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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술발전이 필요한 것인가?
보다 나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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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Analytical, Relationship, Trust, Needs, Ethical, Responsibility

비전 및 사업목표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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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본부

신규사업부문

경영기획실

기술연구소

플랜트사업부문

에너지사업본부

전력인프라
사업부문

풍력사업실

1. 신규사업 발굴
2. 녹색기자재 E&C
3. 환경저감설비 기술개발
4. 녹색사업분야 신사업발굴
5.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1. Offshore Oil &
Gas plant

2. Onshore plant
신규사업 발굴

3. HSE 관련 업무

1. 전력인프라 기술개발
2. 계통연계관련 기술지원
3.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4. 전력인프라분야

신사업 발굴

1. 풍력발전단지 개발 E&C
2. 풍력 요소기술 개발
3. 풍력발전기 검사 및 유지보수
4. 풍력분야 신사업 발굴

1. 경영, 인사, 재무, 총무
2. 기획 및 홍보
3. 단/중/장기 발전계획
4. Biz 포트폴리오

주주총회

감사이사회

대표이사

조직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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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II-4

글로벌 경쟁사



15

1단계 (~2014)

국내 Top Tier 
E&C 기업 도약

자생력 강화
수익성 확대

안정기반
구축

• 1단계 : 안정기반 구축

- 사업확대, 인재확보, Visioning 확립
- 안정적 운영자금 확보
- 신규 고객발굴, 아이템 개발, 기업인지도 제고

• 2단계 : 자생력 강화 및 수익 확대

- ’16년 매출 170억 달성
- 해외사업 본격진출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 안정적 장기수익 기반 마련

• 3단계 : 국내 TOP Tier E&C 도약

- ’20년 매출 500억 달성
- 장기 안정적 수익원을 기반으로 신사업 확대

2단계 (~2016) 3단계 (~2020)

매출 170억 돌파
(수주확대, 투자사업, 인지도

Up) 

매출 500억 + @ 
(장기 안정 수익원 확

보)  

2020 중장기 발전전략I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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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Wind Turbine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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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Blade
Tower

Basement

Electricity

Control
Load 

Assessment
Machine 

components

Wind Turbine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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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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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물리탐사 : 지형측량, 지층탐사, 영상탐사

 지반조사 : 현장조사, 실내실험

 지반조사 항목 및 실내시험용 시료선정은 해상풍력발전기 안전성 확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가 또는 인증기관에 의해 정확히 수행되어야 함

→ 제주도 해저지반의 경우 대부분 암반층 임

해양 물리탐사 및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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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적합한 기초형식 선정 및 제작 : 제주도 암반층에 적합한 기초형식 (자켓, 중력식 등)

 주요부품제작 : 타워, 허브, 블레이드, 나셀

 기초 및 주요부품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품질매뉴얼, 품질계획서 및 ITP(Inspection & Test 

Plan) 체크리스트 항목 선정 및 검사가 필요함

기초 및 주요부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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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운반 및 시공계획서 작성 및 검토

 육상운반의 경우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25m 이상 운송불가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의 운반 및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인증이 필요

→ 자재와 인원, 장비투입계획, 운송노선, 환경관리계획 등

기초 및 주요부품 제작

운반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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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운반 및 설치



24

신재생에너지-풍력III-1

 전력손실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 선로배치

 선로배치에 따른 신뢰성, 안정성 평가(사고구간 최소화)

 풍력발전단지 전력품질 평가

 전력시스템(해상변전소) 설계 평가

 계통 사고시 풍력 발전기 보호기술 검토

 단지내 사고 모델링

 전력저장장치와의 최적 운용

 전력생산 극대화를 위한 전력시장과의 최적연동 운전

 제어시스템 설계 평가

 상태감시시스템 설계 평가

풍력발전단지 선로 배치 및 전력시스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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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최종 성능평가 및 인증

 최종 운전 및 정비 감독

풍력발전단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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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부유식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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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풍력터빈 시스템 및 주요부품 엔지니어링

• 풍력터빈 시스템 컨셉 설계 및 주요부품 설계

• 국제표준에 따른 시스템 통합하중해석 및 구조 건전성 평가

• 인증을 위한 구조건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 CAE 해석(FEM 및 CFD)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육 해상 풍력발전단지 설계 엔지니어링

• 풍황자원 측정 및 상세 측정 데이터 분석/평가

• 주기기 최적 배치 설계(마이크로사이팅)

• 프로젝트 경제성 평가

• 인허가 및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

•

 풍력발전단지 설치/시공/운전 및 유지보수 엔지니어링/컨설팅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주기기 설치 및 시운전 검사

• 출력성능 검증

• 유지보수 최적화 컨설팅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hODr7y6g0CuQhM&tbnid=Y0Rsyi6nPe0dxM:&ved=0CAUQjRw&url=http://evnewsreport.com/wind-energy-update-cost-reduction-strategies-revealed-europes-offshore-wind-industry/10027/&ei=gNgCU8PbHsbokAWtgoGwCA&bvm=bv.61535280,d.dGI&psig=AFQjCNE8OxPRlhWAhUMcSmMH-ZfX6m_SLQ&ust=139278182076148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hODr7y6g0CuQhM&tbnid=Y0Rsyi6nPe0dxM:&ved=0CAUQjRw&url=http://evnewsreport.com/wind-energy-update-cost-reduction-strategies-revealed-europes-offshore-wind-industry/10027/&ei=gNgCU8PbHsbokAWtgoGwCA&bvm=bv.61535280,d.dGI&psig=AFQjCNE8OxPRlhWAhUMcSmMH-ZfX6m_SLQ&ust=139278182076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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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풍력III-1

Blade design Design evaluation(tower/door) Performance analysis(CFD)

Integrated Load Calculation

Integrated load calculation

육상 풍력발전단지 설계 엔지니어링 사례 (Innovation KR)

시스템 및 주요부품 엔지니어링 사례 (Innova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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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해양에너지(국내)I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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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해양에너지(해외-영국)I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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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해양에너지(국내)I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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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해양에너지III-2

무게추 (1.5Kg)

얼레(Reel)증속기어

발전기

Buoy 파력발전 장치

(Point Absorber Type)

“무게 추와 스프링이 교대로 Yo-Yo를

돌리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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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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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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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IMO의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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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관련 IMO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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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Oi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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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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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NOx, S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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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V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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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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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G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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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G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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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G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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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G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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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G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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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G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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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G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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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G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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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III-3

Green Ship - G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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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Oil&GasIII-4

(자료출처 : DSME, 한노기술협력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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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SubseaIII-4

(자료출처 : DSME, 한노기술협력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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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Oil&GasII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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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미래설계IV-1

공부를 더 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을 택할 것인가?

대기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소중견기업을 택할 것인가?

공부를 더 한다면,
무슨 전공을 택할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행복한 가정인가?
전문가로서 성공한 사람인가?

결정하는 과정은 많은 고민을 해라.
일단 결정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라.
그리고 본인의 결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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