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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기존의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

고 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의 경우 해저지형이 완만한 지리적 이점과 양질

의 풍황자원을 이용한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유럽의 사례는 삼면이 바다이고 활용 가능한 국토면적에 한계가 있는 국내에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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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착수

에 앞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판단

기준인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해상풍력발

전단지의 수익성에 대한 구조를 모델링하고 수입과 비용에 대한 하위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을 결정

하는 주요 요인인 발전단지 규모 및 발전기 사양, 정부지원금, 자본비용의 변

화에 따른 수익성 모델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발전기 용량을 2MW, 3MW, 4MW, 6MW 4개 Case로 설정하고, 발전단지규

모를 48MW, 96MW, 144MW, 192MW, 240MW 5개 Case로 각각 설정하여  총 

20개의 Case에 대한 수익성 분석 결과 발전기 용량이 6MW이고, 단지규모가 

192MW, 240MW인 2개의 Case에서만 (+)수익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18개의 

Case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기 및 해상설

치 기술발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운영실적 증가, 관련 산업의 성장 등 여러 

요인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정책

적인 지원 수단 없이는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렇듯 해상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정부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통하여 30%의 추가수익이 발생

한다고 가정하여 앞서 분석한 20개 Case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수익 확보가 가능한 Case가 기존 2개에서 11개로 증가하였으며, 

발전기용량 3MW이상, 단지규모 144MW 이상에서는 (+)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활발한 유럽, 특히 영국의 경우 ROC(신재생에너지의무

공급)와 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전력판매수익이상의 추가수익 발생이 가능함을 

고려하면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한 경제성 확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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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요 요소인 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성분석을 위해 발전기 용

량 3MW, 규모 144MW인 발전단지에 대하여 WACC = 8.30%, 6.53%, 4.77%, 

2.99%, 1.22%, 5개의 Case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4.77%이하의 WACC

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CC가 4.77%로 감소함으로써 

줄어들게 되는 자본비용은 앞서 분석한 전력판매수익의 30%를 추가수익으로 

지원 하였을 때의 정부지원금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써, ROC와 같이 추가수익

을 보존해주는 직접적인 지원방식도 수익성 증가에 효과적이지만 저금리 자금 

제공 등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이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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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newable Energy is regarded as a new energy source to replace existing 

energy like fossil fuel and nuclear energy in the glare of public attention 

for environmental issues.

Offshore wind energy is making high growth rate in these alternative 

energy in Europe that has geometrical benefits of gentle subsea slope and 

good wind resources, recent high growth rate in Europe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considering our geographical characteristic that is 

surrounded by water on three sides and is a limit on the land area to be 

developed.

For this reason, pre-inspection should be conducted to push ahead with 

offshore wind farm before construction of offshore wind farm, and an 

economic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with pre-inspection because it is a 

good criterion for project execution.

For economic analysis, using system dynamics, make a modeling for profit 

structure of offshore wind farm, define quantita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ild element of income & cost, and analyze the dynamic 

properties of system by the change of wind farm scale, wind turbine 

capacity, government grant, cost of capital.

20EA analysis case is defined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wind 

turbine capacity (2MW, 3MW, 4MW, 6MW) and wind farm scale (48MW, 

96Mw, 144MW, 192MW, 240MW), the result shows profits can be made in 

only two case (wind turbine capacity 6MW, wind farm scale 192MW and 

240MW). It shows that offshore wind farm has not been economically v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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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re is no government grant, although economics of offshore wind farm 

has been improved due to improvement of wind turbine technology, 

installation technology, operation record of wind farm, relative industry.

As we have seen in result, government grant is inevitable to boost 

construction of offshore wind farm. To verify the effect of government 

grant, additional 20EA case are analyzed the same way, with assumed 

government grant of 30% for electricity sales revenue.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case to make a profits increase from 2EA to 2EA, and 

profits can be made on condition that wind turbine larger than 3MW is 

installed and has  wind farm scale larger than 144MW. 

When we consider that additional profits can be made in Europe, 

especially UK, by government grant like ROC, we can understand that 

government grant is important factor to promote construction of offshore 

wind farm by profit improvement.

For cost of capital, other important factor in wind farm profits analysis, 

5EA cases are analyzed in offshore wind farm that 3MW wind turbine is 

installed and has scale of 144MW, with assumed WACC of 8.30%, 6.53%, 

4.77%, 2.99% and 1.22%. The results shows profits can be made on 

condition that WACC is lower than 4.77%. 

Cost that is reduced by decrease of WACC from 8.30% to 4.77% is the 

same with government grant of 30% for electricity sales revenue. The result 

shows that government grant by low cost loan is more efficient than 

government grant by additional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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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기존의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

고 있다.

유럽과 북미 等 선진국을 중심으로 단순히 보조수단으로써만 기능하던 단계

를 넘어 화석연료를 일정부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급성장하였

으며,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 그린정책을 추구하며 충분한 경제적 효용성 갖는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고,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며 선진국과 개

도국 등 195개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고효율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경제성을 이유로 화석발전과 원자

력발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았으며 관련 산업분야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가 발전하지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발전단가이며 이로 인해 국내 전력생산의 상당부분은 

화력 및 원자력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관련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

여 현재는 충분히 상업성을 가질 만큼 발전단가가 낮아진 상태이며,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이 갖는 환경비용을 고려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최근 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보급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는 전기 생산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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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상업용 발전단지도 건설되어 이미 적지 않은 발전단지가 성공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의 경우 해저지형이 완만한 지리적 이점과 양질의 풍황

자원을 이용한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유럽의 

사례는 삼면이 바다이고 활용 가능한 국토면적에 한계가 있는 국내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경제성 및 기술 부족, 주민 수용성 부족, 인허가제도 미비 등에 의

해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으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및 기술발달로 에너지 

생산단가는 점차 줄고 있으며 연간 설치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에 이미 3개소가 완공

되었고 계획 및 추진 중인 발전단지는 21개소에 달한다. 또한 「2030년 해상

풍력 13GW 보급 달성(‘17년)」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의해 향

후 해상풍력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만으로도 연간 50TWh1)의 전력소비량을 충족할 수 있

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조선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조선·해양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간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착수

에 앞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판단

기준인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수입과 비용에 대한 산정이며 건설부터 폐

기까지 소요된 비용과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해서 획득한 수입을 효

과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민창기 외, 2014).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에 대한 구조를 모델

링하고 수입과 비용에 대한 하위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1) 한국에너지공단, “영국,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가동”(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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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발전

기 용량 및 단지규모, 정부지원정책 변화, 자본비용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 모

델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단지의 경제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단지 구성을 최적화하여 이에 따른 수

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상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해상풍력에 관련된 국내·외 자

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 및 관련정책을 

통해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국내외 해상풍력발전 산업 및 

기술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각 

요소별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수익성 모델링을 구성하였다.

발전단지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구성요소인 초기투자비(CAPEX), 

단지운영비(OPEX), 전력판매수입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 구성요소

를 정리하고 각 요소별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여 요소들 간의 복잡한 관계

및 시스템의 동적인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다이내믹스(Vensim, DSS 

6.3ver.)를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범위에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과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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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분류, 필요성, 국

내 신재생 정책현황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산업 

현황 및 사례조사, 전망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 고도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해상풍력의 기술 

개발 및 발전단지의 사례조사를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 모

델을 구성하였고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시스

템다이내믹스 모델링을 구성하였다. 

제 5장에서는 이를 통해 주요 요소인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 단지규모, 정부 

지원정책 변화, 자본비용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 모델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

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본 시사점 및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5 -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분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종류 및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가스와 및 중

질잔사유 가스화로 이뤄진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

양, 폐기물, 지열로 이루어진 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 현재까지는 태양광과 풍력 수력이 실

제 상업용 전력을 생산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2016)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명시한 에너지원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

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광선을 흡수

해서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과 복사광선을 고밀도로 집광해서 열 발전 장

치를 통해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기술을 말한다.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유기성 생물체를 총칭)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

는 화학, 생물, 연소공학 등의 기술이고 풍력은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수력은 물의 유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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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는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조력·파력·조류·온도차 발전 등이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열은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이 태양복사열 또는 지구 내부의 마그마 열에 의해 보유하

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신에너지에서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의미하며 수소에너지는 물, 유기물, 화

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이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석탄(중질잔사유2))가스화·액화기술은 저급연료(석탄, 중

질잔사유 등)를 산소 및 스팀에 의해 가스화한 후 생산된 합성가스를 정제하

여 전기, 화학원료, 액체연료 및 수소 등의 고급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복합기술

을 의미한다.

이처럼 에너지원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 등 총 11개 분야로 나누어 정의하는 반면 국제에너지기구3)

(IEA)에서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고체바이오,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도시폐기물(재생), 산업폐기물, 도시폐기물(비재생) 등 총 12개분야

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

너지만을 의미하며 자연적 과정으로부터 얻어지고 소요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충되는 에너지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각 국가별 환경여건 등에 따라 특정 에너지원을 추가 또는 제외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국 내의 통계기준과 국제에너지기구(IEA)기준

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명칭 및 통계치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2) 중질잔사유: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

3) IEA(InternationalEnergyAgency):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산유국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1974년 설립한 

석유안전보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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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계체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을 27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다음 <표 2-1>과 같이 분류하였다.

에 지원 세부분류 내용

태양에 지
태양열

태양

태양의 열에 지를 변환시켜 에 지원으로 이용

태양의 빛에 지를 변환시켜 기를 생산

풍력 바람의 에 지를 변환시켜 기를 생산

수력 물의 유동에 지를 변환시켜 기를 생산

해양에 지
해양의 조수, 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기 

는 열을 생산

지열에 지
물, 지하수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

지를 생산

바이오에 지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바이오디젤

우드칩

성형탄

임산연료

목재펠릿

폐목재

흑액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매립지가스를 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바이오디젤을 생산

우드칩을 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성형탄을 생산

연료로 사용되는 흑탄, 백탄, 장작, 지엽의 생산

목재펠릿을 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폐목재를 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흑액을 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하수슬러지 고형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폐기물에 지

폐가스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형도시

쓰 기

시멘트킬른

보조연료

RDF/RPF/TDF
정제연료유

폐가스를 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형도시쓰 기를 연료로 기 는 열을 생산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을 연

료로 열을 생산

RDF/RPF/TDF를 생산

정제연료유를 생산

연료 지 수소와 산소의 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기를 생산

자료: 통계청(2015)

<표 2-1> 국내 통계에 따른 신재생에 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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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다음 <표 2-2>와 같이 분

류하였다.

구분 범

재생에 지

수력(Hydro power) 1 MW, 1-10 MW, 10+ MW

지열(Geothermal) 발 , 직  열이용

태양에 지

(Solar Energy)

태양열(Solar Thermal), 태양 (Solar 
Photovoltaics), 태양열발 Solar
thermal-electric)

해양에 지

(Tide, Wave, Ocean)
기에 지

풍력(Wind Energy) 기에 지

고체바이오

(Solid Biomass)
숯, 나무, 폐목, 기타고체폐기물(톱밥, 나무

껍질, 겨, 호두껍질 등)

바이오가스

(Biogas)

매립지가스(Landfill Gas; LFG), 하수슬러

지가스(Sewage Sludge Gas)  기타

바이오가스( 기성 발효로 발생되는 바이

오가스)

바이오연료(Liquid Biofuels)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기타 바이오연

료

재생 도시폐기물

(Municipal waste, renewable)
가정, 상업,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 생물학 으로 분해가가능한 것

비재생

폐기물

에 지

비재생폐기물에 지

(Non-Renewable Wastes)

산업폐기물(Industrial Waste): 재생가능하

지 않은 사업장 폐기물

비재생 도시폐기물(Municipal waste, 
non-renewable): 도시폐기물 에서 생물

학 으로 분해가능하지 않은 것

자료: 통계청(2015)

<표 2-2> IEA에 따른 신재생에 지 분류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에서 바이오매스는 농업, 임업관련 부

문의 생산물, 폐기물 등의 물질 중 생물분해 가능한 부분을 지칭하고, 폐기물

에너지는 산업 및 도시폐기물 중생물 분해가능한 부분만을 지칭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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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실용화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경제성의 제약 때문

에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자원을 신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고

용정보원, 2010).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각 에너지원 차이를 나타낸 <표 2-3>을 살펴보면, 타 

기구 및 국가에서는 3개의 신에너지는 모두제외하고 재생에너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중에도 한국은 폐기물을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한국 IEA EU 미국 일본

태양열 ○ ○ ○ ○ ○

태양 ○ ○ ○ ○ ○

풍력 ○ ○ ○ ○ ○

수력 ○ ○ ○ △ ○

지열-화산 ○ ○ ○

지열-심부 ○ ○ ○ ○

지열-천부 ○ ○ ○ ○

바이오매스 ○ ○ ○ ○ ○

폐기물 ○ △ △ △ △

매립지가스 ○ ○ △ ○

해양에 지 ○ ○ ○ △ △

수소 ○

연료 지 ○

석탄가스화 ○

질잔사유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6)

주1: ○는 부인정, △는 일부인정

  2: 수력은 수력, 소수력 공히 포함. 부분의 국가가 수력은 지원 상에서 제외

  3: 바이오매스: 고형, 액체  기체 바이오매스로 구분. 일부 국가에서는 폐목재를 고형

    바이오매스에 포함

  4: 폐기물은 산업폐기물, 도시폐기물로 나 며, 이  가연성이 상이 되나 재생가능과  

      비재생가능(non-renewable)으로 구분하기도 함

  5: EU의 매립지가스에는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포함

<표 2-3> 국제기구  국가별 신재생에 지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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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현재 국제기준과 상이한 신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원에 대

해 법제 정비를 고려중 이며 폐기물 에너지원에 대해 비재생폐기물(SRF)은 범

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17.09)하였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

제 정비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

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장단점으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에너

지와는 다르게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지열 等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그대

로 활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

연료나 원자력에너지와는 달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

점이다. 다만, 화력이나 원자력처럼 효율이 높은 화학반응이 아닌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다보니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대량의 발전이 어려우며 

입지조건에 제약이 크다는 단점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발전단가의 지속적 하락 및 기술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

지 보급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분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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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단

태양열

-무공해,무한정

-낮은 설치비  유지비

-높은 활용도,규모의 유연성

-낮은 에 지 도로 넓은 설치면  필요

-계  향

태양

-에 지원이 청정・무제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발  가능

-유지보수가 용이,무인화 가능

-긴 수명(20년 이상)

- 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

-에 지 도가 낮아 큰 설치면  필요

-설치장소가 한정 ,시스템 비용이 고가

- 기투자비와 발 단가 높음

풍력
-무공해,무한정,국토 효율  활용

-상  렴한 유지비  설치비

-불규칙한 바람,발 시설의 수시교체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수력 -발 원가 렴,무공해 -지역  편재,수몰지역 보상비 부담

지열 -발 원가 렴,무공해 -지역  제약

바이오
-풍부한 부존자원,환경오염 감소

-다양한 형태의 에 지 생성

-산림․농작물 고갈,수집․수송 불편

-생물학  공정 복잡,높은 설비 투자비

폐기물
- 렴한 원료비,쓰 기 감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가공과정에서 환경오염 유발 가능

-복잡한 처리기술

해양

에 지
-무공해,무한정 에 지 공

- 력 소비자와 원격성

- 규모 시설투자 소요

수소
- 공해,무한정

-연료 지 등 다양한 활용

- 장․수송 곤란,안정성(폭발)문제

-수소 분리비용 과다

연료

지

- 공해,고효율,휴 가능

-타산업으로의 높은 연 성

-고가의 발  비용

-추가 기술개발 필요

석탄

가스화

- 은 불순물,연소조정 편리

-석유와의 유사성

-공해 발생, 장  해상수송 제한

-거액투자 소요

자료: 이홍주(2010), 박원철(2014)

<표 2-4> 신재생에 지 에 지원 장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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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다국적 에너지 기업 British Petroleum(BP)에서 발표한 '2017년 세계 에너지 

편람'내 에너지원별 가채량을 살펴보면 석유 50.6년, 석탄 153년, 천연가스 

52.5년으로 자원고갈은 현실화되고 있다. 에너지 개발능력 향상 및 이용확산에 

따라 그 시기는 늦추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사용

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구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채 매장확인량 (Reserves) 1조 7,067억배럴 1조 1393억톤 186.6조

년생산량 (Production) 337.2억배럴 74.4억톤 3.55조

가채년수 (R/P ratio) 50.6 153 52.5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7)

<표 2-5> 화석연료 가채 매장량  가채년수(2016년 기 )

그리고 자원고갈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사용증가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다. 

박영종(2015)은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업

종이 많고 석탄사용량이 많아서 에너지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이로 인한 에너

지 과소비가 환경오염을 촉발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부문에

서의 친환경 트렌드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고 화석연료사용을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대체에너지개발 등으로 장기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신재

생에너지를 단시간 내 확대도입하기보다 설비단가 등 가격경쟁력 확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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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추가적으로 적용·검토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표 2-6>에서 보는바와 같이 1차에너지보다 신재생에너지 공

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3,293천toe로 전년

대비 15.22% 증가하였으며 공급비중은 2015년 4.62%로 0.5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2014 2015
년 비 증감

증가량 증가율

1차에 지(천toe) 282,938 287,479 4,541 1.60%

신재생

에 지 

생산량(천toe) 11,537 13,293 1,756 15.22%

공 비 (%) 4.08  4.62 0.54% p

자료: 한국에 지공단(2016a)

주: TOE(Tonnes of Oil Equivalent, 이하 TOE): 석유·가스· 기 등 모든 에 지에 공통 

용하는 에 지단 로서, 원유 1톤의 발열량 107kcal를 1toe로 정의

<표 2-6> 년 비 신재생에 지 생산량  증가율

<그림 2-1> 신재생에 지 생산량 증가추이
 자료: 한국에 지공단 (2016a)

20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세계발전량의 11.3%, 발전설치용량 증가

분의 55.3%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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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신성장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 총 사용량의 93.9% (‘17년 2월 기준)가 수

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에너지 수입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비중은 2014년 1.1%로 OECD

국가가 9.2%임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서

도 한국은 독일(13.8%), 덴마크(31.1%), 프랑스(9.2%), 스페인(14.6%), 일본

(5.7%), 미국 (7.0%)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인 2.4%로 조사되었다.

또한 에너지 집약도4)도 백만 달러당 0.17toe로, OECD 평균 0.13toe보다 에

너지 효율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림 2-2> 국가별 에 지 집약도 황
자료: OECD Factbook 2015-20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p3

4) Energy Intensity: 에너지 효율성에 반비례하는 지표로 단위 국내총생산(GDP)에 소요되는 1차에너지

의 총 소비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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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격 상승,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각국 정부의 에너지 효

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은 에너지 집약도의 지속적 감소에 기여하였지

만 미국, 일본,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성은 낮은 수준을 지

속하였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따라서 우리나라는 안정적 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다원

화 및 활용되지 않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촉진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부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속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점유율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및 지원정책

 3.1 신재생에너지관련 법 

1987년 12월「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1997년 12월에「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법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고 대체

에너지는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 법은 2004년 12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었고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변경하여 수립하였다.

정부는 계속적인 계획안을 발표하며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

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2008년에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

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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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4년에는「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를 

발표하며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와 

함께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구분 법률 주요 내용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 보  기본계획
제5조

신재생에 지원별 기술개발  이용보 의 목표, 총 

력생산량  신재생에 지 발 량이 차지하는 비율

의 목표, 기술수 의 평가와 보 망  기 효과,  
신재생에 지 분야 문인력 양성계획 등

공공기  설치 의무화 제12조

공기업  정부출연기  등이 신축, 증축 는 개축

하는 건축물에 하여 상 에 지사용량의 일정 비

율 이상을 신재생에 지 설비로 사용하도록 의무

으로 설치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
제12조

의 5~10

신재생에 지의 이용 보 을 진하고 신재생에 지

산업의 활성화를 하여 공 의무자에게 발 량의 일

정량 이상을 의무 으로 신재생에 지를 이용

신재생에 지 설비 인증 제13조

신재생에 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매하려

는 자는 제품의 인증(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고 설비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지정된 설비

인증기 에 하여 필요한 범 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신재생에 지 

발 차액지원
제17조

신재생에 지 발 에 의하여 공 한 기의 력거래

가격이 고시한 기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기

를 공 한 신재생에 지 발 사업자에게 기 가격과 

력거래가격의 차액(발 차액)을 지원

신재생에 지 기술의 

국제표 화 지원  설비 

 그 부품의 공용화

제20조

제21조

국제표 에 부합되도록 하기 하여 설비인증기 에 

하여 표 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 지 설비  그 부품을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운

신재생에 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23조의

2~6

석유정제업자 는 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 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음

신재생에 지 보 사업 제27조

신기술의 용사업  시범사업, 환경친화  신재생

에 지 집 화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실용화된 

신^재생에 지설비의 보 을 지원하는 사업 등 추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6)

<표 2-7> 신재생에 지 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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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원사업 및 정책 현황

정부는 관련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

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먼저 건물지

원 사업 및 주택지원 사업 그리고 금융지원 사업, 지역지원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주택 또

는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을 설

치할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목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의 약 1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

는 것이다. 각 에너지원의 지원범위는 건물지원사업과 주택지원사업 별로 구

분하여 지원된다. 

2016년 건물지원사업 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결과에 

의하면 건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년말 기준 

2,705억원 및 3,479개소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되었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지원건수 1,203 166 229 335 414 648 484 3479

자료: 신재생에 지 보 사업 황(2016)

<표 2-8> 건물지원사업 추진실 (2016)

그리고 2017년 건물지원사업 지원규모는 22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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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범 산 배정액

건물지원사업

태양 50㎾ 이하 6,000

태양열 1,500㎡ 이하 4,000

지열 1,000㎾ 이하 3,000

연료 지 - 2,000

기타 - 2,000

시범  사업 - 5,000

계 22,000
자료: 산업통상부 산법령(2017)
주: 시범 사업은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용하기 해 해당 신·재생에 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 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표 2-9> 건물지원사업 지원규모(2017)
(단 : 백만원)

구분 지원 범
(단  사업당)

지원액
(백만원)

지원단가
(천원,VAT포함) 비고

태양
(고정식)

일반
50㎾ 이하

4,000 1,140/kW
계통 연계기

2,000 1,720/kW
축산
시설

태양열
(평 형·진공 형·

자연순환식)

1,500
㎡

이하

10.0MJ/㎡·day 과

3,000

480/㎡ 

심야 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 과~
10.0MJ/㎡·day이하

430/㎡

7.5MJ/㎡·day이하 390/㎡

온수기 6㎡x 수 2,450/
냉난방 (신설) 1,000 790/㎡

지열(수직 폐형) 1,000㎾ 이하 3,000   360/kW

연료 지 - 2,000 22,000/kW -

기타 - 2,000 별도 검토

태양
(추 식,BIPV),

집 채 , 풍력, 
수열 등

소 계 - 17,000 - -
시범  사업 - 5,000 별도 검토 -

총 계 22,000 - -
자료: 산업통상부 산법령(2017)
주1: 태양열 분야는 단 면 당 1일 집열량(인증서, 면  기 )에 따라 차등 지원
  2: 태양열 분야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6㎡/  기  지원
  3: 태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  지원 상에서 제외

<표 2-10 > 건물지원사업 지원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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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택지원사업 지원규모는 424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결과

에 의하면 주택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년말 

기준 7,304억원 및 약 20만호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되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43,862 29,822 35,602 52,356 30,492 14,380 15,817 222,331

자료: 신재생에 지 보 사업 황(2016)

<표 2-11> 주택지원사업 추진실 (2016)

그리고 2017년 주택지원사업 지원규모는 407억원으로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

령 제3조 5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

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을 지원한다.

구분 지원범 산 배정액 비고

태양 3.0kW이하/호(세 )

7,277 주택 등

1,373 태양  공동주택

11,600 마을단 지원 등

태양열 20.0㎡이하/호(세 )
4,400 주택 등

2,260 마을단 지원 등

지열 17.5kW이하/호(세 )
7,200 주택 등

1,650 마을단 지원 등

소형풍력 3.0kW이하/호(세 ) 300 주택 등

연료 지 1.0kW이하/호(세 )
2,820 주택 등

1,220 마을단 지원 등

계 40,100 -

자료: 산업통상부 산법령(2017)

주: 보 지원을 한 설치확인 비용 600백만원 별도

<표 2-12> 주택지원사업 지원규모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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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 지원 구분
보조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

(고정식)

단독주

택

2.0kW이하

650kWh 과 410/kW 490/kW

600kWh 과~650kWh이하 550/kW 660/kW

550kWh 과~600kWh이하 690/kW 830/kW

500kWh 과~550kWh이하 830/kW 1,000/kW

450kWh 과~500kWh이하 1,240/kW 1,490/kW

450kWh이하 1,380/kW 1,660/kW

2.0kW 과

~3.0kW이

하

650kWh 과 350/kW 420/kW

600kWh 과~650kWh이하 470/kW 560/kW

550kWh 과~600kWh이하 580/kW 700/kW

500kWh 과~550kWh이하 700/kW 840/kW

450kWh 과~500kWh이하 1,050/kW 1,260/kW

450kWh이하 1,170/kW 1,400/kW

공동주택 ~ 30kW/동 1,320/kW 1,580/KW

태양열 

  
평 형

․

진공

형

7.0㎡이하

10.0MJ/m2·day 과 590/㎡ 710/㎡

  7.5MJ/m2·day 과~
10.0MJ/m2·day이하

550/㎡ 660/㎡

7.5MJ/m2·day이하 500/㎡ 600/㎡

7.0㎡ 과~
14.0㎡이하

10.0MJ/m2·day 과 520/㎡ 620/㎡

  7.5MJ/m2·day 과~
10.0MJ/m2·day이하

480/㎡ 570/㎡

7.5MJ/m2·day이하 440/㎡ 520/㎡

14.0㎡ 과

~20㎡이하

10.0MJ/m2·day 과 470/㎡ 560/㎡

  7.5MJ/m2·day 과~
10.0MJ/m2·day이하

430/㎡ 510/㎡

7.5MJ/m2·day이하 390/㎡ 460/㎡

자연순환
식 

온수기
6.0㎡ 2,670/ 3,210/

지열 수직 폐형
10.5kW이하 640/kW 760/kW

10.5kW 과~17.5kW이하 490/kW 590/kW

연료 지 1kW이하 22,750/kW 27,300/kW
자료: 산업통상부 산법령(2017)

<표 2-13> 주택지원사업 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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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지원구분은 설치대상, 설비구분, 월 평균 전력사용량, 설치용

량, 집열량(성능)에 의해 구분하였으며 태양광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

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

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

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하다.

 (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전용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시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자금의 종류로는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

금으로 구분한다.

시설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생산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풍력발전설비 및 지열이용설비 등이 있다.

생산자금은 태양광 집열비 생산설치비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제조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이며 운전자금은 전용설비를 생산하

는 제조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운

영전반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물품비 등도 해당된다. 단 운전자금은 중소

기업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50%이내의 범위 내

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구분 산 

지원 산액

생산자

630억원
시설자

태양 (정책사업)

비태양

운 자 30억원

합계 66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산법령(2017)

<표 2-14> 주택지원사업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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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원금 규모는 660억원으로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40% 이내로 한다. 

구분 한도액 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력

기

생산자   시설자 100억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 리

(1/4분기,
1.75%)

소기업

: 90%이내

견기업

: 70%이내

기업

: 40%이내

바이오  폐기물 분야 100억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주택용 설비 1억

운 자 10억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자료: 산업통상부 산법령(2017)

<표 2-15> 주택지원사업 지원조건

 (3)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7조 제1항 3호에 근

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

고자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자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결과에 의하면 각 

에너지원별 지원금은 다음 <표 2-16>과 같다.

구분 태양 소수력 지열 태양렬 합계

사업수 309 2 5 8 324

보조 198.1 2.1 7.4 4.5 212

비 93.4 1.0 3.5 2.1 100

자료: 신재생에 지 보 사업 황(2016)

<표 2-16> 지역지원사업 에 지원별 지원(2016)
(단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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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

지원 융합사업｣과 주택·공공·상업 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

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 등이 합동으로 신청가능하며 

주관기관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제한한다. 지원범위는 총 사업비

의 50%내에서 지원하며 연료전지 사업은 70%내에서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결과에 의하면 ‘15년 추

진실적으로 총 13개 사업에 93.5억 원이 지원되었고 추가적으로 6개 사업에 

76.3억 원을 지원하였다.

구분 내용

보 지원
(790억원)

(개요) 주택, 건물, 지역 등 보 효과가 우수한 곳에 신재생에 지 설
비 설치비 지원
(지원조건) 보조율 50%, 주택(407억원), 건물(220억원), 융복합(163억원)

융지원
(660억원)

(개요) 신재생에 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 리의 사업비 융자지원
(지원조건) 분기별 변동 리(1.75%수 ), 5년 거치 10년 상환

표 화  
인증지원
(30억원)

(개요) 태양 , 풍력, 연료 지 등 7개분야 신재생에 지설비의 인증기
술 표 화
(지원조건) 계속과제(13.4억원), 신규과제(15.6억원), 기평비(1억원)

발 차액지원
(3,481억원)

(개요) 태양 , 풍력 등 신재생에 지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력을 
우선구매  기 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
(지원조건) {기 가격-계통한계가격}×발 량

해외진출지원
(41.5억원)

(개요) 해외진출기반조성,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 등 국내 신재생에
지 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조성
(지원조건) 해외진출기반조성(24억원), 해외 타당성 조사(17.5억원)

기반 구축
(13.1억원)

(개요) 신재생에 지 정책·환경변화에 극 응하기 한 신재생에
지 정책 기반 조성
(지원조건) 신규 과제(12.7억원), 기평비(0.4억원)

 지융합
실증화단지구축

(45.9억원)

(개요) 울산지역 산업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 지 발 시스템 
실증단지 구축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실증연구 실시
(지원조건) 실증인 라구축(38.9억원), 실증기술개발(6.5억원), 기평비(0.5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표 2-17> 2017년 신재생에 지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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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정책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신재생에너지원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대

체하여 도입되었다. 

제도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03.12)」에서 

처음 도입이 제안되었고 「Green Energy발전전략(2008.9)」에서 RPS 도입을 

천명하여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08.12)」에 반영하였다.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였으며 공급의무비율도 ‘15년 3.0%

에서 ’16년에는 3.5%로 0.5%p높였다.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공 의무비율

(%)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자료: 한국에 지공단 (2016c)

<표 2-18> 신재생에 지 RPS 공 의무비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재 RPS 의무비율을 2018년 

4.5%에서 5%, 2023년 9%에서 10%로 상향하는 등 의무비율 달성시기를 1년 

단축하는 등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이끌

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18년 이후 적용되는 가중치의 

경우 에너지원별로 개편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17년 11월까지 관련규정 

개정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태양광 별도 의무량 제도를 2015년부로 종료하고, 2016년부터는 태

양광·비태양광 시장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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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에너지신산업 및 규제개선 정책

최근 정부는 ‘16년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 5천억원, 스마트미터 2조 5천억

원, 친환경발전 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였으며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신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대책은 주로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와 규제완화를 통해 입지난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구분 내용

수익안정성 제고
-장기 고정가격계약(SMP+REC) 확

* 태양  장기고정가격 입찰시장 개설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참여사업 REC 가 치 우

-주민참여사업 융  력 매 지원

-농 태양  등 주민참여 성공모델 창출  확산

규제 완화

-지자체 개발행 허가 운 지침 개정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 기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  설치 허용확

력계통 조기 속
-계통보강 소요기간 폭 단축 (17개월 → 11개월)
-11MW이상 신재생사업자 계통 속 애로해소

주택·학교 보 확

-주택 태양  인센티  강화

* (단독주택) 25% → 최  50%, (베란다) 국비 25% 추가지원

-학교 옥상 태양  사업 활성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표 2-19> 신재생 보 활성화 책 (‘16.11)



- 26 -

그리고 ’17년 3월에는 에너지신산업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에는 ‘17년 1월부터 공공기관 대상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의무화

를 시행하여 이에 대한 특례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전기차충전 특례요금 

및 자가소비용 신재생 특례요금 신설, 가정용 태양광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지원 사

업 및 정책들이 에너지 효율과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내용

지자체 규제

지자체의 태양  이격거리 규제 완화

·개선방안 : 지자체의 태양  이격거리는 “원칙 폐지 는 최소화( : 
100m이내)”하도록 산업부, 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여 3
월부터 일  정비에 착수

환경 규제

생태·자연도 등  상향 시 이의신청기간

·개선방안 : 이의신청기간을 45일 이내로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소명의 기

회 부여(환경부, 공고문 개정, ‘17.03월)

입지 규제

태양  농지부 부담  감면

·개선방안 : 농  ㅐ양 (농업진흥지역 밖)을 50% 감면 상에 포함

(농식품부,부담 운용심의 원회를 거쳐 ‘17.하반기 농지법 시행령 개정)

투자 규제

신재생을 사회간 자본(SOC) 융에 포험

·개선방안 : 장기고정가계약제도를 채택하는 등 험도가 낮아진 신재생 

로젝트는 사회간 자본(SOC) 융으로 인정( 감원,‘17.상반기시행개정)

비용 감

기안 리자 선임기  완호

·개선방안 : 원격 리가 가능한 태양  발 시설은 상주고용 기 을 3MW
로 상향(‘17.하반기, 기사업법시행규칙.시행령 개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표 2-20> 에 지신산업 규제 개선책 (‘17.03)



- 27 -

3.3 주요국 정책 추진현황

2016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146개

국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시행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청정 전력 계획을 추진 중이고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

생에너지 비중을 27% 이상 높이고자 하고 중국은 국가별 기여방안에 2020년

까지 풍력 200GW, 태양광 100GW 확대를 명시했으며 인도 또한 2022년까지 

태양광 100GW 확대를 약속하였다.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각국 정부의 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보급 목

표를 상향 조정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주요국에 대한 정책동향은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와 BP사의 세계에너지

편람을 기반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1) 미국

미국의 1차 에너지소비는 2016년 기준 2272.7Mtoe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해당하며 석유가 38.0%(863.1Mtoe)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6년 기준

미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최근 석탄의 비중이 눈

에 띄게 감소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IRENA5)에 따르면 최근 풍력과 태양광 용량이 급증하였으며 2015년 풍력 

8.6GW, 태양광 7.3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9개 주와 워싱턴DC, 그리고 3

개 미국령에서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시행 중이며 이 중 상당수의 

주에서는 태양광과 분산형 발전 공급을 RPS에 포함하고 있다.

5)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독일, 덴마크 및 스페인의 주도로 발족하여 독일 

본에 소재를 둔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세계최초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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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는 주로 전력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할당하여 전력소

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제도이다. 또한 2006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투자세액공제’는 주거용 및 상업용 태양광 설비 투자 시 연방세를 

30% 공제하는 제도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2022년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

다. 그리고 풍력발전에 대해서는「생산세액공제(PTC)」가 시행 중인데 2019년

까지 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석탄화력은 쇠퇴하면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재생에 지 합계

2015년
856.5

(37.6%)
 710.5

(31.2%) 
391.8

(17.2%) 
189.9

(8.4%)
 55.8 

(2.5%)
71.5 

(3.1%)
2275.9
(100%)

2016년
863.1 

(38.0%)
716.3

(31.5%)
 358.4

(15.8%)
 191.8
(8.4%) 

59.2 
(2.6%)

83.8 
(3.7%)

2272.7
(1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6)(2017), 연구자 재구성

<표 2-21> 미국의 1차 에 지소비
(단 : Mtoe)

(2) 중국

중국은 1차 에너지소비는 2016년 기준 3053.0Mtoe로 세계 1위 해당하며 비

중이 가장 큰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무려 61.8%(1887.6Mtoe)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REN216)에 의하면 2015년 중국은 풍력 30.8GW, 태양광 15.2GW, 수

력 16.1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중국은 2006년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본격화되었

으며 「2007년 재생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RPS)」와 비슷한 「의무시장제」를 도입하였다.

6)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세계 각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세계재생에너지총회'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국제 비영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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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수립을 통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보급 및 산업 육성을 해왔으며, 2016년 

3월에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풍력 250GW, 태양광 

150GW, 수력380GW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에는 송전선로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연결하고 동부 및 서

부 지역의 송전망을 건설하며 교류·직류 연계 개발을 통해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재생에 지 합계

2015년
561.8

(18.7%)
175.3
(5.8%) 

1913.6
(63.7%) 

38.6 
(1.3%)

252.2
(8.4%) 

64.4
(2.1%)

3005.9
(100%)

2016년
578.7 

(19.0%)
189.3
(6.2%) 

1887.6
(61.8%) 

48.2 
(1.6%)

263.1
(8.6%) 

86.1
(2.8%) 

3053.0
(1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6)(2017), 연구자 재구성

<표 2-22> 국의 1차 에 지소비
(단 : Mtoe)

 (3) 독일

독일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65.3%에 달하며 2016년 기준 1차 에너지소비 

중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원은 석유로 35.0%의 비중을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95.9TWh에 달하였는데 풍력의 비중이 44.9%로 가장 크고 바이오매

스 발전, 태양광 발전, 수력발전이 뒤를 이었다.

독일은 체르노빌 사고 후 재생에너지를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 ‘1천 

태양광지붕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되었다. 이어 1991년부터 「전력매입법」 이 

시행되었으며 2000년 4월부터 FIT를 핵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법(EEG)」을 

시행, 전력매입법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재생에너지 담당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법

(EEG)을 대폭 개정하였고 주요 목표는 비용 상승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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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한 통제 능력을 키우면서 시장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이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보조 정책이 2016년 3월부터 시행되어 태양광 시

스템에 대해 kW당 최대 2천유로의 소프트론과 적합한 태양광 설비의 최대 

25%까지 포괄하는 보조금이 제공되며 이 정책은 2018년까지 지속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쟁 입찰 도입은 정부가 구매 가격을 정하는 방식

에서 경쟁을 통해 지원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독일 정부는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적어도 50%, 

2040년 60%, 2050년 80%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재생에 지 합계

2015년
110.0 

(34.6%)
66.2

(20.8%) 
78.5

(24.7%) 
20.8

(6.5%) 
4.3 

(1.4%)
38.1 

(12.0%)
317.8

(100%)

2016년
113.0

(35.0%) 
72.4

(22.5%) 
75.3 

(23.3%)
19.1 

(5.9%)
4.8

(1.5%) 
37.9 

(11.8%)
322.5

(1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6)(2017), 연구자 재구성

<표 2-23> 독일의 1차 에 지소비
(단 : Mtoe)

 (4) 일본

일본의 1차 에너지소비는 2016년 기준 445.3Mtoe로 가장 큰 에너지원은 석

유로 4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6년 기준 4.2%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는 태양광 신규 용량이 11GW

에 달한 반면 상대적으로 풍력 용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일본은 1974년 대체에너지 개발, 석유의존도 축소, 석유의 안정적 확보 및 

에너지 절약을 골자로 하는 「선샤인 계획」 발표하였고 1980년대에는 신에너

지개발기구(NEDO)를 발족하였다. 

이어 1997년 신에너지법을 제정하여 2002년에 RPS법을 공포하였고 2003년 

4월부터 신에너지법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기준가격구매제(FIT)」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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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확대를 포함하는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태양광에 높은 기준가격을 설정한 결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

광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전력회사가 태양광 발전소 전력 매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쟁입찰제도의 도입을 포함하

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16년 3월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계획 하에 「에너지혁신전략」이 수립되었다.

구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재생에 지 합계

2015년
189.0

(42.4%) 
102.1

(22.9%) 
119.9

(26.9%) 
1.0

(0.2%) 
19.0 

(4.3%)
14.8 

(3.3%)
445.8

(100%)

2016년
184.3 

(41.4%)
100.1

(22.5%) 
119.9 

(26.9%)
4.0

(0.9%) 
18.1 

(4.1%)
18.8

(4.2%) 
445.3

(1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6)(2017), 연구자 재구성

<표 2-24> 일본의 1차 에 지소비
(단 : M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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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유형 목표

미국

양 목표 재생에 지 연료360억갤런(2022년)

부문비 30개 주  워싱턴 DC 재생에 지 의무 할당제 시행

시스템목표 발 부문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비 32% 감축

유럽
시스템목표

2020년까지 최종에 지 소비에서 재생에 지 20%

2030년까지 최종에 지소비에서 재생에 지27%

부분비 2020년까지 수송에 지  재생에 지 10%

국

용량목표
2020년까지 350 GW 수력에 70 GW양수발 , 

200 GW풍력, 100 GW 태양 , 30 GW 바이오에 지

시스템 목표
2020년까지 총 에 지 공   비화석연료 비  15% 

2030년까지 총 에 지 공   비화석연료 비  20%

인도 용량목표
2022년까지 태양  100 GW, 풍력 60 GW, 바이오에

지 10 GW, 수소력 5 GW

남아공
양 목표 2030년까지 1백만 태양열 온수기

용량 목표 2030년까지 새로운 재생에 지 용량 17.8GW

라질 부문 비 27%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호주 발 량 목표 2020년까지 규모 재생에 지 발 량 33TWh

멕시코 부문목표

2024년까지 력생산에서 화석연료 비  65% 이하

2035년까지 력생산에서 화석연료 비  60%이하

2050년까지 력생산에서 화석연료 비  50%이하

인도네시아 시스템목표
2025년까지 1차 에 지  새로운 재생에 지 비  23%

2050년까지 1차 에 지  새루운 재생에 지 비  31%

태국 부문비 2036년까지 발 량과 수송연료  재생에 지 비  20%

말 이시아 부문비
2020년까지 재생에 지 발 용량 2080 MW

2030년까지 재생에 지 발 용량 4000 MW

자료: EA World Energy Outlook(2015), 산업통상자원부(2016)

<표 2-25>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 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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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재생에너지의 운용

1.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는 태양열에너지, 태양광에너지로 구분되며 태양열은 태양의 열

을 이용한 에너지, 태양광은 빛을 이용한 에너지라 정의할 수 있다. 간혹 태양

열에너지과 태양광에너지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른 에너

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 태양열 발 태양 발

시;스템

설명

태양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

시키고 이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를 생산

(태양열→ 기계에 지→ 기)

효과(물질이 빛을 흡수하면 물

질의 표면에서 자가 생겨 기

가 발생하는 효과)를 이용하여 직

으로 기를 생성

(태양빛→ 기)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블로그

<표 2-26> 태양열발 과 태양 발  차이

먼저 태양열에너지는 태양열의 흡수, 저장, 열변환 등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

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며 시스템은 집열부, 축열부, 이용부로 구성되어 있다.

집열부는 에너지를 열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이러한 열을 축열부에 모아 저

장한 후 이용부를 통해 태양열을 공급하는 구조로 주로 가정용 온수 및 난방

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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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태양열발  시스템 구성도

           자료: 한국에 지공단 홈페이지

태양열은 냉·온수 공급 등 모든 지역에 널리 사용되며 ‘16년 세계누적용량은 

전년도 435GWth보다 21GWth(4.8%)증가한 456GWth로 나타났으며 10년간 계

속해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세계 태양열 온수용량 추이(2006~2016)
자료:  REN21(2017)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지역적 편중이 적고 설치가 간단하해 저가에 공급되

는 편이지만 일사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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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너지는 태양빛을 광전효과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전지

를 이용한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전지는 반도체로 구성된다. 태양전지에 햇빛이 입사되면 반사, 흡수 또

는 통과되며, 그 중 흡수된 광자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광자에너지는 반도체의 원자 주변 전자에 전달되고, 전기회로에서 전류

의 일부가 되는 원자와 결합된 전자는 자기위치로부터 탈출이 가능하게 된다. 

전자가 자기위치를 이탈함에 따라 ‘정공’이 형성되며, 이러한 태양전지의 특별

한 전기물성은 외부부하에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한다(한국수력원자력).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시스템은 태양전지, 모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들어지는 재료에 따라 실리콘 반도체와 화합물반도체로 구

분하며 현재 대부분은 실리콘 반도체로 만들어졌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에너지원이 청정·무제한하며,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량 

발전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무인화가 가능하고, 수명이 길다는 것이

다. 반면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하여야 하고, 에너지밀도가 낮아 

큰 설치면적 필요하며, 설치장소가 한정적이고, 시스템 비용이 고가이며, 초기

투자비와 발전단가 높다는 것이 단점이다(조강범,2011).

<그림 2-5> 태양 발  시스템 구성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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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용량은 전년대비 75GW(32.8%) 증가하여 ‘16년 세계누적용량은 

303GW를 넘겼으며 태양광 산업은 세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6> 세계 태양  설비용량 추이(2006~2016)
자료: REN21(2017)

2. 풍력에너지

풍력에너지는 바람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풍력발전기의 구조

는 기계시스템, 전기시스템,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은 회전축 

및 운전방식 그리고 전력사용방식으로 분류된다.

구분 석유

분구조상

(회 축 방향)

수평축 풍력시스템(HAWT) : 로펠라형 

수직축 풍력시스템(VAWT) : 다리우스형,사보니우스형 

운 방식
정속운 (fixed roter speed type) : 통상 Geared형 

가변속운 (variable roter speed type) : 통상 Gearless형 

력사용방식
계통연계(유도발 기, 동기발 기)

독립 원(동기발 기, 직류발 기)
자료: 한국에 지공단 홈페이지

<표 2-27> 풍력발 시스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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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투자비용이 크고 소음에 대한 주민반대로 인해 풍력보급률은 다소 저조

하였지만 기술력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정책에 의해 점차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며 에너지양은 풍속이 세고 블레이드(날개) 크기가 클수록 많고 대

규모 단지의 경우 발전단가가 낮아져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풍력발전단지를 관광 상품화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16년 세계 풍력 누적용량은 전년대비 55GW(12.4%)증가한 487GW에 이르렀

고 점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5년 기록적인 신규 설치용량 덕분에 대부분의 일류터빈 제조사들은 

설치 기수 측면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설비 이용률의 향상, 규모

의 경제, 금융 개선 등을 통해 가격이 낮아져서 많은 지역에서 육상풍력은 화

석연료와 직접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상풍력은 3.4GW가 전력망

에 연결되는 등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그림 2-7> 세계 풍력 설비용량 추이(2006~2016)
자료: REN21(2017)

그리고 국내 풍력발전도 태양광과 함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

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계통 연계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100kW 이상의 상업용 발전단지는 중대형풍력 80개소 531기 총 1031.22MW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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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풍력 3개소 20기 0.2MW 등 총 83개소 551기 1031.42MW로 집계됐다(김

진환, 2017).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규 19,750 31,100 84,050 80,150 47,860 224,350 200,750
372,595 400,860 484,910 563,650 611,510 835,110 1,031,220

자료: 한국풍력산업 회

<표 2-28> 국내 풍력발  설치 실
(단 :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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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에 관한 선행연구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시스템자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이 다양하며 각 부문 

간 연관관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 부문별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있으나 

발전단지 전반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상풍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로 먼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이격거

리, 풍황, 배치 등 하위 기술부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발전단지의 기술

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 또한 강조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풍력분야에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적용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

로 상위개념인 신재생에너지에 본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먼저 해상풍력발전단지 하위 부문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경보(2010)는 풍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람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제주도 

풍력발전단지(행원, 한경, 성산)의 풍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분석한 통

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수행하였고, 신뢰성있는 단기간 바람자료

의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차세대 중규모 모델인 WRF

를 이용하여 단기간의 바람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김영종(2013)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에 있어 풍향과 풍력터빈의 

설치간격의 결정은 에너지 생산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전

제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경우 이격거리에 따른 발전량 변화와 최적의 

이격거리를 산출하였다.

해상풍력발전은 설치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며 육상풍력발전보다 설치비가 

더 소요되므로 대용량·대규모로 설치되어야 경제적이다. 터빈의 설치비용이 

총비용의 40%에 육박하는 것을 바탕으로 고동휘(2014)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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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해상 및 기상환경을 고려한 설계 기준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 지점

의 터빈 설계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해의 기상 자료와 파랑 자료를 분

석하였다. 

또한 대형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이미 설치된 

풍력발전기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풍력발전단지를 

운용하기 전에 최적의 배치형상을 미리 설계하는 것은 중요하다(황병호, 2017).

구분 제목 분석방법 주요내용

김경보

(2010)

기상수치모델(WRF)을 이

용한 풍력발 단지 발

량 단기 측에 한 연구

기상수치모델

(WRF)

한경 풍력발 단지에 한 상발

량 산출  발 량 불확도 측에 기

여할 수 있는 풍력 측시스템을 구축 

김 종

(2013)

이격거리에 따른 해상풍

력발 단지 최 설계에 

한 연구

Windpro 2.6 
설계 로그램

해상풍력발 단지를 건설할 경우 이

격거리에 따른 발 량 변화와 최 의 

이격거리를 산출

김 곤

(2014)

풍력발 단지의 다목  

운 을 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 

 SCADA 
시스템

풍황분석과 발 량 산정을 통해 

SCADA통합시스템 설계  용

고동휘

(2014)

서해 해상풍력단지 개발

을 한 바람과 랑 설

계조건에 한 연구 

확률 

가 모멘트법

(PWM)

해상풍력발 단지 건설을 해 필요

한 바람과 해상조건에 하여 국내외 

설계 지침을 검토하고 국내환경을 고

려한 설계조건을 제시

김정호

(2015)

해상풍력발 단지 연계

용 압형 HVDC의 DC
압 조제어 략

PSCAD/ 
EMTDC

과도해석 로그

램

풍력발 기의 압형 HVDC를 모델

링하고 제어 략을 사례별로 시뮬

이션하여 계통의 안정화 안 제시

문원식

(2015)

해상풍력발 단지의 확

률론  력망 계획을 

한 최 화 방안

omTSP 
알고르즘

다양한 력망 구성에 따른 확률론  

력망에 한 최 화 방안 제시

황병호

(2017)

로터-후류 상호 간섭 효

과를 고려한 풍력 발  

단지의 다학제간 최  

설계 연구

 단지 유동해석, 
후류 해석,

비용함수

풍력발 단지의 경제  배치형상을 

도출하기 한 발 단지 최 설계에 

한 연구

<표 2-29> 해상풍력발 단지 하  부문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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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은 실질적인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와 향후 기

술발전 정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국가에너지 

정책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사례

지역의 경제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상풍력의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사업경험 부족으로 대부

분 외국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경제성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강금석 외

(2011)는 국내의 실정을 반영하여 건설비를 추정하였고, 국내 해상풍력이 활성

화되기 위해 필요한 경제성 요소가 무엇이고 이의 향상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

로 사업 및 연구를 추진해야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1년에 발표된 ‘서남해 해상풍력 추진계획’에 제시된 1단계 실증단

지 건설사업의 경제성을 실물옵션기법으로 평가한 분석결과로 해상풍력발전은 

약 8천3백억원의 성장옵션 가치를 포함하여 약 1조원의 사업 가치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동수 외, 2012).

허돈(2012)은 해상 풍력발전의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민창기 외(2014)는 해상 인프

라 비용을 효과적으로 고려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비용 모델링과정에 해상 인프라의 비용

을 효과적으로 고려하였고 해저케이블 및 해상변전소 비용, 그리고 기초지지

대의 비용을 해안과의 이격거리 및 수심과의 관계로 나타내었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 일대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국

내산 풍력터빈 실증단지의 활용을 위한 발전량해석 및 경제성 분석을 목적으

로 제주특별자치도(2016)는 풍력발전단지설계 및 발전량(AEP) 추정, 비용과 편

익 항목 설정, 경제성 분석의 순서로 사업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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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주요내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해상풍력발 의 환

경 ·경제  향 

분석

해상풍력 단지 환경 향(건설, 운   해체)뿐

만 아니라 정책 응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사업성  수익 등 경제성을 평가

강 석 외

(2011)

국내 개발 조건을 

반 한 해상풍력단

지의 경제성 분석

력계통연계비, 해양구조물 설치비 등에 해

서 국내실정을 반 하여 건설비를 추정하고, 국

내 해상풍력이 활성화되기 해 필요한 인자 

제시 

이동수 외

(2012)

실물옵션을 이용한 

해 상 풍 력 실 증 단 지 

사업의 경제성 평가

실물옵션 블랙- 즈모형을 이용하여 해상풍력실

증단지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가치평가법인 

순 재가치(NPV)기법과 평가결과를 비교

허돈

(2012)
해상 풍력발 의 경

제성 평가

수입과 비용 등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해상풍력

발 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

민창기 외

(2014)
국내 해상풍력발

단지의 경제성 분석

해상풍력발 단지 비용 요소들(해상변 소, 해

이블, 그리고 기 지지 의 비용)을 비용 

모델링에 종합 으로 반 한 해상풍력발 단지

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2016)

강정마을 해상풍력

발  보 사업 경제

성 분석

편익/비용비 분석  비용(CAPEX, OPEX)을 

통해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 일 에 

해상풍력발 단지 개발  국내산 풍력터빈 실

증단지의 활용을 한 발 량해석

<표 2-30> 해상풍력발  경제성분석 연구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인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적용한 선행연

구들 중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유재국 외(2005)는 신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의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기술 및 경제성과 결합된 시장왜곡의 문제라고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정책적 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무리 많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투자가들이 

전력시장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큰 변동성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면 정부의 목

표량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현실 외(2006)는 전력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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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지 시스템 사고를 통해 분석하고 모델링하였다. 

또한 이동성(2015)은 FIT와 RPS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시스템 사고를 통해 분석

하였으며 산업연구원(2016)은 태양광 및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해 저성장과 연구개발 규모를 조합한 시나

리오별 국내 관련 기업의 매출액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분 제목 주요내용

유재국외

(2005)
신재생에 지 시장 확장

의 동태  분석

신재생에 지 제품이 시장에서 겪는 어려

움을 구조 인 분석을 통해 동태 으로 

살펴보고 정책 안 제시

김 실 외

(2006)

신재생에 지 보 량 

측을 한 시스템다이내

믹스 모델 개발

력시장에서 신재생에 지 보 과 투자

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인과 계를 갖는지 시스템 사고를 통해 

분석하고 모델링

한국기후변화연구원

(2014)

선진 신재생에 지 인증 

 표 황 분석을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

 SD를 운용하여 표 -인증정책 특히 상호

인증 문제와 국내 신재생에 지 산업의 

육성과의 계를 동태  시뮬 이션을 수

행

이동성

(2015)

시스템다이나믹스를 이용

한 신재생에 지 정책 비

교에 한 연구

FIT와 RPS에 따른 신재생에 지 발 량

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인과 계를 가지고 있는지 시스템 사고를 

통해 분석

김연지

(2015)

System Dynamics를 이

용한 태양 발  확산모

형 연구 

태양 발  확산과정의 주요 요인을 도출

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한 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확산  제약요인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2016)

뉴노멀 시  정부재정 제

약하에서의 신재생에 지

산업 활성화를 한 정책

과제

기업경쟁력, 매출액  수출액 등의 변화

를 망해 보고, GIS분석을 통해 국내 

련 산업의 공간  개를 다각 으로 분

석하며 구조화된 설문서를 바탕으로 정책 

수혜 실태와 각종 니즈와 련된 기업 차

원의  상황을 분석 

<표 2-31>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신재생에 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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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상풍력 발전산업 현황

제1절 국내외 해상풍력 기술개발 동향

현재 해상풍력의 기술개발 동향 중 가장 두드러지는 추세는 발전기 대형화

이다. 통상 발전기가 대형화 될수록 설치 및 유지보수에 있어 많은 비용 절감

이 가능하고 특히, 육상에 비해 양호한 풍황 자원을 갖는 해상의 특성상 대형

화의 이점이 두드러지게 된다. 또한,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에 비해 갖는 강점 

중 하나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고 

이는 해상풍력발전기의 대형화를 가속화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는 발전기의 용량은 점점 대형화 되고 있으

며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 가동연도별 발 기사양변화 (용량, 지름, 높이)
자료: NRE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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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MW급 발전기의 개발에서부터 점점 대용량 발전기가 개발되기 시

작하여 현재는 8MW급 발전기의 시제품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가 개

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8MW급 발전기의 시제품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

다. 

<그림 3-2> 해상풍력발 기 시제품 개발 황
자료: NREL(2015)

기업 용량

Vestas 8MW

Enercon 7.5MW

Samsung 7MW

MHI 7MW

Repower 6MW

Siemens 6MW

Alstom 6MW

Sinovel 6MW

<표 3-1> 용량해상풍력발 기 시제품 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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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이르러서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만큼 해

상풍력발전기를 공급하는 업체의 수는 현재까지도 제한적이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인 3.6MW급을 공급하는 

Siemens社(독)가 절반이상의 발전기를 공급하여 사실상의 과점상태인 상황이

다. 육상풍력에서 오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Vestast社(덴)가 2위 사업자로써 

발전기 공급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시제품 중 가장 대형모델

인 8MW급의 발전기를 개발완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발전기공급업체의 과점현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발전기 

공급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발전단지 사업자들

이 더 많은 공급업체의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배

경속에서 Siemens社와 Vestast社를 제외한 기타 업체들의 시장참여가 활발해

져서 향후 설치될 발전기 점유율에서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세계 해상풍력발 기 공 업체 황
자료: NRE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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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외 현황과는 달리 국내는 아직 해외의 기술개발 동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두산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3MW 해상풍력발전 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DEWI-OCC)을 취득함으로써 가능성을 보여줬고, 대형 조선사

들을 중심으로 삼성 7MW, 현대 5.5MW급, 효성 5MW급 해상풍력기 발전을 

시도하고 일부 시제품 개발까지 완료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사들이 경영환경 악

화로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업체는 대형해상풍력발전기 개발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2절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례조사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의 중심은 유럽이며 사실상 유럽은 이미 풍력발

전이 에너지원의 하나로써 석탄, 가스, 원자력과 동등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

다.

<그림 3-4> 2016 EU 발 설비 구성 (GW)
자료: WindEurope, 에 지경제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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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영국의 해상풍력개발이 가장 활발하며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

다. 

국가 해상풍력단지(개) 발 용량 (MW)

벨기에 6 712

독일 18 4,108

덴마크 13 1,271

스페인 1 5

핀란드 2 32

아일랜드 1 25

네덜란드 6 1,118

노르웨이 1 2

스웨덴 5 202

국 28 5,156

자료: WindEurope, 에 지경제 연구원(2017)

<표 3-2> 유럽 국가별 해상풍력단지  발 설비 황

이에 반해 국내는 제주 월정리 해상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두산중공업

이 세운 2MW, 3MW급 발전기 1기씩을 제외하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전무하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도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격

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로써 서남해 실증단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사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에서 80MW 규모의 실증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2단계에서 400MW 규모의 시범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며 최

종적으로 3단계에서 2,000MW 규모의 대규모 단지 개발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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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상풍력 발전단지 모델링 분석

제1절 연구설계

1.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정의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1961년 포레스터(JAy W. Forrester)의 “산업동태론”이

라는 책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연고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초기에는 산업동

태론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산업동태론이 산업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분야, 심지어는 자연과학과 공학에도 적용되면서 좀더 일반적인 용어인 시스

템 다이내믹스로 불리게 되었다. 1961년에 출판된 포레스터의 “산업동태론”은 

아직까지도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고전으로 읽히고 분석되고 있다(김도훈·문태

훈·김동환,1999, “시스템다이내믹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응용범위나 강조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지만, 

시스템다이내믹스의 고유한 방법론적 특성은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왔다. 

첫째,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의 동태적인 형태 변화(dynamic 

behavior),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스템의 형태 변화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

다. 시스템의 동태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시스템의 변화, 진화, 발전, 쇠퇴라는 

실천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연

구는 순수한 학문으로서 남아 있기보다는 현실의 정책문제·기업문제를 해결하

는 응용학문으로서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연

구방법론이 학문세계에서 보급되는 것 이상의 빠른 속도로 유수의 기업자문회

사에 의해 채택되는 것도 이러한 속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둘째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동태적인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드백 구조

(feedback structure)에서 찾는다. 피드백 구조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폐쇄회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Richardson, 1991).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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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다이내믹스에서 피드백 구조 혹은 피드백 루프라는 개념은 제어공학이나 

조직이론에서와는 달리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피드

백 구조에 대한 강조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 시사점을 함축한다. 피드백 구조

를 강조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변화를 외부 변수보다는 내부 변수에서 찾는다

는 점을 의미한다. 외부 변수에 의해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는 한, 시스템의 

행태를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내부 변수에서 시스템의 변화

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시스템의 행태를 정책적으로 그리고 모델 내에서 변화 

시킬 수 있게 된다.(김도훈·문태훈·김동환,1999, “시스템다이내믹스”)

<그림 4-1>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상

자료:김도훈·문태훈·김동환(1999)

또한 곽상만·유재국은 2016년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완성된 모델은 피드백을 고려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답을 



- 51 -

찾아가는 특징을 지닌다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제성 분석이 초기 2~3

년간 투자비가 집중되고 20~2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운영되면서 수익을 창출

한다는 특성 및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시스템이 이루어

지고 피드백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벤심 프로그램 활용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요소간의 인과관계에 따른 시스템의 동태적 거동 분석

을 위해서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게 되면 더욱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할 수 있

다. 한, 두 가지의 피드백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도 시스템 구

성 및 거동을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세 가지 이상의 피드백 구조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모델링

하고 시뮬레이션 시키고 그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시뮬

레이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뮬레이터로는 DYNAMO, 

STELLA/ITHINK, POWERSIM, VENSIM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과지

도를 작성하기 좋은 소프트웨어인 미국 VENTANA사에서 개발한 VENSIM을 

사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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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스템 구조 설정

1. 경계 설정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 모델을 구성하기에 앞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

템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J.Rander(1980)는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시뮬레이션 연구절차를 개념화

(conceptualization), 모형구축(formulation), 실험(testing), 적용(implementation)

의 4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구분 주요내용

개념화

(conceptualization)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용시키고자 하는 상  상의 경계와 

변수를 설정하는 단계

모형구축

(formulation)
앞서 설정한 경계를 토 로 변수 상호간의 인과 계를 추출하여 

이를 토 로 인과지도와 Stock/Flow Diagram을 작성하는 단계

실험

(testing)
작성한 Stock/Flow Diagram에 량과 유량 데이터를 실제로 투

입하여 시뮬 이션 분석을 하는 단계

용

(implementation)
시뮬 이션한 결과를 통해 실을 측하는 단계

자료: 추병주(2006), 연구자 재구성

<표 4-1> 경계  변수설정 단계

해상 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은 단지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전력

판매 수입 및 정부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본 구조로 한다. 

이외에도 단지 개발비용의 조달 방법, 단지운영기간동안의 자금 운영 방법 

등의 자금적인 부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 단지 건설지역에서 발

생하는 민원, 정부의 인허가 제도, 지자체의 사업유치 의지, 환경단체의 반대 

등의 사회적인 부분, 경쟁관계에 놓인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단가 변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타 발전에너지와의 경쟁적인 부분, 해상설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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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풍력발전기의 기술적 발전 등 기술적인부분, 단지가 건설되는 지역의 

풍황(연평균풍속, 풍력에너지밀도, 주풍향, 풍속분포 등), 수심,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등 지리적인 부분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요소들이 단지개발 기간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는 단지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이런 모든 연관요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요소 간 구조를 파악하고 변수

들의 도출 및 정량적 관계를 분석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원

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높은 변수들을 다수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단지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지개발 

및 운영비용과 단지운영 수입을 수익성모델의 기본 경계로 설정하고 비용구조

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CAPEX(capital expenditure)와 OEPX(operational 

expenditure)를 시스템의 경계로 선정하고, 수입구조는 실제 대부분의 풍력발전

단지의 주수입인 전력판매수입을 경계로 선정하였다. 

<그림 4-2> 시스템 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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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풍력발전단지의 운영기간이 통상 20~25년임을 감안하여 인플레

이션 항목을 비용구조 경계에 포함시켰고, 단지개발에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

요하여 대부분의 발전단지가 전력회사 간 컨소시엄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본비용(WACC)를 비용구조 경계

에 포함시켰다.

2. 시스템 구조 분석

2.1. 비용구조 분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 분석 시스템의 경계가 설정되었으면 다음으로는 

설정된 시스템경계 내에서의 시스템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어져야 한다. 

우선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2014)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구성요소를 Level 

1과 Level 2로 구분하였다.

<그림 4-3> 풍력발 단지의 System Cost Breakdown Structure
자료: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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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의 항목으로 CAPEX(capital expenditure), OPEX(operational 

expenditure)를 정의하고 CAPEX의 Level 2 항목으로 풍력발전기, BOS(balance 

of system), 금융비용(financial cost)으로 구분하였으며, OPEX의 Level 2 항목

으로 운영(Operation), 유지(Maintenance)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BOS는 풍력발전기의 운송, 설치, 해상변전소 설치, 해저케이블 설치 

등 발전단지의 설치 전반에 대한 비용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2012)는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발전 비용에 대하여 공장 가동부터 사이트 설

치, 운영 등의 단계별로 비용구조를 구분하였다.

<그림 4-4> 신재생에 지 발 비용의 구성요소  경계
 자료: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2017)

The Crown Estate(2014)는 COE(Cost of Energy) 분석을 위한 구성요소 분

석에서 풍력발전단지의 구성요소를 크게 CAPEX와 OPEX로 구분하였다. 

CAPEX의 하위 요소로는 인허가 및 개발비용, 프로젝트 관리비용, 발전기 비

용, 하부구조물 비용, 케이블 비용, 설치비용, 해체비용, 보험비용으로 구분하

였으며, OPEX의 하위 요소로는 유지보수 비용, 보험비용, 전력망 이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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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부지 임대비용, 기타로 구분하였다.

<그림 4-5> COE (Cost of Energy) 구성요소 
자료: The Crown Estate (2012)

Network for Offshore Wind etc (2016)는 LCOE(Levelised Cost of Energy) 

분석을 위한 구성요소 분석에서 풍력발전단지의 구성요소를 크게 CAPEX와 

OPEX&Decommissioning으로 구분하였다. CAPEX의 하위 요소로는 발전기, 

하부구조, 전기계통, 개발비용, 보험, 예비비로 구분하였다.

   <그림 4-6> 해상 풍력발 단지의 CAPEX 구성(1)
              자료: Network for Offshore Wind etc.(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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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듯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비용구조는 크게 투자

측면의 CAPEX와 운영·유지측면의 OPEX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CAPEX와 OPEX의 하위 구성요소의 경우는 각 연구마다 구분방법과 범위

의 차이는 있으나 구성 항목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산업이 성숙된 단계에 접어든 산업영역은 아니나 이

미 유럽을 중심으로 상업용으로 가동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다수 존재하고 

그런 단지들의 운영실적으로부터 나온 실측 데이터에 기반 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 

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비용구조에 대하여 선행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CAPEX와 OPEX를 주요 요소로 사용하였다. 

비용구조의 주요 항목인 CAPEX의 구성 요소로는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해상변전소 등 발전기외 단지 구성품, 발전기, 설치 및 시운전 비용, 개발 및 

인허가 순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발전기가 단일품목으

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초기 단지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하고 발전기 

배치 레이아웃 등을 선정하는 개발 및 인허가 비용은 비용측면에서는 4%정도

로 비중이 크지 않으나 기간 면에서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수년이 걸려 단

지개발비를 급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대비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7> 해상 풍력발 단지의 CAPEX 구성(2)
 자료: Wind Europ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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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X가 초기투자비 측면에서의 비용이라면 OPEX는 단지운영기간 중 발

생하는 운영측면에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운영비는 발전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발전단지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동안 여러 단계에서 추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값 넓은 오차범위를 갖으며 불확실성이 높다(ECN, 2007).

전체 발전단가의 76%(구매비 63%, 설치비 13%)를 차지하는 CAPEX에 비해 

23%를 차지하는 OPEX는 비용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CAPEX에 비해 적지만 

20년 이상의 단지운영기간에 걸쳐 발생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8> Breakdown of Cost of Energy
자료: Ecofys (2012)

OEPX 비용의 발생은 여러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ECN(2007)은 OPEX 

를 고장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예방활동(Preventive Maintenance)과 발생한 고

장에 대한 수리활동(Corrective Maintenance)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예방활동

의 경우는 발전기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발전기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행하는 정기 점검활동으로 일정 시간간격이나 일정 운전시간마다 실행

하는 정기 유지보수 활동(Calendar Based Maintenance)과 고장이 있지는 않지

만 시스템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발전기의 상태에 따라 실행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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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al Based Maintenance)으로 구분하였다. 수리활동의 경우는 고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곧 고장이 예상될 때 실행하는 계획된 수리활동

(Planned)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전기에 고장이 발생하고 나서 실행

하는 계획되지 않은(Unplanned)수리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9> OPEX 비용 구분
자료: ECN (2007)

 OPEX비용을 단지운영 시기별로 봤을 때는 발전단지가 아직 안정권에 들지 

않은 초반부에는 계획되지 않은 Unplanned corrective maintenance 비중이 크

고 단지운영기간 중반에는 Overall을 위한 Condition based maintenance 가 

발생하며, 단지수명 후분부에는 발전기 노후에 따라 다시 Unplanned 

corrective maintenance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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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단지운 시기에 따른 OPEX 비용
자료: ECN (2007)

단지 운영비는 단지가 위치한 입지조건, 설치된 발전기의 신뢰도, O&M 

(Operation & Maintenance) 업체의 역량, 발전기 부품 수급현황, 사용선박, 해

양사고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발생되며 어느 정도의 단지운영 기간을 거쳐야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경험적 측면이 많이 반영되는 비용이다. 

비용구조의 주요 요인으로 설정한 CAPEX와 OPEX이외에도 통상 20년 정도

의 운영기간을 갖고, 발전기의 사양에 따라서는 25년 동안 장기간 운영되는 

발전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플레이션 항목을 비용구조에 추가하였다. 

<그림 4-11> 10년간 OECD국가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2010=100)
자료: 통계청,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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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같이 개발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특정 기업이나 기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여러 개의 전력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는 형태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개발된다.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캐시 플로(cash flow)를 유지·확보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러한 투자금에 대한 자본

비용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금 조달

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비용 역시 비용항목에 추가하였다.

<그림 4-12> 유럽 해상풍력발 단지 투자주체 황
자료: Wind Europe (2016)

이와 같이 CAPEX와 OPEX를 발전단지 비용구조의 주요 요소로 설정하고 

인플레이션과 자본비용을 보조적인 요소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4-13>

와  같이 비용구조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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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비용구조

2.2. 수입구조 분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입구조는 비교적 단순하여 전력 판매비용이 유일한 

수익원이다. 다만,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지원정책

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런 정부 지원금은 발전단지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전력 판매비용에 정부 지원금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림 4-14> 해상풍력발 단지의 수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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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 구축을 위한 변수 선정

3.1. 비용부분 변수 선정

단지 인허가부터 발전기, 하부구조물 구매, 운송, 설치 등의 초기 단지 건설

비를 의미하는 CAPEX 및 단지 운영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OPEX까지 

수익성 구조모델에서 가장 많은 변수를 갖는 부분은 비용부분이다. 그중에서도 

CAPEX는 전체 단지개발 비용에서 2/3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부분의 변수들을 크게 3개 계

층으로 분류하였으며 비용부분의 변수들에 대한 상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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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Level 3 내용

CAPEX
인허가비용

(Consent Cost)

해상부지임

(Land Lease)
해상풍력발 단지 건설에 한 

사업허가 비용 혹은 임 비용

유 기  문서비용

(Pre-planing Doc.)
국방부, 민간항공 리국 등 유

기 에 제출하는 문서비용

사업계획서 비용

(Scoping Document)
로젝트의 구체 인 내용, 범  

등을 포함한 일종의 사업계획서

그리드 연결비용

(Assess and Negotiate Grid)
육상 력망에 연결에 한 사용료

환경 향평가

(Environmental
 statement)

환경 향평가 비용

법률 자문비

(Contact Statutory)
인허가문서에 한 법률 자문비

기술 자문비

(Non-Contact Statutory)
인허가 문서에 한 기술 자문비

기 해 지반조사

(Preliminary Geotechnical 
Surveys)

단지 반에 한 해 지반 조사

기 해 지형조사

(Preliminary Bathymetric 
survey)

단지 반에 한 해 지형 조사

기상탑 구매/설치

(Met Mast)
정확한 풍황분석을 한 기상탑 

구매/설치

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gin)

로젝트 확정  로젝트 기

간, 비용, 기술사양, 각종 요구사

항에 한 설계 

문서 리/리뷰

(Compilation, 
Consent Review)

인허가 문서의 편집, 리  검토

인허가 후속조치

(Post Consent)
인허가 이후 상세 해 조사  

지형조사

3자 설계검증

(3rd Party Engineering)
단지 설계에 한 제 3자 검토

<표 4-2> 비용부분  CAPEX 구성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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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Level 3 내용

CAPEX
구매비용

(Procurement 
Cost)

발 기

(Turbine)
해상풍력발 기 구매

하부구조물

(Substructure)
발 기와 해 지반사이에 설치되는 

발 기 지지구조물

감시제어 시스템

(SCADA)
발 기의 운 상태 모니터링  

원격 제어 시스템

해 이블

(Internal & External 
Cable)

발 기 간에 설치되는 해  이

블과 단지와 육상변 소까지 연결

되는 해 이블

육·해상변 소

(Onshore & Offshore 
Substation)

생산된 력의 운송을 한 승압 

 육상 력망과의 압일치를 

한 육·해상 변 소

<표 4-3> 비용부분  구매비용 구성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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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Level 3 내용

CAPEX
설치비용

(Installation 
Cost)

설치선박 비
(Mob Vessel)

하부구조물 설치를 한 선박 개
조, 비

하주구조물 운송
(Substructure transport)

육상사이트에서 해상 설치지역까
지 하부구조물 운송

하주구조물 설치
(Substructure Installation)

하부구조물 설치

지반 보강
(Scour Protection)

하부구조 설치이후 지반 보강

Transition Piece 운송
(Transition Piece Transport)

발 기와 하부구조물 사이의 연결
구조물인 Transition Piece 운송

단지 내부 력망
(Inter-array Cable)

단지 내에서 발 기간 연결되는 
해 이블

단지-육상 력망
(Export Cable)

단지 내 해상변 소에서 육상변
소까지의 해 이블

이블 결선
(Terminate Cable)

단지 내·외부 이블과 발 기에
서 하부구조물을 타고 내려오는 

이블간의 결선

선박해체
(Demob. Vessel)

하부구조물  Transition Piece 
설치에 사용된 선박의 해체

육상 력망
(Onshore Cable)

육상변 소에서 육상 력망까지 
연결되는 이블

력망 연결
(Tie-in to network)

육상 력망과의 연결

설치선박 비/해체
(Mob/demob Vessel)

해상변 소 설치를 한 선박 개
조, 비

해상변 소 설치
(Offshore 
substation installation)

해상변 소 설치

설치선박 비
(Mob Vessel)

해상풍력발 기 설치선박 개조, 
비

발 기 운송
(WTG transport)

해상풍력발 기(WTG) 운송
＊WTG: Wind Turbine Generator

발 기 설치
(WTG installation)

해상풍력발 기(WTG) 설치

설치선박 해체
(Demob Vessel)

발 기 설치용 선박 해체

시운
(Commissioning)

설치된 풍력발 기의 시운

<표 4-4> 비용부분  설치비용 구성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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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X 다음으로 비중이 큰 비용항목은 OPEX이다. OPEX 비용은 발전단지

를 운영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발전기의 내구성·유지보수방

법, 부품조달 현황, 사이트 상황, 운영주체의 경험 및 역량, 계약 가동률 등 정

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도 실제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OPEX 비용을 예측

하였다. 

일부 O&M(Operation＆Maintenance) 업체에서 OPEX 비용을 분석하는 툴이

나 모델링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런 툴 역시 대부분 기존 발전단지 운영데이

터에 기반을 두어 비용을 예측한다.

ode社는 Study of the costs of offshore wind generation에서 UK Round 1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운영 데이타를 바탕으로 OPEX 비용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초기 5년간은 발전기가 안정화되는 시기로 발전기의 미비한 오작동 발생 등

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고, 5~15년 사이에는 발전기의 안정화가 이루어

져 유지·보수비용이 감소하며, 15~20년 사이에는 발전기의 노후화로 인한 유

지·보수수요가 증가 하여 다시 비용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도 ode社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1~5년, 5~15년, 15~20년간 유지·

보수비용을 OPEX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Level 1 Level 2 내용

OPEX

1~5년차 비용 발  시작 후 첫 5년간 유지·보수비용

5~15년차 비용 발 기가 안정화된 5~15년간 유지·보수비용

15~20차 비용 발 기 노후화가 진행된 15~20년간 유지·보수비용

<표 4-5> 비용부분  OPEX 구성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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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입부분 변수 선정

본 연구의 시스템 경계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은 전적으로 생산된 

전력의 판매와 정부 지원금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전력생산량은 단지 전체

의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전력생산량은 단지의 풍황, 발전기의 발

전 성능, 단지의 가동률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변수들은 발전단

지 별로 상이한 값을 갖게 되어 정략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값들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CF(Capacity Factor) 값을 전력생산량

을 결정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CF는 풍력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수력 등 모든 발전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값으로써 발전단지가 이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생산량에 대한 실제 생산한 전력량의 비율로 표현되는 값 이다.

  CF = 발전단지의이론적최대생산량
실제전력생산량

<그림 4-15> 발 원별 CF 추이
자료: US EIA, Monthly capacity factors 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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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에서 볼 수 있듯이, 연료 공급의 지속성과 높은 가동률로 인해 

원자력발전은 80%이상의 CF값을 나타내나, 연료가 바람에너지로써 지속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풍력의 경우는 40%를 하회하는 값을 보이고 있다.

CF 값은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비용 등의 비용요소를 고려한 단지 전체의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는 아니지만 전력생산의 효율성 측면을 설명하는 수치로

써 전력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한 변수로써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CF값은 단지 운영에 의해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수치이기에 사전 예측이 불

가능하다는 한계는 있으나 전력생산량을 예측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변

수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단지 수익성 예측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CF 

값을 사용하였다.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의 CF는

  CF = 
단지용량

실제전력생산량

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전력생산량이 CF와 발전단지의 이론적 최대

전력생산량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 전력생산량(MWh) = CF x 365day x 24hours/day x 발전기 수량(MW) 

x 발전기 용량(MW)

전력생산량과 더불어 전력판매수입을 결정할 다른 요소는 전력판매단가이

다. 전력생산량과 전력판매단가의 조합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입이 결정

되게 된다. 

* 전력판매수입 = 전력생산량 x 전력판매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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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판매에 의해 발생하는 전력 판매 비용이외에 중요한 수입부분 변수

는 정부지원금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의 발

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정부의 지원금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될 수입

부분의 구성변수는 <표 4-6>와 같다.

Level 1 Level 2 Level 3 내용

력 매수입

력생산량

CF
(capacity Factor)

실제 력생산량 / 이론 력생산량

발 기 수량 -

발 기 용량 MW/基

력 매단가 력 매단가 MW당 력 매 단가

정부지원 정부지원 MW당 정부지원

<표 4-6> 수입부분 구성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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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

1. 인과지도

앞장에서 설정한 시스템의 경계 및 구조, 변수 설정에 따라 각 구성변수들 

간의 연관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구성 변

수들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인과

지도 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변수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과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변수는 투자비용과 수입이다. 투자비용의 증가는 단지규모의 증가를 가

져오고 이는 1차적으로는 요구수익규모를 증가시켜 수익성에 (-)영향을 주게된

다. 반면에 투자비용의 증가로 인한 단지규모 증가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

오고 이는 발전단지의 생산단가 하락을 가져와 투자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최종적으로는 수익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단지규모의 증가는 전력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전력판매수입의 증가를 가져와 수익성에 추가

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4-16> 수익성 인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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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단지규모의 증가는 비용증가로 인해 수익성에 (-)의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규모의 경제효과와 전력판매수입증가로 인해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수익성에 이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단지규모 측면에서 해상풍력발

전단지의 수익성은 단지규모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대비 규모의 경제효과에 따

른 생산단가하락 및 전력판매수입 증가가 수익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6>의 인과지도에서는 단지규모 증가에 따른 생산단가하락 및 전력

판매수입의 (+)효과가 비용증가로 인한 (-)효과를 상쇄할 경우 단지규모가 커

질수록 수익성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발산형 시스템이 되고 이는 단지규모

가 클수록 수익성이 더욱 더 좋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

에서는 무한히 단지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단지규모의 증가에 따

른 수익성 증가효과를 제한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이는 파이낸싱, 대규모단지 운영실적 미흡, 유지·보수 실적 미흡, 송전망 등 

대규모 단지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리스크들이며 이러한 리스크의 증가는 발

전단지가 무한정 증가하는 것을 제어하는 요소가 된다.

구분 세부요소

략  사업 리스크
이낸싱 리스크, 문성미흡, 국민수용성 미흡, 복잡한 

승인 차, 매니지먼트 역량 미흡

운송·건설·완공 리스크 상업발  지연으로 인한 손실, 운송·설치  손망실

유지·보수 리스크
신기술로 인한 유지·보수/ 손 리스크, 운   사업 단에 

따른 손실, 자연재해로 인한 손

법률 리스크 3rd Parties에 의한 법 공방, 법률비용, 계약 리스크

시장 리스크 풍황변동 리스크, 송 망 리스크, 에 지가격 변동 리스크

트 사 리스크 O&M사업자 재정리스크, 력 매계약시 구매자 리스크

정 책·정 치·규 제  리 스 크 정부보조  변동 리스크, 규정의 불확실성

<표 4-7> 풍력발 단지 리스크 항목

자료: Actuaries Institute (2016,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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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들도 커지게 되며 그에 따른 리스크 비용증가를 

가져와 단지규모 증가, 규모의 경제효과 증가, 생산단가하락, 투자비용감소로 

이어지는 (-)루프구조에 피드백구조로써 작용하게 된다.

<그림 4-17> 리스크를 반 한 비용 인과지도

 

 이러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앞장서 정의한 각 하위 구성 요소들 간의 인

과관계를 정의한 통합 인과지도는 <그림 4-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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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별 정량분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 분석 모델링을 위해서는 구조요소간의 인과관계

를 정량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각 하위 요소 간 인과관계는 단지의 위치(수심,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풍황,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설치가능 시기 등), 설치되

는 발전기의 사양(용량, 중량, 하중특성, 내구성, 블레이드 길이 등), 설치국가

의 상황(인허가 절차, 임대료 수준, 유지보수인력의 수급, 전력구매가, 정부지

원정책 등)등에 따라 크게 달라짐으로 모든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단지규모를 제어하는 피드백 역할을 하는 리스크

항목의 경우는 단지마다 상이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존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항목의 피드백 역할에 대한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

기고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운영 측면에서 투자비용과 수입부분의 정량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코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단지의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각 요소들 간의 인과

관계를 시스템다이내믹스에 적용 가능하도록 일반화 및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의 실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부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도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일반화 및 단순화 시켜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유럽해상풍력시장에서 가

장 앞선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UK Round 1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풍력발

전단지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한 Study of the costs of offshore wind 

generation report의 단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Study of the costs of offshore wind generation report는 영국 재생에너지 

자문위원회와 영국 무역산업부(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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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에 의해 ode社(Offshore Design Engieering Ltd)가 해상풍력발전의 미래비

용추세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로써, 2000년 12월에 첫 발전을 시작한 

이후 14개 발전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UK Round 1 프로젝트로부터 획득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비용 분석하였기에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수익성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9> UK Round 1 Offshore Wind Farm 
자료: BWE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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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스템 모델링을 위한 전제

각 요소별 정량적인 관계를 정의하고 이런 요소들 간의 복잡한 인과관계구

조를 통해 시스템의 동태적 특징을 반영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분석을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시간변수의 적용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통한 분석기법은 단위시간에 따른 변화율변수가 시스템

의 동태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때 변화율 변수가 작용하는 

시간은 통상 일정 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스템의 처음에서 끝까지 지속

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변화율 변수는 매 단위시간마다 일정

한 변화율을 갖지 않으며, 또한 시스템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

지도 않는다. 또한 변수가 반영되는 시점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발전기 설치의 경우는 발전기 구매가 완료되어야 진행 될 수 있으며, 발전기 

구매는 인허가가 완료되어야 진행 될 수 있다. 또한 발전기의 수량에 따라 발

전기가 설치되는 기간도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간의 인과관계는 각 변수들의 작용시점 및 작용기간, 전체 시

스템의 작동기간(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부터 운영종료시점)

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규모에 

따라 단지 건설에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게 되며 그에 따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대해서도 변

수로 정의하여 인과관계에 있는 변수의 변동에 따라 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

는 현상을 모델링에 반영하였다. 시간변수의 활용에 따른 시스템상 변화는 

<그림 4-20>에 나타나 있다. 



- 78 -

발전기 수량을 각각 30개, 90개로 반영하였을 때 두 시스템 간에는 시간차

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90개를 건설하는 발전단지의 상업발

전 시기가 상대적으로 더욱 늦어질 것이며, 따라서 단지가 운영을 종료하는 

시점도 늦어 질 것이다. 

<그림 4-20> 발 기 수량에 따른 시스템 시간변화

반면 발전기의 구매비용 같은 경우는 발전기의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비용적

인 증가는 있으나 구매 기간 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에 

있는 변수의 변동으로 시간적인 변화가 발생하진 않지만 비용적인 변화가 발

생하는 변수를 비용변수라 정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에 있는 변수의 변동이 시간적, 비용적 변화를 가져오

지 않는 변수를 상수변수라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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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시간변수
인과 계에 있는 변수의 변화에 따라 시간 인 변화가 발

생하는 변수

비용변수
인과 계에 있는 변수의 변화에 따라 비용의 변화만 발생

하는 변수

상수변수
인과 계에 있는 변수의 변화에 따라 시간 , 비용  변화

가 없는 변수

<표 4-8> 변수의 구분

 (2) 비용의 발생시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해 발생되는 비용들은 각 비용요소별로 계약조

건에 따라 지불시점이 결정될 것이다. 

발전기 설치계약을 예로 들자면 설치 업체와의 계약시점에 30%, 설치 시작

시점에 50%, 설치 완료 후 20% 등의 방법으로 비용이 지불되게 될 것이다. 

허나 이러한 비용 지불 시점은 계약 조건 에 따라 달라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이기에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요소별 비용발생 시점을 그 요소의 활동이 일어나

는 기간 동안 균등하게 발생된다고 전제하였다. 이런 전제에 따른 시스템상 

변수 특성은 <그림 4-21>에 나타나 있다. 발전기 설치작업은 단지개발 시작이

후 약 3.3년이 경과한 뒤 시작되며 2.4개월간 이뤄지고 이때 비용은 매일 1억

원씩 균등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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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발 기 설치비의 반  시

2.2. CAPEX 구성요소의 정량적 관계분석

(1) 인허가 비용

인허가 비용의 경우는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비용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비용 중 작지 않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특히, 인허

가 부분은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발전단지의 개발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요소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해상부지의 임대(Land lease 

cost)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해상부지는 개인소유이 소유할 수 없기에 국

가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해서는 해

당부지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단지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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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업 허가료 내지는 해상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성격의 비용을 부과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비용을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Land lease cost =  0.85억원/日 ]

UK의 경우는 영국국방부(MOD)와 민간항공관리국(CAA)에 발전단지에 대한 

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 해당 비용은 국가별 인허가 정책에 따라 발생이 결

정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별로 기관명을 

다를지라도 비슷한 유관기관에 단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Pre-planing Doc. to MOD and CAA = 0.01억원/日 ]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프로젝트의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을 포함한 일종의 

사업계획서 (Scoping Document) 성격의 문서 비용이 발생하며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Scoping Document = 0.03억원/日 ]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필연적으로 육상전력망에 연결되어야 하며 이런 육상전

력망(Grid)에 연결하는 비용에 대하여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Assess and Negotiate Grid  = 1억원/日 ]

인허가 과정 중 중요한 절점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앞에서 정의한 변수들과는 달리 발전단지의 용량(발전기 수량)에 따라 

기간 및 비용이 변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Environmental statement consultee (ES) = 0.021억원/日 ]

[ ES period = 8.33 (日/基) * 발전기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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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인허가기간동안 검토해야할 수많은 서류가 있으며, 이 서

류들에 대한 법률 자문비,l변화하게 된다. 이에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Contact Statutory Consultee = 0.005억원/日 ]

[ Non-Con Contact Statutory Consultee = 0.003억원/日 ]

[ Contact Statutory Consultee period = 8.33 (日/基) * 발전기수량 ]

[ Non-Contact Statutory Consultee period = 8.33 (日/基) * 발전기수량 ]

단지의 구체적인 설계이전에 지질 파악을 위한 해저지반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조사는 세부적인 조사는 아니고 단지가 건설될 위치 중 일부를 샘

플링하여 수행하기에 단지 규모에 따른 영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해당 변

수는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Preliminary Geotechnical/physical Surveys = 0.1억원/日 ]

해저지반 조사와 더불어 해저지형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변수는 지

반조사와 마찬가지로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Preliminary Geotechnical/physical Surveys = 0.02억원/日 ]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단지 개발이전에 정확한 풍황분석을 위한 기상탑을 건

설하게 된다. 실제 인허가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단지

규모에 따라 1~2基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본 연구에서는 2基를 기준으로 

하여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Procure &　Install Met Mast = 0.45억원/日 ]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 및 ITT(Invitation to Tender)의 작성역

시 인허가비용에 포함되며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FEED/Development of ITT = 0.05억원/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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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관련 문서들을 편집하고 관리하는 비용 및 검토를 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비용은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Compilation = 0.01억원/日 ]

[ Consent Review = 0.0015억원/日 ]

인허가를 완료한 이후 상세 해저조사 및 지형조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이때에는 앞서 해저조사와는 달리 발전단지의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지며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Post Consent = 0.03억원/日 ]

[ Post Consent period = 8.37 (日/基) * 발전기수량 ]

제3 기관(3rd party)에 의한 엔지니어링 검증 비용 역시 인허가 비용에 포함

되며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Engineering = 0.0011억원/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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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정량  계 단

상수변수
해상부지임

(Land Lease)
0.85 억원/日

상수변수
유 기  문서비용

(Pre-planing Doc.)
0.01 억원/日

상수변수
사업계획서 비용

(Scoping Document)
0.03 억원/日

상수변수
그리드 연결비용

(Assess and Negotiate Grid)
1 억원/日

시간변수
환경 향평가

(Environmental statement)

비용 0.21 억원/日

기간 8.33 x 발 기수량 日

시간변수
법률 자문비

(Contact Statutory)

비용 0.005 억원/日

기간 8.33 x 발 기수량 日

시간변수
기술 자문비

(Non-Contact Statutory)

비용 0.003 억원/日

기간 8.33 x 발 기수량 日

상수변수
기 해 지반조사

(Preliminary Geotechnical Surveys)
0.1 억원/日

상수변수
기 해 지형조사

(Preliminary Bathymetric survey)
0.02 억원/日

상수변수
기상탑 구매/설치

(Met Mast)
0.45 억원/日

상수변수
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gin)

0.05 억원/日

상수변수
문서 리/리뷰

(Compilation, Consent Review)
Compilation: 0.01
Consent Review: 0.0015

억원/日

시간변수
인허가 후속조치

(Post Consent)

비용 0.03 억원/日

기간 8.37 x 발 기수량 日

상수변수
3자 설계검증

(3rd Party Engineering)
0.0011 억원/日

<표 4-9> 인허가부분 구성요소의 정량 계 분석



- 85 -

(2) 구매 비용

CAPEX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발전기비용으로, 예측이 어려운 변수중 

하나이다. 발전기 가격은 해상풍력 시황, 발전기 공급업체 현황, 구매수량, 구

매제품, 계약 방법, 협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량적 상관관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의 용량을 발전기 가격결정요소로 보고 용량

(2MW, 2.5MW, 3MW, 3.6MW, 4MW, 5MW)에 따른 가격 변동 추세를 살펴보

았다. 용량에 따른 발전기 가격변동이 선형적 증가 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용변수로 반영하였다.

[ Turbine Price = 7.0795 x Turbine Capacity x Turbine Quantity ]

<그림 4-22>발 기 용량에 따른 가격변화
자료: Offshore Design Engineering LTD(2007)

발전기를 지탱하고 해저지반에 설치되는 하부구조물의 경우는 해상풍력발전

기의 구성 요소 중 가장 변수가 많은 항목이다. 각 단지마다 상이한 지형·지

질 특성을 가지며 설치되는 발전기 특성 또한 다르다. 또한 단지별로 수심이 

다르고 심지어 한 단지 내에서도 발전기 위치별로 수심이 다른 경우도 있다. 

또한 하부구조물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존재하며, 단지 상황에 따라 모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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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Monopile), 자켓타입 (Jacket), 중력식 콘크리트타입 (Concrete) 등 다양한 

형태의 하부구조물이 쓰이게 된다. 이렇듯 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하부구조물의 경우는 단지 개발 시마다 설치되는 발전기와의 연동해석을 수행

하고 지반조사결과 및 설치수심에 따라 구조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때문에 하

부구조물의 구성 요소간 정량적 관계를 정의하기는 불가능하기에 본 연구에서

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노파일타입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고, 수심

기준 역시 25m로 한정하였다. 이런 전제하에서 Offshore Design Engineering 

LTD(2007), Study of the costs of offshore wind generation에서 수행한 발전

기 용량별 하부구조물 중량분석 결과에 철강재 및 제작단가를 반영하여 하부

구조물 가격을 비용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Substructure Price = (2.8045 x Turbine Capacity + 4.2757) x Turbine Quantity ]

<그림 4-23> 발 기 용량에 따른 하부구조물 량변화
자료: Offshore Design Engineering LTD(2007)

해상풍력단지를 감시제어 하는 시스템인 SCADA는 발전단지의 규모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는 항목으로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SCADA = 0.06억원/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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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는 전력망은 단지 내 설치되는 케이블과 단지와 

육상변전소사이에 설치되는 케이블로 구분할 수 있다. 단지 내 케이블은 5개

의 발전기가 하나의 내부케이블 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발전

기간 케이블 길이는 발전기 로터 직경의 7배로 전제하였다. 육상변전소까지의 

케이블은 1가닥을 전제하였고 각각은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Internal Cable = 7 x 4 x Turbine Diameter x Turbine Quantity/5 x 

Cable Cost per m ]

[ External Cable = Distance from onshore x Cable Cost per m ]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전력망과 연결할 수 있

도록 전압을 변경해야하고 이를 위해 해상/육상 변전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해상/육상 변전소를 각 1개씩으로 산정하여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Offshore Substation = 0.02억원/日 ]

[ Offshore Substation = 0.15억원/日 ]

구분 변수명 정량  계 단

비용변수
발 기가격

(Turbine Price)
7.0795 x 발 기용량 x 발 기수량 억원/日

비용변수
하부구조물

(Substructure Price)
(2.8045 x 발 기용량 + 4.2757) x 발 기수량 억원/日

상수변수
감시제어 시스템

(SCADA)
0.06 억원/日

비용변수
단지내부 해 이블

(Internal Cable)
7 x 4 x 발 기블 이드 지름 x 

발 기수량/5 x m당 이블 가격
억원/日

비용변수
단지외부 해 이블

(External Cable)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x m당 이블 가격 억원/日

상수변수
육상변 소

(Onshore Substation)
0.02 억원/日

상수변수
해상변 소

(Offshore Substation)
0.15 억원/日

<표 4-10> 구매부분 구성요소의 정량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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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비용

하부구조 설치를 위한 선박의 MOB(Mobilization)이 설치과정 중 첫 번째 과

정으로 상수변수로 반영하였다.

[ Mob Vessel = 0.9억원/日 ]

설치 선박의 Mobilization 이후 하부구조물의 운송이 필요하다. 운송비용은 

설치선박의 임대료(GBP 75,000/日), 하부구조물 기당 운송일정(0.5日), 날씨에 

따른 다운타임(25%), 발전기 수량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변수로 반영하였다.

[ Substructure Transport = installation vessel day rate ]

[ Substructure Transport period = turbine quantity x 0.5 x 1.25 ]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한 비용은 설치선박의 임대료(GBP 75,000/日), 하부구

조물 기당 설치일정(1.5日), 날씨에 따른 다운타임(25%), 발전기 수량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Substructure Installation = installation vessel day rate ]

[ Substructure Installation period = turbine quantity x 1.5 x 1.25 ]

하부구조물의 설치이후에는 하부구조물이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견고하게 하는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 본 작업의 경우는 하부구조 설치용 

선박보다 소형선박이 사용 가능하며, 해당비용은 설치선박의 임대료(GBP 

45,000/日), 하부구조물 기당 작업일정(1.5日), 날씨에 따른 다운타임(25%), 발

전기 수량에 의해 결정되며, 하부구조물 설치이후 바로 병행하여 작업이 이루

어지며 걸리는 시간 또한 하부구조물 설치시간과 동일하다. 따라서 하부구조

물 설치 시간을 활용하여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Installation Scour Protection = installation vessel day rate(second) ]

[ Scour Protection period = Substructure Installation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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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구조물과 발전기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Transition 

Piece 라고 부르며, 발전기에서 내려오는 전력케이블이 하부구조물을 타고 해

저케이블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때 케이블이 지나가는 통로를 J-Tube라고 부른

다. 해당 비용은 설치선박의 임대료(GBP 75,000/日), 하부구조물 기당 설치일

정(1.5日), 날씨에 따른 다운타임(25%), 발전기 수량에 의해 결정되며, 하부구

조물 설치기간을 활용하여 시간변수로 반영하였다.

[ Installation Transition Piece = installation vessel day rate ]

[ Transition Piece period = Substructure Installation period ]

발전단지 내부 케이블망에 대한 설치 작업은 내부 케이블의 길이, m당 케이

블 설치비용(GBP 195/m), 발전기 기당 설치일정(1.267日), 날씨에 따른 다운타

임(10%)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Inter-array Cable = 0.002925억원/m ]

[ Internal Cable period = Turbine Quantity x 1.267 x 1.1 ]

발전단지에서 육상으로 이어지는 외부케이블망에 대한 설치 작업은 단지에서 

육상까지의 거리, m당 케이블 설치비용(GBP 195/m), 발전기 기당 설치일정

(1.5日), 날씨에 따른 다운타임(10%)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Export Cable = 0.002925억원/m ]

[ Export Cable period = distance from onshore x 1.5 x 1.1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된 케이블과 발전기에서 하부구조물을 타고 내려오는 

케이블의 결선이 필요하며, 해당 비용은 소형 설치선박의 임대료(GBP 45,000/

日), 발전기 기당 작업일정(3日), 발전기 수량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Terminate Cable = installation vessel day rate(secondary) ]

[ Terminate Cable period = 3 x Turbine Qua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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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구조물, 내·외부 케이블 설치 등은 설치작업 중 초기단계로 이때 사용된 

설치선박의 해체(Demobilization) 작업으로 초기 설치작업은 완료되며, 해당 

비용은 고정비용으로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Demob. Vessel = 0.9억원/日 ]

하부구조물 및 케이블 설치이후 육·해상변전소 설치가 이어지게 된다. 육상

변전소의 설치는 통상 변전소 구매 시 설치항목까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임

으로 변전소 구매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상

케이블의 설치비용만 반영하였다. 육상케이블의 길이는 10km로 전제하여 상

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Onshore Cable = 0.13억원/日 ]

설치된 육상케이블은 육상의 전력망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 비용은 통상 발

전단지의 규모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육상 전력망과의 연결비용은 발전기 

수량과 발전기 용량을 통해 단지 규모를 계산하여 비용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Tie-in to network = 0.0278억원/MW x Turbine Quantity x Turbine Capacity ] 

해상변전소의 설치를 위한 설치선박의 MOB(Mobilization) 비용이 발생하며 

해상변전소의 경우는 수량이 적어 (통상 1~2基) 설치 기간이 짧기에 Demob 

비용같이 동시에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Mob/Demob Vessel for offshore substation = 1.8억원/日 ]

해상변전소 설치를 위한 비용은 설치선박의 임대료(GBP 75,000/日), 해상변

전소 설치일정 (20日), 날씨에 따른 다운타임(25%)에 의해 결정되며, 상수변수

로써 반영하였다.

[ Offshore Substation Installation = installation vessel day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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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구조물과 더불어 설치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발전기의 

설치비용이다. 발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선박 준비가 필요

하며 해당비용은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Mob Vessel for WTG = 0.9억원/日 ]

설치선박의 준비가 완료되면 발전기를 설치사이트까지 운송하게 된다. 운송

비용은 설치선박의 임대료(GBP 75,000/日), 발전기 기당 운송일정(0.5日), 날씨

에 따른 다운타임(25%), 발전기 수량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

다.

[ WTG Transport = installation vessel day rate ]

[ WTG Transport period = 0.5 x turbine quantity x 1.25 ]

발전기의 설치비용은 설치선박의 임대료(GBP 75,000/日), 발전기 기당 설치

일정(1.5日), 날씨에 따른 다운타임(25%), 발전기 수량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변

수로써 반영하였다.

[ Installation of WTG = installation vessel day rate ]

[ Installation of WTG period = 1.5 x turbine quantity x 1.25 ]

발전기 설치 완료 후 설치 선박의 해체 비용은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Demob Vessel for WTG = 0.9억원/日 ]

모든 설치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각종 시스템이 정상작

동 하는지 시운전 작업을 거치게 된다. 

시운전 비용은 발전단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Commissioning WTG　= 0.014286억원/日/基 x turbine qua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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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정량  계 단

상수변수
설치선박 비

(Mob Vessel)
0.9 억원/日

시간변수
하주구조물 운송

(Substructure transport)
비용 1.125 억원/日

기간 0.5 x 1.25 x 발 기수량 日

시간변수
하주구조물 설치

(Substructure Installation)
비용 1.125 억원/日

기간 1.5 x 1.25 x 발 기수량 日

시간변수
지반 보강

(Scour Protection)
비용 0.675 억원/日

기간 1.5 x 1.25 x 발 기수량 日

시간변수
Transition Piece 운송

(Transition Piece Transport)
비용 1.125 억원/日

기간 1.5 x 1.25 x 발 기수량 日

시간변수
단지 내부 력망

(Inter-array Cable)
비용 0.002925 억원/m/日

기간 1.267 x 1.1 x 발 기수량 日

시간변수
단지-육상 력망

(Export Cable)
비용 0.002925 억원/m/日

기간 1.5 x 1.1 x 육상까지 거리 日

시간변수
이블 결선

(Terminate Cable)
비용 0.675 억원/m/日

기간 3 x 발 기수량 日

상수변수 선박해체 (Demob. Vessel) 0.9 억원/日

상수변수
육상 력망

(Onshore Cable)
0.13 억원/日

비용변수
력망 연결

(Tie-in to network)
0.0275 x 발 기수량 x 발 기용량 억원/日

상수변수
설치선박 비/해체

(Mob/demob Vessel)
1.8 억원/日

상수변수

해상변 소 설치

(Offshore 
substation installation)

1.125 억원/日

상수변수
설치선박 비

(Mob Vessel for WTG)
0.9 억원/日

시간변수
발 기 운송

(WTG transport)
비용 1.125 억원/日

기간 0.5 x 발 기수량 x 1.25 日

시간변수
발 기 설치

(WTG installation)
비용 1.125 억원/日

기간 1.5 x 발 기수량 x 1.25 日

상수변수
설치선박 해체

(Demob Vessel)
0.9 억원/日

비용변수 시운  (Commissioning) 0.014286 x 발 기수량 억원/日

<표 4-11> 설치부분 구성요소의 정량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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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PEX 구성요소의 정량분석

OPEX 비용은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비용은 발전기의 내구성·유지보수방법, 부품조달 현황, 사이트 상황, 운영

주체의 경험 및 역량, 계약 가동률 등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변수들에 의

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도 실제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로부터 획득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OPEX 비용을 예측하였다. 

일부 O&M(Operation＆Maintenance) 업체에서 OPEX 비용을 분석하는 툴이

나 모델링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발전기의 사양 특성에 따른 OPEX 비

용 변화을 예측하는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도 ode社의 Study of the costs of offshore wind generation의 

UK Round 1 해상풍력발전단지 OPEX비용을 사용하였다.

OPEX 비용을 발전단지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인 0~5년, 발전단지 운

영이 완전히 안정화에 이른 5~15년 사이, 발전기의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비용

이 증가하는 15~20년 3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였다.

[ OPEX untill 5year　= 0.0018억원/日/基 x turbine quantity ]

[ OPEX 5~15year　= 0.0016억원/日/基 x turbine quantity ]

[ OPEX 15~20year　= 0.0021억원/日/基 x turbine quantity ]

본 연구에서 전제한 20년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운영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

된 발전기 및 하부구조물에 대한 해체작업이 마지막 단계로써 이루어진다. 이 

비용은 발전기당 해체비용(GBP 275,000), 발전기 수량, 날씨에 따른 다운타임

(25%)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변수로써 반영하였다.

[ Decommissioning = 0.83억원/日/基 ]

[ Decommissioning period = 5 x turbine quantity x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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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정량  계 단

비용변수
1~5년차 비용

(OPEX　untill 5 year)
0.0018 x 발 기수량 억원/日

비용변수
5~15년차 비용

(OPEX　untill 5~15 year)
0.0016 x 발 기수량 억원/日

비용변수
15~20년차 비용

(OPEX　untill 15~20 year)
0.0021 x 발 기수량 억원/日

시간변수
해체비용

(Decommissioning)

0.83 억원/日

5 x 발 기수량 x 1.25 日

<표 4-12> OPEX 구성요소의 정량 계 분석

2.4. 인플레이션, 자본비용 정량분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수익

을 환수하는 프로젝트임을 고려하여 수익성 분석을 위한 비용구조에 대한 시

간변수로 인플레이션과 자본비용을 모델링에 반영하였다.

 (1) 인플레이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초기 투자비에서 발생하지만 

이후 유지·보수비용이 20년에 걸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

지 않을 경우 시간에 따른 물가상승 및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수익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였으며 그 수치는 

통계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10년간OECD　 35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

승률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을 설정하였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국가가 영국, 독일 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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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네델란드 등의 유럽국가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선진국가임을 감안하여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는 국가를 OECD 국가로 한정하였다.

<그림 4-24> OECD국가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2010=100) 
 자료: 통계청(2017)

  

 (2) 자본비용

해상풍력발전단지 자금 조달을 위한 방법은 은행에 의한 대출, 은행 및 투

자자들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전사 자체자금에 의한 직접투자, 정부의 

지원금에 의한 투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단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가 큰 만큼 대부분의 단지개발이 전력회사에 의한 컨소시엄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단지의 운영기간 내내 자본조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자

본비용의 규모가 단지 수익성에 영향을 주게 되기에 자본비용을 비용구조의  

보조 요소로써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자본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비용 산출에 활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을 사용하였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WACC는 단지의 리스크 정도, 파이낸싱기간, 단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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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등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고유 값을 갖게 되어 일반적인 값으로 특정 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그림 <4-25>에서 볼 수 있듯이 8%내외의 WACC값을 갖

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풍력발전단지의 9년간 

WACC값의 평균치인 8.3%를 WACC 기준 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4-25> 미국 풍력발전단지의 WACC

자료: NREL(2015)

 

구분 변수명 정량  계 단

상수변수 인 이션 (Inflation) 2 %/年

상수변수 WACC 8.3 %/年

<표 4-13> 비용부분 기타 구성요소의 정량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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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이름 단지규모 발 시작 발 기용량 CF

Humber Gateway 219 2015 3.0 41.1 
Westermost Rough 210 2015 6.0 42.9 

Gwynt y Mor 576 2015 3.6 31.7 
Beatrice 10 2007 5.0 20.0 

Robin Rigg 180 2010 3.0 35.1 
Avedor Holme 10.8 2009 3.6 29.2 
London Array 630 2013 3.6 41.1 
Burbo Bank 90 2007 3.6 33.5 
Scoby Sands 60 2004 2.0 30.7 

Samso 23 2003 2.3 38.9 
Lincs 270 2013 3.6 42.0 

Horns Rev I 160 2002 2.0 39.9 
Sheringham Shoal 317 2012 3.6 40.7 

Anholt 400 2013 3.6 46.7 
Barrow 90 2006 3.0 35.9 

Ormonde 150 2012 5.0 39.5 
West of Duddon Sands 389 2014 3.6 44.2 

Walney 367 2010 3.6 42.2

<표 4-14> 유럽해상풍력발 단지 황

2.5. 수입부분의 정량분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입은 전적으로 단지에서 생산한 전력판매대금으로부

터 발생하며, 전력판매대금은 그 하위 요소인 전력생산량과 전력판매가에 의

해 결정 된다.

우선 전략생산량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면 전력생산량은 발전단지 규모와 

CF에 의해 결정 된다. 발전단지 규모는 발전기의 용량과 수량의 조합으로 결

정되며, CF의 경우는 발전기의 성능, 단지 풍황, 유지보수 역량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게 되며 단지별로 상이한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적

정한 CF 값 산정을 위해 유럽에서 운영 중인 34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CF 

값을 조사하고, 그 평균 값인 34.7%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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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fleet Sands 1& 2 172 2010 3.6 36.6 
Vindeby 4.95 1991 0.5 23.8 
Thanet 300 2010 3.0 32.8 

Grater Gabbard 504 2012 3.6 42.2 
Kentish Flats 90 2005 3.0 37.1 

Middelgrunden 40 2000 2.0 25.7 
Tuno Knob 5 1995 0.5 29.7 
Rhyl Flats 90 2009 3.6 32.9 

North Hoyle 60 2003 2.0 31.5 
Gunfleet Sands 3 12 2013 6.0 31.1 

Lynn and Inner Dowsing 194 2009 3.6 34.9 
Rodsand II 207 2010 2.3 42.1 

Sprogo 21 2009 3.0 36.5 
Rodsand I 166 2003 2.3 36.1 
Teesside 62 2013 2.3 34.8 

Horns Rev II 209 2009 2.3 48.4 
자료: 연구자 재구성

다음으로 전력판매가 산정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판매 구조를 

살펴보면 전력판매계약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사이에 체결하게 되는 전력

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PPA는 단순한 전력공급 및 구매계약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확정된 가격

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으로 시장의 전력가격 변동에 따라 전력구매가가 

급격히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단지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공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인만큼 PPA에는 전력구매 시점 

및 기간, 전력 구매 용량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게 된다. 

이는 전력구매자에게는 PPA가격이 시장 전력가를 밑돌게 될 위험성, 전력

수요 하락에 따른 전력공급과잉 위험성, 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한 위험성 등

의 리스크를 안게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단지 가동율 저하로 인한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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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전력공급 시기를 만족하지 못할 위험성, 기상조건에 따른 전력 공급 

미달성 위험성 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PPA는 단순히 전력가를 결정하고 전력의 구매 시기

를 결정하는 계약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의 위험성 및 미래 전력시장의 변화

까지 예측하여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PPA는 국가별, 체결 주체별, 체결 시기별, 프로젝트별로 다양하게 

체결하게 되고 이는 전력판매단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판매단가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영국의 도매전력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PPA 계약도 시장의 전력가격을 기준으

로 산정되고 프로젝트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전력 도매가격을 전

력판매단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도매전력가격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

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26> 국 도매 력 가격 변동 추이 (GBP/MW)
자료 : 한국 력거래소(2015), National Grid(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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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국 도매전력 가격변동 추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전력

가를 50GBP/MW로 설정하고 매년 인플레이션 증가분만큼 전력판매가가 증가

한다고 가정하였다.

전력판매수입 이외에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중요한 수입측면의 요소는 정부지

원금이다. 해상풍력발전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각국 정부마

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적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7) 및 기후 변동 과징금8) 제도를 통

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ROC의 경우는 발전에너지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어 육상풍력발전의 

경우는 1MWh 당 1개, 바이오매스의 경우 1MWh 당 0.25 또는 0.5개, 해상풍

력발전의 경우는 1MWh당 1.5개의 ROC를 부여받게 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ROC를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된다.  

발 에 지 ROC 발  수량 (ROC/MWh)

육상풍력 1

바이오매스 0.25 or 0.5

해상풍력 1.5

조력 2

자료: 한국 력거래소(2015), Ofgem(2015)

<표 4-15> 국 신재생에 지 의무인증서(ROC) 발  기

7)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O: Renewable Obligation): 영국 에너지독립규제기관인 Ofgem에서 전력공급

자에 대해 연간 전력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으로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자에게 팔수 있는 

ROC(Renwable Oligation Certificate)를 부과함

8) 기후변동과징금(Climate Change Levy): 가정과 운수를 제외한 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에 과세하는 제

도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과징금 면제 증서(LECs: Levy Exemption Certificates)가 발급되어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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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9년 메르켈 정부 출범이후 2050년까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

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

로 결정하고 에너지구상을 ‘에너지패키지(Energy Package)’로 개정하였다. 

이 법안의 세부법안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은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9)의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세부법안 주요 내용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2022년까지 모든 원 의 단계  폐쇄

력망확 진법

(Network Expansion Acceleration Act)
신재생에 지 발 설비가 집한 북부와 산업

시설이 집한 남부지역간 력망 연계

재생에 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에 한 발 차액지원

제도의 지원  인상

에 지산업법

(Energy Industry Act)
송 시스템 세분화, 력망 운 사업자 간 

력망 공동구축 의무 부여

에 지기후변화기 법

(Energy and Climate Fund Act)

배출권 거래 수익을 기 에 립, 원자력 폐

지, 친환경 에 지 공 , 기후  환경보호 

로벌 로젝트, 기차 개발에 사용

기후목표와 양립 가능한 도시·지방 개

발 강화법

(Strenthening Climate-Friendly Measures 
in Towns and Municipalities Act)

도시  지역공동체에서 신재생에 지와 열병

합발  사용 확

해상풍력 발 설비 강령

(Offshore Windfarm Revision)
해상풍력 로젝트 승인 차의 간소화  신

속한 진행 도모

자료: 한국 력거래소(2015), Ofgem(2015)

<표 4-16> 독일의 에 지패키지 세부 법안

9)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송재번 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고정가격에 

매입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최종 전력소비자에게 전력부과금을 부과하여 마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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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지원금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세계 각국의 정부마다 지원 방식과 규모가 상이하여 

전력수입에 미치는 정량적 관계를 정의하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대부분 국가

의 정부지원금 형태가 전력판매대금을 보조하는 역할이고 전력판매가를 기준

으로 산정됨을 고려하면 전력판매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금 효과를 전력판매단가를 일정비율 상승시

키는 상수변수로써 반영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수입부분에서의 구성요소를 

<표 4-17>와 같이 정립하였다.

구분 변수명 정량  계 단

상수변수
CF

(Capacity Factor)
34.7 %

비용변수
력생산량

(Electricity Production)
24 x CF x 발 기수량 x 발 기용량 MW/日

비용변수
력 매단가

(Electricity Price)
0.00075 x Inflation rate 억원/日

상수변수
정부지원

(Grant)
정부지원 (%) x 력 매단가 억원/日

<표 4-17> 수입부분 구성요소의 정량 계 분석

3. 통합 모델링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수익성 모델링을 위해 수입(Income)과 비용(Cost)에 대

한 하위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해 발전단지 수익성에 대

한 모델링을 구성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수익성 통합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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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제성 분석

제1절 발전단지 규모 및 발전기 사양에 다른 결과

1. 분석 Case 설정

발전기 사양 및 발전단지 규모는 발전단지의 비용규모를 결정할 뿐만 아니

라 전력생산량에 따른 수입규모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이며, 또한 초기 발전단

지 개발을 기획할 때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발전기 사양에는 발전을 위한 풍속조건(Cut-in, Cut-out wind speed), 정격

출력을 시작하는 풍속조건인 정격풍속(Rated Wind Speed), 정격풍속까지의 

출력양상인 출력곡선(Power Curve), 풍력발전기 특유의 주요 설계 사양인 고

유진동수(Natural Frequency), 하부구조물의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기 중

량 등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가장 주요한 요소로는 발전용량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풍력발전기의 일관적인 기술개발 양상은 풍

력발전기의 대형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지가 대형화 될수록 규모의 경제효과에 따른 발전단가 감소를 통해 

수익성 증가가 예상됨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지의 대형화는 해

저지반 상태, 수심,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등 지형적인 요소에 의해 제한되며, 

또한 자본비용의 증가에 의해 감소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 사양에 대하여 4개의 Case, 발전단지 규모에 대하여 

5개의 Case를 각각 선정하여 총 20개의 분석 Case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 105 -

발 기 사양

2MW 3MW 4MW 6MW

단지 

규모

48MW Case 1 Case 6 Case 11 Case 16
96MW Case 2 Case 7 Case 12 Case 17

144MW Case 3 Case 8 Case 13 Case 18
192MW Case 4 Case 9 Case 14 Case 19
240MW Case 5 Case 10 Case 15 Case 20

<표 5-1> 발 기 사양  단지규모 변화에 한 수익성 분석 Case

2. 분석 결과

총 20개의 분석 Case에 대하여 아래 그래프와 같이 그 결과를 도출 하였다.

<그림 5-1> Case1 ~ 5 분석결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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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Case6 ~ 10 분석결과 그래

<그림 5-3> Case11 ~ 15 분석결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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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Case16 ~ 20 분석결과 그래  

20개 Case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총 20개의 분석 

Case에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는 6MW 발전기를 설치한 192MW, 

240MW 단지규모의 2개 Case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18개 Case에서는 (+)수

익 확보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 기 사양

2MW 3MW 4MW 6MW

단지 

규모

48MW (1) -1,522 (6) -1,064 (11) -854 (16) -714
96MW (2) -1,991 (7) -1,106 (12) -692 (17) -403

144MW (3) -2,425 (8) -1,147 (13) -534 (18) -100
192MW (4) -2,826 (9) -1,186 (14) -387 (19) 194
240MW (5) -3,196 (10) -1,224 (15) -243 (20) 479

<표 5-2> 수익성분석 결과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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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 동안 대용량풍력발전기 개발, 설치기술의 발전, 단지 운영경험의 축

척 등 다양한 해상풍력관련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발전단가의 하

락 역시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제성 확보가 용이치 

않은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개발되는 발전단지의 경우 소용량 발

전기나 소규모의 단지규모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개술개발 및 운영경험의 축적으로 발전단가를 더욱더 하락

시키고, 대용량 발전기나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에서 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

는 다양한 연구의 진행을 통해 발전단지의 수익성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

다. 

제2절 정부지원금에 따른 결과

1. 분석 Case 설정

 앞서 분석하였듯이 소용량 발전기, 소규모 발전단지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용이치 않으며 단순히 전력판매수입에 의존하여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해상풍력발전단지들은 개발단계에서부터 정부지원금에 따

른 추가수익을 고려하게 된다. 실제로 해상풍력발전 건설이 활발한 유럽지역

이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관련 정부 지원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는 것은 

정부지원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불가피한 요소임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에 의한 추가수익이 발전단지 경제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OC),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다양

한 각국의 정부지원을 전력판매수익의 30%로 가정하여 앞서 분석한 Case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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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기 사양

2MW 3MW 4MW 6MW

단지 

규모

48MW Case 1-1 Case 6-1 Case 11-1 Case 16-1
96MW Case 2-1 Case 7-1 Case 12-1 Case 17-1

144MW Case 3-1 Case 8-1 Case 13-1 Case 18-1
192MW Case 4-1 Case 9-1 Case 14-1 Case 19-1
240MW Case 5-1 Case 10-1 Case 15-1 Case 20-1

<표 5-3> 정부지원 에 한 수익성 분석 Case

 

2. 분석 결과

총 20개의 Case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림 5-5> Case1-1 ~ 5-1 분석결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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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Case6-1 ~ 10-1 분석결과 그래

<그림 5-7> Case11-1 ~ 15-1 분석결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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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Case16-1 ~ 20-1 분석결과 그래

20개 Case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총 20개의 분석 

Case에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는 11개로써 기존 Case1~20의 분석결

과 대비하여 9개가 증가하였다. 특히, 발전기용량 3MW이상, 단지규모 

144MW이상의 Case에서는 모두 (+)수익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 기 사양

2MW 3MW 4MW 6MW

단지 

규모

48MW (1-1) -1,000 (6-1) -535 (11-1) -321 (16-1) -178
96MW (2-1) -985 (7-1) -74 (12-1) 353 (17-1) 655

144MW (3-1) -971 (8-1) 363 (13-1) 1,004 (18-1) 1,454
192MW (4-1) -959 (9-1) 777 (14-1) 1,626 (19-1) 2,257
240MW (5-1) -948 (10-1) 1,169 (15-1) 2,226 (20-1) 3,027

<표 5-4> 정부지원 (30%)에 한 수익성 분석결과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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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익성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하며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지원이 필수적임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건설되는 대부분의 해상풍력발전단지에 3MW이상의 대용량 발전기가 설

치되고 단지규모 역시 100MW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력판매 수익의 30% 수준으로만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해상풍력발전단

지의 경제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제3절 자본비용에 따른 결과

1. 분석 Case 설정

해상풍력발전 단지는 초기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20~25년 장기간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수익구조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자본비용은 단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써 자본비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분석 Case로써는 앞서 분석한 Case8 (발전기용량 3MW, 단지규모 144MW)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력판매수익의 30%를 지원하여 직접적으로 추가수익

을 보존하는 방식과 저리의 투자금 대출 등을 통한 지원 방식에 대한 수익성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Case8-1을 분석결과에 추가하였다.

Case8-1의 단지의 경우 분석결과 총 4,644억원의 투자비용이 발생하였고, 총

수익은 20,14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648억원은 정부지원

으로 인한 추가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를 20년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감소로 치환하면 3.53%의 이자율 감소와 동일하다. 이를 고려하여 WACC 변

화폭을 선정하여 총 6개의 분석 Case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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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Case WACC 정부지원

Case 8 8.30% 0%
Case 8-1 8.30% 력 매수익의 30%
Case 8-2 6.54% 0%
Case 8-3 4.78% 0%
Case 8-4 3.02% 0%
Case 8-5 1.26% 0%

<표 5-5> 자본비용 변동에 한 수익성 분석 Case

2. 분석 결과

자본비용(WACC)의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9> Case8 ~ 8-5 분석결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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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Case WACC 정부지원 수익성 (억원)
Case 8 8.30% 0% -1,147

Case 8-1 8.30%
력 매수익의 

30%
363

Case 8-2 6.53% 0% -65
Case 8-3 4.77% 0% 1,487
Case 8-4 2.99% 0% 3,726
Case 8-5 1.22% 0% 6,979

분석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표 5-6>와 같으며, WACC의 감소로 인해 

단지 수익성이 급격히 양호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전

력판매 수익의 30%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Case8-1 대비 동일 금액을 

지원하되 이자율 할인을 통해 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지원방식인 

Case8-3에서 수익성이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주로 지원되던 방식인 ROC, 

FIT 등의 수익보존 방식보다는 저금리로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욱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5-6> 자본비용 변동에 한 수익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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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 간 인과관

계 및 정량적 관계를 분석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발전단지의 규

모 및 발전기 용량 변화, 정부지원금, 자본비용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 변화양

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이루는 각 요소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시스템 

구조를 형성하여 특정 요소의 변화에 따른 전체 시스템 변동성을 예측하여 수

익성을 분석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의 개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전단지의 규모 및 발전기 사양에 따른 수익성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4MW이하의 소형 발전기의 경우 단지 규모와 무관하게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MW 대용량 발전기를 설치하더라도 단지규모가 

192MW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아니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된 6MW 대용량 발전기를 사용한 

192MW 이상의 대규모 단지의 경우도 6MW급 대용량 해상발전기가 최근에서

야 개발 완료 및 설치가 시작된 발전기임을 고려할 시 발전기에 대한 기술 리

스크가 있을 수 있다.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이러한 리스크로 인한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6MW 대용량 발전기를 설치한 대규모 단지에서의 수익

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운영 외에 정

부 등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규모를 전력판

매수익의 30%로 가정할 시 현재 해상사이트에서 설치·운영 중인 대표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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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 3MW 이상의 발전기 사양, 144MW 이상 규모의 발전단지에서 (+) 수익

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지원금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수익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해상풍력발

전단지 건설 활성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비용의 경우는 초기에 투자비용이 집중되고 장기간에 걸쳐 수익이 발생

하는 풍력발전단지의 특성상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요소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본비용의 감소는 전력판매단가의 30%를 지원하여 추

가 수익을 보존하는 지원방식보다 수익성 확보에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6MW 이상의 대형발전기를 

설치한 192MW 이상 규모의 발전단지에서만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며, 이 또

한 신기술인 6MW 발전기의 기술 리스크를 고려할 시 수익성 확보를 장담 할

수 없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수적이

며, 그 방법은 전력판매수익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직접 보존해 주는 방식보

다는 자본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을 검증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자료나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각 하위 요소 간 정량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수익성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경계

를 단지운영부분으로 제한하여 금융이나 민원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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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특히,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분석기법의 주요한 특징이 피드백 구조를 

통한 시스템 변동성 분석임에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피드백 구조인 리스크 항

목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설정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

합모델링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 높은 데이

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리스크 항목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여 피드백구조에 

따른 시스템의 변동성 분석까지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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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Case 공통 명령어 텍스트] 

initial interval= 1

Time line= INTEG (time increase, 0)

anual wind farm profit= imcome-cost-Cost of Capital-Inflation cost

"Accu. NPV's"= INTEG ( NPV inscrease – step("Accu.NPV's“

,commission WTG completion+365*5+365*10+365*5+5*turbine 

quantity\*1.25), anual wind farm profit)

time increase= initial interval

NPV inscrease= anual wind farm profit/Annual WACC rate

cost= CAPEX+OPEX+Proje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step("Accu. Cost"*0.03/(commission WTG 

completion+365*5+365*10+365*5+5*turbine quantity\ *1.25),0)- 

step("Accu. Cost"*0.03/(commission WTG completion+365*5+365*10

+365*5+5*turbine quantity\ *1.25),commission WTG completion

+365*5+365*10+365*5+5*turbine quantity*1.25)

"tie-in to network"= step(0.0278*turbine capacity,onshore substation 

completion+150)-step(0.0278*turbine capacity\ ,onshore substation

completion +150+100)

CAPEX= Consent Cost+Installation+Procurement phase

Electricity Price= 0.00075*(1+"Accu. Infl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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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substation installation= 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mob 

completion)-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mob completion+20)

Cost of Capital="Accu. Cost"*WACC/365-step("Accu. Cost"*WACC/365

,commission WTG completion+365*5+365*10+365*5+5*turbine quantity)

"Accu. Inflation rate"= INTEG ( inflation increase, 1)

inflation rate= 0.02/365

Inflation cost= cost*("Accu. Inflation rate"-1)

inflation increase= "Accu. Inflation rate"*inflation rate

OPEX untill 5year= step(0.0018*turbine quantity,commission WTG 

completion)-step(0.0018*turbine quantity\,commission WTG 

completion+365*5)

Commissioning WTG= step(0.014286*turbine quantity,commission 

WTG completion-70)-step(0.014286*turbine quantity\,commission WTG 

completion)

onshore cable= step(0.13,onshore substation completion)

-step(0.13,onshore substation completion+150\)

onshore substation completion= start compliation+30+250+600+180

installation of WTG= 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mob for WTG 

completion+0.5*turbine quantity*1.25)-\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

,mob for WTG completion +0.5*turbine quantity*1.25+1.5*turbine 

quantity*1.25)

Installation= Commissioning WTG+Demob vessel+Demob vesse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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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G+export cable+substructure installation\+substructure 

transport+installation of WTG+installation scour protection+installation 

transition piece\+"inter-array cable"+Mob vessel+Mob vessel for 

WTG+"Mob/demob vessel for offshore substaiton"\+offshore substation 

installation+onshore cable+other cost+terminate cable+"tie-in to 

network"\+WTG transport

commission WTG completion= max(mob for WTG completion

+0.5*turbine quantity*1.25+1.5*turbine quantity,onshore substation 

completion+150+100\)+70

mob for WTG completion= start compliation+30+250+600+2

Mob vessel for WTG= step(0.9,mob for WTG completion-2)

-step(0.9,mob for WTG completion)

"Mob/demob vessel for offshore substaiton"= step(1.8,mob 

completion-2)-step(1.8,mob completion)

other cost= step(1,commission WTG completion)-step(1,commission WTG 

completion+30)

decommissioning= step(0.83,commission WTG completion

+365*5+365*10+365*5)-step(0.83,commission WTG completion\

+365*5+365*10+365*5+5*turbine quantity*1.25)

OPEX= "OPEX 15~20year"+"OPEX 5~15year"+OPEX untill 

5year+decommissioning

mob completion= start compliation+30+25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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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b vessel for WTG= step(0.9,mob for WTG completion+0.5*turbine 

quantity*1.25+1.5*turbine quantity)-step\(0.9,mob for WTG 

completion+0.5*turbine quantity*1.25+1.5*turbine quantity+2)

WTG transport= 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mob for WTG 

completion)-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mob for WTG 

completion+0.5*turbine quantity*1.25)

"Accu. Cost"= INTEG ( cost, 0)

"Accu. Income"= INTEG ( imcome, 0)

imcome= Grant*Electricity Price*Electricity Production

"installation vessel day rate (second)"= 0.675

"inter-array cable"= step(0.002925,start compliation+30+250+300)

-step(0.002925,internal cable completion)

internal cable= step(7*diameter of rotor*4*turbine quantity/5*cable 

cost per m/300,start compliation\+30+250+180)-step(7*diameter of rotor*

4*turbine quantity/5*cable cost per m/300,start compliation

+30+250+600+180)

internal cable completion= start compliation+30+250+300+turbine 

quantity*1.267*1.1

export cable= step(0.002925,internal cable completion)-step(0.002925

,internal cable completion+distance from onshore\*1.5*1.1)

compliation phase= step(0.01,start compliation)-step(0.01,start 

compliatio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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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 start installation+2

consent review= step(0.0015,start compliation+30)-step(0.0015,start 

compliation+30+250)

offshore substatoin= step(0.2,start compliation+30+250)-step(0.2,start 

compliation+30+250+550)

onshore subtation= step(0.15,start compliation+30+250)-step(0.15,start 

compliation+30+250+300)

substructure transport= 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mob)-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foundation transport period\)

substructure= step(substructure price*turbine quantity,start 

compliation+30+250+180)-step(substructure price\*turbine quantity

,start compliation +30+250+180+180)

demob= termination cable completion+2

Demob vessel= step(0.9,termination cable completion)-step(0.9,demob)

installation scour protection= 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 

(second)",foundation transport period+1.5)-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 

(second)"\,foundation installation period+1.5)

installation transition piece= 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

,foundation installation period)-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

,transition piece period)

installation vessel day rate= 1.125

terminate cable= 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 (second)",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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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completion+distance from onshore\*1.5*1.1)-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 (second)",termination cable completion\)

engineering cost= step(0.0011,start compliation+30+250)-step(0.0011,start 

compliation+30+250+700)

transition piece period= foundation installation period+turbine 

quantity*1.5*1.25

SCADA= step(0.06,start compliation+30+250+180)-step(0.06,start 

compliation+30+250+270+180)

foundation installation period= foundation transport period+turbine 

quantity*1.5*1.25

external cable= step(1000*distance from onshore*cable cost per 

m/300,start compliation+30+250+180)-step\(1000*distance from 

onshore*cable cost per m /300,start compliation+30+250+600+180)

foundation transport period=mob+turbine quantity*0.5*1.25

substructure installation= 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foundation 

transport period)-step(installation vessel day rate,foundation installation 

period)

WTGS= step(WTG price*turbine quantity,start compliation+30+250)

-step(WTG price*turbine quantity\,start compliation+30+250+600)

start installation= start compliation+30+250+180

termination cable completion= internal cable completion+distance 

from onshore*1.5*1.1+3*turbine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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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 vessel= step(0.9,start installation)-step(0.9,mob)

assess and negotiate= step(1,land lease time)-step(1,land lease 

time+70)

land lease time= 60

scoping documen time= land lease time+80

environmenal statement consultees= step(0.021,land lease time)

-step(0.021,land lease time+es period)

"preliminary geotechnical/physical surveys"=step(0.1,scoping documen 

time)-step(0.1,scoping documen time+15)

"contact non-statutory consultees"= step(0.003,land lease time)

-step(0.003,land lease time+"contact non-statutory period"\)

contact statutory= step(0.005,land lease time)-step(0.005,land lease 

time+contact statutory period)

contact statutory period= 8.33*turbine quantity

start compliation= land lease time+max(contact statutory period

,es period)

"procure & install met mast"= step(0.45,scoping documen 

time)-step(0.45,scoping documen time+120)

Procurement phase= cable cost+substructure+offshore substatoin+onshore 

subtation+SCADA+WTGS

"scoping doc."= step(0.03,land lease time)-step(0.03,scoping docume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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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G price= (7.0795*turbine capacity+13.254)/600

substructure price= 5.3411*EXP( 0.2936*turbine capacity )/180

land lease cost= step(0.85,0)-step(0.85,land lease time)

"pre-planning doc."= step(0.01,land lease time/2)-step(0.01,land lease 

time/2+5)

preliminary bathymetric survey= step(0.02,scoping documen 

time)-step(0.02,scoping documen time+30)

year= TIME BASE ( 0,0.00274)

~  [0,0.00274]

PEED= step(0.05,scoping documen time)-step(0.05,scoping documen 

time+250)

cable cost= external cable+internal cable

cable cost per m= 0.0029

CF= 34.7/100

commissioning= 1460

Consent Cost= (assess and negotiate+compliation phase+consent 

review+"contact non-statutory consultees"\+contact statutory+engineering 

cost+environmenal statement consultees+land lease cost\+PEED+post 

consent+"pre-planning doc."+preliminary bathymetric survey+"preliminary 

geotechnical/physical surveys"\+"procure & install met mast"+"scoping 

doc.")

"contact non-statutory period"= 8.33*turbine quantity



- 129 -

diameter of rotor= 22.5*turbine capacity+60.333

distance from onshore= 25

Electricity Production= step(CF*turbine capacity*turbine quantity*24

,commission WTG completion)-step(CF*turbine capacity\*turbine 

quantity*24,commission WTG completion+365*5+365*10+365*5)

es period= 8.33*turbine quantity

"OPEX 15~20year"= step(0.0021*turbine quantity,commission WTG 

completion+365*5+365*10)-step(0.0021*turbine quantity\

,commission WTG completion+365*5+365*10+365*5)

start date= commissioning

"OPEX 5~15year"= step(0.0016*turbine quantity,commission WTG 

completion+365*5)-step(0.0016*turbine quantity\,commission WTG 

completion+365*5+365*10)

post consent= step(0.03,8.37*turbine quantity+280)

-step(0.03,8.37*turbine quantity+280+2*turbine quantity\)

[Case별 변경 명령어 텍스트] 

Case 1

turbine capacity= 2

turbine quantit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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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1

WACC= 0.0830

Case 2

turbine capacity= 2

turbine quantity= 48

Grant= 1

WACC= 0.0830

Case 3

turbine capacity= 2

turbine quantity= 72

Grant= 1

WACC= 0.0830

Case 4

turbine capacity= 2

turbine quantity= 96

Grant= 1

WACC= 0.0830

Case 5

turbine capacity= 2

turbine quantity=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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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1

WACC= 0.0830

Case 6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16

Grant= 1

WACC= 0.0830

Case 7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32

Grant= 1

WACC= 0.0830

Case 8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48

Grant= 1

WACC= 0.0830

Case 9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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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1

WACC= 0.0830

Case 10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80

Grant= 1

WACC= 0.0830

Case 11

turbine capacity= 4

turbine quantity= 12

Grant= 1

WACC= 0.0830

Case 12

turbine capacity= 4

turbine quantity= 24

Grant= 1

WACC= 0.0830

Case 13

turbine capacity= 4

turbine quantity=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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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1

WACC= 0.0830

Case 14

turbine capacity= 4

turbine quantity= 48

Grant= 1

WACC= 0.0830

Case 15

turbine capacity= 4

turbine quantity= 60

Grant= 1

WACC= 0.0830

Case 16

turbine capacity= 6

turbine quantity= 8

Grant= 1

WACC= 0.0830

Case 17

turbine capacity= 6

turbine quantity=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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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1

WACC= 0.0830

Case 18

turbine capacity= 6

turbine quantity= 24

Grant= 1

WACC= 0.0830

Case 19

turbine capacity= 6

turbine quantity= 32

Grant= 1

WACC= 0.0830

Case 20

turbine capacity= 6

turbine quantity= 40

Grant= 1

WACC= 0.0830

Case 1-1

turbine capacit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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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e quantity= 24

Grant= 1.3

WACC= 0.0830

Case 2-1

turbine capacity= 2

turbine quantity= 48

Grant= 1.3

WACC= 0.0830

Case 3-1

turbine capacity= 2

turbine quantity= 72

Grant= 1.3

WACC= 0.0830

Case 4-1

turbine capacity= 2

turbine quantity= 96

Grant= 1.3

WACC= 0.0830

Case 5-1

turbine capacit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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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e quantity= 120

Grant= 1.3

WACC= 0.0830

Case 6-1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16

Grant= 1.3

WACC= 0.0830

Case 7-1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32

Grant= 1.3

WACC= 0.0830

Case 8-1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48

Grant= 1.3

WACC= 0.0830

Case 9-1

turbine capacit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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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e quantity= 64

Grant= 1.3

WACC= 0.0830

Case 10-1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80

Grant= 1.3

WACC= 0.0830

Case 11-1

turbine capacity= 4

turbine quantity= 12

Grant= 1.3

WACC= 0.0830

Case 12-1

turbine capacity= 4

turbine quantity= 24

Grant= 1.3

WACC= 0.0830

Case 13-1

turbine capacit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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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e quantity= 36

Grant= 1.3

WACC= 0.0830

Case 14-1

turbine capacity= 4

turbine quantity= 48

Grant= 1.3

WACC= 0.0830

Case 15-1

turbine capacity= 4

turbine quantity= 60

Grant= 1.3

WACC= 0.0830

Case 16-1

turbine capacity= 6

turbine quantity= 8

Grant= 1.3

WACC= 0.0830

Case 17-1

turbine capacit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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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e quantity= 16

Grant= 1.3

WACC= 0.0830

Case 18-1

turbine capacity= 6

turbine quantity= 24

Grant= 1.3

WACC= 0.0830

Case 19-1

turbine capacity= 6

turbine quantity= 32

Grant= 1.3

WACC= 0.0830

Case 20-1

turbine capacity= 6

turbine quantity= 40

Grant= 1.3

WACC= 0.0830

Case 8-2

turbine capacit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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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e quantity= 48

Grant= 1

WACC= 0.0653

Case 8-3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48

Grant= 1

WACC= 0.0477

Case 8-4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48

Grant= 1

WACC= 0.0299

Case 8-5

turbine capacity= 3

turbine quantity= 48

Grant= 1

WACC= 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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