 기관이 주요 주주

- 시가총액은 33.9억 달러(2007. 10. 10 기준)

- CMP 그룹이 전체의 53%를 보유

ㆍCMP FONDS GMBH(26.7%), CMP GROUP INC(26.7%), GS EQUITY 

MARKETS L.P.(17.4%) 등

□ 새롭게 주목받는 풍력발전 시스템 업체

-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 기대

ㆍ2007년부터 본격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

      ■ Clipper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HSBC, "Resources Global Alternative Energy", 2007. 3. , 2007년 이후는 HSBC 추정>

- 2001년 Enron의 GE 합병 시, Enron 중 Zond의 인력이 나와 설립 

ㆍ1980년 Zond Corporation 설립 → 1997년 Enron에 합병 → 2001년 Enron의 

GE 합병 시, 옛 Zond 인력이 분리되어 설립

□ 풍력발전과 관련 일부 사업 모델에 집중

- 윈드터빈 제작/공급, Wind-farm 개발 등에 집중

ㆍ사업 리스크가 큰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최소화

- 2.5MW 제품이 주력

ㆍ5MW급으로 쉽게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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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성품에 대한 내부 역량을 낮은 수준

      ■ Clipper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내재화 수준 

□ '기술 차별화'와 '풍력자원 개발권 확보'로 미국시장 공략에 주력

- 최신 기술의 풍차와 대용량으로 쉽게 확장이 가능한 풍차 기술로 승부 

ㆍ2.5MW → 5MW로 Scale-up 용이

- 대용량 풍차에 필요한 고풍속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하여 최적 입지 제공

ㆍ대용량 풍차에 적합한 고풍속 지역으로 약 6GW 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입

지를 확보

- 2008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안정적 공급처 확보에 주력

ㆍ성능 안정을 위해 공급처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ㆍNacelle 조립 능력을 확장하여 안정적인 공급 강화

- 2009년 이후 수직계열화 강화, 해외 진출, 해상풍력 진출 등이 목표

□ 미국 시장에 국한된 사업 , 非메이저 업체로부터의 부품 공급 등이 위험요소

- 생산능력의 부족 등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저렴하고, 안정적 부품공급을 위해 메이저가 아닌 업체에서 주로 공급을 받고 있

으나, 제품 신뢰성이 문제의 소지

□ 현재는 금융 관련 기업이 주요 대주주이나, BP는 전략적 제휴관계로 주식 매입옵

션이 행사될 경우 최대 주주로 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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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은 14.3억 달러(2007. 10. 10 기준)

- Blackrock Investment Mgt(UK) 14.0%, Fidelity Investments Internatioal 10.0%, 

Lehman Brothers Internatioal 9.9%, Dehlsen Associates LLC 8.6%, Lansdowne 

Partnersd 7.3%, Fidelity International 4.9%, BP 3.6% 등

- BP는 지분 6.4%에 대한 추가 매입옵션을 보유(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 10%)

- BP는 현재 보유한 주식옵션 이외에도, 향후 Clipper사가 발생하는 신주에 대해 최

대 40%까지 매입할 수 있는 옵션도 보유

ㆍ신주 옵션까지 포함한 BP의 최대 지분은 20% 미만이 되도록 제한조항이 있으므

로, BP의 가능한 최대 지분율은 현재 20%임

 

【영덕풍력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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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계 Top 10 기업이 2007년 풍력발전 전체 설치용량 (22GW)의 90.7%를 공급

    - 시장점유율에서 VESTAS(22.8%)가 선두기업을 유지, GEWIND(16.6%), 

GAMESA(15.4%), ENERCON(14.0%) 등이 세계 시장을 선도

  ■ 세계 풍력발전기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MW), 2007

기업명 VESTAS GE WIND GAMESA ENERCON SUZLON SIEMENS ACCIONA GOLDWIND NORDEX SINOVEL Others

점유율
(%) 22.8 16.6 15.4 14.0 10.5 7.1 4.4 4.2 3.4 3.4 10.5 

      주) 전체 시장점유율 합계는 112%로, 12%는 2007년 설치용량(22GW) 대비 생산용량 초과분임

       <출처 : BTM Consult ApS - Mar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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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06년말 기준 세계 해상풍력단지는 5개국(19개 단지, 417기)에서 877.8MW를 설치

    * 보급규모는 덴마크(398.6MW), 네덜란드(126.8MW), 영국(304MW), 스웨덴(23.3MW), 아일랜드(25.2MW) 순

■ 세계 해상풍력 단지 현황, 2006년 기준

해상풍력단지 국가
준공
연도

용량
[MW] 시스템 내역

Vindeby 덴 마 크 1991 4.95 Bonus 450kW × 11기

Lely 네덜란드 1994 2 NedWind 500kW × 4기

Tunø Knob 덴 마 크 1995 5 Vestas 500kW × 10기

Dronten Isselmeer 네덜란드 1996 16.8 Nordtank 600kW × 28기

Bockstigen 스 웨 덴 1997 2.75 NEG Micon 550kW × 5기

Utgrunden 스 웨 덴 2000 10.5 GEwind 1.5MW × 7기

Blyth 영    국 2000 4 Vestas 2MW × 2기

Middelgrunden 덴 마 크 2000 40 Bonus 2MW × 20기

Yttre Stengrund 스 웨 덴 2001 10 NEG Micon 2MW × 5기

해상풍력단지 국가
준공
연도

용량
[MW] 시스템 내역

Horns Rev 덴 마 크 2002 160 Vestas 2MW × 80기

Nysted Havmolle park 덴 마 크 2003 165.6 Bonus 2.3MW × 72기

Palludan Flak 덴 마 크 2003 23 Bonus 2.3MW × 10기

North Hoyle 영    국 2004 60 Vestas 2MW × 30기

Arlow Bank PhaseⅠ 아일랜드 2004 25.2 GE 3.6MW × 7기

Scorby Sand 영    국 2004 60 Vestas 2MW × 30기

Kentish Flat 영    국 2005 90 Vestas 3MW × 30기

Barrow 영    국 2006 90 Vestas 3MW × 30기

NSW 네덜란드 2006 108 Vestas 3MW × 36기

 <출처 : BTM Consult ApS - 2007>

  ㅇ Vestas, RE-Power, Enercon, GE-Energy 등 세계 풍력발전 선도기업은 미래시장 

대비 대용량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전력을 기울임

    * 기업별 3～5MW급 개발 상용화를 위해 실증 진행 중(실증기간은 3년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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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 1차에너지 사용량은 2007년 기준 총236백만toe이며, 이중 신재생에너지가 

5,609천toe로 2.37%비중을 차지함

  ㅇ 1998부터 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은 14.1%이며, 동 기간 동안 풍력발전은 

82.0%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

  ㅇ 2007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5,609천toe중 풍력발전 공급량은 80.8천toe, 1.44%의 

비중으로 낮은 편임

신재생에너지 공급추이, 2007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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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름 풍력과 관련한 기업 활동

(주)효성

• 풍력발전시스템 및 부품생산(증속기, 타워)

• 750kW 및 2MW 풍력터빈의 개발완료 및 실증 중

• 각 부품의 개발 및 생산 최종 조립을 진행

유니슨

(주)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Value chain 상 부품, 발전 시스템 기업에 속해있음

•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하여서 rotor shaft, tower flange, slewing ring, gear rim, lock 

  plate, rotor break disk를 생산 함

•풍력발전 시스템에 있어서 2004년 750kW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성공

- 2MW급 풍력 발전기 개발 완료 실증 중

- 강원, 영덕 풍력발전 사업을 CDM 사업으로 UNFCCC에 등록

  ㅇ 융자지원과 발전차액지원제도(2002~) 도입으로 사업용 풍력발전이 높은 증가 추세

 ■ 연도별 풍력발전 공급량 및 설비보급 현황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누적용량

공급량(toe) 369 1,460 4,171 3,148 3,720 6,216 11,861 32,472 59,728 80,763 -

사업용 201 1,225 2,271 2,915 3,689 5,687 9,526 31,323 58,512 79,679 -

자가용 168 235 1,900 233 31 529 2,335 1,149 1,216 1,084 -

발전량(MWh) 1,475 5,839 16,685 12,590 14,881 24,865 47,442 129,888 238,911 375,641 -

사업용 803 4,899 9,085 11,658 14,757 22,749 38,103 125,291 234,047 370,601 -

자가용 672 940 7,600 932 124 2,116 9,339 4,597 4,864 5,040 -

설비보급량(kW) 1,200 2,895 1,501 2,036 4,757 5,467 49,903 30,664 78,941 18,420 195,784 

사업용 1,200 2,145 1,500 1,980 3,750 5,460 49,460 30,550 78,750 18,400 193,195 

자가용 - 750 1 56 1,007 7 443 114 191 20 2,589 

  ㅇ 국내 중대형 풍력발전기 설비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 타워 및 기초 구조물만이 

국내 기업에서 제작 및 시공되는 실정

     * 국내 중대형 풍력발전기는 총 146기로 232MW(200kW급 이상)를 보급('08년 12월초 현재)

  ㅇ 현재 국내 3개社(한진산업, 효성, 유니슨)가 1.5～2MW급 풍력발전기를 개발완료 실증 

중, 두산중공업 3MW 개발 중

     * 한진산업(1.5MW, 제주 월정리), 효성(2MW, 강원도 대길), 유니슨(2MW, 강원도 태백)

  ㅇ 타워, Shaft 등 풍력발전기 부품의 수출이 상승추세이며, 특히 타워는 세계적으로 우

수, ‘07년부터 풍력발전기용 허브 등의 주물제품 제작에 대한 해외 주문이 신장추세

  ■ 국내 중대형 풍력시스템 및 부품연관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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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대 중점 개발 분야의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로부터의 지원

•제주, 강원, 영덕 풍력단지를 CDM사업화로 인한 CERs로 추가 수익 획득

한진산업

•풍력발전시스템을 2003년 개발을 시작하여 2006년 국내최초로 1.5MW급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을 제주 월정리에 준공 완료

•DEWI-OCC로부터 성능평가 해외인증을 획득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의 자체 설계 제작

•1.5MW급 이상의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중

•풍력발전시스템의 핵심부품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

(주)

케이엠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서 풍력 발전기용 대형 복합재료 블레이드를 제작 하고 있음

•750kW급 블레이드 실증 중이며, 2MW급 블레이드 개발 중

•750KW급 Geared Type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중

•2MW급 Geared Type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중

한국

화이바

•'92∼'96 사업기간에 한국형 중형급 수직축 300㎾풍력발전기 개발 

•2001년 750㎾급 Gearless Type (Direct Drive Generation)수평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개발완료

•Rotor Blade 소재의 국산화 개발 및 독일 GL의 인증 추진 

광동 

FRP산업

•2006. 10. (주)효성에 풍력 2MW Nacelle Cover, Hub, Nose-Con납품 

•2006. 12. (주)효성에 풍력 750KW Nacelle Cover, Hub, Nose-Con 납품

•2007. 06. (유)한진산업에 풍력 100KW Blade 제작 납품

보국전기
•발전기(원자력, 화력) 및 발전설비, 가스터빈 등을 주로 생산하는 보국전기는 

  750kW급 기어리스 발전기를 제작하는 발전기(부품) 업체임

화신 FRP

•2002년 10k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개발에 인하대학교와 위탁연구수행

•2003년 준마엔지니어링,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풍력(10kW)- 디젤 복합발전 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

•제주 월령의 에너지기술연구원 부지에 10kW급 발전기 1, 2 호기를 설치하여 실증 

  테스트 중 (2002~2003년 내용)

태웅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Main Shaft, Tower Flange등의 제품을 GE, Vestas, Enercon에 

  공급하여 미국, 중국, 인도, 유럽의 각 국가에 건설되는 풍력발전기에 설치되고 있음

•태웅은 GE와 Vestas, 지멘스 등으로부터 대규모 물량 수주를 통해 2008년 1월 현재 

  1조원 정도의 수주잔량을 보유. 주요 납품 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06년 5월 Vestas사에 1억 달러 규모의 타워플렌지 공급계약 체결

- 2007년 9월 Vestas사에 4억달러 규모의 풍력타워플랜지 공급계약 체결

- 2007년 3월 GE사에 1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메인샤프트 공급계약을 체결

- 2007년 11월 지멘스사로부터 2억 4천만달러 규모의 풍력 메인샤프트와 타워플렌지를 동시에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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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소재

•2006. 6월 C/S 공장 준공(크랭크샤프트 및 풍력발전용 메인샤프트 생산설비)

•1.5MW급 이상의 대형 메인샤프트 시장에 주력할 예정임

•풍력발전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풍력발전부품 공급업체로의 이미지 부각

(주)평산

•풍력단조품을 생산하며, 주제품은 Tower Flange이며, 그 외 Gear Rim, Lock 

  Plate, Distance Plate, Rotor Shate, Slewing Ring 제품을 생산

•구체적 납품 실적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GE wind, SUZLON, Vestas, Toshiba, 

  Gamesa, Enercon등 세계 메이저 풍력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함

•풍력 단조 제품 다변화로 매출 증대

- 풍력단조품 중 자체 개발한 Gear Rim, Lock Plate, Distance Plate, Rotor Shate, 

Slewing Ring의 제품 다변화로 매출 증대 계획

- 기존생산, 납품중인 Tower Flange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활용, 신규풍력 단조품과의 Bundle 

  부품화 전략을 통한 매출 확대 추구

용현BM

•2007년 하반기 양산공장(5,000 톤 프레스 설치) 가동에 의한 풍력발전시장에 본격 진출

- 풍력 발전에 쓰이는 부품 중 Yaw Drive, Rotor Shaft, Pitch Drive 등의 단조제품 생산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 신규설비에 의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 이 중에서 풍력에 대한 범위가 넓음 

동국 S&C

• 풍력발전설비개발(설계에서 설치 후 Maintenance까지 Total Engineering방안을 모색) 

   분야와 풍력발전단지개발 분야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거의 타워 생산이 주를 이룸

- 창업 후 일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일본제품과 비교하여 태풍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인 후 Vestas 등의 주문 폭주로 독과점에 이름

- 중국 시장의 외국제품 공급제한으로 공급율이 둔화 되었으나 2007년 기준으로 세계 

  타워 시장에서 점유율 40% 차지

- 타워 단일 품목으로 2006년 수출 7천만 불, 2007년 1억 불 달성

- Vestas, GE, Enercon, Gamesa, Siemens, MHI 등에 750kW~3,000kW급 1300여 set를 

  공급하였음(2007년 기준)

스폐코

• 풍력발전 설비 중 타워를 생산하고 있으며,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의 생산 능력

은 1년에 300 sets 임

•미주 및 유럽지역 공략을 위해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멕시코 몬클로바에 풍력발

전용 타워 생산 공장 건설 예정 (이데일리 2008년 2월 11일자 기사)

신라정밀 • 풍력발전의 터빈의 내부 기어에 사용되는 선회베어링을 생산, 납품하고 있음

한길 S&V
•풍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wind tower 생산 수출 

- wind tower에 있어서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80%에 달함

STX 엔진
•STX엔진이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하여 올린 실적은 다음과 같음

제주 월영 신재생단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kW x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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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 / 제주도청 750kW x 2 sets (1999) / 제주도청 750kW x 3sets (2001)

전북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 전북도청 750kW x 6 sets (2001~2004)

전북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 전북도청 850kW x 4 sets (2006~2007)

제주 한경풍력발전단지(1단계) / 남부발전(주) 1500kW x 4 sets (2004)

제주 한경풍력발전단지(2단계) / 남부발전(주) 3000kW x 5 sets (2006~2007)

제주 성산풍력발전단지 / 남부발전 2000kW x 10 sets (2006~2007)

STX 민자풍력발전단지 / STX에너지 2000kW x 1 set (2007)

대우

엔지니어링

•풍력발전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양구 풍력 건설사업 / 한국중부발전 / 20MW / 설계

- 태백 풍력발전소 / 한국남부발전 / 20MW / 설계

- 제주 난산 풍력발전소 / 유니슨(주) / 1.5MW ×14기 / 기본 및 설계, 구매, 시공

- 서울시 하늘공원 풍력 발전소 / 서울특별시 / 20kW 5기 / 기본 및 설계, 구매,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풍력발전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양양과 영덕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하였음

- 양양풍력발전 2004~2005년에 걸쳐서 수행 1.5MW급 2기를 설치 댐(해발 약 935m)양측에 

  풍력발전기 각 1기씩을 설치 지질조사,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입찰서 평가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

- 영덕풍력발전은 2003~2004에 걸쳐 사업이 시행 , 2MW급 20기를 설치 유니슨주식회사가 

  건설하는 영덕단지공사에 설계 및 상세설계 용역을 맡음

케이알

•제트 휠 방식의 수직축 터빈을 채용한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

•풍력발전 제품으로는 KR 풍력 발전기(100kW), 풍력발전단지, KR 대형터보풍력발전 

  시스템이 있으며 사업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06. 09. 길림애와풍력발전소 1기 건설공사 턴키도급 계약(수주규모 49.5MW)

-2006. 11. 중국 내몽고정양백기인민정부와 풍력발전소 249.5MW에 대한 합작개발 

의향서 체결

-2006. 11. 중국 흑룡강성 따칭시 두얼백특 몽고족 자치현 100MW급 턴키 도급 

방식의 발전소 건설시공

-2006. 12. 중국 내몽고정양백기철리근도풍전장 49.5MW급 턴키 도급 방식 건설 시공

-2007. 05. 중국 광서성 오주시 풍력발전기 납품 및 설치 (49.5MW)

-2007. 06. 중국 대경용강풍전유한책임공사에 10MW풍력발전기 시스템 공급계약

-2007. 07. 중국 내몽고풍광전력개발유한책임공사에 49.5MW 풍력발전기 시스템 공급

-2007. 07. 중국 만주리정창풍력발전유한공사에 21MW 풍력발전 시스템 공급

-2007. 08. 중국 정양백기명안도환구풍전유한공사에 49.5MW 풍력발전시스템 공급

오로라 

에너지

• 풍력을 비롯,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

- 풍력발전시스템 제품으로서 소형 풍력발전시스템(0.5kW, 1kW, 3kW, 10kW), 중대형 

 풍력발전시스템(65kW, 225kW, 1000KW (개발 중))이 있음

- 2003년 10월 몽골공화국에 태양광 및 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을 설치

대성 •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가스등 많은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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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연구소

   그중 400W wind power system이 풍력 부분에 제품임 

- 400W wind power system의 특징 

․고효율, 신뢰성 향상 

․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주택용으로 적합 

․Cogging Torque에 의한 손실 제거 

․기기의 소형화 

  ㅇ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중유, LNG에 비해서는 상대

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 부족한 부분은 발전차액지원 등을 통해 지원중임

  

 ■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차액 기준가격

                                                              '07년 SMP 평균 : 83.84원/kWh

                                                   '08년 11월까지 SMP 평균 : 118.18원/kWh

전원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가스 폐기물 연료전지 해양

기준가격

(원/kWh)

472.70～646.96(15년)

428.83～589.64(20년)
107.29

 66.18～

 94.64

72.73～

85.71
SMP+5

 227.49(Bio)

 274.06(기타)

  62.81～

 90.50

 ■ 타 에너지원 연평균 구입단가(정산단가 기준)

                                                           '07년 KPX 평균 정산단가  (원/kWh)     
                                 

구분 평균 LNG 중유 유연탄 무연탄 원자력

2006년 53 103 124 39 55 38

2007년 57 105 123 41 65 39

                                                   【덴마크해상풍력발전단지(165.6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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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력발전시스템 기술(50)

세부기술

(비중)

국산화율(%) 국외대비

수준

(%)

국내

생산업체설계 제작/생산

블레이드(15) 60 85 71
에드컴텍, 한국화이바, 

광동FRP 

증속기(10) 65 90 70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발전기(10) 85 92 81
유니슨, 효성, 보국전기,

현대중공업

전력변환장치(10) 85 90 77
유니슨, 효성,

현대중공업

타워(10) 90 100 100
유니슨, 효성,

동국S&C산업

축구동계(15) 65 95 90 효성, 태웅

시스템설계 및 평가(20) 70 75 68
효성, 유니슨, 

두산중공업, 한진산업

소형풍력발전시스템(10) 85 95 80
준마엔지니어링, 

오로라에너지, 서영테크

평균 73.8 88.7 78.6 -

2) 단지개발기술(20)

세부기술

(비중)

국산화율(%) 국외대비

수준

(%)

국내

생산업체설계 제작/생산

자원조사, 분석 및 예측(50) 65 80 8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지설계 및 시공 (50) 70 93 90 효성, 유니슨

평균 67.5 86.5 86 -

3) 운영 연계기술(30)

세부기술

(비중)

국산화율

(%)

국외대비

수준

(%)

국내

생산업체
설계 제작/생산

감시진단(20) 80 85 73
유니슨,

오토시스 

운용 및 유지보수(30) 60 80 71

남부발전

강원풍력

영덕풍력

계통연계(30) 60 85 80 한국전력

하이브리드(20) 60 80 70

평균 64 82.5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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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 계통연계형 대형 풍력발전소는 14개소(146기) 232MW로 풍황이 좋은 동해 산간지

역과 제주도 해안지역에 분포

  ■ 계통연계형 풍력발전소 가동현황(2008. 12월초 기준)

구분 사업주체 호 기(MW×기) 설비용량(MW)

★: 발전차액지원 대상

강원풍력 강원풍력(주) 2 × 49기 98

영덕풍력 영덕풍력발전(주) 1.65 × 24기 39.6

양양풍력 한국중부발전(주) 1.5 × 2기 3

한경풍력1 한국남부발전(주) 1.5 × 4기 6

한경풍력2 한국남부발전(주) 3 × 5기 15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 0.75 × 1기 0.75

태기산풍력(지원 예정) 포스코건설 2 x 20기 40

★: 지방보급사업

(정부보조지원)

포항풍력 경북도청 0.66 × 1기 0.66

전북새만금풍력 전라북도
0.75 × 6기
0.85 × 4기

7.9

울릉도(도서) 경북도청 0.6 ×1기 0.6

대관령풍력 강원도청 0.66 × 4기 2.64

태백풍력 태백시 0.85 × 8기 6.8

한경풍력 제주특별자치도 0.85 × 2기 1.7

행원풍력 제주특별자치도 0.2～0.75 × 15기 9.795

합  계 14개소 146기 232.445

           국내 계통연계형 풍력발전소                            풍력 자원지도(m/s)

★태기산(40MW)

★강원(98MW)

★양양(3MW)

★영덕(40MW)  

★한경(6MW)

★행원(9.8MW)

★대관령(2.6MW)

★매봉산(6.8MW)

★전북(7.9MW)

★포항(0.7MW)

★울릉도(0.6MW)

★신창(1.7MW)

★한경(15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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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세계 풍력발전 신규설치 시장규모가 ‘07년  20GW이며, ’05년(12GW)대비 72% 이상 성장

   - 향후 2012년까지 신규설치 시장규모가 최대 36GW까지 성장 예상

  ㅇ 전세계 풍력발전 누적보급용량은 2030년까지 최소 497GW에서 최대 2,375GW까지 전망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치용량 및 비용 전망

2007 2008 2009 2010 2015 2020 2030 

신규설치용량(MW) 19,865 18,016 18,034 18,307 20,887 24,180 30,013 

누적설치용량(MW) 93,864 109,739 128,046 139,000 232,956 325,300 496,730 

비용 (€/㎾) 1,300 1,350 1,450 1,438 1,376 1,329 1,301 

투자규모 (€billion/year) 25,824,500 25,873,673 25,910,012 26,545,447 28,736,673 32,135,267 39,058,575 

고용효과 (job-year) 329,232 387,368 418,625 424,648 479,888 535,074 634,114 

신규설치용량(MW) 19,865 23,871 25,641 28,904 54,023 81,546 84,465 

누적설치용량(MW) 93,864 117,735 143,376 172,280 378,954 709,332 1,420,436 

비용 (€/㎾) 1,300 1,350 1,450 1,392 1,170 1,096 1,050 

투자규모 (€billion/year) 25,824,500 32,225,716 37,179,828 40,220,810 63,182,874 89,390,391 88,658,740 

고용효과 (job-year) 329,232 397,269 432,363 462,023 882,520 1,296,306 1,486,589 

신규설치용량(MW) 19,865 25,509 30,005 36,468 84,160 142,674 165,000 

누적설치용량(MW) 93,864 119,837 149,841 186,309 485,834 1,080,886 2,375,374 

비용 (€/㎾) 1,300 1,350 1,450 1,379 1,112 1,047 1,026 

투자규모 (€billion/year) 25,824,500 34,437,535 43,506,723 50,304,975 93,546,253 149,352,592 169,297,423 

고용효과 (job-year) 329,232 422,545 499,967 572,596 1,340,016 2,214,699 2,810,395 

     * 주1) : 누적설치용량 연간 성장률 : 2008년 17%, 2010년까지 10%, 2030년까지 4% 가정
        주2) : 누적설치용량 연간 성장률 : 2008년 27%, 2010년까지 19%, 2030년까지 3% 가정
        주3) : 누적설치용량 연간 성장률 : 2008년 27%, 2010년까지 22%, 2030년까지 5% 가정

     <출처: Global Wind Energy Outloo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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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lobal Wind Energy Outloo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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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발전 정책목표 및 현황 >*

 √ 보급목표 및 현황                                          

연    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보급목표 17 40 55 105 120 200 300 300 550 550

보급현황 5 50 31 79 - - - - - -

     * 풍력분야의 정부의 장기 보급계획에 따른 ‘03～‘06 누적목표(217MW) 대비 누적보급량

(165MW)로 약 76%의 목표 달성율을 나타냄

 √ 풍력발전기술의 산업화 기반구축 및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육성

   - 풍력발전기 대형화 : 1MW(2005) → 1.5MW(2008) → 3MW(2012)

   - 시스템단가 저감($/㎾) : 1,200(2003) → 600(2012)

   - 발전단가 저감(￠/㎾h) : 10(2003) → 3(2012)

   <출처: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기본계획>

   * 참고사항1 :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른 전망이며 제3차 신재생에너

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기본계획 확정 후(‘08.12) 수정본 발간 예정

   * 참고사항2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08.08.27)에 따르면, 공급규모는 태양광은 현

재대비 44배(80→3,504MW), 풍력은 37배(199→7,301MW), 바이오 19배(1,874→36,487천

Gcal), 지열은 51배(110→5,606Gcal)로 확대할 계획임

  ㅇ 풍력발전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기준가격의무구매제도, 설치보조금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보급 및 시장선점에 성공함

    - 독일은 기준가격의무구매제도로 풍력발전산업의 급속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2007년까지 풍력발전 22GW를 보급하여 세계 전체 보급용량(94GW)의 

23.7%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풍력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ㅇ 스페인, 인도 등은 국내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선도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자국의 풍력발전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수준의 기업을 육성해 왔으며, 미국은 생

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지원을 통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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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근 독일,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육상풍력발전 부지의 포화로 인해  

설치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해상풍력발전 추진과 노후발전기 교체를 

시장창출의 대안으로 추진 예정

  ㅇ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표적인 풍력발전 지원책인 융자지원제도 운영,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도입으로 2004년 이후 사업용 풍력발전소가 급격히 증가함(‘07년까지 162MW)

    - 그간 국내풍력발전 기술 및 생산기반 부족으로 대규모 풍력단지에 외산 풍력발전

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의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외국과의 기

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풍력발전 선도국과 같이 고기능 신소재, 부품분야 등 기술집약적인 핵심기술

개발과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산 풍력발

전기가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ㅇ 향후 풍력발전 보급 확대 시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풍력단지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및 선진국의 해결사례 등에 정책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ㅇ 장기적으로는 풍력발전이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한 분산전원과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체계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RPS 등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도

입과 풍력발전 선도국의 사례처럼 대형 풍력발전기, 해상 구조물 등 해상풍력 선

진화 기술개발로 대형 해상풍력단지의 건설 추진이 필요함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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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자료

․

․

․신․재생에너지 전략 풍력분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화촉진방안연구 삼성경제연구소

【대관령풍력발전단지】

  본 정보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에서

풍력분야의 국내․외  정책과 산업현황에 대해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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